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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개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복지가 부각되면서 교통 분야

에서도 복지에 한 인식이 차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 으로는 복지 상이 

특정계층에서 모든 국민에 한 보편  복지로의 확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한 서울시에서 교통이 부분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그 

상이 변화하면서, 단순 수송의 기본기능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복지를 수반하는 교통정책에는 막 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교통복지정책을 시행 시에는 재정 으로 지속가능한지 고려해야 함.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의 개념정립과 함께,  서울시 

교통정책들의 복지요소와 복지역할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교통

복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1>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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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결과

1)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정립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개념을 교통복지 측면에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음.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는 교통약자에 한 서비스(선택  복지)의 지속 인 

추진과 더불어 교통 서비스 확  시, 향후 과도한 자원  재원이 소요

되지 않도록 합리 인 배분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림 2>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

2)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1) 기존 교통복지정책 분석

◦서울시에서 시행 인 복지정책들 가운데 교통 분야의 복지정책은 주로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상으로 하고 있음.



iii

대상 목적 사업명

노인 고령친화환경 조성 - 노인친화형 교통환경 개선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

- 장애없는 도시환경 조성 

 ∙ 무장애(Barrier-Free) 교통환경공간 시범조성

- 장애인 이동편의 확대

 ∙ 장애인 콜택시 운영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장애인 무료운전연습장 운영 등

- 저상버스 확대

여성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구축 - 여성친화 도시개발(여행(女幸)주차장, 콜택시)

자료 : 서울특별시, 2011, ｢제2기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표 1> 서울시 기존 교통복지정책

(2) 복지영역으로 확대 가능한 교통정책 분석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분류된 교통 련 복지정책 외에도 시행 인 교통 

분야 정책들 가운데 복지성격을 지닌 정책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 교통정책에 한 총  악과 교통 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에서 시행 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 교통 련 정책) 

에서 복지요소가 있는 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를 분석함.

<그림 3>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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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정책별 복지특성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정책의 기능과 

수혜자 범 에 따라 해당 정책이 복지정책인지, 어떤 수혜자를 상으로 

하는 정책인지를 단할 수 있음.

<그림 4> 대중교통정책의 복지요소 영역 구분

◦서울시의 주요 교통정책별로 정책 기능과 수혜자 특성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복지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음.

－교통약자를 한 여러 교통정책이 특정계층을 상으로 하는 선택  교통

복지정책으로 분류됨. 이들 정책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장애인 콜택시 운 , 

상버스 확  도입, 교통약자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정책들이 있음.

－ 교통 환승할인 보조(무료환승) 정책은 교통의 모든 이용자가 

혜택을 받으며 교통의 기본기능뿐만 아니라 추가기능도 수행하는 

보편  복지정책으로 분류됨.

－버스 재정지원 건 화 정책은 공공이 기본 으로 서비스해야 하는 ( )

공공서비스 정책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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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이용자 부분이 혜택을 받는 교통 인 라 확충이나 

교통 시설 개선 정책들은 ( )공공서비스 역 는 보편  복지 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정책은 기본기능만 담당한다고 단되기도 

하고 추가기능도 있다고 단되기도 하는 등 문가 사이에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정책임.

<그림 5>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결과

◦서울시가 교통 분야에서 실질 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들을 정리하면, 

수혜 상에 따라 크게 지하철 무임승차, 장애인 콜택시 운 , 상버스 

확  도입, 교통약자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의 선택  복지정책과 교통 환승할인 보조(무료환승)의 보편  

복지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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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역할 분석

(1) 기존 교통복지정책의 복지역할 분석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존에 시행 인 교통 련 복지정책들과 서울시 교통

정책의 복지요소 분석을 통해 복지 역으로 확  가능한 교통복지정책들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그 효과를 산정하여, 서울시 교통정책들의 복지

역할을 살펴 .

◦사회복지 분야로 구분되어 산을 집행하는 교통 련 기존 교통복지정책

으로는 장애인 콜택시ㆍ장애인 무료셔틀버스ㆍ장애인 심부름센터ㆍ장애인 

무료운 연습장 운 , 상버스 확  도입과 교통약자 무장애 공간조성 

사업이 있음. 이들 정책은 모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한 

선택  복지정책임.

◦서울시 연간 산계획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책  단 사업으로 

명확하게 분류되어 시행되는 기존 교통복지정책들은 그 소요비용이 연간 

약 583억원(2011년 기 ) 수 임.

정책사업

분야
정책

사업내용

(2011년 예산사용 계획)

예산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0년

사회복지

-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편의 확대 - - -

∙ 장애인 콜택시 운영 - 장애인 콜택시 차량 300대 운영 20,269 19,484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차량 25대 운영 1,105 1,471

∙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장애인 심부름 차량 140대 운영 5,399 5,369

∙ 장애인 무료운전연습장 운영
- 장애인 무료운전연습장, 해피콜봉사 

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393 1,675

- 저상버스 확대 도입
- 저상버스 '09년 이전 1,235대, 

'10년 313대, '11년 300대 도입
30,000 30,315

- 교통약자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 - -

∙ 무장애 공간조성 사업
- 다운복지관(노원구), 녹색병원 (중랑구)

2개소에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163 1,730

합계 58,329 600,44

자료 : 서울특별시, 2011, ｢2011 예산개요｣

<표 2>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 기존 교통복지정책 소요예산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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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영역으로 확대 가능한 교통정책의 복지역할 분석

① 도로교통 분야 교통정책의 복지역할 분석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을 통해 복지 역으로 확  가능한 교통

정책들 에서, 도로교통 분야로 구분되어 서울시 정책 사업비 산을 집행

하는 교통복지정책으로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정비(교통약자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의 일환 정책),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정책이 있음.

◦연간 산 계획의 도로교통 분야에서 정책  단 사업으로 명확하게 분류

되어 시행하는 이들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338억원(2011년 기 ) 

수 임.

정책사업

분야
정책

사업내용

(2011년 예산사용 계획)

예산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0년

도로교통

- 교통약자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 - -

∙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정비

- 어린이 보호구역 '09년 이전 1,144개소, 

'10년 173개소, '11년 124개소 정비

- 노인 보호구역 '09년 이전 26개소, 

'10년 13개소, '11년 13개소 정비

13,232 16,741

-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E/L 15역 17대, 

E/S 9역 20대 확대 설치
20,583 32,500

합계 33,815 49,241

자료 : 서울특별시, 2011, ｢2011 예산개요｣

<표 3> 서울시 도로교통 분야 복지관련 소요예산 (2011년)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을 통해 복지 역으로 확  가능한 교통

정책들 에서 지하철 무임승차와 교통 환승할인 보조(무료환승)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확하게 알 수 없음.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의 체 자를 고려하여 연간 재정지원 산을 계획

하여 자를 보 해주고 있으며, 버스와 지하철의 체 자규모는 2009년을 

기 으로 연간 약 6,891억원 수 임(버스 2,377억원, 지하철 4,514억원).

◦ 렴한 요 수  유지, 지하철 무임승차, 교통 환승할인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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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등이 이러한 교통 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교통 서비스 유지를 한 복지 구성요소 의 하나로 볼 수 있음.

◦이 모든 요소를 다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하철 무임승차와 교통 

환승할인 정책에 해서만 복지비용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며, 렴한 

요 수 을 유지하기 해서는 물가상승률, 인건비・유류비 인상 등의 

향후 세 한 검토가 필요함.

②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 복지역할 분석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에 지하철 이용요 을 면제해 주는 정책임.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추정한 결과, 서울시는 2009년을 기 으로 연간 

약 2,219억원을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과 그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추세로 

고령층 통행량의 증가가 상되는바, 앞으로도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됨.

구분 상세 비용 추정 방법 전체 비용

서울메트로
무임승차인원 × (지하철 단독 평균운임)

= 136,059천명/년 × 1,016원 ≒ 1,382억원/년 약 2,219

억원/년
도시철도공사

무임승차인원 × (지하철 단독 평균운임)

= 83,128천명/년 × 1,007원 ≒ 837억원/년

주) 무임승차 비용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추정값 사용

<표 4>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추정 결과 (2009년)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은 무임승차 상자의 통행비용 감소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의 정책효과가 있으며,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

하거나 수도권 교통을 이용하는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감.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1회 탑승 시마다 약 1,012

원의 할인 효과, 서울시 인구 1인당 연간 약 2만원의 비용 감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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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계

무임승차 비용 (연간) 1,382억원 837억원 2,219억원

무임승차 인원 (연간) 13,606만명 8,313만명 21,919만명

1인당 무임승차 보조금 (회당) 1,016원/명 1007원/명 1,012원/명

서울시 인구 10,464,051명

1인당 무임승차 보조금 (연간) 13,003원/명 7,944원/명 20,947원/명

<표 5>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의 이용자 비용절감 효과

③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 복지역할 분석

◦ 교통 환승할인 정책은 2004년 7월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후 통합

요 제로 환하면서 환승 시마다 기본요 을 내던 기존 요 체계와 달리 

환승하는 교통수단과 환승횟수(환승 4회까지)에 상 없이 총 이동한 거리

만큼 요 을 지불하는 정책이며, 교통의 모든 이용자에게 환승비용을 

재정 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임.

구분 상세 비용 추정 방법 전체 비용

지

하

철

서울

메트로

지하철↔

서울버스

서울버스 환승인원 × [(지하철단독 평균운임)-(서울환승 평균운임)]

= 257,804천명/년 × [(1,002원) - (571.4원)] ≒ 1,110억원/년

약 1,862

억원/년

지하철↔

경기ㆍ인천버스

경기인천버스 환승인원 × [(지하철단독 평균운임)-(경기ㆍ인천환승 평균운임)]

= 94,033천명/년 × [(977.6원) - (857.75원)] ≒ 113억원/년

도시철도

공사

지하철↔

전체버스

버스 환승인원 × [(지하철단독 평균운임)-(환승 평균운임)]

= 172,937천명/년 × [(1,007원) - (638원)] ≒ 639억원/년

버

스

버스↔버스
버스↔버스 환승인원 × [(버스단독 평균운임×2)-(버스↔버스 환승운임)]

= 373,500명/일 × 365 × [(950원×2) - (1,340원)] ≒ 763억원/년 약 2,253

억원/년
버스↔지하철

버스↔지하철 환승인원 × [(버스단독 평균운임)-(버스 환승운임)]

= 430,741천명/년× [(950원) - (604원)] ≒ 1,490억원/년

전 체
약 4,115

억원/년

주1) 지하철 환승할인 비용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추정값 사용

주2) 버스 환승할인 비용은 기존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신규 추정

<표 6> 대중교통 환승할인 비용 추정 결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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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환승할인 비용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년을 기 으로 

연간 약 4,115억원을 교통 환승할인 비용 보조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교통 통합요 제가 수도권 역으로 확 (2009.10.10)되면서 2009년

까지 환승인원과 그 비용이 계속 증가하 으나 2010년에는 다소 둔화되는 

추세임. 교통 환승수요가 안정화 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단되므로, 

환승할인 정책 비용도  수 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상됨.

◦ 교통 환승할인 정책은 이용자 비용감소, 교통 수요증가(승용차 수요

감소)  등의 정책효과가 있으며,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교통을 이용하는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감.

◦ 교통 환승할인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1회 탑승 시마다 약 104원의 

비용 감, 서울시 인구 1인당 연간 약 4만원의 비용 감 효과가 있음.

구분 버스 지하철 전체

환승보조금 (연간) 2,254억원 1,862억원 4,115억원

대중교통 승객수 (연간) 16.81억명 22.93억명 39.74억명

1인당 환승보조금 (회당) 134원/명 81원/명 104원/명

서울시 인구 10,464,051명

1인당 환승보조금 (연간) 21,540원/명 17,794원/명 39,325원/명

<표 7>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의 이용자 비용절감 효과

◦서울시 교통정책들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복지비용을 종합해보면, 서울시는 

교통 분야에서 복지비용으로 연간 약 7,255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에서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되어 기존에 시행 인 교통 련 정책들의 

복지비용, 즉 기존에 복지로 인식되어 있는 교통복지비용은 연간 약 583억원임.

◦이 연구에서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을 통해 복지 역으로 확  

가능한 교통정책들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는 연간 약 6,672억원인 

것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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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비용
기존 복지정책 여부 분류

(복지비용 소계)
전체 복지비용

 -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 장애인 이동편의 확대 28,166
기존 교통복지정책

(총 58,329)

총 725,544

 - 저상버스 확대 도입 30,000

 - 교통약자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13,395

복지영역으로 

확대 가능한 교통정책

(총 667,215)

 -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20,583

 - 지하철 무임승차 *  221,900

 - 대중교통 환승할인 보조(무료환승) * 411,500

주) * 표시 정책 외 : 실제 집행하는 예산 (2011년 기준)

    * 표시 정책 : 실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닌, 다른 대중교통관련 지출된 비용 중에 포함되는 복지효과 추정
(자료 한계상 2009년 기준 추정)

<표 8>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비용 종합
(단위 : 백만원/년)

3. 정책건의

1) 기존 교통복지정책 방향

◦서울시 교통복지정책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특정계층을 상으로 하는 

선택  복지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존에 시행 인 

교통 련 복지정책들도 모두 교통약자를 상으로 하는 선택  복지정책임.

－사회복지 분야의 기존 교통복지정책에는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

편의 확 (장애인 콜택시ㆍ장애인 무료셔틀버스ㆍ장애인 심부름센터ㆍ

장애인 무료운 연습장 운 ), 상버스 확  도입, 교통약자 무장애 교통

환경 조성(무장애 공간조성 사업) 정책이 있음.

◦기존 교통복지정책에 소요되는 복지비용은 연간 약 583억원(2011년 기 )

수 으로 이 연구에서 분석한 서울시 교통 분야의 체 복지비용(연간 약 

7,255억원)  10% 미만의 비 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기존의 선택  교통복지정책들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의 

목 에 맞게 충실하게 지속 으로 해오던 사업이므로 행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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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영역으로 확대 가능한 교통정책 방향

(1) 도로교통 분야 교통복지정책 방향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을 통해 복지 역으로 확  가능한 교통

정책에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정비의 교통약자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지하철 무임승차, 교통 환승할인 

정책이 있음.

◦이 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아닌 도로교통 분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기존에 

시행 인 복지정책으로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정비,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정책이 있으며, 이들 정책은 모두 교통약자를 한 

선택  복지정책임.

◦이들 교통복지정책에 소요되는 복지비용은 연간 약 338억원(2011년 기 ) 

수 으로 이 연구에서 분석한 서울시 교통 분야의 체 복지비용(연간 약 

7,255억원)  5% 미만의 비 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도로교통 분야에서 시행 인 선택  교통복지정책들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의 목 에 맞게 지속 으로 해오던 사업이므로 행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임.

(2)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 개선방향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은 고령화추세에 따른 노인 무임승차 이용 증가로 

재 높은 수 의 정책비용이 차 더 늘어날 것으로 상됨. 따라서 향후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은 계속 유

지하되 일부 개선이 필요함.

◦이에 따라 첨두시 요 차등화 등 다양한 요 정책 수립을 검토하고, 법에 

의거하여 앙정부에 극 인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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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 개선방향

(3)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 개선방향

◦ 교통 환승할인 정책은 복지 역으로 확  가능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 분야의 표 인 정책임.

◦ 교통 환승할인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4,115억원(2009년)으로 

서울시 체 교통 산의 10%, 서울시 교통 운 비용의 12%라는 상당한 

비 을 차지함(2009년 서울시 체 교통 산 4조 854억원, 서울시 교통 

운 비용 3조 3103억원).

◦ 에서 언 한 연간 약 4,115억원을 교통 인 라확충  시설개선 등

과 같은 부문에 투자한다면, 앙버스 용차로 91.5km 확충, 역철도 

2.7~4.1km 확충, 경 철 5.1km 건설, 상버스 2,058  도입 등의 효과를 

기 할 수 있음.

◦ 교통 환승할인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여 향후 재정 인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한 정책이라는 비 이 제기되고 있음. 교통 환승할인 

정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 체를 상으로 하는 보편 인 정책

이라는 측면에서 앙정부의 극 인 지원 요청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때 

복지재원의 활용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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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복지가 부각되면서 교통 

분야에서도 복지에 한 인식이 차 확산됨.

◦사회 으로는 효율성 심에서 형평성 심으로 환하고 있으며 복지의 

상이 특정계층에서 모든 국민에 한 보편 인 복지로의 확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교통을 심으로 하는 서울시에서 교통은 기존의 서민 표 교통

수단에서 부분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상이 변화되면서, 

단순 수송의 기본기능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복지를 수반하는 교통정책에는 막 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교통복지정책을 시행 시에는 재정 으로 지속가능한지 고려해야 하며, 이에 

교통 련 정책들을 복지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두되고 있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의 개념정립과 함께,  서울시 

교통정책들의 복지요소와 복지역할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교통

복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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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우선 사회복지 개념, 지속가능성 개념,  사회복지 방향 등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의 개념을 정립함.

◦그리고 최근의 서울시 복지정책과 교통정책에 한 악과 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책들  어떤 정책이 복지이며 어떤 복지특성을 

띄고 있는지 분석함.

◦ 한 복지요소를 갖고 있다고 단되는 교통정책들이 복지측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복지비용  효과를 분석하고 재정 으로 지속가능한지 

검토함.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실 을 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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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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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정립 

제1절 사회복지 개념

1. 사회복지 개념 검토

◦사회구성원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 빈곤과 실업 때문에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통 인 과거의 사회 험과 함께 격한 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 험들을 마주하게 됨.1)

◦사회복지는 이들 사회 험들이 가져다주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함께 

행복을 추구하기 한 사회 인 노력임.

◦흔히 인용되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Romanyshyn의 정의)는 개인과 사회 

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  노력이며 사회문제의 

해결과 방, 인 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질  향상 등에 직 인 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함. 한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에 한 

사회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도 포함함.

1) 조흥식 외 6인 공 , 2010,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10  지속가능한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사회복지는 역의 범 에 따라 의의 역할과 의의 역할, 기능에 따라 

잔여  역할과 제도  역할로 구분됨.

－ 의의 사회복지는 빈곤, 고령,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  약자에 

재정 인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의의 사회복지는 국민의 보편 인 욕구에 한 공동책임으로 사회

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제반 시책을 의미함.

－잔여  개념의 사회복지는 가족시장과 같은 제도를 통한 욕구충족과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으로 재정 인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

하는 보충  성격의 사회복지임.

－제도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 인 기능을 1차 으로 

수행하고 모든 사람들을 상으로 하는 보편  성격의 사회복지임.

－ 의의 사회복지와 잔여  개념의 사회복지는 선택  복지라 할 수 있고, 

의의 사회복지와 제도  개념의 사회복지는 보편  복지라 할 수 있음.

◦ 통 으로 사회복지제도는 의의ㆍ잔여  성격이 강했으나, 차 으로 

의의ㆍ제도  성격의 사회복지가 강조되고 있음. 즉, 사회  약자들을 

상으로 하는 선택  복지에서 보편 인 사람들을 상으로 하는 보편  

복지가 논의 상이 되고 있음.

 

만약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만이 아동수당, 무상의료 또는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다면, 

나머지 사회집단들은 그러한 혜택이 가능한 한 값싸게 제공되는 데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들은 온갖 이유를 들면서 급여의 비용을 줄이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급여는 자신들이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나쁘다고 해도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 잉바르 카를손ㆍ안네마리에 린드그렌, 2009,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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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편  복지에는 막 한 비용이 소요되며, 그 비용에 비해 단기간에 

가시 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단 으로 지 되고 있어 

보편  복지를 용해야 하는 분야는 제한 일 수밖에 없을 것임.

2. 교통기본권(교통권)의 등장

◦보편  복지의 요구가 차 증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막 한 재원의 

소요는 여 히 문제 으로 지 되고 있어, 보편  복지를 용해야 하는 

분야는 제한 으로 근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과 련된 분야가 우선 으로 보편  복지의 용

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단되는데, 이러한 시 에서 국민의 기본

인 이동을 보장하려는 교통권2)의 등장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2-1> 우리나라의 기본권

2) 재 교통권을 다루는 교통기본법이 추진 임.

   - 2010.08.31 교통기본법 제정(안) 입법 고

   - 2011.04.05 교통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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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본법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음.

－교통 련 법률은 재 84개로 개별 으로 교통정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 이고 기본 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

－기본권으로서의 교통권 인식 확산, 최  교통서비스 보장, 교통 활성화 

등의 여건변화에 극 인 처가 필요함.

－특히 서민층에 한 교통서비스 개선  확 를 해 최  교통서비스수  

설정 등이 필요함.

◦교통기본법은 교통권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ㆍ보장하고 있으며, 이 법의 

5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교통, 교통안  등 분야별로 기본 인 

교통정책을 제시함.

－ 국민 교통서비스 강화를 한 교통권을 법  개념으로 도입하여 이를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최 한 보장토록 함.

－국민소득, 생활문화수 , 근성, 이동시간 등을 고려한 최  교통서비스

기 을 제정함.

－ 교통 활성화를 해 선언  내용 주의 기존 법률을 교통기본법으로 

통합하고 교통 련 조항을 폭 신설함.

－규모의 세성, 사업 역의 소성  낙후성 등 구조 인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교통산업을 극 육성하기 한 제도 인 지원 장치를 

마련함.

◦해외에서도 교통권 확보를 한 교통기본법을 제정했거나 추진 이며, 

교통기본법의 핵심 내용으로 교통권 보장을 다루고 있음. <표 2-1>은 랑스와 

일본의 교통권 련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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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랑스 일본

추진상황 - 1982년 교통기본법 제정

-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 중

  (2009년 국회 교통기본법 검토회의 진행, 

2011년 정기국회 통과 예정)

교통기본법의

교통권 내용

- 교통권을 근간으로 하고 다른 교통 분야 

법률을 총괄하는 교통 분야의 최상위 

법으로 교통기본법을 제정

- 모든 국민에 대한 교통권 도입

  ① 모든 이용자가 이동할 수 있는 권리

  ② 교통수단 선택의 자유

  ③ 재화의 수송을 스스로 하든지 또는 

운수기관에 위탁하든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④ 교통수단과 그 이용 방법에 관해서 

이용자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교통기본법의 핵심 내용으로 이동권(교통권) 

보장을 다룸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이동이 보장될 권리를 갖는다

  ② 누구나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이동의 자유를 가진다

<표 2-1> 해외 교통권 사례

◦교통기본법의 교통권은 모든 국민이 경제 ㆍ신체 ㆍ사회 ㆍ지역 인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장애 없이 자유롭고 안 하게 이동할 권리로, 개인이 

처한 여건과 계없이 최소한의 보편 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의미함.

◦교통권에는 교통에 평등하게 근하고 이용할 권리, 교통약자의 장애 

없는 이동권과 근권, 보행환경의 개선과 보행권의 확립, 교통안 을 보장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됨.

◦교통권 보장은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 한 교통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보편  복지 특성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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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

1. 지속가능성 개념 검토

◦경제 력개발기구(OECD)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질이 보 되고, 재생 가능한 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이용이 지속가능 

하며, 생태계의 가치가 존 되고 범지구  환경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피할 수 있는 발 이라고 정의함. 한편, 세계환경개발 원회(WCED)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미래세 의 역량으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해하지 않으면서 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함(Meeting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3).

◦ 와 같은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교통 분야에 용시켜 OECD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공공의 보건과 환경, 생태계에 해를 가함이 없이 안 하고 

경제 인 근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교통체계라고 말함. 특히 자원이용과 

련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에서 재생 가능 자원(renewable resources)의 

이용률은 재생률 이하로, 재생 불가능 자원(non-renewable resources)의 

이용률은 재생가능 체자원 개발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의함. 

한편, 한국교통연구원도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환경의 질을 해함이 

없이 경제성장과 사회발 을 이루면서 사람, 장소, 물건, 서비스에 한 

근성과 이동성을 증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통체계라고 

정의함.4)

3) 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4) 한국교통연구원, 2002,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략수립 연구｣



제2장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정립  15

<그림 2-2>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개념

2.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정립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개념을 교통복지 측면에서 악하려면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을 심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단되는데, 우선 환경성 

측면에서는 환경의 질을 해하지 않도록 교통 심의 교통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서울시를 비롯한 도시에서 교통은 기존의 선택  수단에서 재 

부분의 시민이 이용하는 필수 수단으로 환되는 등 그 상이 변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교통 부문에서 단순한 수송기능( 교통의 기본

기능)에 더하여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고, 

교통은 소비를 진할수록 교통혼잡 완화  환경 향 최소화 등의 

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른 ( )공공

서비스와 다르게 용 상을 선택 으로뿐만 아니라 보편 으로 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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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요소  하나인 경제성 측면에서는 재정, 즉 소요

비용과 련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 이라 단되며, 이는 교통인 라  

련 분야에 향후 과도한 자원  재원이 소요되지 않도록 합리 인 배분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다른 요소인 사회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교통약

자에 한 서비스(선택  복지)의 지속 인 추진과 더불어 복지 상의 확

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이상에서 언 된 개념을 종합 으로 정리하면,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는 

“교통약자에 한 서비스(선택  복지)의 지속 인 추진과 더불어, 

 교통 서비스 확  시,

 향후 과도한 자원  재원이 소요되지 않도록 합리 인 배분을 추구하는 것”

  이라 할 수 있음.

<그림 2-3>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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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제1절 서울시 복지정책 검토

1. 서울시 복지정책 방향

◦서울시는 복지 방향을 자립과 나눔뿐만 아니라 행정환경 변화(고령화, 

출산 등)로 인해 주거ㆍ문화 등 시민의 욕구가 실한 분야까지 확 된 

보편  복지인 그물망 복지로 설정하고 있음.

◦즉, 배려가 필요한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한 배려 상별 맞춤복지와 주거ㆍ문화ㆍ

교육ㆍ건강ㆍ양육의 보편  복지 역으로 확장한 보편복지를 함께 하여 

천만시민 구나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림 3-1> 서울시 복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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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복지정책

◦서울시는 앙정부 복지방향과 일 되게 복지정책의 상을 크게 8가지로 

분류하여, 상별로 목 을 설정하고 복지정책을 계획ㆍ시행하고 있음.

－8가지 주요 복지 상은 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ㆍ가족, 아동ㆍ청소년, 

노숙ㆍ부랑인, 보육, 보건ㆍ의료임.

－ 소득층을 상으로는 사회 안 망 내실화, 수요 맞춤형 나눔문화 활성화, 

자립복지 기반 확충을 해 찾아가는 그물망복지센터 활성화, 기 생활

보장 강화, 소득층 자산 형성 등의 복지 사업을 계획  시행 임.

－노인을 상으로는 소득  건강 보장, 여가  문화 활동 제공, 고령친화

환경 조성을 해 노인일자리 확 , 노인정보화 교육, 서울형 데이 어

센터 확충 등의 복지 사업을 계획  시행 임.

－장애인을 상으로는 맞춤복지서비스, 실질  자립기반 강화, 사회참여

기회 확 를 해 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확 , 장애인 일자리 확 , 

장애인 이동편의 확  등의 복지 사업을 계획  시행 임.

－여성ㆍ가족을 상으로는 경제활동, 문화 술, 건강, 생활안 을 해 

여성의 일자리 창출, 문화 술 로그램 운 , 여성의 사회  보호 등의 

복지 사업을 계획  시행 임.

－아동ㆍ청소년을 상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의 안   보호와 창의  인재

육성을 해 아동ㆍ청소년 보호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교류  

참여활동 지원 등의 복지 사업을 계획  시행 임.

－노숙ㆍ부랑인을 상으로는 보호ㆍ응 체계 마련, 지역사회복귀 지원을 

해 거리 노숙ㆍ부랑인 시설 운 ,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등의 

복지 사업을 계획  시행 임.

－보육을 상으로는 공보육과 양육 서비스, 출산ㆍ육아 친화  환경 구축을 

해 공보육시설 운 , 양육수당  육아서비스 지원, 가족친화  직장

분 기 조성 등의 복지 사업을 계획  시행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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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ㆍ의료를 상으로는 취약계층 건강 리  공공의료를 해 노인

건강검진, 응 의료정보센터 운 , 열린보건소 운  등의 복지 사업을 

계획  시행 임.

대상 목적 사업명

저소득층

사회 안전망 내실화
가족단위통합 복지서비스모델개발 및 확대/ 찾아가는 그물망복지센터 활성화/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비수급빈곤층 지원/ 기초생활 보장강화/ 저소득위기가구 신속지원

수요 맞춤형 나눔문화 활성화 아름다운이웃․서울디딤돌/ 푸드뱅크․마켓․나눔카페/ 서울e-품앗이

자립복지 기반 확충
저소득층 자산형성(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희망의 인문학과정/ 저소득가구 

금융․재무컨설팅 확대/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확대

노인

소득보장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노인창업 육성 지원

건강보장
사랑의 안심폰 운영/ 치매토탈케어시스템 운영/ 공간제약 없는 U-Health care/ 어르신 

주치의 활성화

여가 및 문화, 자원봉사
시니어 전문자원봉사 활성화/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어르신 행복 콘서트/ 

실버갤러리 및 공연장 확충/ 노인정보화 교육

고령친화환경 조성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확충/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9988복지센터 및 어르신 

행복타운 조성/ 종로노인 문화벨트 조성/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강화/ 노인세대 임대주택 공급/ 노인친화형 교통환경 개선/ 장사문화 

토털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

맞춤복지서비스
지역사회 자립생활기반 마련/ 장애인가족역량강화 및 여가활동 지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확대/ 생활안정지원 강화/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실질적 자립기반 강화 장애인 취업 및 안정적 일자리 지원/ 직업재활시설 운영 내실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 이동편의 확대/ 장애없는 도시환경 조성

여성
ㆍ

가족

경제활동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문화예술 프로그램

건강 건강보호

생활안전 사회적 보호/ 도시환경

아동
ㆍ

청소년

아동․청소년 안전 어린이 안전/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아동․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

창의적 인재육성 인프라 확충/ 청소년 교류/ 청소년 참여/ 청소년 활동/ 청소년 대안교육

노숙인
ㆍ

부랑인

보호․응급 지원체계마련
거리노숙인 상담활동/ 의료지원사업/ 무료진료소 운영/ 상담보호센터 운영/ 부랑인 시설 

운영

재활․ 자활지원 강화
비전트레이닝센터 운영/ 아가페의 집 운영/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일자리 갖기 

사업/ 특별 자활 사업/ 공공근로 사업/ 노숙인 쉼터 운영

지역사회 복귀지원체계 마련 노숙인 주거지원/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보육

공보육 공보육시설/ 보육/ 서비스의 질

양육 서비스 양육수당/ 육아서비스

출산․육아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 출산친화적 사분위기 조성

보건
ㆍ

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노인건강검진사업/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제비 지원사업/ 

치매관리사업

공공의료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중증응급질환 특성화센터 지원/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 서비스 

구축비 지원/ 법적 의무대상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강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 추진/ 열린보건소 운영/ 보건소 분소 설치지원

예방중심 건강관리 간접흡연 피해없는 서울 만들기 지속 추진/ 서울시 여성암 검진사업/ 암관리사업

자료 : 서울특별시, 2011, ｢제2기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표 3-1> 서울시 주요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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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1. 기존 교통복지정책 분석

◦앞 의 서울시에서 시행 인 복지정책들 가운데 교통 분야의 복지정책은 

다음 <표 3-2>와 같음.

◦서울시의 기존 교통복지정책은 주로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상으로 

하고 있음.

－노인을 상으로는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해 노인친화형 교통환경 개선 

복지 사업을 계획  시행 임.

－장애인을 상으로는 사회참여기회 확 를 해 장애없는 도시환경 조성, 

장애인 콜택시  무료셔틀버스 운  등의 장애인 이동편의 확 , 상

버스 확  운  등의 복지 사업을 계획  시행 임.

－여성을 상으로는 여성친화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해 여행(女幸) 

주차장  여행콜택시 운  등의 복지 사업을 계획  시행 임.

대상 목적 사업명

노인 고령친화환경 조성 - 노인친화형 교통환경 개선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

- 장애없는 도시환경 조성 

 ∙ 무장애(Barrier-Free) 교통환경공간 시범조성

- 장애인 이동편의 확대

 ∙ 장애인 콜택시 운영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장애인 무료운전연습장 운영 등

- 저상버스 확대

여성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구축 - 여성친화 도시개발(여행(女幸)주차장, 여행콜택시)

자료 : 서울특별시, 2011, ｢제2기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표 3-2> 서울시 기존 교통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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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영역으로 확대 가능한 교통정책 분석

1) 서울시 교통정책 총괄 검토

◦앞에서 살펴본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분류된 교통 련 복지정책 외에도 

시행 인 교통 분야 정책들 가운데 복지성격의 정책이 있을 것임.

◦이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해 왔거나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들에 

한 총  악과 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교통정책들 에서 복지요소가 

있는 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를 해석하고자 함.

◦먼  서울시의 최근 5년간의 교통정책들을 악5)하고자 하며 서울시 교통

정책을 크게 교통(버스ㆍ지하철ㆍ환승), 교통약자, 자 거, 보행, 택시, 

교통수요 리, 주차, 기타 도로교통 부문 정책으로 분류하여 어떤 교통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검토함.

(1) 대중교통 부문 정책

◦서울시는 교통을 심으로 하는 도시로서 지속 으로 여러 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시행된 버스ㆍ지하철ㆍ환승 부문의 

교통 정책은 다음과 같음.

◦ 교통  버스 부문에서는 크게 버스인 라 확충, 버스서비스 제고, 버스 

재정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버스속도  정시성 향상 등을 한 앙버스 용차로 확충과 수도권 역 

BRT 확충 사업, 안정 인 버스운행기반 조성을 한 시내버스 차고지 

확충 등의 버스인 라 확충 정책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음.

5) 자료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2011, ｢주요업무보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2010, ｢주요업무보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2009, ｢주요업무보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2008, ｢주요업무계획｣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2007,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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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버스 이용 편의 향상과 안  강화를 해 버스 이용시설 개선, 

실시간 버스운행 리  버스정보제공, 버스 안 리 강화 등의 여러 

정책을 시행하여 버스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음.

－버스회사 경 실태 검  평가 등 버스 재정지원 건 화를 한 정책

들도 시행 임.

정책
주요

추진연도
추진내용 및 실적

■ 버스인프라 확충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 및 기능개선

2007

~2011

- 12개 도로축 중앙버스전용차로 100.4km 구축 (2011.01 기준)

- 미 연결구간과 수도권 BRT노선 연계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2014년까지 126.7km 확대 계획)

- 운영 중인 중앙차로 대상 중앙정류소 확장, 차로운영 등 교통체계 

개선

수도권 광역 BRT 사업 

추진

2007

~2011

- 서울~하남 BRT(서울천호~경기하남), 청라~강서 BRT(인천청라 

~서울마곡) 사업 추진

시내버스 차고지 확충
2007

~2011

- CNG충전소와 연계한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

- 안정적인 대중교통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차고지 매입 ․ 

조성 계획 (현재 시내버스의 20%가 임대차고지 사용 중)

■ 버스서비스 제고

가로변 정류소 시설 개선
2009

~2011

- 교통약자 친화공간 조성, 도시생활정보 제공의 지능형 승차대 구현 

계획

시내버스 하차단말기 추가 

설치

2007

~2011
- 승객과밀 노선에 복수의 하차단말기 추가 설치 계획

저상버스 확대 도입
2007

~2011

- 저상버스 도입 장려 등 저상버스 확대 도입 계획

- 2010.12.31 기준 저상버스 총 1,554대 도입

버스 고급화
2007

~2008

- 시내버스 내외부를 세계수준으로 만드는 표준화된 모델 개발,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감안한 스펙 결정

과학적 버스운행관리 2007 - BMS와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 버스운행관리에 활용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및 운영

2007

~2011

- 정류소 정보제공 단말기 확대 설치, 실시간 버스정보 제공서비스 

개선

- 정류소 정보제공 단말기 설치 실적 (2011.02.01 기준)

구분
가로변

정류소

중앙차로

정류소
환승센터 계

정류소 단말기 248 267 25 540

정류소 현황 5,715 267 25 6,007

<표 3-3> 대중교통(버스)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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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요

추진연도
추진내용 및 실적

합리적 시내버스 

노선조정

2007

~2009

- 노선조정의 정례화, 노선관리의 과학화 제고

- 시민고객 중심의 노선조정(출퇴근 편의를 위한 맞춤버스, 급행버스 

확대)

버스운행실태 상시점검 및

시내버스 서비스만족도 

조사

2010

~2011

- 시내버스 운행실태 및 정류소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계획

- 운전자친절도, 운행실태, 안전운행, 버스시설 분야 시민 

서비스만족도 조사 계획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 근절대책 추진
2011

-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의식 제고 프로그램 운영

- 교통안전시설물 기능 향상

시내버스 타이어 

안전관리 강화
2011 - 시내버스 정기 안전점검, 행정지도 병행 실시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2011

- 시내버스에 CCTV 장착으로 실시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 2010년 12대 버스 설치

■ 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건전화

2007

~2008

- 버스회사 경영실태 점검 및 운송비용 절감 등 경영개선 유도

- 버스회사 평가매뉴얼 수립 및 실시(운송수입 기여도, 부대사업 창출, 

도덕적 해이 방지 등)

- 현금수입금 관리 투명성 확보(현금자동집계기 및 CCTV 설치 등)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으로 운송수지 절감
2011 - 합리적인 운송원가 산정 용역 실시 계획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 2011

- 운송수지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

  (’10년 14억원 재정지원, ’11년 90억원 재정지원 계획)

- 서비스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 계획

- BMS 신규 설치운영 등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계획

<표 계속> 대중교통(버스)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 교통  지하철 부문에서는 크게 지하철인 라 확충, 지하철서비스 제고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도시철도서비스 취약지역에 이동 편의 향상을 한 경 철  노면 차 

도입,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이동 편의를 한 수도권 역철도망 

확충 정책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음.

－시민의 지하철 이용 편의 향상과 안  강화를 해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개선, 지하철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등의 여러 정책을 시행하여 지하철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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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요

추진연도
추진내용 및 실적

■ 지하철인프라 확충

도시철도서비스 취약지역 

경전철사업 지속 추진

2007

~2011

- 기본계획 확정 8개 노선(총연장 73.6km) 중 5개 노선 우선 추진

  (우이신설선,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DMC선, 목동선)

- 위례신도시 연계 노선, 난곡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
2007

~2011
-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신분당선, 분당선연장 등 추진)

노면전차(Tram) 도입
2010

~2011
- 노면전차 도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

■ 지하철서비스 제고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2011 - 개통 후 25년 경과된 노후시설(1~4호선) 시설물 개선 계획

지하철역 혼잡도 개선 2011 - 혼잡역사 승강장 및 환승통로 폭 확장 등 계획

지하철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2009 - 전 지하철역 대상으로 승강장 스크린도어 지속 설치

지하철 공기질 향상 2007 - 지하철역사 내 공기질 정기 측정 및 관리, 전동차 내 공기질 향상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2008

~2011

- 역사 E/L, E/S, 휠체어리프트, 수평보행기 시설 지속 확충

- 추진실적 (2011.01.31 기준)

E/L E/S 휠체어리프트 수평보행기

역수 대 역수 대 역수 대 역수 대

281 786 228 1,694 89 199 8 24

수도권 도시철도 

역무자동화시스템 사업

2007

~2009

- 재활용 가능한 RF 1회권 도입

- 무인발매기, 환불기, 무인정산기 구축

<표 3-4> 대중교통(지하철)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 교통 환승 부문에서는 교통 이용 편의 향상과 서울시 교통 

이용 활성화를 한 환승편의시설 구축, 수도권 교통 환승할인 통합

요 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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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요

추진연도
추진내용 및 실적

환승편의시설 구축
2007

~2010
-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하철역세권 환승주차장 건립

대중교통 최적경로 

안내서비스 제공
2009

- 교통카드 실거래데이터를 활용한 최적경로 안내프로그램 개발 및 

인터넷 대시민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환승할인 

통합요금제 시행

대중교통

개편 이후 

- 대중교통 간 환승 시 할인, 환승할인 요금 서울시에서 재정지원

- 환승할인 통합요금제 수도권 확대

<표 3-5> 대중교통(환승)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2) 교통약자 부문 정책

◦서울시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한 교통정책들을 복지정책이라 명시

하며 시행해오고 있음. 이들 교통정책에는 교통약자의 장애 없는 이동 편의 

증진을 한 장애인콜택시 운 ,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정책 등이 있음.

정책
주요

추진연도
추진내용 및 실적

장애인콜택시 운영
2007

~2011

- 장애인콜택시 증차운행

-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배차시스템 등 개선

-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 건수 (2010.12 기준)

2006 2007 2008 2009 2010

307,045 412,810 495,031 647,923 702,840

- 장애인콜택시 운영 외에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2009

~2011

- 교통약자 거주밀집지역 및 주요 이용시설 주변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계획

- 국립재활원 일대 무장애 교통환경조성 시범사업 추진 

(2010.07~2011.04, 소요예산 1,730백만원)

어린이 ․ 노인 

보호구역 개선

2007

~2011

- 어린이 ․ 노인 보호구역의 도로교통시설 개선

- 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적 (2010.12 기준)

구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2009년 이전 1,144 146,805백만원 26 3,420백만원

2010년 171 15,741백만원 13 1,000백만원

<표 3-6> 교통약자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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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전거 부문 정책

◦서울시는 친환경교통 추세에 따라 녹색교통수단인 자 거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자 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해 최근 지속 으로 자 거 정책들을 

시행해오고 있음.

－자 거 이용환경을 향상시키기 해 자 거 용도로와 자 거보  확충, 

지하철연계를 한 주요 지하철역 자 거 주차 용건물  주차시설 설치 

등의 자 거인 라 확충 정책들을 시행 임.

－ 한 자 거 이용활성화를 해 공공자 거시스템 시범운 , 자 거 

통학 시범학교  기  지원, 자 거문화교육  홍보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정책
주요

추진연도
추진내용 및 실적

■ 자전거인프라 확충

자전거전용도로 및 시설 

지속 확충

2007

~2011

- 간선축 및 생활권 자전거도로 확대 설치

- 생활권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 자전거도로 및 시설 설치 실적 (2010.12.31 기준)

자전거도로(km) 자전거

보관대(대)자전거전용 보행자겸용 자동차겸용 계

260.51 598.46 1.60 860.57 114,943

지하철환승을 위한 자전거 

주차전용건물 건설

2009

~2010
- 주요 지하철역 자전거 주차전용건물 건설,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

■ 자전거 이용활성화

공공자전거시스템 

시범운영 추진

2010

~2011

- 여의도, 상암DMC 지역 대상 공공자전거시스템 시범운영 계획 

(소요예산 1,040백만원)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 및 

기관 지원

2007

~2011

- 자전거 통학환경이 좋은 학교 및 기관 대상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설치 지원

자전거문화교육 및 

이용활성화 홍보
2010

- 자전거 강사교육 및 학교교육 시행

- 자전거 안전문화 어린이 교육용 콘텐츠 및 교재 개발

<표 3-7> 자전거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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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행 부문 정책

◦보행은 모든 시민이 생활하는데 필수 으로 수반되는 행 이므로, 서울시는 

모든 시민의 이동 편의와 쾌 함을 고려하는 보행환경 개선 정책들을 

지속 으로 시행하고 있음.

－개별 인 보행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단 의 서울거리 조성 사업들(문화 

서울거리, 서울거리 르네상스, 한강르네상스, 도심재창조 로젝트)을 

추진하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정책
주요

추진연도
추진내용 및 실적

문화 서울거리 조성
2008

~2010

- 보도상 과밀 영업시설물 정비 및 관리 개선, 시간제ㆍ규격화 노점거리 

확대 추진

- 지하도상가 정비 및 활성화 추진

- 여의동서로 보행자 중심의 문화거리 조성

-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도 포함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 

추진

2008

~2010

- 서울거리 보도정비

  (하이힐이 빠지지 않는 평탄한 거리, 디자인과 테마가 흐르는 문화의 

거리, 친환경 인간중심의 아름다운 거리, 교통약자가 걷기 쉬운 

편안한 거리 조성)

한강르네상스 교통대책 2007
- 잠수교 보행전용화사업, 한강교량 보행로 확장 및 버스 연계시스템 

도입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교통대책
2007

- 도심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열린 남산 만들기,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등 계획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 2010
- 서울시 횡단보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심부를 중심으로 

우선정비대상 개선

보행자 안내표지 설치
2007

~2009
- 보행자 안내표지 교체 및 신설(4개 국어 병기)

터널 보행환경 개선 2009
- 터널 안 방음시설, 보행조명시설, 비상벨, CCTV 설치, 터널 벽체 

및 보도시설물 보수

<표 3-8> 보행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5) 택시 부문 정책

◦서울시는 모든 시민이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인 택시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 을 향상시키기 해 여러 택시서비스 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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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요

추진연도
추진내용 및 실적

■ 택시서비스 개선

택시 승차거부 근절 

기본계획 수립 시행
2011

- 경찰과 공조 등을 통한 승차거부 단속 강화 

- 심야시간 승차거부 빈발지역 택시 공급체계 등 구축 계획

브랜드콜택시 보조금 집행 

개선
2011

- 콜처리 실적에 따른 콜운영비 차등지원

- 심야시간 운행 브랜드콜택시에 인센티브 지원으로 승차거부 방지

브랜드콜택시 활성화 및 

운행 개선

2007

~2008

- 브랜드 기준 개선, 콜기능 고급화, 서비스 선진화 추진

- 안심귀가서비스 제공

- 고객만족 서비스 적극 개발, 인센티브 확대, 모범업체 육성

공항버스와 택시 간 

환승할인 서비스 도입
2010 - 공항버스와 택시 간 환승 시 할인(1,000~2,000원 할인)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2007

~2009

- 법인 및 개인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확대

-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카드결제율 제고

택시 분실물센터 운영 2007 - 현재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로 운영 중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쉼터 

운영
2008 -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쉼터 운영으로 근무 환경 개선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
2009

~2010

- 외국인 관광택시 도입 및 운영(2009.05 시범운영, 2009.09 

본격운영)

- 외국인 관광택시를 G20정상회의 공식택시로 지정 운행하여 외국인 

관광택시 이용 활성화(2010년)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2009 - 서비스기반 전문 모니터요원 고객만족도 평가

불법택시 근절대책 지속 

추진

2007

~2009

- 택시 불법경영행위 단속 강화

- 택시 유사영업 규제, 단속

■ 기타 택시 정책

서울택시(꽃담황토색 

해치택시) 운행 확대
2011 - 택시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해치택시 적용 확대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지원 2010 - 영상기록장치 설치 희망 택시 대상 설치 및 지원

업무택시제 확대 2007
- 기업체 업무활동에 승용차 대신 후불제 콜택시 제도인 업무택시제 

이용 활성화, 참여기업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시행 

택시총량제 관리 개선 2010 - 택시의 적정 공급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연구 및 시행

<표 3-9> 택시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6) 교통수요관리 부문 정책

◦서울시는 서울시내 도로혼잡을 완화하고 2차 으로 교통 활성화를 

꾀하기 한 승용차 수요 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교통유발 과다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 을 징수하고 교통수요 리를 

자율 으로 하도록 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교통수요 리에 자발

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시행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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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요

추진연도
추진내용 및 실적

기업체 자율적 

교통수요관리

2007

~2011

-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중점 교통수요관리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 무료주차쿠폰 폐지, 주차요금 인상,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등 실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추진

2008

- 시설물별 교통유발정도에 따라 수요관리 강화

  (지정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강제적 수요관리 조치)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자발적 교통수요관리 

참여유도

2011

- 특별관리지역(버스터미널,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전용도로 등) 

맞춤식 단속

- 단속지침 숙지와 단속절차 표준화를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 발간

<표 3-10> 교통수요관리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7) 주차 부문 정책

◦서울시는 주차난 해소를 한 공 주차장 확 , 주차 편의를 한 주차정보 

안내시스템 시범 구축, 주택가 이면도로의 보행환경 개선을 한 그린 킹 

사업 등의 여러 주차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정책
주요

추진연도
추진내용 및 실적

주택가 및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확대

2007

~2011

-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가 공동주차장, 학교운동장 

및 공원 지하주차장 개설 

거주자 우선주차제 개선 2010
-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다양한 이용시간 및 합리적인 요금체계 마련, 

효율적인 주차공간 관리 운영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2011 - 부족한 관광버스 주차장 점진적 확대 계획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2007

~2010

- 실시간 주정차 단속 관제시스템 구축, 운영

- 단속장비 및 단속원 확충

그린파킹 사업
2007

~2010
-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 조성 주차면당 보조금 지원

시영주차장 주차정보 

안내시스템 시범구축
2009

- 시영주차장 주차정보를 도로변 안내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제공 

(시범설치 : 남산 소파길 주변, 청계천 주차장)

화물터미널 기능 재정비 2007
- 보관ㆍ집배송ㆍ환적 등 변화된 도시물류여건에 적합한 도시형 

화물터미널로 재정비

<표 3-11> 주차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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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도로교통 부문 정책

◦서울시는 최근 5년간 도로 확충보다 도로이용자의 이용 편의와 안  향상을 

한 도로교통 개선, 도로교통 정보시스템 구축, 쾌 하고 안 한 도로환경 

조성 정책들을 으로 시행해오고 있음.

－도로이용자의 이동성  교통안  향상을 해 상습정체지   교통축별 

개선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등을 지속 으로 시행함.

－ 한 실시간으로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해 여러 단 별 교통 리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정보센터의 기능 확  등에 주력하고 

있음.

－쾌 하고 안 한 도로환경을 해 교통안 시설물 설치, 도로시설물 안

검, 동 기 도로 제설 책 마련, 도로조명  차선휘도 개선 등의 정책

들도 지속 으로 시행하고 있음.

정책
주요

추진연도
추진내용 및 실적

■ 도로인프라 확충

간선도로망 확충
2008

~2010

- 간선도로망 지속 확충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강변북로・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 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강남순환도로, 용마터널 등)

■ 도로교통 개선

교통개선사업 지속 시행
2007

~2010

- 상습정체지점 개선사업 시행

  (차로폭 조정, 차로운영 및 신호운영 개선 등)

- 교통축 종합개선사업 시행

  (교통축 신호연동, 보행자 안내체계 및 안전시설 보완 등)

- 축별 ․ 블록별 교통개선대책 추진

- 도시고속도로 진출입체계 개선

-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 협의 추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007

~2011

- 평균 교통사고건수 많은 지점 대상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 추진실적

구분 2007 이전 2008 2009 2010

개소 460 94 117 104

예산(백만원) 21,761 7,606 6,000 6,360

교통불편신고 처리 개선
2008

~2009

- 120 교통불편신고 신속 처리, 시 행정처분 결정 민원에 대한 자치구 

행정지도 강화

<표 3-12> 기타 도로교통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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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요

추진연도
추진내용 및 실적

■ 도로교통 정보시스템 

구축

도심권 

교통정보제공시스템 구축
2011

- 도심 진입 및 경유 도로상 도로전광표지 설치

-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2009

~2010
- 도시고속도로 인접 주요 우회도로 대상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 

개선
2011 - 교통정보 수집・제공 범위 및 방법 확대, 다양화

교통정보센터 기능 확대
2007

~2009

- 브랜드콜택시 데이터를 이용한 서울시 TOPIS 속도 생성, 속도, 

돌발정보, 빠른 길 등 정보 제공

도로안내체계 국제화 

정비사업
2008 - 도로안내체계를 도로명 위주의 선진화된 안내체계로 개선

■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007

~2008

-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 신설 및 보수공사 추진

- 교통안전시설 고장신고 포상제 도입

-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법제 및 시스템 정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

2008

~2010

- 도로 안전 정기점검 시행

- 한강교량 내진성능 보강, 도로시설물 보강 공사

- G20대비 도로시설물 청결 작업(2010년)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 추진
2008

~2010
- 제설 대응체계 강화, 제설장비 및 투입체계 구축, 재정비

운행제한차량 단속 2009
- 고정초소・기동단속반 점검 및 순찰 강화, 운행제한차량 안내표지판 

정비

도로변 방음벽 효율적 관리 2009 - 노후방음시설 벽면녹화, 방음림 확대 조성, 저소음포장 확대

고가차도 철거 및 정비 추진 2010 - 경관개선을 위한 고가차도 철거 및 정비

도로조명 및 차선휘도 개선
2008

~2010
- 도시경관조화 및 안전을 위한 도로조명 교체, 차선휘도 개선

차량신호등 위치 조정
2008

~2009
- 정지선 준수율 향상을 위한 차량신호등 위치 조정 

미래형 첨단 

교통신호시스템 구축

2008

~2010

- 서울형 교통신호제어기 개발

- LED신호등 교체, 보행신호잔여시간 숫자표시 신호기 설치

<표 계속> 기타 도로교통 부문 서울시 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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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1) 분석과정 및 결과

◦앞에서 서울시에서 시행 인 최근 5년간의 교통정책들을 총 으로 악

하 음. 이들 서울시 교통정책들 에서 복지 성격이 있는 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복지 특성을 지녔는지를 복지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함.

◦검토를 해 교통 문가 설문조사를 이용하 는데,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의 

개념에 따라 교통정책별로 정책 기능과 수혜자 특성을 악함.

－수혜자 제조건  조사 상 정책 부문 : 서울시는 교통 심 도시로 

부분의 서울시민이 기본 으로 교통을 이용한다는 에 근거하여, 

정책의 수혜자를 교통 이용자로 제함. 이에 따라 교통과 련

되는 부문( 교통(버스ㆍ지하철ㆍ환승), 교통약자, 자 거, 보행, 택시, 

교통수요 리)의 주요 교통정책에 해 복지측면에서 검토함.

－정책 기능 조사 : 교통정책별로 해당 정책이 교통의 기본기능(고유

기능)만 담당하는지, 추가기능도 함께 담당하는지 설문조사함.

－정책 수혜자 조사 : 교통정책별로 해당 정책의 수혜자가 특정계층인지, 

보편 인 일반 교통 이용자인지 설문조사함.

－설문조사 상자 : 교통 문가(학계  연구원)들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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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특성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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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속>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특성 설문조사지



제3장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37

◦서울시 주요 교통정책별 정책 기능과 수혜자 특성 악 설문조사 결과는 

<그림 3-3>과 같음.

－ 교통정책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시설 확   개선 

정책들은 수혜자가 교통 이용자 부분이며, 교통의 기본기능을 

담당하거나 추가기능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통약자 련 정책들은 교통의 기본기능과 추가기능도 담당하면서 

특정계층이 수혜를 받는 정책으로 나타남.

－자 거 련 정책들은 정책 기능과 수혜자가 간 수 으로 정책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

－보행환경 개선 등의 정책들은 수혜자가 교통 이용자 부분이며 정책 

기능은 간 수 인 것으로 나타남.

－교통수요 리, 택시 승차거부 근 , 버스 재정지원 건 화 등의 수요

리  필수정책들은 기본기능을 담당하면서 수혜자가 교통 이용자 

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특성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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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해석

◦교통정책별 정책 기능과 수혜자 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정책의 

기능과 수혜자 수 에 따라 해당 정책이 복지정책인지 어떤 수혜자를 상

으로 하는 정책인지를 단할 수 있음.

－특정계층이 수혜받는 정책은 선택  복지정책이며(<그림 3-4>의 Ⅰ 는 

Ⅱ 역), 교통의 기본기능을 담당할수록( 교통을 통한 이동 서비스

제공) Ⅰ 역에 치하고, 교통의 기본기능뿐만 아니라 추가기능도 

서비스한다면 Ⅱ 역에 치함.

－반면, 교통의 모든 이용자가 수혜 상이며 정책이 교통의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추가기능을 수행한다면 해당 정책은 복지성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으로 고려될 수 있음(Ⅲ 역). 그러나 여기에 치

하는 정책들은 교통의 모든 이용자가 수혜 상인 만큼 정책 시행 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어 지속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함.

－ 교통의 모든 이용자가 정책의 수혜 상이지만 정책이 교통의 

기본기능만 담당한다면 공공이 기본 으로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 ( )공공

서비스 역임(Ⅳ 역).

<그림 3-4> 대중교통정책의 복지요소 영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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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주요 교통정책별로 정책 기능과 수혜자 특성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복지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음.

－교통약자를 한 여러 교통정책이 특정계층을 상으로 하는 선택  교통

복지정책으로 분류됨. 이들 정책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장애인 콜택시 운 , 

상버스 확  도입, 교통약자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정책들이 있음.

－ 교통 환승할인 보조(무료환승) 정책은 교통의 모든 이용자가 혜택을 

받으며 교통의 기본기능뿐만 아니라 추가기능도 수행하는 보편  

복지정책으로 분류됨. 그러나 이 정책은 많은 환승수요로 환승보조 에 

과다 비용이 소요되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재정

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한 정책임.

－버스 재정지원 건 화 정책은 공공이 기본 으로 서비스해야 하는 ( )

공공서비스 정책으로 분석됨.

－ 교통 이용자 부분이 혜택을 받는 교통 인 라 확충이나 

교통 시설 개선 정책들은 ( )공공서비스 역 는 보편  복지 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정책은 기본기능만 담당한다고 단되기도 

하고 추가기능도 있다고 단되기도 하는 등 문가 사이에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정책임.

◦서울시가 교통 분야에서 실질 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들을 정리하면, 

수혜 상에 따라 선택  복지정책(지하철 무임승차, 장애인 콜택시 운 , 

상버스 확  도입, 교통약자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확충)과 보편  복지정책( 교통 환승할인 보조(무료환승))으로 

분류될 수 있음. 선택  복지정책들은 앞에서 살펴본 서울시 복지정책에서도 

언 되는 정책들이며, 사회 으로 교통약자들을 해 지속 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복지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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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 결과

◦복지는 지원 등의 비용보조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형태도 

존재함. 이러한 복지 서비스형태에 따라 서울시 교통정책들은 직 인 

지원 정책(지하철 무임승차), 보이지 않는 지원 정책( 교통 환승

할인 보조(무료환승)), 서비스복지 정책(장애인 콜택시 운 , 상버스 확  

도입, 교통약자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으로 분류될 수 있음.

◦이들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비용을 산출하여 복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은 재정 으로 지속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복지측면에서 

해당 정책의 재정지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시행 인 교통정책들의 복지비용  효과를 악하여 서울시 교통

정책들의 복지역할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의 방향을 살펴

보고자 함.



제1   기존 교통복지정책의 복지역할 분석

제2   복지 역으로 확  가능한 교통정책의 

       복지역할 분석

제3   서울시 교통정책 복지역할 종합

제4장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역할 분석 

제

4

장

서

울

시

교

통

정

책

의

복

지

역

할

분

석



제4장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역할 분석 43

제4장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역할 분석

제1절 기존 교통복지정책의 복지역할 분석

◦앞 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존에 시행 인 교통 련 복지정책

들과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을 통해 복지 역으로 확 가 가능

하다고 단된 교통정책들에 하여, 소요되는 비용  그 효과를 산정하여 

서울시 교통정책들의 복지역할을 살펴보고자 함.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존에 시행 인 교통 련 복지정책 :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편의 확 (장애인 콜택시ㆍ장애인 무료셔틀버스ㆍ장애인 

심부름센터ㆍ장애인 무료운 연습장 운 ), 상버스 확  도입, 교통

약자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무장애 공간조성 사업)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을 통해 복지 역으로 확  가능한 교통

정책 : 교통약자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정비),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지하철 무임승차, 교통 환승할인 

보조(무료환승)

◦우선,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되어 기존에 시행 인 교통 련 복지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악하고자 서울시 정책 사업비 산을 살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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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책 사업비인 총 15조 4,324억원  4조 3,726억원(28.3%)을 사회

복지 분야 정책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2011년 기 ).

구분
예산액

(억원)

구성비

(%)
정책 사업비 분야별 재원배분

서울시 예산 계 202,304 -

  정책 사업비 154,324 100

사회복지 43,726 28.3

환경보전 18,450 12.0

도로교통 17,629 11.4

주택 및 도시관리 4,588 3.0

산업경제 4,575 3.0

문화 및 관광 4,114 2.7

소방·안전 3,570 2.3

일반행정 2,920 1.9

교육지원 23,859 15.5

자치구지원 29,050 18.8

예비비 1,843 1.2

 행정운영경비 11,901 -

 재무활동비 36,079 -

자료 : 서울특별시, 2011, ｢2011 예산개요｣

<표 4-1> 서울시 부문별 예산규모 (2011년)

◦사회복지 분야로 구분되어 산을 집행하는 기존의 교통복지정책으로는 

장애인 콜택시ㆍ장애인 무료셔틀버스ㆍ장애인 심부름센터ㆍ장애인 무료

운 연습장 운 , 상버스 확  도입과 교통약자 무장애 공간조성 사업이 

있음. 이들 정책은 모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한 선택  

복지정책임.

◦연간 산 계획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책  단 사업으로 시행되는 

기존 교통복지정책들은 그 소요비용이 연간 약 583억원(2011년 기 ) 

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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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분야
정책

사업내용

(2011년 예산사용 계획)

예산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0년

사회복지

-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편의 확대 - - -

∙ 장애인 콜택시 운영 - 장애인 콜택시 차량 300대 운영 20,269 19,484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차량 25대 운영 1,105 1,471

∙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장애인 심부름 차량 140대 운영 5,399 5,369

∙ 장애인 무료운전연습장 운영
- 장애인 무료운전연습장, 해피콜봉사 

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393 1,675

- 저상버스 확대 도입
- 저상버스 '09년 이전 1,235대, '10년 

313대, '11년 300대 도입
30,000 30,315

- 교통약자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 - -

∙ 무장애 공간조성 사업
- 다운복지관(노원구), 녹색병원 (중랑구)

2개소에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163 1,730

합계 58,329 600,44

자료 : 서울특별시, 2011, ｢2011 예산개요｣

<표 4-2>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 기존 교통복지정책 소요예산 (2011년)

제2절 복지영역으로 확대 가능한 교통정책의 복지역할 분석

1. 도로교통 분야 교통정책의 복지역할 분석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을 통해 복지 역으로 확  가능한 교통

정책들 에서, 도로교통 분야로 구분되어 서울시 정책 사업비 산을 

집행하는 교통정책으로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정비(교통약자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의 일환 정책),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정책이 

있으며, 이들 정책도 교통약자를 상으로 하는 선택  복지정책임.

◦연간 산 계획의 도로교통 분야에서 정책  단 사업으로 명확하게 분류

되어 시행하는 이들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338억원(2011년 기 ) 

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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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분야
정책

사업내용

(2011년 예산사용 계획)

예산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0년

도로교통

- 교통약자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 - -

∙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정비

- 어린이 보호구역 ’09년 이전 1,144개소, 

’10년 173개소, ’11년 124개소 정비

- 노인 보호구역 ’09년 이전 26개소, 

’10년 13개소, ’11년 13개소 정비

13,232 16,741

-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E/L 15역 17대, 

E/S 9역 20대 확대 설치
20,583 32,500

합계 33,815 49,241

자료 : 서울특별시, 2011, ｢2011 예산개요｣

<표 4-3> 서울시 도로교통 분야 복지관련 소요예산 (2011년)

◦앞에서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을 통해 복지 역으로 확  가능한 

교통정책들 에서 지하철 무임승차와 교통 환승할인 보조(무료환승)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확하게 알 수 없음.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의 체 자를 고려하여 연간 재정지원 산을 계획

하여 자를 보 해주고 있으며, 버스와 지하철의 체 자규모는 2009년을 

기 으로 연간 약 6,891억원 수 임(버스 2,377억원, 지하철 4,514억원).

◦ 렴한 요 수  유지, 지하철 무임승차, 교통 환승할인으로 인한 

손실  등이 이러한 교통 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교통 서비스 유지를 한 복지 구성요소 의 하나로 볼 수 있음.

◦이 모든 요소를 다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하철 무임승차와 교통 

환승할인 정책에 해서만 무임・환승 승객수, 버스・지하철 평균운임 등에 

따른 무임과 환승 손실 을 추정하여 복지비용  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다만, 렴한 요 수 을 유지하기 해서는 물가상승률, 인건비・유류비 

인상 등의 향후 세 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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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 복지역할 분석

1)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 개요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 지하철 이용요 을 면제해 주는 정책으로, 이용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특정계층을 상으로 재정 으로 지원해주는 선택  

복지정책임.

◦버스는 무임승차 상이 국가유공자,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유아로 

그 규모가 작아 복지비용 산출 시 제외함.

대상 근거

만 65세 이상 노인 노인복지법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동승보호자 1인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동승보호자 1인
독립유공자예우,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상이등급 1급, 

장애등급 1급 동승보호자 1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표 4-4>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 및 근거

2)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 복지역할 분석

(1)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추정

◦지하철 운 기 별 무임승차 비용을 추정한 결과, 서울시는 2009년을 기

으로 연간 약 2,219억원을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메트로 무임승차 비용은 연간 약 1,382억원 수 임(2009년 기 ).

－도시철도공사 무임승차 비용은 연간 약 837억원 수 임(2009년 기 ).

◦무임승차 비용은 운 기 별(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로 추정하며, 매년 

운 기 에서 발간하는 수송계획 보고서에서 추정한 값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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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비용 추정 방법 전체 비용

서울메트로
무임승차인원 × (지하철 단독 평균운임)

= 136,059천명/년 × 1,016원 ≒ 1,382억원/년 약 2,219

억원/년
도시철도공사

무임승차인원 × (지하철 단독 평균운임)

= 83,128천명/년 × 1,007원 ≒ 837억원/년

주) 무임승차 비용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추정값 사용

<표 4-5>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추정 결과 (2009년)

(2)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비용 전망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은 무임승차 인원과 완 히 비례하는 특성을 가짐.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울메트로 비용 (억원) 1,041 1,106 1,271 1,352 1,382 1,390

도시철도공사 비용 (억원) 611 683 792 866 837 838

비용 계 (억원) 1,652 1,789 2,063 2,218 2,219 2,228

무임승차인원 (만명) 18,351 19,880 21,135 22,104 21,919 22,059

<표 4-6>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및 인원

<그림 4-1>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및 인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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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령화 사회로 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았을 때, 지하철 무임승차 

상 의 하나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증가와 함께 이들의 통행량도 

늘어나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  그 비용이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됨.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초고령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그림 4-2> 만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전망

(3)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의 효과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의 효과는 무임승차 상자의 통행비용 감소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등을 표 으로 들 수 있음.

◦ 한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교통을 이용

하는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감.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1회 탑승 시마다 약 

1,012원6) 할인 효과, 서울시 인구 1인당 연간 약 2만원의 비용 감 효과가 

있음.

6) 실질 으로 체 이용자가 지불하는 평균이용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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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계

무임승차 비용 (연간) 1,382억원 837억원 2,219억원

무임승차 인원 (연간) 13,606만명 8,313만명 21,919만명

1인당 무임승차 보조금 (회당) 1,016원/명 1007원/명 1,012원/명

서울시 인구 10,464,051명

1인당 무임승차 보조금 (연간) 13,003원/명 7,944원/명 20,947원/명

<표 4-7>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의 이용자 비용절감 효과

3.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 복지역할 분석

1)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 개요

◦서울시는 2004년 7월 교통체계 개편 시 요 체계를 기존 균일요 제

에서 통합요 제로 환7)하면서 환승할인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음.

－‘통합요 제’란 ‘통합환승할인제’라고도 불리는 요 제도로서 교통수단을 

갈아탈 때마다 기본요 을 내던 기존 방식과 달리, 갈아타는 교통수단과 

환승횟수(환승 4회까지)에 상 없이 총 이동한 거리만큼 요 을 내는 

제도임.

7) 교통 통합요 제의 목 은 단거리 통행자와 장거리 통행자가 동일한 요 을 지불하는 불합

리성을 개선하고 환승요 의 부담을 감소시켜 합리 인 통행을 유도하는 것임. 한 교통

취약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환승에 한 요 부담을 임으로써 요 지불에 한 

형평성을 맞추고 지하철 간의 연계성을 높여 교통 수요를 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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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원칙

- 기본요금 10km까지 (환승무료 10km까지) 

- 추가요금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 가산 (버스, 도시철도 등) 

- 환승이용 가능 횟수 : 4회 환승하여 대중교통 5회 탑승까지 가능 (5km마다 100원 추가) 

  ※ 단, 장거리를 이용해도 각각 교통수단의 운임의 합보다 많지 않게 함

연혁

- 2004년 7월 1일 : 서울버스 시행

  ․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대중교통 통합 운임체계 적용

  ․ 서울시 시내버스(광역버스 제외)와 수도권 전철 간의 환승이 가능

- 2007년 7월 1일 : 경기버스로 확대

  ․ 서울시와 경기도, 코레일의 연계로 서울 간선/지선/순환/마을버스, 경기일반형 

   시내/마을버스, 수도권 전철 간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시행

- 2008년 9월 20일 : 경기좌석ㆍ직행버스 및 서울광역버스 확대

- 2009년 10월 10일 : 인천버스 확대

  ․ 실질적인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요금제 시행

- 2010년 12월 29일 : 인천국제공항철도(서울역~검암역 구간) 확대

<표 4-8>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개요

2)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 복지역할 분석

(1) 대중교통 환승할인 비용 추정

◦ 교통 환승할인 비용 추정에 앞서 환승할인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 그 

방법론에 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함.

－환승할인 비용은 개별 교통수단을 이용하 을 때의 이용 액의 합(개별 

통행비용)과 교통수단 간 환승을 통한 총 이용 액(환승 통행비용)의 차이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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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환승통행 예시 A라는 사람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개별 통행비용 (A) 1,957원 = 지하철요금(1,007원) + 버스요금(950원)

환승 통행비용 (B) 1,180원 = 지하철요금(576원) + 버스요금(604원)

환승할인 비용 (A-B)
777원 = 개별 통행비용(1,917원) - 환승 통행비용(1,180원)

(지하철 환승할인 431원 + 버스 환승할인 346원)

주) 환승 통행비용에서 지하철요금 및 버스요금은 사업자(운영기관)가 실제로 가져가는 실제 수입금을 의미함

<표 4-9> 대중교통 환승할인 비용 추정 예시

◦ 교통 수단별 운 기 별 환승할인 비용을 추정한 결과, 2009년 기 으로 

지하철 환승할인 비용 연간 약 1,862억원, 버스 환승할인 비용 연간 약 

2,253억원으로, 서울시는 연간 약 4,115억원을 교통 환승할인 비용 보조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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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비용 추정 방법 전체 비용

지

하

철

서울

메트로

지하철↔

서울버스

서울버스 환승인원 ×

 [(지하철단독 평균운임)-(서울환승 평균운임)]

= 257,804천명/년 × [(1,002원) - (571.4원)]

≒ 1,110억원/년

약 1,862

억원/년

지하철↔

경기․인천버스

경기․인천버스 환승인원 × 

 [(지하철단독 평균운임)-(경기․인천환승 평균운임)]

= 94,033천명/년 × [(977.6원) - (857.75원)] 

≒ 113억원/년

도시철도

공사

지하철↔

전체버스

서울․경기․인천버스 환승인원 × 

 [(지하철단독 평균운임)-(환승 평균운임)]

= 172,937천명/년 × [(1,007원) - (638원)] 

≒ 639억원/년

버

스

버스↔버스

버스↔버스 환승인원 × 

 [(버스단독 평균운임×2)-(버스↔버스 환승운임)]

= 373,500명/일 × 365 × [(950원×2) - (1,340원)] 

≒ 763억원/년 약 2,253

억원/년

버스↔지하철

버스↔지하철 환승인원 × 

 [(버스단독 평균운임)-(버스 환승운임)]

= 430,741천명/년× [(950원) - (604원)] 

≒ 1,490억원/년

전체 -
약 4,115

억원/년

주1) 지하철 환승할인 비용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추정값 사용

   - 방법론은 두 공사가 조금씩 상이함

주2) 버스 환승할인 비용은 기존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신규 추정

   - 버스↔버스 환승인원은 [대중교통 통합OD] 인원 사용 (수요일기준 통행량 × 365로 과대추정)

   - 버스↔지하철 환승인원은 [서울메트로 + 도시철도공사] 인원 사용

<표 4-10> 대중교통 환승할인 비용 추정 결과 (2009년)

◦ 교통 환승할인 비용은 운 기 별(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로 

추정함.

－지하철의 경우는 매년 운 기 에서 발간하는 수송계획보고서에서 추정한 

내용8)을 그 로 사용함.

－버스의 경우는 지 까지 한번도 환승할인 비용에 한 추정을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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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가진 자료들을 활용하여 추정함.

◦버스 자료 구축의 한계 상 2009년이 가장 최신 자료이므로 지하철의 경우

에도 2009년을 기 으로 환승할인 비용을 계산하 으며, 앞의 지하철 무임

승차 복지비용 추정 시에도 2009년을 기 으로 맞춤.

◦서울메트로 환승할인 비용 추정

－서울메트로 환승할인 비용은 서울버스 환승할인 비용과 경기·인천버스 

환승할인 비용의 합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그 값은 2009년 기 으로 

연간 약 1,223억원 수 임.

상세 비용 추정 방법

서울버스 

환승할인 비용

서울버스 환승인원 × [(지하철단독 평균운임) - (서울환승 평균운임)]

= 257,804천명/년 × (1,002원 - 571.4원)

= 257,804천명/년 × 430.6원

≒ 1,110억원/년

경기․인천버스 

환승할인 비용

경기․인천버스 환승인원 × [(지하철단독 평균운임) - (경기․인천환승 평균운임)]

= 94,033천명/년 × (977.6원 - 857.75원)

= 94,033천명/년 × (119.85원)

≒ 113억원/년

전체 약 1,223억원/년

주) 경기․인천 환승 평균운임의 857.75원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맺은 협약에 근거하여 지원한 경기도와 

인천시의 환승손실 보조금을 수입으로 계산하였을 경우의 평균운임임.

<표 4-11> 서울메트로 환승할인 비용 추정 (2009년)

◦도시철도공사 환승할인 비용 추정

－도시철도공사 환승할인 비용은 2009년 기 으로 연간 약 639억원 수 임.

8)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환승할인 비용 추정 방법론은 큰 틀에서는 유사하나 경기도와 

인천시의 환승손실 보  지원액 용 단계에 따라 다소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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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비용 추정 방법

서울․경기․인천버스 

환승할인 비용

서울․경기․인천버스 환승 인원 × [(지하철 단독 평균운임)-(환승 평균운임)]

= 172,937천명/년 × [(1,007원) - (638원)]

≒ 639억원/년

전체 약 639억원/년

주) 환승 평균운임의 638원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맺은 협약에 근거하여 지원한 경기도와 인천시의 환승

손실 보조금을 수입으로 계산하였을 경우의 평균운임임.

<표 4-12> 도시철도공사 환승할인 비용 추정 (2009년)

◦버스 환승할인 비용 추정

－버스 환승할인 비용은 버스와 버스와의 환승, 버스와 지하철 간의 환승을 

구분하여 추정함.

－버스↔버스 간의 환승은 모두 버스 환승할인 비용이지만, 버스↔지하철

간의 환승은 다시 버스의 환승할인 비용과 지하철의 환승할인 비용으로 

구분됨.

－즉, 버스와 지하철 간의 환승할인 비용  일부는 버스운 기 (서울시)

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지하철운 기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에서 

부담하는 액임.

－버스 환승할인 비용 추정 결과 2009년 기 으로 연간 약 2,253억원 수 임

(버스↔버스 763억원, 버스↔지하철 1,4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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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비용 추정 방법

- 단위 통행당 환승할인 비용 추정

  ∙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통합OD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의 ‘대중교통 통합OD 

지역별-수단별 평균통행요금(일반인)’ 활용

구분 버스↔버스 버스↔지하철

개별 통행비용
버스단독 요금 + 버스단독 요금

= 950원 + 950원 = 1,900원

버스단독 요금 + 지하철단독 요금

= 950원 + 1,007원 = 1,957원

환승 통행비용 버스 간 혼합 요금 = 1,340원
지하철 버스 혼합 요금 = 1,180원

(576원(지하철 수입) + 604원(버스 수입))

환승할인 비용 1,900원 - 1,340원 = 560원
1,957원 - 1,180원 = 777원

(431원(지하철 환승할인 비용) + 346원(버스 환승할인 비용))

  ∙ 대중교통 통합OD 지역별-수단별 평균통행요금(일반인)

구분 서울관련
서울시

외곽 간
총계

서울내부 서울유출입

총 합계 1,070 960 1,360 980 1,040

버스소계 1,020 910 1,400 950 990

버스

일반 950 940 1,010 920 940

마을 640 640 700 750 700

광역 1,800 1,780 1,800 1,710 1,770

버스 간 혼합 1,340 970 1,720 1,290 1,330

지하철만 이용 1,040 980 1,250 1,040 1,040

지하철+버스 혼합 1,180 1,030 1,390 1,230 1,180

주1) 서울시 내부 통행 : 출발지 도착지 모두 서울인 통행

주2) 서울시 유출입 통행 : 서울시외곽에서 서울로 유입하는 통행과 서울시에서 서울시외곽으로 유출하는 통행을 합함.

주3) 서울시외곽 간 통행 : 출발지와 도착지가 인천, 경기, 수도권외곽인 통행으로 이 중 수도권외곽 간의 통행은 제외함.

자료 : 서울특별시, 2011,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통합OD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버스 환승할인 비용 추정

  ∙ 버스 환승할인 비용은 앞에서 구한 단위 통행당 환승할인 비용과 통행량의 곱으로 계산

  ∙ 버스의 이용인원은 지하철 운영기관 자료(버스와 지하철간 환승인원) 활용

구분 연간 통행량 통행당 환승손실 환승할인 비용

버스↔버스
[통합OD] 서울관련 버스 간 혼합 통행량 × 365일

= 373,550명/일 × 365일 = 136,345,750명/년
560원 약 763억원/년

버스↔지하철

지하철 운영기관 자료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인원)

= 257,804,000명/년 + 172,937,000명/년

= 430,741,000명/년

346원 약 1,490억원/년

계 - 약 2,253억원/년

- 버스 환승손실 보전금 계산의 한계

  ∙ 주어진 자료는 평일(수요일) 기준으로 전체로 변환 시 365일이 아닌 특정수치 필요

    (즉, 요일 및 계절 Factor 미반영)

  ∙ 환승할인은 통행량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계산

  ∙ 버스 간 혼합, 지하철+버스 혼합에 대한 정의 미흡

  ∙ 서울, 경기, 인천버스 미구분

  ∙ 환승통행량 및 환승요금의 대략적 계산

<표 4-13> 버스 환승할인 비용 추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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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비용 전망

◦통합요 제가 수도권 역으로 확 (2009.10.10)되면서 교통 환승할인 

정책은 다소 안정화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됨9).

－환승승객수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꾸 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해보면 그 증가세는 다소 둔화됨.

－통합요 제 제도가 수도권으로 확  시행된 후로 안정화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단되므로, 추가 인 제도 확  시행  큰 정책변화가 없을 시 

 수 을 유지할 것으로 상됨.

<그림 4-3> 연도별 지하철↔버스 환승인원 추이

9) 지하철과 버스의 사례로만 언  (버스↔버스는 시계열 자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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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연도별 지하철↔버스 환승인원 비율

◦ 교통 환승할인 정책비용 한 환승승객수와 같이 동일하게 안정화되어 

앞으로  수 (2009년 기  연간 약 4,115억원)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상됨.

(3)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의 효과

◦ 교통 환승할인 정책의 효과는 이용자 비용 감소, 교통 수요증가

(승용차 수요감소)10) 등을 표 으로 들 수 있음.

◦이러한 혜택은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교통을 이용하는 모두에게 돌아감.

◦ 교통 환승할인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1회 탑승 시마다 약 104원의 

할인 효과, 서울시 인구 1인당 연간 약 4만원의 비용 감 효과가 있음.

10) 환승할인 요 체계 변화로 인해 환승 항이 감소하 으며, 통행자는 통행시간을 감소시키기 

한 합리 인 수단선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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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버스 지하철 계

환승보조금 (연간) 2,254억원 1,862억원 4,115억원

대중교통 승객수 (연간) 16.81억명 22.93억명 39.74억명

1인당 환승보조금 (회당) 134원/명 81원/명 104원/명

서울시 인구 10,464,051명

1인당 환승보조금 (연간) 21,540원/명 17,794원/명 39,325원/명

<표 4-14>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의 이용자 비용절감 효과

 

◦통행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하루 2회, 1년에 250일 출퇴근 시 교통을 

이용한다고 가정 시 연간 최  약 50만원의 비용 감 효과가 있음.

통행 시나리오 기존요금 변경요금 절감금액 연간 절감금액

수원역 → (직행좌석)→ 

사당→(지하철)→ 잠실
2700원 1900원 800원 40만원

용인 풍덕천→(마을버스)→ 용인 

수지→(직행좌석버스)→ 종각역
2400원 1800원 800원 40만원

고양 대화역→(직행좌석버스)→ 

서울특별시청→(지하철) → 용산역
2,600원 1,800원 800원 40만원

남양주 도곡→(직행좌석버스) → 서울 

강변역→(지하철) → 광화문
2,700원 1,700원 1,000원 50만원

수원역→(경기좌석) → 구로 

디지털단지→(지하철)→ 구로구청
2,100원 1,600원 500원 25만원

주1) 서울시 보도자료 등 재편집

주2) 기존요금 :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 전, 변경요금 :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 후

주3) 연간절감금액 = (절감금액) × 2회 × 250일

<표 4-15> 통행 시나리오별 이용자 비용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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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서울시 교통정책 복지역할 종합

◦서울시 교통정책들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복지비용을 종합해보면, 서울시는 

연간 약 7,255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에서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되어 기존에 시행 인 교통 련 정책들의 

복지비용, 즉 복지로 인식되어 있는 교통복지비용은 연간 약 583억원임.

◦이 연구에서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을 통해 복지 역으로 확  

가능한 교통정책들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6,672억원인 것으로 분석됨.

◦기존 교통복지정책을 비롯한 몇몇 교통정책들은 재정 으로 지속가능한 

수 이라고 단됨. 그러나 교통 환승할인 보조(무료환승) 정책에 소요

되는 복지비용은 그 규모가 상당하여 서울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 이고,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 한 재정 으로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정책이라 

단됨.

 

정책 복지비용
기존 복지정책 여부 분류

(복지비용 소계)
전체 복지비용

 -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 장애인 이동편의 확대 28,166

기존 교통복지정책

(총 58,329)

총 725,544

 - 저상버스 확대 도입 30,000

 - 교통약자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13,395

복지영역으로 

확대 가능한 교통정책

(총 667,215)

 -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20,583

 - 지하철 무임승차 *  221,900

 - 대중교통 환승할인 보조(무료환승) * 411,500

주) * 표시 정책 외 : 실제 집행하는 예산 (2011년 기준)

    * 표시 정책 : 실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닌, 다른 대중교통관련 지출된 비용 중에 포함되는 복지효과 추정

(자료 한계상 2009년 기준 추정)

<표 4-16>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비용 종합
(단위 : 백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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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선방향

제1절 기존 교통복지정책 방향

◦서울시 교통복지정책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특정계층을 상으로 하는 선택  

복지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존에 시행 인 교통

련 복지정책들은 모두 교통약자를 상으로 하는 선택  복지정책임.

－사회복지 분야의 기존 교통복지정책에는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

편의 확 (장애인 콜택시ㆍ장애인 무료셔틀버스ㆍ장애인 심부름센터ㆍ

장애인 무료운 연습장 운 ), 상버스 확  도입, 교통약자 무장애 교통

환경 조성(무장애 공간조성 사업) 정책이 있음.

◦기존 교통복지정책에 소요되는 복지비용은 연간 약 583억원(2011년 기 )

수 으로 이 연구에서 분석한 서울시 교통 분야의 체 복지비용(연간 약 

7,255억원)  10% 미만의 비 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기존의 선택  교통복지정책들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의 

목 에 맞게 충실하게 지속 으로 해오던 사업이므로 행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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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복지영역으로 확대 가능한 교통정책 방향

1. 도로교통 분야 교통복지정책 방향

◦서울시 교통정책의 복지요소 분석을 통해 복지 역으로 확  가능한 교통

정책에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정비의 교통약자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지하철 무임승차, 교통 환승할인 

보조(무료환승) 정책이 있음.

◦이 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아닌 도로교통 분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기존에 

시행 인 복지정책으로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정비,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정책이 있으며, 이들 정책은 모두 교통약자를 한 선택  

복지정책임.

◦이들 교통복지정책에 소요되는 복지비용은 연간 약 338억원(2011년 기 ) 

수 으로 이 연구에서 분석한 서울시 교통 분야의 체 복지비용(연간 약 

7,255억원)  5% 미만의 비 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도로교통 분야에서 시행 인 선택  교통복지정책들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의 목 에 맞게 지속 으로 해오던 사업이므로 행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임.

2.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 개선방향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은 고령화추세에 따른 노인 무임승차 이용 증가로 재 

높은 수 의 정책비용이 차 더 늘어날 것으로 상됨. 따라서 향후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은 계속 유지하되 

일부 개선이 필요함.

◦이에 따라 첨두시 요 차등화 등 다양한 요 정책 수립을 검토하고,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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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앙정부에 극 인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임.

<그림 5-1>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 개선방향

◦첨두시 요 차등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시간 별 교통 통행분포를 살펴보면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지하철 통행량이 버스보다 월등히 많으며, 일반 인 오

첨두시(07~09시)와 오후첨두시(18~20시)에도 통행량이 상당수 존재함.

－첨두시 통행의 일부분은 경제활동을 한 출근 통행이라는 에서(만 65세 

이상 서울시 련 목 별 통행량  12.6%의 상당수가 출근 통행임), 만 65세 

이상 노인의 통행  첨두시 통행에 하여 기존의 무임승차에서 제외한 

일반인과 동일요 이나 할인요 을 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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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만 65세 이상 시간대별 대중교통 통행분포

자료 : 서울특별시, 2011,「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통합OD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통행목적 통행량 (통행/일) 통행비율 (%)

귀가 244,421 36.5%

출근 83,997 12.6%

등교 453 0.1%

학원 7,590 1.1%

업무 37,483 5.6%

쇼핑 39,506 5.9%

기타 255,617 38.2%

총계 669,067 100.0%

주) 서울시관련 통행 : 서울내부 통행과 서울시 유출입 통행을 포함함

자료 : 서울특별시, 2011,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통합OD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표 5-1> 만 65세 이상 서울시관련 목적별 통행량

◦거리별 요 차등화

－무임승차 정책의 목 은 소득이 없어 통행비용 지불이 어려운 노인들의 

필수 인 통행이나 기본 인 생활유지를 한 통행(노인복지회  등의 

각종 노인공공시설 방문, 병원 방문 등)을 교통(지하철)을 통해 하도록 

재정 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기본 인 생활유지를 한 통행은 교통 기본운임 용 거리인 

10km 이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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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운임 거리(10km) 내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

에게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며, 기본운임 거리 과 통행에는 일반계층을 

상으로 시행 인 거리비례 추가 요 제를 용하도록 함.

구분 배웅 출근 학원 업무 쇼핑 여가 기타 전체

평균통행거리 7.7 10.3 8.7 11.0 5.8 10.1 8.5 8.9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1, ｢KOTI-Brief｣ Vol.3, No.11

<표 5-2> 만 65세 이상 목적통행별 평균통행거리
(단위 :km/통행)

◦정부지원 의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무임승차로 인한 자를 서울시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지속 으로 운 하기 해서는 

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즉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국비로 

일부 보 을 받을 수 있도록 앙정부와 의하도록 함.

－지하철 무임승차의 법령제정 원인제공자가 정부이며11), ‘철도산업발

기본법’에 따르면 무임승차 등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12)

11) 노인복지법 제19조에서 노인 할인율을 철도 30%, 수도권 철 100%, 도시철도 100%로 지정하고 있음.

12) 철도산업발 기본법의 공익서비스비용 정부부담 근거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 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

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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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 기본법’에서 철도산업의 상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한국철도공사가 소유ㆍ건설ㆍ운 ㆍ 리하는 철도로, 재 코 일은 

자사가 운 하는 국철의 무임승차를 포함한 운임할인 손실분에 해 약 

70%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13). 

－그러나 각 지자체의 도시철도는 ‘철도산업발 기본법’의 철도산업 상

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근거가 부족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동일하게 무임승차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에서 

형평성에 어 나며, 도시철도도 정부의 공익서비스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임.

－정부가 공익서비스비용을 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지속 으로 정부의 부담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3.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 개선방향

◦ 교통 환승할인 정책은 복지 역으로 확  가능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 분야의 표 인 정책임.

◦ 교통 환승할인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4,115억원으로 서울시 

체 교통 산의 10%, 서울시 교통 운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액임

(2009년 기 으로 환승할인 정책 비용이 지하철 약 1,862억원, 버스 약 

2,253억원, 서울시 체 교통 산 4조 854억원14), 서울시 교통 운 비용 

3조 3103억원15)).

13) 2005~2008년 기  코 일에 한 정부 재정지원 : 운임할인에 한 보상 평균 74.9%, 벽지노선 

운 에 따른 보상 평균 70.1%, 국가특수목 사업비용에 한 보상 평균 70.5% (자료 : 부산발

연구원, 2010, ｢부산시 교통 요 정책에 한 연구｣)

14) 2009년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 세출 산 총계 기



제5장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개선방향 69

◦ 에서 언 한 연간 약 4,115억원을 교통 인 라확충  시설개선 등

과 같은 부문에 투자한다면, 앙버스 용차로 91.5km 확충, 역철도 

2.7~4.1km 확충, 경 철 5.1km 건설, 상버스 2,058  도입 등16)의 효과를 

기 할 수 있음.

◦ 교통 환승할인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여 향후 재정 인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한 정책이라는 비 이 제기되고 있음. 교통 환승할인 

정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 체를 상으로 하는 보편 인 정책

이라는 측면에서 앙정부의 극 인 지원 요청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때 

복지재원의 활용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15) 2009년 기  버스  지하철 운 비용 : 버스 13,812억원, 지하철 19,291억원

    - 버스 운 비용 : (2009년 10월 운 비용) × 12개월

    - 지하철 운 비용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매출원가 + 매비 + 리비 + 업외 비용

16) 인 라확충  시설개선 평균비용

    

구분 평균건설비용 투자성과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약 45억원/km 91.5km

광역철도 연결 약 1000~1500억원/km 2.7~4.1km

경전철 건설 약 800억원/km 5.1km

저상버스 도입 약 2억원/대 2,05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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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the Role 

in the Transport Sector for Sustainable Welfare

Sin-hae Lee ․ Hyuk-ryul Yun ․ Mi-ri Byun ․ Ji-hun Park ․ Jae-hyeon Jeon

As transport welfare for socially underprivileged groups including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emerges, awareness of welfare is growing in the 

transport sector. And socially, the target of welfare changes from selective 

welfare for the specific class to universal welfare for all citizens. Also as the 

status of public transportation rises as a travel mode that all citizens are using 

in Seoul, wide range of services including welfare as well as the basic feature 

such as just transportation are required for the public transportation. However, 

the transportation policies accompanied by these welfare services can cost 

significantly, so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the transport welfare policies 

are financially sustainable. Therefore, this study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sustainable transport welfare, analyzed the welfare elements and costs of 

current transportation policies in Seoul,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the 

sustainable transport welfare.

Sustainable transport welfare is to pursue reasonable distribution in order 

to avoid consuming excessive resources and finances in the area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consistently proceeding with selective welfare.

I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welfare elements of current transportation 

policies in Seoul, it is found that the following transport welfare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actually. The selective welfare policies are subway 

free-ride, call taxi for the disabled, expansion of non-step buses, barrier-free 

transport environment for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and expansion of 

barrier-free facilities at subway stations for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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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versal welfare policy is transfer discount policy of public transportation 

(free transfer). These selective welfare policies need to be consistently 

maintained for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In case of the universal welfare 

policies, it costs excessively because all users are the beneficiaries of the 

universal welfare for the public transportation, so analysis in terms of 

sustainable transport welfare is required.

I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welfare costs consumed for the current 

transport welfare policies in Seoul, it is found that the welfare effect in the 

transport sector is approximately 725.5 billion won annually.

－Among that cost, the welfare costs of transport-related policies which 

were classified as social welfare sector and already being implemented, 

i.e. the transport welfare costs which are recognized as the welfare 

previously, are approximately 58.3 billion won annually. And the 

transport welfare costs consumed for the transport welfare policies, 

which were expanded in this study from the analysis of welfare elements 

of Seoul city’s transportation policies, are approximately 667.2 billion 

won annually.

－In case of the selective welfare policies, it is desirable to maintain 

current policies because Seoul city can afford those due to the relatively 

less costs and those have been continuously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mobility right for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However, in case of the subway free-ride policy, it can become 

financially unsustainable. Because the welfare policy costs significantly 

than any other selective welfare policies - the estimated cost of that 

policy was approximately 221.9 billion won in 2009 - and the costs will 

increase as free-ride of the elderly increases due to population aging. 

Thus, change of the funding system is required such as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ho caused the enactment of the free-ride 

act.

－The estimated cost of transfer discount policy of public transportation, 

the universal welfare policy, was substantial with approximately 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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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on won in 2009. The current transfer demand has stabilized, so the 

welfare cost for that policy is expected to be maintained or rise slightly. 

But the welfare cost will be a financial burden to Seoul city consistently, 

because the current welfare cost occupies a significant percentage of 

city’s finances. Transfer discount policy is universal welfare policy 

which confers a benefit on all citizens of Seoul metropolitan area as 

well as those of Seoul city and this policy need to be maintained 

continuously. Therefore, act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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