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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a basic study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urrent government’s 

wheelchairs-enabled express/intercity buses to improve the long-distance mobility of 

wheelchair users. Therefore, it aims to estimate the demand for long-distance travel for 

wheelchair users and uses it to identify the long-distance traffic patterns of wheelchair users. In

detail, the demand for wheelchair-enabled express/intercity buses was estimated based on a 

wheelchair user survey by using an O/D expansion metho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redicted demand, there is a lot of long-distance travel connecting big cities, such as Seoul, 

Busan, and Daejeon. While train usage is relatively high in some areas where train routes are 

well developed, more traffic using a private car occurs in other areas. Moreover, visiting 

relatives typically accounts for most of the purpose of long-distance travel by wheelchair users,

except for tourist traffic to Gangwon. Lastly, the rate of long-distance traffic over time is 

mainly concentrated in the morning/afternoon peak hour (9－10 AM. and 4－6 PM). Based on

these results,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the route planning and

time scheduling of wheelchair-enabled express/intercity buses. In the following study, stated 

preference survey will be applied to consider changes in the transport mode decision of 

wheelchair users.

Keywords: long distance travel, O/D expansion method, traffic demand forecast, wheel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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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휠체어장애인의 장거리통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 정부의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

고속버스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휠체어장애인의 장거리통행 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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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휠체어장애인의 장거리 통행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거리통행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기초로 통행전수화기법을 이용하여 휠체어 장애인의 고속/시외버스 이용수요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부산, 서울－대전, 대전－청주 등 대도시를 연결하는 광역통행량이 많이 나타났고, 수

단별로는 기차 노선이 발달한 지역 간에는 기차 이용률이 그 외 지역에서는 자가용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통행목적별로는 친지방문이 가장 많고, 특이하게 강원권을 방문하는 장거리통행은 주로 관광목적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시간대별 통행발생률을 살펴보면, 주로 오전/오후 출퇴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토대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의 노선 및 배차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SP

조사를 통해 휠체어 장애인의 수단전환에 따른 통행변화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주요어: 장거리 통행, 통행전수화기법, 교통수요예측, 휠체어 장애인,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서론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휠체어 장애인의 교통복지

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동권’(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3조) 및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 

차별금지’(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에 근거해 수립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

설 설치, 저상버스 ‧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휠체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통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을 위한 장거리 교통수단은 자가용

이나 철도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경우나 철도 노선이 없는 지역에 대한 접근은 실질적

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는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통행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

버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향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우선 도입 노선과 규모(휠체어 좌석수, 

차량수, 배차간격 등)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행전수화기법을 이용해 노선별(터미널

－터미널)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교통약자의 통행실태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이어서 연구에 적용한 통행전수화 방법과 자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전수화 결과를 토대로 휠

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우선 도입 노선 및 규모를 포함한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통행현황에 대해서 설

명하고,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에 대해 논의한다.

 

교통약자의 통행실태 조사에 대한 연구사례

본 연구의 목적은 통행전수화기법을 이용해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통행수요를 추정하는데 있는바, 휠체어 장

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통행실태 조사와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여 이 분야의 연구현황과 이 연구의 차별성에 대

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Kim et al.(2008)은 순창군을 대상지역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비장애인과 교통약자들로 구분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중교통수단의 종합만족도에 

대한 개인속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비장애인과 교통약자를 그룹화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종합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대중교통환경에 대한 비장애인과 교통약자의 만족도가 

상이하며 개선시 우선 고려 요소에 대해 확인하였다.

Moon et al.(2008)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시 교통약자의 통행여건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고령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개인속성 및 통행특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교통약자의 통행특성, 통행을 저해하는 교통 환경의 문제점, 교통개선의식, 교통수단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은 주로 도보 및 기타 수단을 이용해 병원 진료 목적으로 매일 외출하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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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교통시설에 대해 불만족 의사를 나타내었다. 수단선택모형에 의한 장애인의 통행특성은 일상적인 통행에

서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09)은 청주시의 신 ‧ 구시가지에 거주하는 휠체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휠체어장

애인의 현황 및 통행패턴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휠체어장애인의 대상지별 주요 이동로를 산정하고, 통행

욕구와 실제 통행패턴은 유사하지만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공간적 특성에 따라 외출 빈도가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Lee(2009)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목적으로, 2008년 4－6월 서울시 

거주 교통약자(유효표본 1,388부)를 대상으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율에 비해 만족도가 현저히 낮아 접근성 향상이 시급하며,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운행효율화 정책을 제시하였다.

Kwon(2010)은 지리학적 관점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의 통근통행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비장애인에 비해 단거리, 단시간 통근특성을 나타냈으며, 회귀분석 결과 장애가 있을수록 직주거리가 짧고 정신장

애를 가진 경우에 통근거리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장애인에 비해 공간활용이 제한된 장애인들의 취업 지

원이 더욱 절실함을 주장하였다.

Yun and Shin(2010)은 교통약자의 유형별 통행특성 및 통행수단 선택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2008년 12월 경산

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대상(유효표본 467부)으로 응답자의 일반사항과 통행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자료를 토대로 개인속성별, 통행목적별 통행특성을 파악하고, 통행수단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를 이용

한 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의 통행목적으로 복지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약자의 통행수

단선택에 있어서 통행비용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장애인은 매일 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의 수단

선택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은 전반적으로 여성, 고령, 읍 ‧ 면 지역 거주자일수록 버스를 선호하며, 장애인의 경우 거

주지가 통행수단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12)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시내버스 이용의 불편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시내버스 이용시 

불편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제 2010년 7－8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애인(298명), 비장애인(891명)을 대상

으로 시내버스, 버스정류장, 보도 등 교통시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교통약자 이용자 측면의 버스

이용과 제도개선을 통한 버스이용의 활성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Shin et al.(2014)는 경상남도 콜센터 자료(이용건수, 장애특성, 이용일시, 휠체어 여부, 목적 등)를 이용해 특수교

통수단 이용자의 통행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지체장애인의 이용률이 높고, 휠체어 이용자는 주로 비첨두 시

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O/D 패턴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 내부통행의 비율이 높지만 장애인 시설

이 부족한 곳은 인접 도시간 광역통행이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정책수립과 운영을 위

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사례에서 보듯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통행실태에 대한 조사는 연구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통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나 통행특성(통행목적, 빈도, 통

행수단 등)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대부분 휠체어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지역내부통행에 집중되어 있

으며, 반면 일부 사례에서 설문조사자료를 기초로 인접 지역 간 통행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휠체어장애인의 

광역통행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단거리 통행환경과 더불어 장애인의 광역통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휠체어장애인의 광역통행에 대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의 차

별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대상 및 자료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통행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육로 이동이 불가능한 제주도와 울릉군

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전수화 대상인 연간 통행량과 가용자료를 감안하여 2017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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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였다. 

전수화 과정에서 표본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통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

국 휠체어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1－2등급 중 지역별 층화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된 약 4,200명, 전체 2%)을 대상으

로 장거리 통행실태에 대해 2017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거주지, 연령, 성별, 장애유형 및 등급 

등 기초적인 가구조사와 더불어, 통행 기종점, 통행시간, 통행목적, 통행수단 등(지역 간, 장거리) 통행 정보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유효표본(3,932건) 중 성별(남성 65%, 여성35%), 연령대(60대 이상 38%, 50대 32%, 40대 

이하 30%), 장애유형(지체 76%, 뇌병변 24%), 장애등급(1급 44%, 2급 31%, 3급 이하 25%)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연구방법

전수화(expansion)란 모집단의 특성과 최대한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서 표본자료에 전수화계수(expansion factor)

를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전수화계수를 산출하는 일은 전수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전수화계수란 조사를 통해 수집한 하나의 표본(sample)이 모집단을 얼마만큼 대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령 전수화계수 10은 하나의 표본이 모집단 중 10개를 대표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Equation 1을 

이용해 전수화계수를 산출한다.

Exp 



 (1)

여기서, Exp: 존에 해당하는 항목의 전수화계수

: 존에 해당하는 항목의 모집단 크기

: 존에 해당하는 항목의 표본 크기

Figure 1에서 보듯이,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통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화 절차는 전수화 존을 설정하는 

단계부터 통행O/D를 생산하는 단계까지 여러 과정을 통해 실행된다.

Figure 1. Flowchart of express/intercity bus demand forecasting of wheelchair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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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수화 존 설정

전수화 존을 설정하는 단계는 전수화의 공간 단위를 정의하는 것으로 전수화 대상, 즉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통

행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면서 동시에 자료 가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 적용한 전수화 존은 인구 ‧ 사회 ‧ 

경제적 특성 및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하여 전수화 존으로 결합되는 존들의 특성이 최대한 동질성을 가지도록 설정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료 여건과 전수화 목적에 따라 인구전수화와 통행전수화 단계별로 상이한 전수화 존을 적용

하였다. 인구전수화를 위한 존은 광역시 ‧ 도 또는 시 ‧ 군1)의 2가지 대안이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 통계정규화를 

고려한 최소 표본(30개 이하)인 지역이 전체 지역(192개) 중 178개로 적용이 어려워 통계 기준을 충족하는 광역시 ‧ 

도(16개)를 채택하였다. 반면에 통행전수화 과정은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통행 특성을 잘 반영함과 동시에 터미널 

권역별 통행O/D의 구축이 용이하도록 시 ‧ 군 단위(165개)를 전수화 존으로 설정하였다.

2. 표본자료 전처리

설문조사나 전산입력 과정에서 포함되는 부정확한 데이터는 전수화 과정이나 결과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

로 사전에 처리되어야 한다. 표본자료(설문조사)에 포함된 오류 및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수화 대상이 아닌 장애유형(지체 및 뇌병변 이외)에 해당하는 자료 제외(전체 3,932건 중 59건)

- 지체와 뇌병변 모두 체크된 경우에 지체로 변경하며, 지체 및 뇌병변을 포함해 기타 유형이 포함된 경우에 지체, 

뇌병변으로 수정

- 장거리 통해 여부에 대한 미응답 자료 제외(전체 3,893건 중 1,833건)

- 조사 자료에서 연간 12회(월평균 1회) 초과 장거리통행을 수행한 경우는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13회

로 일괄 수정

- 피조사자가 입력한 광역시 ‧ 도와 시군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정(예, 전라남도 전주시 등)

- 행정구역명 부정확 수정(예, 강원도 봉평군→강원도 평창군 등)

- 기타 정보(성별, 연령대 등) 미입력 자료 제외

3. 전수화 지표 및 급간 설정

전수화 지표란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해 전수화에 사용되는 변수로써 일반적으로 모집단과 표본에 공통적으로 존

재하며 전수화 대상, 즉 장거리 통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어야 한다. 모집단(통계자료; 2017년 장애인 등록현

황)과 표본(설문조사)에 공통으로 포함된 항목은 성별, 연령대, 장애유형, 장애등급으로, 각 계층별 통행특성을 잘 

반영하는 대표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통행특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를 검토한 후 선택한다. 

각 지표별 급간은 전수화지표와 통행량 간의 일원분산분석(ANOVA)을 이용한 다중비교를 실시하여 급간 사이

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도록 급간을 구분하여 설정한다. 지표별 급간의 다중비교를 위해 사전에 

설정한 기존 연령대 급간(6개) 중 30대 이하의 표본수가 비교적 적어 3개 급간(40대 이하, 50대, 60대 이상)으로 조

정하고, 지역별 표본수를 고려하여 기존 장애등급의 급간(4개)을 2개 급간(1급, 2급 이하)로 수정했다. 최종 선별된 

각 지표의 급간은 (장거리)통행 수를 종속 변수로, 각 전수화지표(성별, 연령대, 장애유형, 장애등급)를 독립변수로 

하는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고, 각 급간끼리 평균을 비교하는 다중비교를 통해 결정한다. 독립변수의 일원분산분석

을 위한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사전에 확인하였다. 장거리통행 실적과 인구특성 간 일원분산분석 결과, 장애유형을 

제외하고 모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원분산분석(MANOVA)의 결과로 성별과 장애유

1)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행정구의 경우 시 단위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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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의한 집단 간 유의미한 추이가 나타났다(Table 1). 결과적으로 장거리통행 특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동시에 전수화 존별 제로셀이 발생하지 않는 성별과 장애유형을 전수화 지표로 적용하였다.

Table 1. MANOVA of long-distance travel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4510.319a 23 196.101 1.211 .223

Intercept 25620.927 1 25620.927 158.269 .000

Gend 52.945 1 52.945 .327 .567

Age2 533.592 2 266.796 1.648 .193

DType 289.585 1 289.585 1.789 .181

DLevel3 3.206 1 3.206 .020 .888

Gend * Age2 350.675 2 175.337 1.083 .339

Gend * DType 1267.106 1 1267.106 7.827 .005

Gend * DLevel3 36.875 1 36.875 .228 .633

Age2 * DType 191.304 2 95.652 .591 .554

Age2 * DLevel3 149.719 2 74.859 .462 .630

DType * DLevel3 77.433 1 77.433 .478 .489

Gend * Age2 * DType 284.282 2 142.141 .878 .416

Gend * Age2 * DLevel3 240.999 2 120.500 .744 .475

Gend * DType * DLevel3 120.146 1 120.146 .742 .389

Age2 * DType * DLevel3 644.789 2 322.394 1.992 .137

Gend * Age2 * DType * DLevel3 49.474 2 24.737 .153 .858

Error 326031.302 2014 161.882

Total 384680.000 2038

Corrected total 330541.621 2037

a. R Squared=.014 (adjusted R squared=.002)

4. 인구전수화 단계

본 연구의 인구전수화 과정은 Ye et al.(2009)가 제안한 IPU (iterative proportional updating) 알고리즘에 기초

해 파이썬 언어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수행하였다. 인구전수화 소프트웨어는 1) 입력자료 전처리 및 로딩, 

2) 전수화계수 산출, 3) 전수화계수 적용 후 출력의 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컴퓨팅 환경에서 구현하였다.

- CPU: Intel(R) Core(TM) i7-6700 CPU 3.40GHz

- 메모리(RAM): 16.0GB

- 운영체제(OS): Windows 8.1 Enterprise K (64비트)

- 프로그래밍언어: Python (ver. 3.6), SQLite (ver. 3.22.0)

인구전수화를 위한 입력 자료는 시드자료(휠체어 장애인 장거리통행 조사), 마진자료(2017년 장애인 등록현황), 

존 체계(행정구역 및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존 정보)로 구성되며, 인구전수화 결과로 산출된 개인별 계수(exp)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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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tial result of population expansion factor

Sid Pid Hloc Gender Age Dtype Dlevel Veh Tnum Orig Ohour Dest Dhour Mode Pur Exp

0 1 11010 2 5 1 2 1 4 11010 14 31023 16 7 5 949

1 1 11010 2 5 1 2 1 1 11010 10 36360 16 2 5 949

2 2 11010 1 6 1 4 1 4 11010 10 31101 11 1 5 580

3 3 11010 2 6 1 1 1 2 11010 5 34380 11 1 5 949

4 3 11010 2 6 1 1 1 2 11010 14 31240 16 1 5 949

5 3 11010 2 6 1 1 1 3 11010 14 25030 17 2 5 949

6 6 11010 1 6 1 4 2 2 11010 10 25030 13 2 5 580

7 8 11010 1 6 2 1 2 1 11010 10 32010 14 2 5 349

8 9 11010 1 6 1 3 2 3 11010 10 31260 12 7 5 580

9 10 11020 1 5 2 1 1 1 11020 9 31101 11 1 6 349

5. 통행전수화 단계

통행전수화는 이전 단계에서 산출된 인구전수화계수를 적용한 결과를 참조자료의 통행량을 기준으로 보정하는 

과정으로, 본 연구의 통행전수화 과정에 사용된 참조자료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escription of the reference of trip expansion process

Performance of highway service Performance of train service

Name The number of disabled registered vehicles that passed 
the tolls of the national highway road in 2017

The number of the sold wheelchair seats of 
railway in 2017

Date 2017 2017

Location Highway road toll Railroad ticket office

Target Disabled registered vehicles 1st to 3rd grade disabled passenger

Detail Access time/tollgate, Egress time/tollgate, Disability grade Train type, Departure/arrival station & time

Limitation No information about disabled type Limited information about disabled type and grade

참조자료 중 고속도로 이용실적은 장애유형의 구분이 없으므로 2017년 장애인 등록현황에서 나타난 휠체어 장애

인(지체 및 뇌병변 1－3급)의 인구비율(42.8%)을 적용하였다. 철도이용실적은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한 제한된 정

보를 제공하지만 자료에서 휠체어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 적용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통행전수화를 위한 계수는 Equation 2에 의해 산출된다.


exp





 (

  
×

exp
) (2)

여기서, 
exp
: 통행전수화 계수

: 장거리 조사통행량


exp
: 인구전수화 계수


 : 존에서 존으로 이동하는 수단 의 표본통행량

최종 장거리 통행량은 통행전수화 계수를 이용한 Equation 3에 의해 산출한다.

 ×
exp

×
ex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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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최종) 전수통행량

: 표본조사 통행량


exp
: 인구전수화 계수


exp
: 통행전수화 계수

6. 제로셀 및 귀가통행 보정

통행전수화 대상 자료에 포함된 제로셀에 대한 개념과 보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로셀(zero-cell)은 모집단에는 

포함되지만 표본에는 포함되지 않는 샘플링 과정에서 배제된 통행특성을 가리키며, Table 4는 권역별로 제로셀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4. Zero-cells in a global O/D

Gangwon Gyeongnam Gyeongbuk
Seoul ․

Gyeonggi ․

Incheon
Jeonnam Jeonbuk Chungnam Chungbuk

Gangwon 7 13 191 0 35

Gyeongnam 4 523 2,700 18 304 68

Gyeongbuk 10 537 1,966 375 29

Seoul ․

Gyeonggi ․

Incheon

304 2,518 1,918 1,649 827 1,713 443

Jeonnam 31 1,647 204 145 64

Jeonbuk 818 249 126 16

Chungnam 350 340 1,761 169 132 67

Chungbuk 40 74 38 487 45 15 65

※Private vehicle: no zero-cell.
※Train: 11 zero-cells of total 56 O/Ds (974 volumes of total 23,037 (4.2%)).

본 연구에 적용할 제로셀 보정 방법은 다음 세 방법으로 구분된다.

① 0과 1 사이의 작은 값인 seed trip 값 임의적용

② 인접 유사한 특성의 교통존 간 통행량 적용

③ 2중제약 엔트로피 모형:  exp


1번의 경우, 존간 통행총량은 보정할 수 있지만 각 통행(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정할 수 없다. 반면에 3번은 비

교적 계산이 복잡하고, 모형 정산을 위한 파라미터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보정 방법이 간소

하고 추가 자료가 불필요한 2번을 이용해 제로셀을 보정하였다. 동일한 존간(출발지, 도착지) 자가용 통행자료(인구

정보, 통행정보 등)를 이용하여 가능한 인구특성과 자가용 이용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기차통행의) 제로셀을 보정

한다. 전수화 존을 대권역(광역시 ‧ 도)으로 설정한 후에 샘플자료 중 인접 셀에서 자료를 빌려와 제로셀을 보정(출

발지, 목적지, 통행수단, 보정계수)하였다. 기차통행의 제로셀 보정결과, 참조자료 대비 100% 보정되었다. 

제로셀 이외에도,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로 하여금 귀가통행이 잘 보고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광역통행을 분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로 설문조사 자료 중 거주지 출발통행(2,797건)에 대해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귀가통행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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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위치: (출발통행의) 출발지→도착지, 목적지→출발지

- 통행시간: (출발시간) 참조자료 중 오후시간 통행출발시간대 분포, 

(도착시간) 출발시간+통행시간(설문자료 상 통행시간)

- 체류시간: 참조자료(2010년 주말가구통행조사)의 목적별 체류시간 활용(Table 5 참조)

Table 5. Average stay time per purpose (minutes)

Purpose Stay time Purpose Stay time

Work 14 hours (865 min) Shopping 4 hours (229 min)

School  9 hours (510 min) Leisure 5 hours (325 min)

Business  5 hours (288 min) Etc. 5 hours (271 min)

Figure 2와 3은 귀가통행을 보정한 이후에 시간대별 통행발생량에 대한 조사자료(survey), 참조자료(TCS, 코레

일), 그리고 전수화결과(exp)를 각각 비교한 것이다.

Figure 2. Temporal distribution of trip generation of private vehicle (%)

Figure 3. Temporal distribution of trip generation of train (%)

7. 통행O/D 구축

고속터미널을 기준으로 시 ‧ 군별 통행량을 취합하며, 터미널이 존재하지 않는 시 ‧ 군의 통행량은 접근성을 기준

으로 인접 시 ‧ 군 터미널로 배정하였다. 동일한 시 ‧ 군에 복수의 터미널이 존재하는 경우 시 ‧ 군 지명으로 통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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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였다(예, 서울경부, 서울센트럴, 동서울→“서울”로 기재). 시군명과 터미널 명칭이 다른 경우 시 ‧ 군 지명으로 

변환하여 기재하였다(예, 능주→화순). 다만, 모든 터미널을 반영할 경우, 일부 지방 시 ‧ 군(서울 왕복 노선만 고속버

스 노선, 나머지 노선은 시외버스 노선)에서 서울 외 나머지 노선 이용 시에도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반

영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고속터미널 O/D를 사용하고, 고속노선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을 배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앞서 전수화결과를 토대로 고속터미널 기종점별로 다음 항목의 자료를 산출하였다.

－ “순위”, “출발지”, “도착지”

－ “통행_2018”: 2018년도 전체통행량(자가+기차)

－ “자가%”, “자가_2018”: 자가용통행 비중(%), 2018년 자가용 통행량

－ “기차%”, “기차_2018”: 기차통행 비중(%), 2018년 기차 통행량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통행 전수화 결과

통행전수화 결과()를 참조자료()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Equation 4를 이용해 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계산하였다. 자가용 통행량과 기차 통행량에 대한 전수화 결과(RMSE)는 각각 0.0295, 0.0으

로 전반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4)

Figure 4는 고속터미널별 기종점 간 통행량을 추정한 결과를 O/D 행렬로 나타낸 것으로, 가령 광주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고창터미널에 도착하는 광역통행량은 연간 570건으로 추정된다.

Figure 4. Estimated demand of express/intercity bus per 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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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은 시 ‧ 군 단위의 기종점간 전수통행량을 추정한 것이다. 전수화 결과 휠체어장애인의 광역통행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통행(연간 6,136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울↔대전(5,702건), 대전↔청주

(4,783건), 서울↔대구(4,696건) 순으로 나타났다. 통행수단별로는 서울↔부산은 기차 통행의 비중(약 90%)이 높

은 반면에, 대전↔청주는 승용차를 이용한 광역통행의 비중(약 99%)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KTX, SRT 

등 기차 노선이 잘 발달한 지역 간 광역통행은 기차 이용이 많으며, 반면에 기차 노선이 없거나 기차역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자가용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ank of the estimated travel demands of wheelchair users per O/D at Si ‧ Gun level (from 1st to 10th)

Rank Origin Departure Total demand Private Private (%) Train Train (%)

1 Seoul Busan 3,073 369 12.0% 2,704 88.0%

2 Busan Seoul 3,063 269 8.8% 2,794 91.2%

3 Daejeon Seoul 2,920 1,622 55.5% 1,298 44.5%

4 Seoul Daejeon 2,782 1,461 52.5% 1,321 47.5%

5 Daejeon Chungju 2,392 2,364 98.8% 28 1.2%

6 Chungju Daejeon 2,391 2,368 99.0% 23 1.0%

7 Seoul Daegu 2,384 411 17.2% 1,973 82.8%

8 Daegu Seoul 2,312 377 16.3% 1,935 83.7%

9 Seoul Hongcheon 2,106 2,106 100.0% - 0.0%

10 Seoul Wonju 2,046 1,959 95.8% 86 4.2%

Table 7은 인접 광역시 ‧ 도를 하나의 존으로 결합한 대권역간 전수통행량을 통행수단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자가

용 통행의 경우,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에서 충남권(대전 ‧ 세종 ‧ 충남)으로 이동하는 휠체어 장애인의 광역통행

량(연간 19,689건)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충남권→수도권(19,224건), 수도권→강원권(14,029

건)순으로 나타났다.

Table 7. Estimated travel demands of wheelchair users using private vehicle per O/D at global zone

Gangwon
Gwangju ‧ 

Jeonnam
Daegu ‧ 

Gyeongbuk

Daejeon ‧ 

Sejong ‧ 

Chungnam

Busan ‧ 

Ulsan ‧ 

Gyeongnam

Seoul ‧ 

Gyeonggi ‧ 

Incheon
Jeonbuk Chungbuk

Gangwon - 80 591 232 190 7,812 61 1,895 

Gwangju ‧ Jeonnam 86 - 699 1,754 3,056 1,879 6,029 370 

Daegu ‧ Gyeongbuk 587 725 - 1,812 10,799 3,963 566 2,883 

Daejeon ‧ Sejong ‧ 

Chungnam
263 3,399 1,805 - 1,328 19,224 6,235 6,230 

Busan ‧ Ulsan ‧ 

Gyeongnam
196 3,158 11,156 1,259 - 2,003 1,247 772 

Seoul ‧ Gyeonggi ‧ 

Incheon
14,029 2,228 4,491 19,689 2,425 - 2,660 11,745 

Jeonbuk 57 5,795 571 4,307 1,214 2,801 - 568 

Chungbuk 1,934 374 2,642 5,790 761 10,091 590 -

기차 통행의 경우, 경남권(부산 ‧ 울산 ‧ 경남)과 수도권을 오가는 휠체어 장애인의 광역통행량(연간 4,522건)이 가

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도권→경북권(대구 ‧ 경북) 지역 간 통행량(4,484건)이 높게 나타나 앞서 

설명했듯이 기차 노선이 발달한 구간에 기차를 이용한 광역통행량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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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stimated travel demands of wheelchair users using train per O/D at global zone

Gangwon
Gwangju ‧ 

Jeonnam
Daegu ‧ 

Gyeongbuk

Daejeon ‧ 

Sejong ‧ 

Chungnam

Busan ‧ 

Ulsan ‧ 

Gyeongnam

Seoul ‧ 

Gyeonggi ‧ 

Incheon
Jeonbuk Chungbuk

Gangwon - - 67 -  9  245 -  45 

Gwangju ‧ Jeonnam - - - 263 40 2,847 329 114 

Daegu ‧ Gyeongbuk 63 - - 444 927 3,408 - 65 

Daejeon ‧ Sejong ‧ 

Chungnam
- 263 544 - 635 2,877 179 95 

Busan ‧ Ulsan ‧ 

Gyeongnam
 5  23 926 591 - 4,522 -  150 

Seoul ‧ Gyeonngi ‧ 

Incheon
390 2,946 3,444 2,906 4,484 - 1,294  696 

Jeonbuk - 374 - 181 - 1,304 - 28 

Chungbuk 51 100 67  96  156  777 27 -

Figure 5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전국단위 휠체어장애인의 광역통행수요를 지도로 표시한 것이다. 자가용을 이용

한 휠체어장애인의 광역통행은 서울↔전북을 제외하고 강원→서울, 서울→경기, 충남→대전, 전남→광주, 경북→

대구 등 인접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반면 서울→부산, 광주→서울, 전북→서울 등 상대적으로 장거리통행으로 철

도 노선이 잘 발달된 지역 간에는 기차를 이용한 휠체어장애인의 장거리통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 Spatial distribution of the express/intercity bus demand predicted in this study (left: private vehicle, right: train)

Table 9는 도착지별 통행목적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강원권으로 향하는 관광 목적(약 42%)의 통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휠체어장애인의 광역통행은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별로 살펴보면, 통근 및 통학 목적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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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전무하며, 업무 통행의 경우 강원권(20%)과 경남권(18%)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병원방문을 목적으로 하

는 휠체어장애인들의 광역통행은 전북지역(20%)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충북지역(3%)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다. 친지방문은 충북지역(63%), 충남지역(55%)에 집중되어 충청도 지역에서 휠체어장애인의 광역통행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광목적의 광역통행은 강원(42%), 충북(30%)로 나타났으며, 기타 목적(개인용무 등)은 강

원(5%), 경남(5%)에서 높게 나타났다.

Table 9. Distribution of travel purpose by destination

　 Work ‧ School Business Shopping Hospital
Visiting 
relatives

Tourism Others Total

Gangwon 0% 20% 0% 16% 17% 42% 5% 100%

Gwangju ‧ 

Jeonnam
0% 14% 3% 15% 41% 24% 2% 100%

Daegu ‧ 

Gyeongbuk
0% 12% 0% 12% 48% 24% 4% 100%

Daejeon ‧ 

Sejong ‧ 

Chungnam
0%  8% 3%  9% 55% 23% 2% 100%

Busan ‧ 

Ulsan ‧ 

Gyeongnam
0% 18% 0% 10% 40% 26% 5% 100%

Seoul ‧ 

Gyeonggi ‧ 

Incheon
0% 14% 1% 12% 47% 21% 4% 100%

Jeonbuk 0% 15% 1% 20% 43% 21% 1% 100%

Chungbuk 0%  4% 0%  3% 63% 30% 1% 100%

시간대별 광역통행량 추정량(수단별 비율)을 살펴보면(Figure 6), 아침 출근시간대(오전 9－10시)와 퇴근시간대

(오후 4－6시)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광역통행량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기차를 이용한 장거리통

행은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가장 많은 통행이 발생하여 이 시간대에 휠체어장애인의 기차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Figure 6. Temporal distribution of the express/intercity bus demands predicted by this study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추정한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통행특성과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에 나타난 

비장애인의 통행특성을 수단분담률과 통행목적 차원에서 서로 비교해보았다(Table 10 참조). 장거리통행의 수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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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률은 비장애인의 경우 자가용, 기차, 각종 버스(관광버스, 고속/시외버스) 등 다양한 수단에 고루 분포된 반면에, 

휠체어 이용자는 자가용 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일부 기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장거리 통행

에서 있어서 휠체어 장애인의 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통행목적에 있어서는 비장애인은 

출근 및 통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휠체어 장애인은 대부분 여가,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장거

리 통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Distribution of travel purpose by destination

Wheelchair travelers Non-disabled travelers

Transport mode Tourism bus  6% 21%

Express/Inter-city bus  8% 17%

Private vehicle 57% 39%

Train 20% 20%

Others  9%  3%

Trip purpose Work/School  0% 51%

Business 13% 13%

Leisure/Tourism/Visiting relatives 66% 20%

Others (hospital, shopping, personal) 21% 16%

결론

휠체어장애인의 장거리통행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연구는 장거리 통행에 대한 휠체어장

애인의 설문조사를 기초로 통행전수화기법을 이용해 고속터미널 간 통행수요(O/D)를 추정하고 휠체어장애인의 

장거리통행 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군 단위의 기종점간 통행은 서울－부산, 서울－대전, 대전－청주 순으

로 나타났으며, 수단별로는 서울－부산 등 기차 노선이 잘 발달된 지역에서 기차 이용률이 높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자가용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대권역간 통행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을 왕래하는 통행 빈도

가 가장 높고, 기차 통행은 수도권과 경남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통행목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친지방문을 위한 장거리통행을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특이하게 강원권으로의 통행은 주로 관광 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대별 광역통행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출 ‧ 퇴

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기차 통행은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터미

널 간 통행량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 정부가 준비 중인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의 우선도입노선에 대한 대안을 

수립할 수 있으며, 또한 시간대별 장거리통행 발생량 자료는 해당 서비스의 노선 문제에 대한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전수화 방법은 전수화 대상이 장애인의 장거리통행이라는 부분 이외에도 전수화 목적과 표본 

및 참조자료의 가용성의 측면에서 기존 전수화 방법과 몇 가지 차별점을 보인다. 우선, 인구전수화 과정에서 성별, 

연령 등 일반적인 인구속성 이외에 장애등급, 장애유형을 전수화지표로 활용하였다. 또한, 전수화 존 설정시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참조자료의 한계로 인구전수화는 광역시도 단위를 설정하고, 통행전수화의 존은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하여 시군단위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거리통행에 대한 휠체어 장애인의 설문조사와 교통량자료만을 고려하여 전체 행태를 추정한 것

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와 같은 새로운 수단 도입에 따른 수단전환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선호의식조사(SP조사)와 같은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 시 휠체어 장애인의 수단 전환에 따

른 통행행태의 변화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전수화 참조자료에 나타난 제로셀 문제와 장거리 귀가통행에 대

한 보정은 향후 연구에서 대체자료의 확보와 함께 보다 정교한 보정방법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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