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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d implement a route recommendation method for the
mobility handicapped to easily find a new route. To this end, the study calculated the transportation disadvantage index using the means of public transportation and convenience facilities
that are used by the mobility handicapped, as well as disadvantage variables such as traverse
time, wait time, and transfer. Using the disadvantage index calculated, this study proposed the
method of recommending the optimal route for each type of mobility handicapped. Next, the
proposed method was applied by extracting the starting point where many of the mobility
handicapped reside in Seoul and the endpoint with high traffic demand. The results indicate that
traversable route for each type of mobility handicapped could be recommended by considering
convenience facilities and the disadvantage variables. Th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in developing a service that offers route information for the mobility handicapped in the future.
Keywords: route recommendation, the mobility handicapped, transportation disadvantage
index, transportation disadvantage variable, traversability

초록
본 연구는 교통약자가 새로운 경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로추천 방법을 설계하고 구현하

Copyright Ⓒ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과 이동편의시설, 통행시간,
대기시간, 환승 등의 이동불편요소를 이용하여 이동불편지수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불편지수
를 이용하여 교통약자 유형별 최적경로를 추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서울 내 교통약자가 많
이 거주하는 기점과 통행수요가 높은 종점을 추출하여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
이동편의시설과 이동불편요소를 고려하여 교통약자 유형별로 이동 가능한 경로를 추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교통약자를 위한 경로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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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교통약자는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한다. 2019
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15,219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9.4%이며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장애인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1) 전체 인구에서 교통약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교통약자들의 사회
적, 경제적 활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들의 교통수요 증가와 이동권 향상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여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
하고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년간의 정책 시행을 통해 시설 설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통약자가 보행 또는 교통수단 이용 시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행태와 이동불편요소를
고려한 경로정보 제공 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
다. 대부분의 경로정보 제공 서비스는 일반인 위주의 경로정보를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어 추천된 경로를 교통약
자가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통약자가 이동할 때는 이동불편요소를 배제한 경로를 선택하기 위해 과거
경험에서 수집된 경로를 주로 이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가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기 쉽도록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이동불편요소와 이동행태를 반
영하여 일반인 위주의 경로정보 서비스를 개선한 경로추천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버스, 지하철,
도보의 세 가지 이동수단과 저상버스, 수직이동시설과 같은 이동편의시설 및 통행시간, 대기시간, 환승의 이동불편
요소를 고려한 이동불편지수를 산출하고, 산출한 이동불편지수를 이용하여 경로정보 서비스에서 추천된 경로를 재
평가하여 변경된 순서로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여 기존 경로정보 서비스
의 추천 결과와 비교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인구의 밀도가 높고 교통약자의 수가 많으며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서울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시간적 범위는 통계자료가 갱신된 2019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였으며, 데이터 수집
상의 제약으로 인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내 설문 결과는 서울 지역이 포함된 2017년 자료를 함께 사용하였
다.2) 연구의 주요 대상은 교통약자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자와 수직이동과 환승에 특히 어려움
을 겪는 휠체어 이용자, 영유아 동반자3)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 과정에서 주로 고려하는 불편
요소 및 이동행태를 식별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Step 단위와 경로 단위로 구분된 이동불편지수를 제안하였다. 서울
관내에서 추출한 기종점을 경로정보 서비스에 입력하여 경로를 추천받고, 수집한 경로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경로
추천 순서를 이동불편지수를 적용한 순서로 변경하였으며, 변경한 순서를 기존 순서와 비교하였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0.06.)
2) 교통약자가 선호하는 이동수단 순위, 이동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유형별 만족도 점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교통약자 유형별 만족도 점수를 활용하였다.
3) 영유아 동반자 가운데 유모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에스컬레이터로는 이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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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1. 교통약자 관련 선행 연구
Kim et al.(2008)은 교통약자/일반인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장애인 대상 불편사항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이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편의시설물 부족 및 교통수단, 시설물 이용에 대한 정보 취득의 어려움 문제임을 확인
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통행 과정에서 교통정보 미제공,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통행 중 주로 이용하는 정
보가 반복적인 통행으로 습득된 경험적인 정보임을 확인하였다. Kim et al.(2011)은 교통약자 경로정보 제공 시 편
의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되어야 하며, 지체장애인이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 대비 환승횟수가 적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Shin et al.(2016)은 환승횟수가 증가할수록 환승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계수인 Stepwise 환승계수 개념
을 도입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승객, 특히 교통약자에게 환승횟수를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Kim et al.(2018)은 보행공간에 존재하는 계단, 급경사 등의 시설들로 인해 교통약자의 연속적인 보행이 어려우며
경로 상 장애요소 확인의 문제로 경험적으로 파악한 경로를 주로 이용함을 지적한 바 있다.
교통약자와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조사를 통해 이동행태 및 이동불편요소를 식별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식별되는 이동행태 및 이동불편요소는 조사 시기와 지역, 주요 대상 및 문항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나, 공통적으로 교통약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교통약자는 일반
인과 비교하여 교통수단 및 편의시설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반복적인 통행에서 습득된 경
험적인 정보에 의존한다. 둘째, 환승은 모든 보행자들에게 꺼려지는 요소이나, 교통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셋째,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편의시설이나 교통수단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 중요도가 다르다. 넷째, 이동편의시설
중에서는 엘리베이터(EV), 에스컬레이터(ES), 휠체어 리프트(WL) 등의 수직이동시설과 저상버스가 통행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

2. 경로탐색 관련 선행 연구
Kim et al.(2011)은 네트워크상에서 다(多)수단 환승을 고려하기 위해 수단에 따라 링크를 확장시키는 방법을 사
용하였으며, 환승 시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모두 고려하였다. Moon et al.(2016)은 교통약자 유형에 따른 보행장
애요소들을 정의하고, 링크별 보행경로비용 산출 후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한 교통약자 최적경로 탐색기법을
제안하였다. Shin and Baik(2016)은 진입링크기반 전체삭제경로기법을 활용하여 가능경로집합을 구축하고 Logit
유형의 확률적 대중교통통행배정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결과,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와 관련된 경로탐색 선행 연구는 교통약자의 이동행태를 반영
하여 환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인을 사용하였으며,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
를 반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이동불편지수 관련 선행 연구
Jung and Lee(2013)는 지역 경사도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용특성에 대한 이동성 관계를 수식화하여 이동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수단 운행여건 평가 및 이동편의 증진방안을 제안하였다. Lee et al.(2015)은 도시철도
역사의 시설물 배치 및 역사 구조에 따라 총 8개의 개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시하였으며 AHP기
법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도출, 통합 편의성 평가지표 산정 및 서비스 수준을 정의하였다. Duvarci et al.(2015)은 교
통약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접근성, 토지이용 및 환경적 요인, 물리적 제약, 이동의 질 및 편리성, 이동체계
만족도 및 버스정류소 상태의 6개 통합지수와 세부 30개 개별지수로 설정하고 수치형 데이터는 스케일링 적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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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 데이터는 수치형으로 변환하였다.
Schroeder and Solchenbach(2006)는 대중교통의 대기시간을 분 단위로 등급화하고 환승과정에서 교통수단이 변
화할 때 더 큰 페널티를 부여하는 지수를 산출하였다. Kim and Choi(2010)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연계수단 및 환
승패스 속성을 바탕으로 유효 환승저항요소를 규명하고, 환승저항 산출 방법론을 이용하여 도시철도역사의 환승정
산값을 산출함으로써 환승거리의 과다로 소요되는 도시철도역사의 환승손실비용을 산정하였다. Xiao et al.(2018),
Cao et al.(2018), Tan et al.(2019)은 GIS를 이용하여 교통약자와 일반인 간 차별지수를 지역 단위로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통
행특성을 가지며, 이는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편의시설
이나 교통수단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 중요도가 다르다. 셋째, 교통약자의 이동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의 수직이동시설과 저상버스, 환승시간, 환승비용, 대기시간, 접근성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끼친다.

4. 대중교통 경로안내 서비스
본 연구의 목적인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 더하여 국내에서 이용
할 수 있는 대중교통 경로안내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교통약자의 이동과 관련한 서비스 현황을 정리하였다. 대중교
통 경로안내 서비스 현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status of public transportation route guidance service
Route finding service
Departure time adjustment
Information availability for convenience facilities
Information availability for kneeling bus
Route recommendation for transportation disadvantage
Maximum number of route expressions*
Number of route selection options
*Measurements based on sample datasets.

Naver map
PC
Mobile
O
O
X
X
△
△
X
X
5
8
4
4

Kakao map
PC
Mobile
X
O
X
△
△
△
X
X
10
18
1
5

Google map
PC
Mobile
O
O
X
△
X
X
△
△
2
4
4
4

경로안내 서비스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사용자가 지정하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표출하는 서비
스이다. 사용자는 출발 시간을 조정하거나, 경로 선택 옵션을 통해 원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확인 결과 대부분
의 서비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에게 꼭 필요한 저상버스 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
터와 같은 수직이동시설이 경로상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교통약자 유형별로 경로를 추천할 수 있는 기
능은 없었다.
따라서 교통약자가 이동할 때에는 상용화된 경로안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로상의 편의시설 및 저상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다른
경로를 추천하는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 및 서비스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이동불편지수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최대한 많은 교통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 다양한 교통약자 유형을 고려하였다.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교
통수단, 수직이동시설 등에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대기시간과 도보시간, 탑승시간, 통행가능성, 환승횟수의 영
향을 고려하였다. 또한 이동불편지수를 적용할 때 전체 네트워크 맵 기반의 경로탐색이 아닌, 기종점을 이용한 경로
추출 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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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 유형별 이동행태와 이동불편요소를 고려한 Step 유형 및 속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Step단위 이동불편지수(transportation disadvantage index based on step, TDIS)와 경로단위 이동불편지수(transportation disadvantage index based on route, TDIR)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산출된 이동불편지수
를 실제 서울시 대중교통 경로에 적용하기 위한 교통 데이터 및 이동편의시설 데이터 구축방안을 소개하고 이동불
편지수를 적용한 경로 추천 결과와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Analysis framework

1. 이동불편지수 개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동불편지수는 교통약자가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경로에 대해 이동이 불편한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한 지수를 의미한다. 이동불편지수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교통약자의 주 이동수단과 교통약
자 유형별 이용가능한 이동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교통약자 유형별 만족도 등을 고려하였으며, Step단위
이동불편지수와 경로단위 이동불편지수로 구분된다.
Step이란 경로 내에서 이동수단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단위이동을 의미하며, 구글 길찾기 API에서 사용하는 Step
파라미터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Step단위 이동불편지수는 Step별 유형과 속성으로 산정된 이동불편지수를 의미한
다. Step단위 이동불편지수는 Step 유형에 따라 이동수단에 대한 이동불편요인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경로 단위
이동단위 불편지수는 Step 단위 이동불편지수 결과값을 적용한 이동불편지수 값으로, 전체 경로의 환승을 고려하
였다.4)

4) 경로탐색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주로 공간 중심의 노드 및 링크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경로를 탐색하나, 본 연구에서는 기종점을 이용하여 이동경로를 식별
하고, 경로를 시점 단위로 분할한 Step 단위로 경로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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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p 유형 및 속성
Step 유형은 교통약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선호하는 이동수단인 도보, 버스, 지하철로 구분하며, Step 유형별 속
성은 이동수단별 교통약자 이동에 불편함을 주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Table 2는 Step 유형과 Step 유형별 이동불
편요인을 정리한 것으로, 도보의 경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와 같은 수직이동시설의 연결성과
도보 이동시간을 고려하였다. 버스의 경우 저상버스 연결성과 버스 대기시간, 버스를 탑승하여 이동하는데 소요되
는 시간을,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대기시간, 지하철을 탑승하여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였다.
Table 2. Property value by step type
Step type

Factor
Elevator connectivity
Escalator connectivity
Wheelchair lift connectivity
Walking time
Kneeling bus connectivity
Bus waiting time
Bus boarding time
Subway boarding time
Subway waiting time

Walking

Bus

Subway

Figure 2는 경로의 기점부터 종점까지의 경로를 Step단위로 분할한 이동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버스와 지하철
Step의 시작시점은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 승강장과 같은 여객시설에 도착하는 시점이며, 종료시점은 버스와 지하
철에서 하차하여 단위이동을 종료한 시점이다. 한편 최초 출발 위치에서 여객시설까지의 이동, 환승통로 이동, 여객
시설에서 빠져나오는 이동은 모두 도보이동으로 분류한다.

Figure 2. Transportation flow

연결성은 Step에서 저상버스 또는 지하철역 수직이동시설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표이다. 엘리베
이터 연결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해당 Step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직이동시
설 연결성이 모두 없는 경우 계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마찬가지로 저상버스 연결성이 없는 경우 일반버스
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연결성은 Step단위 이동불편지수의 파라미터로 사용되어, 경로에 대한 교통약자 유
형별 통행가능성 여부 판단에 사용된다. 그 외 도보시간과 일반버스, 저상버스, 지하철의 탑승 및 대기시간은 모두
API에서 추출한 초 단위 소요시간을 분 단위로 변환하고, 등급형 변수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쳐 점수 형태로 계산하
였다(Duvarci et al., 2015).

3. 이동불편지수 산정
본 연구에서는 Step 단위의 이동불편지수와 경로단위 이동불편지수를 산정하여 대중교통 경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인 경로단위 이동불편지수 순으로 경로를 재정렬하여 교통약자 유형별 맞춤형 경로를 추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tep 유형별 이동불편요소를 이용한 이동불편지수를 산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교통약자 유형별 해당 경로
에 대한 통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휠체어 이용자와 영유아 동반자는 고령자나 임산부와 달리 대중교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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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동편의시설의 유무에 따라 특정 경로에 대한 통행가능여부가 판단되며, 해당 Step에 대
해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경로를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로만을 추천하고자 한다.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경로의 통행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보 Step의 수직이동시설 연결성과 버스 Step의 저
상버스 연결성을 고려하였다. Table 3은 교통약자 유형별로 이용가능한 이동시설 및 버스 유형을 정리한 것으로 계
단과 일반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와 임산부의 경우는 모든 경로가 통행 가능하며, 휠체어 이용자와 영유아 동
반자는 이용 가능한 이동편의시설이 없는 경우 해당 경로의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하나의 Step을 이동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경로는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Table 3. Available facilities of the mobility handicapped
Type of the mobility handicapped
Elderly
Wheelchair user
Adults with infants and toddler
Pregnant women

Elevator
O
O
O
O

Escalator
O
X
X
O

Wheelchair lift
X
O
X
X

Stairs
O
X
X
O

Kneeling bus
O
O
O
O

Regular bus
O
X
X
O

통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로에 대하여 Step 유형별 속성에 대한 교통약자 유형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Step 단
위 이동불편지수를 산정하였다. 수직이동시설에 대한 가중치는 선행연구에서 식별된 교통약자 유형별 이동편의시
설에 대한 만족도를 기반으로 산출하였다. 만족도가 높으면 이동수단에 대한 불편이 낮은 것으로 가정하여 이동할
수 있는 수직이동시설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100에서 빼서 불만족도 점수로 설정하고, 다른 변수들의 값의 범위를
고려하여 스케일링하였다. 조정된 가중치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Adjusted weight of vertical facilities for the mobility handicapped
Type of the mobility handicapped
Elderly
Wheelchair user
Adults with infants and toddler
Pregnant women

Elevator
1.33
2.27
2.27
1.41

Escalator
1.36
X
X
1.44

Wheelchair lift
X
3.62
X
X

이동불편지수는 연속형 변수, 연결성은 이산형 변수5)로 설계하였고, 초 단위로 수집된 도보시간, 대기시간, 탑승
시간은 구간 산정을 통해 등급화된 점수를 부여하였다. 도보시간점수 wt와 대기시간점수 WTS, 탑승시간점수 BTS
에 대한 구간 및 점수는 Table 5와 같다. 점수 산정 시 탑승시간과 도보시간은 길면 길수록 불편도가 올라가는 것으
로 가정하였으며6), 대기시간의 경우 길수록 불편도가 증가하는 반면 매우 짧은 대기시간을 가지는 경우 직전 Step
에서 빠르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다고 가정하여 U자형 불편도 특성을 가지도록 설정하였다.7)
Table 5. Classification by interval
wt
WTS
BTS

Score type
Interval(min)
score
Interval(min)
score
Interval(min)
score

0-1
0.5
0-2
9.5
0-10
0.5

2-5
3
3-5
5
11-20
3

Classification
6-9
5
6-11
0.5
21-40
5

10-13
7
12-22
3
41-60
7

More than 13
9.5
More than 22
7
More than 60
9.5

5) 일반적으로 이산형 변수는 0 또는 1의 값을 사용하나, 연결성의 경우 연결되면 1, 연결되지 않으면 999를 부여하여 min 필터에서 선택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6) Shin(2002)
7) Schroeder and Solchenbach(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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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1은 도보 Step의 이동불편지수를 나타내며, 경로의 기점에서 종점까지 도보 이동에 대하여 수직이동시
설의 연결성과 교통약자 유형별 수직이동시설에 대한 가중치, 도보 이동시간을 고려하였다. 수직이동시설에 대한
교통약자 불편도는 지하철 이용 시 수직이동시설의 연결성 여부와 이에 대한 교통약자 유형별 수직이동시설 가중치
를 곱한 수직이동시설별 결과의 최소값을 반영하였다. 수직이동시설 연결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계단을 이용한
다고 보았으며 계단 이동에 따른 교통약자 불편도는 수직이동시설 불편도보다 큰 상수값을 부여하였다.
  ×   
   min  ×   ×    × 
 ×  
   

(1)

여기서,  : 도보 Step에 대한 이동불편지수
 : 교통약자 유형(고령자, 휠체어 이용자,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 엘리베이터 연결성
  : 에스컬레이터 연결성
  : 휠체어리프트 연결성
  : 엘리베이터에 대한 교통약자 유형별 가중치
  :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교통약자 유형별 가중치
  :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교통약자 유형별 가중치
  : 계단에 대한 교통약자 유형별 불편도
 : 도보시간
 : 조정 파라미터

버스와 지하철 유형의 Step단위 이동불편지수는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에 도착한 시점에서의 교통수단 대기시
간과 탑승시간을 고려하였으며, 버스 Step의 이동불편지수는 Equation 2, 지하철 Step의 이동불편지수는 Equation
3과 같다. Equation 2와 Equation 3의  와  는 각각 초 단위로 수집되는 실제 대기시간과 탑승시간의 값을
분 단위로 변환하여 등급화한다. Equation 2의  는 휠체어 이용자와 영유아 동반자가 일반버스에 탑승할 수
없어 저상버스 이용을 위해 더 많은 대기시간을 소요하는 경우를 고려하였으며, 일반버스 대기시간과 저상버스 대
기시간은 모두  로 환산된다.
    ×    × 

(2)

여기서,  : 버스 Step에 대한 이동불편지수
 : 버스 대기시간점수
  : 버스 탑승시간점수
  : 조정 파라미터
     ×     × 

(3)

여기서,  : 지하철 Step에 대한 이동불편지수
 : 지하철 대기시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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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탑승시간점수
  : 조정 파라미터

Step 유형별 이동불편지수를 반영한 경로단위 이동불편지수는 Equation 4와 같다. 경로단위 이동불편지수는
Step단위 이동불편지수와 이동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유형별 가중치, 환승 여부 및 환승 횟수를 고려하였다. 환승은
횟수의 증가와 타 교통수단으로의 환승 시 이동의 불편도가 증가한다고 보았으며, Stepwise 환승계수를 고려하여
환승 횟수 k에 따라    씩 증가하며, 환승 유형에 대해 동일 교통수단으로의 환승과 타 교통수단으로의 환승을 구
분하여 적용하였다(Shin et al., 2016).

 





 

 

×       × 







 

× 

(4)

여기서,  : 경로단위 이동불편지수
 : 경로의 총 Step 수
   : Step단위 이동불편지수 값
   : Step 유형에 대한 교통약자 유형별 가중치
 : 교통약자 유형(고령자, 휠체어 이용자,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 환승유무(환승 존재: 1, 환승 없음: 0)
 : 환승횟수(도보 제외)
 : 환승유형(동일 교통수단 환승: 1, 타 교통수단 환승: 2)

산정된 경로단위 이동불편지수는 일반인 기준으로 제공되는 대중교통 경로 안내 정보를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평
가하는데 사용되며, 이동불편지수의 값이 낮은 순서로 경로를 재정렬하여 고령자, 휠체어 이용자,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에게 맞춤형 최적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4. 자료 수집 내용 및 방법
이동불편지수의 산정을 위해, 구글 길찾기 API와 국토교통부 KRiC 레일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하철 편의
시설 API, 지하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API 및 교통약자 환승경로 API, 그리고 실시간 저상버스 도착예정정보
API를 사용한다. 사전에 지정된 출발지(origin)와 목적지(destination)를 구글 길찾기 API에 입력하여 4개의 추천
경로를 추출한 후, 경로를 도보, 버스, 지하철 이동에 따라 Step 단위로 분리한다. 최초의 출발지, 목적지에 대한 구
글 길찾기 추천 경로에 대하여 버스를 포함하는 경로는 휠체어 이용자와 영유아 동반자의 버스 이동을 고려하여 일
반버스와 저상버스로 구분하여 대기시간을 추출한다. 특정 경로에서 버스가 출발하는 버스 정류장을 시작으로 다시
구글 길찾기 API를 호출하며,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가능한 모든 경로를 추출한다. 추출된 모든 경로의 버
스 Step에 대하여 저상버스 노선 존재 유무를 판단하여, 저상버스가 없을 경우 해당 경로를 삭제하고 저상버스가 존
재할 경우 저상버스의 대기시간을 저장한다.
실제 사례적용을 위해 경로 이동수단에 대한 대기시간과 탑승시간을 구글 API 호출시 제공되는 도보 이동시간,
버스 및 지하철 탑승시간으로 추출한다. 구글 API는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를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저
상버스 대기시간의 경우 저상버스 도착예정정보 API를 활용하여 도보 이동으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시간과 저상
버스 도착예정정보 API에서 추출되는 버스 도착예정 시간의 차이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지하철역의 이동편의시설
정보는 지하철 편의시설 API,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API를 이용하여 지하철역의 수직이동시설 유무와 개수를
대한교통학회지, 제39권제1호, 2021년2월

95

•Articl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Route Recommendation Method Using Transportation Disadvantage Indices for the Mobility Handicapped

확인한다. 교통약자의 지하철역 통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교통약자 환승경로 API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와 휠
체어리프트를 이용한 교통약자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데이터셋을 저장한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셋은 이동불편지수 변수의 입력 자료가 되어, Step별 이동불편지수와 경로별 이동불편지수
를 도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출발지/목적지에서의 경로들을 재정렬하여 교통약자 유형에 맞는 우선순위로 경로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 분석
이동불편지수를 이용한 교통약자 유형별 경로 안내 추천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글 길찾기 API 정보와 서울
시 대중교통 API를 바탕으로 이동불편지수를 적용하여 교통약자 유형별 경로를 재조정하여 맞춤형 경로를 추천하
였다.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망이 잘 구성되어 있는 서울에서 교통약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자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지를 선정하고, 교통약자의 주 통행 목적8)과 지하철 이동행태9)를 고려하여 방문빈도가 높은
병원을 목적지로 선정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는 고령자 인구 비중이 높은 강서구의 화곡대림아파트에서 국내 병원 규모와 평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이동하는 케이스를 소개한다. 화곡대림아파트와 서울아산병원을 기종점으로 입력한
구글 길찾기 API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경로 중 버스를 포함하는 경로에 대하여 저상버스를 이용한 경로 수정
또는 추가 경로 수집을 진행하였다. 전처리 결과 총 6개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은 최종 6개 경로를 나
타낸 것으로, 이러한 경로들을 대상으로 지하철 수직이동시설과 저상버스의 연결성을 식별하여 통행가능성을 판단
하였다.

(a) Route 1

(b) Route 2

(c) Route 3

(d) Route 4

(e) Route 5

(f) Route 6

Figure 3. Route on the map

Table 6은 실제 이동불편지수를 적용한 결과값을 나타내며, 경로의 통행가능성 검토 결과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는 1, 2번 경로를, 영유아 동반자의 경우는 1, 2, 4번 경로를 이용할 수 없고, 휠체어 이용자와 영유아 동반자의 경우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0.06.)
9)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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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임산부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나 이동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 Result of TDIR
Route number
Route
Route
Route
Route
Route
Route

The elderly
65
71
47
63
77
81

1
2
3
4
5
6

Type of the mobility handicapped
Wheelchair user
Adults with infants and toddler
97
97
140
161
161
169
169

Pregnant women
68
71
48
67
79
83

Table 7은 Table 6의 이동불편지수 결과값을 적용하여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이동불편지수가 낮은 순서로 경로
를 재정렬한 결과로, 구글 길찾기 API에서 제공되는 기본 길안내 추천 경로와 비교하여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추천
경로 순서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7. Result of route reordering
Ranking of
route
1
2
3
4
5
6

Normal
Route
Route
Route
Route
-

1
2
3
4

The elderly
Route 3
Route 4
Route 1
Route 2
Route 5
Route 6

Type of the mobility handicapped
Wheelchair user
Adults with infants and toddler
Route 3
Route 3
Route 4
Route 5
Route 5
Route 6
Route 6
Impassable
Impassable
Impassable
Impassable
Impassable

Pregnant women
Route 3
Route 4
Route 1
Route 2
Route 5
Route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요소와 이동특성을 반영하여 이동불편지수를 산정하고 교통약자 유형별 맞
춤형 경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추천방법을 구현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교통약자들은 이동 시 지하철과 버스를 가
장 많이 이용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동에 불편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로 수직이동시설과 일반버스, 환승을 식별하
였다. 이동불편요소와 이동특성을 반영하여 경로 단위와 Step 단위로 구분된 이동불편지수를 제안하였다.
교통약자들은 유형에 따라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
기 때문에 만족도를 이용하여 이동불편지수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또한 수직이동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와 영유
아 동반자는 버스 노선에 저상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도시철도 역사 내 수직이동시설이 미비한 경우 이동할 수 없
으므로 전처리 과정을 통해 경로를 조정하였다. 조정된 경로에 이동불편지수를 적용하여 추천 순서를 변경하고, 기
본 경로추천 순서와 비교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사례 적용은 대중교통망이 잘 구성되어 있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본 논문에는 사례 연구 중 화곡
대림아파트에서 서울아산병원으로 이동하는 케이스를 소개하였다. 목표했던 교통약자 유형별 경로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API 호출을 통해 기본 제공되는 4가지 경로 이외에 추가적인 경로를 탐색하였고, 교통약
자 이동에 필수적인 요소인 지하철 역사 내 수직이동시설 및 저상버스를 고려하여 통행가능성을 식별하였다. 산출
된 이동불편지수를 적용하여 추천순서를 재정렬하였을 때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순서와 비교하여 교통약자의 유형
별 특성이 고려된 차별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이동불편지수 산출방법 및 경로추천 우선순위 조정방법은 교통약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약자 유형에 따른 도보시간 조정 및 경로 상의 도보환경을 반영하여 지
대한교통학회지, 제39권제1호, 2021년2월

97

•Articl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Route Recommendation Method Using Transportation Disadvantage Indices for the Mobility Handicapped

수를 고도화할 수 있다. 또한, 산출된 경로에 대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고려하여 경로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기존 길찾기 서비스의 결과를 활용한 빠른 적용이 가능하다. 향후 이동불편지수의 적용 대상을 시각장애, 청각장애,
일반인까지 확장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약자 유형별 역사 내 도보소요시간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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