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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무료셔틀버스는 고령자의 교통 복지와 관련하여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수단 중 하나로 도입이

되었지만, 제한된 접근성, 지역적 편중된 노선 운행 등으로 고령인구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실제적인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 최적화 모델링을 통해 고령인구의 이동성 및 교통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최적화된 무료셔틀버스 노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관악구를 대상으로 고령인구의 

접근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버스 정거장 입지를 도출하고, 고령자의 현실적 수요를 고려한 장소들을 효율적으로 순회할 수 있는 

무료셔틀버스의 최적 노선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향후 고령자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구체적

이고 실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무료셔틀버스, 고령인구, 공간 최적화, 고령친화도시, 차량경로설정모델(VRP), 최적 노선

Abstract : As the elderly are rapid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the effective and efficient provision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has been substantially discussed. Although the free shuttle bus was basically deployed 
as one of the modes to improve the travel convenience related to the transportation welfare for the elderly, it
does not meet the demand for the elderly and is not utilized well due to the limited accessibility, uneven routing
of the shuttle bus, etc. This paper aims to provide optimal routes for the free shuttle bus to improve the mobility
of elderly people and to enhance the transportation welfare service using spatial optimization modeling. More 
specifically, as a case of Gwanak-gu, Seoul, we first present optimal locations of bus stops maximizing spatial
accessibility, and provide optimized routes for the free shuttle bus which are made of important places considering
elderly actual demand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 tangible and practical guideline for improving
the mobility of various traffic disadvantages including elderly people.
Key Words : Free shuttle bus, The elderly, Spatial optimization, Age-friendly city, Vehicle routing problem (VRP),

Optimal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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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 및 목적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교통약자 인구는 대략 4명 중 1명으로 전체인구

의 23.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고령인구
1)
는 교통

약자 전체의 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빠

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

면 향후 교통약자 중 고령자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

로 예상된다. 고령자는 대부분 정년을 넘겨 은퇴를 한 

경우가 많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이 연금이나 자녀들에

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다른 연령대의 빈곤

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HelpAge International, 

2015; OECD, 2015).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나이

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적 노화와 제약은 고령

자를 교통약자의 주요 대상으로 만드는 불가피한 원인

이 되고 있다. 이동성(mobility)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

게 정의되고 있는데 물리적 공간의 이동을 고려했을 때

에는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개인이 독립적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능력(Peel et al., 2005), 또는 교통수단을 이

용하여 특정목적을 가지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

동하는 것을 의미한다(장혜란 등, 2009). 교통약자로서 

고령자는 개인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대체로 낮은 이

동성을 보인다. 고령자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

해 사회 참여가 기본적인 요소임을 감안하면, 이동성의 

향상은 사교성과 사회참여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Mollenkopf et al., 1997; Maria et 

al., 2014), 고령자와 같은 교통약자들이 사회생활을 영

위하는 데 필요한 이동수단의 확보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박상우, 2016). 

교통은 고령자와 사회의 여러 요소들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

한 요소가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적 공익 증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펼치고자 노력

하고 있지만(이상민, 2012), 아직까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복지정책 또는 교통정책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

이다(정일호, 2011). 대부분의 교통정책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령자의 경우 적정 수준의 교통 서

비스를 제공받기 힘들고 따라서 공간적으로 고립된 생

활을 하거나 생산, 여가 등의 여러 사회활동으로부터 소

외되기 쉽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훼손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장

원재, 2014; 전창우, 2017).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을 고

려하여 교통약자인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교통 서비스

의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국가법령정보센

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

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Special Transportation System: STS)

을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에는 장애인 

콜택시, 무료셔틀버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포함

되어 있다(국토교통부, 2015). 이 중에서도 무료셔틀버

스의 목적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교통 안전성을 향상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을 줄임으로써 이동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서

울시 무료셔틀버스는 1997년 노원구에서 시작해 1999년 

관악구, 강북구, 강서구에서도 자치구 단위로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강북권과 강남권 2개 권역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강북권은 13개 자치구(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에서 강남권은 4개의 자치구(강서

구, 강남구, 금천구, 관악구), 총 17개의 자치구에서 28대

가 운영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3b). 무료셔틀버스는 

제한된 고령자의 이동성을 개선하고 사회 참여와 활동

을 높일 수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유용한 대안임에도 불

구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자의 수요와 실제적인 방

문을 필요로 하는 장소, 예를 들어, 생활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근린공원 또는 

체육센터 등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으며, 일방적인 노선으로 제한된 지역에 한정적으

로 서비스하고 있다(설재훈 등, 2004; 관악구청,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도로 증가하

고 있는 고령인구의 보다 나은 삶의 영위와 이동성 향상

을 위해 무료셔틀버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고령인

구의 접근성을 극대화하면서 고령자에 필요한 장소들을 

최소 거리로 순회할 수 있는 무료셔틀버스의 최적화된 

노선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GIS와 공간 최적화 

기법(spatial optimization)과 같은 과학적 접근법을 활용

하여 보다 효율적인 무료셔틀버스 최적 노선을 도출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관악구를 대상으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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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델을 이용하여 고령인구의 접근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버스 정거장을 선정한 후, 경로설정 모델을 이용하

여 선정된 정거장을 모두 경유하고 순회하는 최적화된 

무료셔틀버스 노선을 보여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령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구는 교통학, 사회

복지학, 노인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통행행태의 분석에서 부터 주요 교통시설 및 시스템의 

개선과 서비스 향상, 보행환경의 개선, 정책적 제언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크

게 1) 고령자의 통행특성, 2) 무료셔틀버스의 효율적 운

용, 3) 공간모델링, 4) 해외사례의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고령자의 교통이용 관련 통행 특성은 이동편의 증진

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Collia et al., 2001; 김준기 등, 

2011; Tsunoda et al., 2012; 한수경·이희연, 2015). 고령

자는 이동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비고령자에 비해 통행

거리 및 통행시간이 더 짧게 나타나며 통행비용, 여가시

설의 접근성, 안정성, 경사 등은 고령자의 통행증진과 관

련이 있다. 고령자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통행 이동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대중교

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교통시스템 계획 연구들도 진

행되었다. Alsnih and Hensher(2003)는 고령자들의 행동 

패턴이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이동성이나 접근성에 대

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고려한 

교통시스템 정책을 검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정일호

(2011), 모창환(2013), 장원재(2014)도 교통시스템에 초

점을 맞추어 교통복지 증진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

한 교통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남두희·임

관수(2007)는 교통약자 지원 시스템을 위한 요구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중교통시스템과 관련하

여 서상언 등(2006)은 고령자의 통행특성과 통행행태 분

석을 통한 대중교통운영 통합모형을 제시하였으며, 김

원호 등(2008)은 교통약자 맞춤형 대중교통정보 제공방

안을 마련하였다. 위 연구들을 종합하면 고령자는 이동 

반경이 좁아 접근성이 좋은 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통행

시간보다는 통행비용에 민감하고 경제적 능력이 낮은 

고령자일수록 비업무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고령자를 위

한 특별교통수단은 지역 및 경제력 등에 차별 없이 서비

스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용

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김상구·조흥중(2012)은 특별교통수단

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행목적에 따라 구분된 

운행권역의 설정과 같은 공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주

장하고 있으며, 빈미영·정의석(2009)역시 경기도의 특

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권역 구분을 통해 운송배차 스케줄을 개발하고 보급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신해(2009)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특별교

통수단의 통한 이동편의 정책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

였고, 같은 맥락에서 배융호·김은희(2000)와 설재훈 등

(2004)은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개선 방안을 연

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특히, 교통시설 만족도 수준 평

가에서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

는데 그 이유로 셔틀버스 정거장의 접근성, 배차간격, 단

순한 노선, 안전장치의 부족, 높은 계단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정책적 대

안을 주로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

는 과정에서 반영되어야하는 공간적 의사결정요소에 대

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이다. 실제로 무료셔틀버스의 정

거장의 위치에 따라서 수요자의 접근성이 차이가 나며, 

정거장을 잇는 노선과 권역에 따라 배차간격과 운행시

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간적 맥락을 고려한 교통 계획

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공간적 관점을 고려한 연구들은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

져 왔는데 최적 경로설정, 최적 스케줄링, 입지-경로설정 

등과 같은 공간분석 및 모델링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

이 진행되었다. Current and Schilling(1994)과 Wu and 

Murray(2005)는 공공수송시스템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수요를 최대한 많이 포함하면서 최단경로

를 탐색하는 입지-경로모델을 소개하였다. Rekiek et 

al.(2006)은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방법을 

적용하여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최적루트를 산정하는 방

법에 대해 연구하였고, Xiong et al.(2013) 역시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하철역까지의 커뮤니티 셔틀버

스노선을 최적화 하였다. Tsubouchi et al.(2009)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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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Cheng(2011)

은 개미군집(ant colony)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 경

로설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편, 무료셔틀버스와 같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

통시스템에 대한 정책은 해외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자들이 사회 주류에 포함되도록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들이 처해있는 교통 문제

를 단순히 복지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

려야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주지

할 만하다(최영국 등, 2011; 서울특별시, 2014b). 미국, 

포르투갈,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고령자의 이동편의 증

진, 건강한 삶의 질 유지 등의 이유로 무료셔틀버스가 운

용되고 있다. 미국 브룩클린은 Brookline Elder bus를 운

영하고 있는데, 이 버스는 노인센터, 노인거주지역, 쇼핑

지역, 병원밀집지역 등을 거치는 노선을 일 5회 운행하며, 

50센트의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Brooklinecan 

홈페이지). 뉴욕에서는 노인의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인센터와 자연발생적 은

퇴자커뮤니티(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NORCs)에서 식료품점까지의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Bloomberg and Quinn, 2009). 포르투갈의 코임브

라(Coimbra)에서는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정된 노선을 순환하는 Pantufinhas를 운영하고 있다. 

이 버스는 응급 센터, 시장, 은행, 주민 센터 등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노인들에게는 무료승차권을 발

부하고 있다. 노인들은 이 버스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보다 자주 시내로 이동

하거나 시내 다른 지역에서 사교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코임브라지역 노인들의 고립을 근절하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European Commission, 2013; 

Pantufinhas APVE 홈페이지). 스웨덴은 장애인과 노인

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인 SRT(Service 

Route Traffic)와 FRT(Flex Route Traffic)를 운행하고 있

다. 고정된 노선을 정시 운행하는 SRT는 접근성이 높고, 

100미터 간격의 촘촘한 버스정거장 입지로 도보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노인 이용자의 이동성을 증진시켜주고 

있다. 버스와 택시의 중간적 성격인 FRT(Flex Route 

Traffic)는 미리 예약한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버스

정거장 대신 보행거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소에 ‘만

남의 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Wretstrand et al., 

2009; 김태호 등, 2012). 해외 국가들의 고령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는 도보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노인들의 

버스 정거장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노인 밀집

지역이나 병원 시설 등의 순회 노선과 같이 노인의 실제

적인 수요 특성에 기반을 둔 대중교통 서비스가 적극적

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무료셔틀버스 노선 최적화 방법론

무료셔틀버스 같은 공공수송시스템은 공급자의 경제

적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한 지점에 입지하기 보다는 공

공 이용자가 서비스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서

비스의 공급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간적, 사

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에 서비스되어야 한다

(Gleason, 1975; 정일호, 2011). 그리고 이용자의 이동시

간을 단축시키고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시간을 단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무료셔틀버스는 고령인구의 수요지

(거주지)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정거장이 있어야 하

며, 정거장들을 연결하는 최단경로로 순회하여야 한다. 

이러한 무료셔틀버스 문제는 정거장의 최적 입지와 정

거장을 잇는 최적 버스 경로를 동시에 고려한 입지-경로

설정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입지-경로설정 문제는 Current 

et al.(1985), Current and Schilling(1994), Hachicha et al. 

(2000), Wu and Murray(2005), Jozefowiez et al.(2007)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시설물 입지 최적화 

문제와 입지시킨 시설물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네트워크 디자인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설물 입

지-네트워크 디자인 문제(facility location and network 

design problem)로 불리기도 한다. 

전통적인 시설물 입지 문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의 목적, 의사결정공간의 정의, 제약조건 그리고 애플리

케이션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간 최적화 문제로 구

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료셔틀버스 서비스의 고

령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

한 시설물 입지 문제 중 수요와 시설 간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시설물의 입지와 관련한 p-Median 모델을 

이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p-Median 문제는 시설물의 

서비스 범위(물리적 거리 또는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버스 정거장의 경우 사용자는 대개 정거장으로 도보 이

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도보 가능 거리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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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버스 서비스의 한계 거리가 발생한다. 무료셔틀버스

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고령자의 경우 도보 

이동의 제한이 일반인에 비해 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버스 정거장의 공간적 서비스 범위는 일반인의 도보 가

능 거리보다 작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버스 정

거장 접근성의 한계 거리를 고려한 거리 제약 p-Median 

모델(distance constrained p-Median problem) (Khumawala, 

1973)을 적용하였다. 무료버스셔틀 정거장 최적 입지를 

위한 선형정수계획법(integer linear programming) 모델

을 다음과 같이 공식화 하였다.

목적함수:

 






 (1)

제약조건:


∈ 


  ∀  (2)



≤


∀ (3)





  (4)




  ∀ (5)

 = 합역된 고령인구 수요 지점

 = 무료셔틀버스 정거장 후보지


 = 수요 지점 의 수요가중치(고령)

 = 수요 지점 와 정거장 후보지 의 물리적 거리

 = 입지시킬 정거장 개수

 = 수요 지점에서 정거장까지 도보 이동 한계 거리

 =  ≤

= 수요 지점 로부터 안에 있는 정거장 후보지 집합

결정변수:


  수요지점가정거장후보지에할당된경우

 그렇지않은경우


  정거장이후보지에입지한경우

 그렇지않은경우

수식 (1)은 수요 지점과 가중된 거리를 최소화하는 지

점에 버스 정거장을 입지하는 p-Median 모델의 목적함

수이며, 수식 (2)～(4)는 부가적인 제약조건으로 수식 

(2)는 모든 수요지가 최소 한 개의 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식 (3)은 입지하는 시설물에만 수요지가 

할당될 수 있도록 한다. 수식 (4)에서 는 설치될 버스 

정거장의 개수이다. 수식 (5)는 각 수요지와 후보지 변

수들에 대한 입지와 할당의 이진 정수 제약조건식이다.

한편, p-Median 모델을 통해 고령인구의 접근성을 최

대화하는 최적 버스 정거장이 선택되면, 이들 정거장을 

순회하는 무료셔틀버스의 최적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동이나 순회 경로와 관련된 

대표적인 최적화 문제인 차량경로설정 문제(Vehicle Routing 

Problem: VRP)로 접근하였다. Dantzing and Ramser(1959)

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VRP는 순회판매원문제(Traveling 

Salesman Problem: TSP)로 잘 알려져 있으며, 버스, 쓰

레기 수거차, 방범 순찰차 등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사용

되고 있다(이건학 등, 2010), 일반적으로 VRP는 차량이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지리적으로 분산된 수요지들을 빠

짐없이 방문하고, 다시 차고지로 복귀하는 데 소요되는 

거리, 운행시간, 비용, 차량 대수 등을 최소화하도록 경

로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무료셔틀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국가법령정보

센터)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

하도록 되어 있어 VRP는 모든 정거장을 순회하는 최적 

경로를 선정하는 데 적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무료셔틀

버스의 최적 노선 결정을 위해 VRP 모델을 다음과 같이 

공식화하였다.

목적함수:


 

∈

∈




 (6)

제약조건: 


∈


  ∀∈╲ (7)


∈



  ∀∈╲ (8)


∈


  (9)


∈


  (10)


∈



≤ ⊂╲   ≥  (11)



∈ ∀∈ (12)

 = 버스 정거장의 집합

 = 운영할 무료셔틀버스 대수


 = 버스 정거장 와  간의 이동거리

  = 두 개 이상의 버스 정거장으로 구성된 의 부분 

집합 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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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관악구 무료셔틀버스 운영 실적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이 용 인 원(명) 11,659 12,956 12,815 11,532 11,653 16,629

일 평균인원(명/1일) 43.3 48.1 47.6 42.9 43.3 61.8

출처 : 관악구청, 2015.

결정변수: 


  차량이→를통과하면

 그렇지않은경우

수식 (6)은 버스가 이동하는 총 거리의 합을 최소화하

는 목적함수이며, 제약조건 (7)과 (8)은 각 정거장은 반

드시 하나의 버스가 정차하도록 한다. 수식 (9)와 (10)은 

차고지와 도착지에 들어오는 차량의 대수를 정의하고 

있는데 K의 값을 통해서 다중 차량의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수식 (11)은 개별 서비스 단위의 이동 경로가 단절

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조건이며, 수식 (12)는 

전체 노선을 구축하기 위한 정거장 간의 링크(연결)를 

이진형 정수식으로 제약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VRP는 대표적인 NP-hard(Non-deterministic 

Polynomial-time hard) 문제로 문제의 크기가 증가할수

록 최적해를 구하기 위한 계산 시간이 매우 커져 최적해

를 찾기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휴리스틱 기법을 이용하여 최적해 또는 준최적해를 찾

는 경우가 많은데(Toth and Vigo, 1997; 2000 참조), 가

장 많이 이용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으로는 Clarke and 

Wright(1964)의 Savings 알고리즘이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이 알고리즘의 높은 최적화 성능이 증명되고 

있어(Agarwal et al., 1989; Pisinger and Ropke, 2007), 

본 연구 역시 Savings 알고리즘을 적용한 VRP 툴을 활용

하였다. 

차량경로에 있어서 방문할 입지와 순회 경로를 동시

에 결정하는 입지-경로설정 문제의 특성상 시설물 입지

와 경로설정 문제를 결합한 연구들이 많지만, 수요자의 

최소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p-Median과 차량의 최소 거

리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VRP의 경우 상충되는 목적을 

동시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다목적 최적화, 개별 문제

에 대한 순차적 접근 등 다양한 대안적 방법들이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고령자라는 특성 수요에 따른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공공수송시스템의 효

율성 역시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별 문제에 대한 

최적화를 단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개별 문제에 대

한 단계적 최적화는 실제적인 수요자의 접근성을 명시

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입지-경로설정 문

제의 크기가 커질 경우 해를 찾는데 발생하는 잠재적인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다(김감영, 2007).

IV. 무료셔틀버스 노선 최적화 모델링

1. 사례 지역 및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관악구를 대상으로 고령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무료셔틀버스의 노선을 최적화하

고자 한다. 관악구는 2015년 현재 고령인구 비율은 서울

시 25개 구 중에서 16위이지만 노인 인구수의 순위는 5

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하철 통과 승객조

사 결과 새로운 노인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신임

호·이주형, 2012; 국가통계포털). 그리고 고령자 중에

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저소득 고령1인가구의 면적기

준 집중도가 높은 동이 관악구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상

위 20개 행정동 중 8개)(조대헌, 2014). 실제 관악구의 

무료셔틀버스 운영 실적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표 1), 본 연구의 사례 지역으로 매우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악구 무료셔틀버스는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

재 1대 차량을 1일 2회(오전, 오후) 운행 중이다. 오전과 

오후의 운행노선을 달리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오전은 

난곡기점에서 신대방역 경유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까지(70분), 오후에는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신

림역 경유 관악구청까지(70분) 운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무료셔틀버스 노선은 제한된 시간에 적은 개수

의 정거장과 일부 지역만 운행되고 있어 고령인구 수요

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간대별 

노선이 달라 동일 구간에 대한 실제적인 서비스가 매우 

저조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오전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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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관악구 무료셔틀버스 노선 커버리지 현황(오전 노선) 그림 2. 관악구 소생활권 구분

의 경우, 대략의 노인 도보 이동 거리를 감안하여 각 정

거장으로부터 300m와 500m 내의 커버리지를 살펴보면, 

300m 도보 거리일 때 관악구 고령자의 26%, 500m일 경

우 47%만을 커버하고 있다. 커버하고 있는 지역 역시 편

중되어 있어, 주로 난곡동, 조원동, 난향동, 은천동, 성현

동, 중앙동, 신림동, 보라매동 등 난곡 및 봉천신림 지역

의 일부만 포함하고 있으며, 대학동, 삼성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등의 서울대를 포함한 낙성대 지역은 거

의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 

무료셔틀버스 최적 노선 모델링을 위한 공간 단위 자

료로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15년 집

계구 경계와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

용하였으며, 도로망 네트워크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의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네트워크 

거리 계산, 집계구별 수요 산정 등 각종 공간 분석과 시

각화 도구로 ESRI사의 ArcGIS 10.2.1을 이용하였다. 또

한 무료셔틀버스 노선 설정을 위한 최적화 도구로는 

Erdoğan(2013)이 개발한 VRP 툴
2)
을 이용하였다. 

2. 무료셔틀버스 운행 권역 설정

현재 관악구에서는 오전, 오후 시간대를 나눠 1일 2회

의 무료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극히 일부 지역에 대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셔틀버스 

노선만으로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실제 고령인구

의 수요와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료셔틀버스 노선을 위한 최적

화 계획에서는 보다 많은 노선을 추가하여 지역별 고령

인구의 접근성을 최대화하는 최단 경로를 설정하고자 

한다. 보다 효율적인 노선 추가를 위해 먼저 버스 운행 

권역을 설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지

리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산된 교통 수요에 대한 특별교

통수단의 운영은 일정한 권역 구분을 통한 관리가 효과

적일 수 있다(빈미영·정의석, 2009; 김상구·조흥중, 

2012). 특히, 고령자는 이동 반경이 좁고 주로 근린생활 

권역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조남건, 2001; 

이왕건 등, 2014) 적절한 수준의 운행 권역에 기반을 둔 

셔틀버스 노선을 계획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서울시

는 ｢2030 서울플랜｣(서울특별시, 2014a)을 통해 생활환

경의 특성을 고려한 소생활권을 설정하고 있다. 소생활

권은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초 지역 단위

로 3~5개 행정동을 묶어 116개의 소생활권으로 구성되

며, 생활밀착형 공간개선,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반영하

고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구(근린) 단

위의 계획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남진 등,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소생활권을 무료셔틀버스 

운행 권역으로 정의하고, 각 생활권에 대한 셔틀버스 노

선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관악구는 21개 행정동

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5개의 소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

다(그림 2 참조).

3. 권역별 무료셔틀버스 정거장 선정

위에서 정의한 5개의 권역을 토대로 무료셔틀버스 정

거장의 최적 입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요 지점은 집계

구 단위를 기반으로 주거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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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보 한계거리에 따른 무료셔틀버스 최적 정거장 개수

제외한 971개의 집계구 중심점으로 하여, 각 집계구별 

고령인구를 합역된 수요로 정의하였다. 버스 정거장의 

후보지는 도로망 네트워크의 결절점(node)으로 정의하

였으며, 총 762개의 후보지가 설정되었다. 한편, 일반적

으로 고령자의 보행 가능한 거리는 300~500m(보도 5~10

분)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이영아·안건혁, 

1998; 이영아 등, 2000), 본 연구에서는 보다 유연한 의

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거장까지의 최대 도보 이

동 거리를 300m와 500m, 두 가지로 설정하여 모델링에 

적용하였다.  

입지할 버스 정거장의 개수는 일반적인 p-Median 모

델에서는 의사결정자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만 본 연구에서는 임의의 정거장 수를 설정하기보다 무

료셔틀버스 서비스의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모든 수요지를 포괄할 수 있는 최적 정거장 개수를 탐색

적으로 살펴보았다. 정거장의 개수는 도보 한계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정거장에 대한 도보 한계거리

가 클수록 한 정거장에 접근가능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

문에 모든 수요가 접근할 수 있는 총 정거장의 수는 줄어

든다. 도보 한계거리에 따라 모든 수요지를 커버할 수 

있는 무료셔틀버스 정거장 수는 그림 3과 같으며, 각 권

역별로 최적 정거장 개수를 구한 뒤 그 결과를 합산한 

값이다. 도보 한계거리에 따라 정거장 수를 변경하면서 

p-Median 모델의 결과 값을 탐색한 결과, 300m 도보 한

계거리를 적용할 경우 102개의 버스 정거장으로 모든 수

요 지점을 커버할 수 있으며, 500m 도보 한계거리에는 

61개의 버스 정거장이 모든 수요 지점을 커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관악구 전체의 버스 정거장은 61,881명의 

고령인구를 커버하고 있으며, 권역별로는 낙성대생활권 

12,529명, 난곡생활권은 15,552명, 대학생활권은 9,594

명, 봉천생활권은 14,070명, 신림생활권은 10,354명의 

고령인구를 커버한다. 

권역별 최적 버스 정거장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도보 

한계거리가 300m일 때에는 난곡생활권의 수요지와 정

거장의 평균거리가 126.9m로 가장 짧았으며, 낙성대생

활권이 138.4m로 가장 길게 나타나 대체로 권역별 편차

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한계거리 500m일 경우는 봉천

생활권이 264.3m로 버스 정거장까지 가장 긴 평균거리

를 보여주고 있고, 대학생활권이 211.2m로 가장 짧은 평

균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버스 정거장 한 개당 노인 수

요 커버리지는 대체적으로 정거장이 많은 권역일수록 

적은 고령인구를 커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림생활

권이 버스 정거장당 최대 고령인구를 커버하는 반면, 난

곡생활권이 가장 작은 커버리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p-Median 모델로 선정된 정거장들은 정해진 한

계거리 내의 모든 수요 지점을 커버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요 지점은 노인 주거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고령자

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의 수요와는 직접적으로 연결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정거장을 추가적으로 입지시킬 필요

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무료셔틀버스가 정차해야 할 

필수 지점으로 고령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청/주민센

터, 복지/체육센터, 보건소, 지하철역, 근린공원, 전통시

장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53개의 장소를 정거장에 포함

시켰으며, 필수정거장 중 거리제약 p-Median 모델을 통

해서 결정된 정거장과 지리적으로 인접(100m 범위)하여 

위치하고 있는 정거장은 같은 정거장으로 결합하였다

(표 2). 이를 통해 정거장에서 고령인구 수요지까지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주요 목적지까지의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최종적으로 도보 한계거리 300m일 경우 

25개를 추가하여 127개, 500m일 경우 30개를 추가하여 

총 91개의 무료셔틀버스 정거장을 선정하였다. 도보 한

계거리에 따른 권역별 무료셔틀버스 정거장의 개수와 

최적 입지는 표 3과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300m 도보 

한계거리의 경우 총 127개의 버스 정거장이 선정되었는

데, 난곡생활권이 37개로 가장 많으며, 신림생활권이 17

개로 가장 적게 입지하고 있다. 500m 도보 한계거리의 

경우 총 91개의 버스정거장 중 봉천생활권이 26개로 가

장 많이 입지하고 있으며, 신림생활권이 11개로 가장 적

게 입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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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권역별 필수정거장의 종류 및 개수

종류 낙성대생활권 난곡생활권 대학생활권 봉천생활권 신림생활권

구청/주민센터 5 5 3 5 4

복지/체육센터 1 1 - 1 1

보  건  소 - 1 - 1 1

지 하 철 역 1 1 - 2 1

근 린 공 원 1 1 1 1 1

전 통 시 장 2 5 1 4 2

합       계 10 14 5 14 10

4. 무료셔틀버스 노선 최적화

최종적으로 5개 권역을 기반으로 입지한 최적 정거장

을 모두 연결하는 무료셔틀버스 노선의 경로를 설정
3)
하

였다. 권역별로 입지한 최적 정거장을 기반으로 한 각 

권역의 무료셔틀버스의 최적 노선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현재 관악구에서 운행하고 있

는 실정대로 1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관악구 전체를 순환

하여 운행할 경우 도보 한계거리가 300m일 때 63km의 

거리를 약 4시간 27분, 한계거리가 500m일 경우 이보다 

짧은 42km의 노선을 약 3시간 17분에 걸쳐 모든 정거장

을 순환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권역별로 노선을 운행 

할 경우의 평균적인 운행시간과 거리는 도보 한계거리

가 300m일 때 13.4km의 거리를 약 59분, 한계거리가 

500m일 경우 11.0km의 노선을 약 44분으로 순환 운행

가능 하여 관악구 전 지역을 1대의 차량으로 운행할 경

우보다 약 3시간 28분, 약 2시간 33분 단축하여 순환 운

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관악구 전역을 1대의 차량으

로 순회하는 노선은 운행시간과 거리가 증가하여 이용

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돌아가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

는 반면, 5대의 차량으로 권역별 노선을 운행할 경우 보다 

짧은 운행시간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정거장의 수가 적을수록 수요 지점

에서 정거장까지의 거리가 늘어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셔틀버스의 총 운행 시간(거리)은 줄어들고 있다. 그리

고 정거장의 수가 많을수록 수요 지점에서 정거장까지

의 거리가 줄어 접근성은 높아지지만, 셔틀버스의 총 운

행 시간(거리)은 늘어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밝히

고 있듯이(Wu and Murray, 2005), 정거장 같은 시설물

에 대한 접근성과 셔틀버스 노선 같이 최단경로를 지향

하는 목적 사이에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권역별 최적 노선을 살펴보면, 대학생활권이 약 

8km의 운행 거리를 300m, 500m 도보 한계거리에 따라 

각각 33분과 29분으로 가장 작은 시간으로 순환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낙성대생활권은 300m, 

500m 도보 한계거리에 따라 71분과 54분으로 순환 운행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체로 정거장의 개수가 적은 권역일수록 노선의 총 이동 

거리와 시간은 짧지만, 신림생활권의 경우는 특이하게 

권역 중 가장 적은 정거장으로 구성되어 실제 노선 거리

가 대체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권역에 비해 전체 

노선에 대한 이동시간은 상대적으로 길게 도출되었다. 

이는 신림생활권에서 상습적으로 도로정체가 일어나는 

보라매병원,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앞 도로, 신림 지

하철역구간을 지나기 때문이라 짐작되며, 실제로 이 구

간의 거리별 이동시간(평균속력)은 관악구 전체에서 가

장 느린 구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시립관악노인종합

복지관과 신림 지하철역은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필

수 정거장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실제 무료셔틀버스 계

획 시 우회도로의 이용 또는 보조 정거장 설치 등의 구체

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각 무료셔틀버스 노

선은 주어진 모든 정거장을 최단 시간으로 순회하지만, 

권역별로는 운행 시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권역별 수요량에 따라 정거장의 수가 달리 할

당되었기 때문이며, 권역별 운행 시간을 균등하게 하고

자 한다면 각 권역별 고령인구의 수요가 고르게 배분되

도록 권역을 재조정하거나 필요한 정거장의 수를 임의

로 조정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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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무료셔틀버스 최적 노선의 이동성 결과

노선

수

(개)

권   역

300m 500m

정거장 수(개) 네트워크

거리(km)

이동시간

(분)

정거장 수(개) 네트워크

거리(km)

이동시간

(분)전체 일반 필수 전체 일반 필수

1 관악구 127 102 25 63.0 267.0 90 61 30 42.1 197.0

5

낙성대생활권 25 20 5 15.6 71.0 19 11 8 13.0 54.0

난곡생활권 37 30 7 19.7 69.0 22 19 4 14.8 52.0

대학생활권 15 14 1 8.1 33.0 12 9 3 8.6 29.0

봉천생활권 33 26 7 14.7 71.0 26 17 9 12.7 50.0

신림생활권 17 12 5 9.1 52.0 11 5 6 5.7 37.0

평  균 25.4 20.4 5.0 13.4 59.2 18.2 12.2 6.0 11.0 44.4

(a) 도보 한계거리 300m (b) 도보 한계거리 500m

그림 4. 권역별 무료셔틀버스 정거장의 최적 입지와 노선

V. 결론

최근 고령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교통약자로서 

고령자의 교통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최근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성 확보와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법률의 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

이 적극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고령자의 교통 복지

는 고령자의 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특히, 무료셔틀버스와 같은 공공수송시스템

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신체적으로 약한 고령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사회 참여 및 생산,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동성을 제공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료셔틀버

스는 증가하는 고령인구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제한된 시간과 노선으로 지역적 편중이 심하고, 

정거장까지의 접근성이 좋지 못하여 실제적인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 최적화 기

법을 이용하여 고령인구의 접근성을 최대화하고, 고령

자의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한 장소들을 효율적으로 순

회할 수 있는 무료셔틀버스 노선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를 위한 사례 연구로 서울시 관악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 운영 상황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에 기

반하여 보다 개선된 무료셔틀버스 노선 계획을 권역별

로 보여주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관악구 무료셔틀버스는 관악구 

전 지역을 순환하지 않아 지역적 편중이 심하며, 적은 

개수의 정거장으로 일부 지역(난곡, 신림, 봉천생활권의 

복지관, 지하철역, 주거지 중심)에만 집중적으로 운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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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관악구 전체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소생활권을 기

반으로 한 무료셔틀버스 권역을 고령인구의 접근성이 

최대화 되면서 실제적인 고령자의 수요지(주요 목적지)

를 반영한 셔틀버스 정거장을 새롭게 추가 입지시켰으

며, 이를 토대로 최적 운행 노선을 제안하였다. 모델링 

결과, 고령인구의 도보 한계거리에 따라 관악구 전체에 

대해 127개(300m)와 91개(500m)의 최적 버스 정거장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관악구의 모든 수요 지점을 커버

할 수 있어 지역적 편중 없이 고령인구의 무료셔틀버스

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화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버스 

정거장을 모두 경유하는 권역별 최적 경로는 도보 한계

거리에 따라 평균적으로 약 13.4km의 거리를 59분

(300m) 그리고 약 11.0km의 거리를 44분(500m)의 최단 

시간으로 순환 운행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통약자로서 고령인구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구나 사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의 최적화된 공간 운행 계획을 실제

로 보여줌으로써 해당 지자체를 비롯하여 고령인구에 

대한 교통 정책 개선을 고민하는 공공 기관이나 지자체

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20 

고령사회마스터플랜｣ 서울특별시(2010)을 수립하고 ‘건

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과 ‘고령친

화도시(age-friendly city)’ 건설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에

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까지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를 고려한 

무료셔틀버스에 대한 공간 분석 기반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기 때문에 학술적 차원에서도 본 연구의 모델링 프

레임워크는 교통약자의 이동성과 관련한 향후 연구들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註

1) 만 65세 이상인 자.

2) Erdoğan(2013)의 VRP Spreadsheet Solver v2.1

로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s)기반의 툴

이다. 이 툴은 MS사의 빙맵포털(Bingmapsportal)

에서 제공하는 오픈 지도키를 활용하여 도로의 일

반통행, 유턴, 신호 등의 정보가 반영된 네트워크 

거리와 이동 시간을 산출한다.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실제 교통 상황이 반영된 이동 거리

(시간)로 볼 수 있다. 

3) 출발지는 각 권역에서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

동의 주민센터로 정의하였다. 관악구의 무료셔틀

버스는 현재 총무과 운전원 1명과 사회복무요원 1

명, 총 2명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들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 수요가 많은 지역의 정거장

을 먼저 방문하여 무료셔틀버스의 운행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센터로 설정하였다. 각 권역별 출

발지는 행운동(낙성대생활권), 미성동(난곡생활권), 

삼성동(대학생활권), 성현동(봉천생활권), 보라매

동(신림생활권) 주민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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