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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our society is becoming an aging society,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the elderly. Recently,

mobility handicapped like the elderly and the disable take part in many social activities. It is requir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for them. Already, the traffic policy for mobility handicapped including pregnant

woman and child, has been established in many cities. Particularly, the convenience of mobility for the

handicapped in the urban rail stations is depend on a pedestrian facilities like escalators and elevators.

The pedestrian facilities have been built in urban rail stations without rules for mobility handicapped.

To make the more convenient and more safe stations, the more study about mobility handicapped and

non-mobility handicapped is needed. This paper preferentially discusses the pedestrian facilities with

other convenience facilities in urban rail stations. This paper explains also their preference, relative

satisfaction and importance for the convenience facilities including the a pedestrian facilities in urban rail

stations and makes clear the difference between both groups.

1. 서론

최근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2005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확충

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2010년에는 「복합환승센터 설치 및 배치 기준」이 제정되어 복합환승센터의

건설에 있어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의 증진을 배려하고 있다. 대중교통 시스템 중에서 도시철도 역사는

버스정류장과 달리 지하 또는 고가로 건설되기 때문에 상하이동시설이 설치가 요구되는데, 특히 교통약자

들에게 있어서 도시철도 역사 이용의 편의성은 이러한 상하이동시설의 설치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그동안

활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반인과 교통약자의 통행특성

및 의식을 동시에 조사하여 그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통약자 단독의 통행행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유형별로 그 행태를 비교

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도시철도 역사 내의 상하이동시설에 초점을 두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시행하고,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을 통

하여 도시철도 역사시설에 대한 개선필요항목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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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연구방법 및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시철도 역사의 상하이동시설에

대한 선호도와 역사시설에 대한 중요도·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부산시 도시철도 이용

자를 이며, 조사는 2010년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는데, 조사방법은 1:1 직접면접조

사이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포하여 최종 유효 설문지로 72.5%인 290부를 얻었는데, 이 중 일반인 설

문지는 210부, 교통약자 설문지는 80부이다. 통계처리는 통계패키지 PASW (PASW Statistics 18)를 사

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은 도표 1과 같다.

구분 내 용
상하이동시설에 대한 선호도 ․선호하는 상하이동시설과 이용을 기피하는 상하이동시설

역사시설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 조사 ․안내시설, 편의시설, 상하이동시설 등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응답자 개인속성 ․성별, 연령, 소득, 교통약자 해당여부

도표 1. 주요 설문조사내용

도출된 결과로부터 일반인과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역사시설에 대한 의식의 차이를 파악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및 중요도를 비교·검토하여 대응전략을 검토하는 IPA 분석을 통해 일반인과 교통약자

를 위한 도시철도 역사시설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수립의 기초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IPA 분석은 일반적으로 중요도와 만족도의 속성별 비교 평가값에 의하여 다면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으로, IPA 해석은 그림1과 같이 사분면으로 나누어진 격자에 의해 설명된다. 세로축은 서비스에 대

한 이용자의 선택속성 인식에 관한 중요도이며, 가로축은 이러한 속성과 관련된 서비스의 만족도를 나

타낸다.

중

요

도

Ⅱ사분면
Concentrate Here
(집중지향)

High Importance
Low Performance

Ⅰ사분면
Keep up the Good Work

(지속유지)
High Importance
High Performance

Ⅲ사분면
Low priority
(저순위)

Low Importance
Low Performance

Ⅳ사분면
Possible Overkill
(과잉지양)

Low Importance
High Performance

만 족 도

그림 1. IPA 매트릭스

IPA 매트릭스의 사분면상에 나타는 속성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제I사분면(지속유지, Keep up

the Good Work)은 이용자들이 평가속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만족도도 높은 상태로, 현재의

시설 개선의 노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이고, 제Ⅱ사분면(집중지향, Concentrate

Here)은 이용자들이 평가속성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만족도는 낮게 평가된 상태로, 향

후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제Ⅲ사분면(저순위, Low priority)은 이용자들의 평가속성에 대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고 만족도 또한 낮은 상태로, 현재 이상으로 시설 개선의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이고, 제Ⅳ사분면(과잉지양, Possible Overkill)은 이용자들이 평가속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반면, 만족도가 과다하게 나타난 상태로, 앞으로의 시설 개선의 노력을 다

른 평가속성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이다.

이러한 중요도와 만족도 매트릭스는 정해진 인력과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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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Ⅱ사분면(집중지향)에 속한 항목들이 시급하게 개선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2.2 선행연구 고찰

도시철도 역사의 시설에 대한 교통약자 관련 연구와 본 연구의 분석방법인 IPA 분석을 이용한 연구

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조득제(2002)는 문헌연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과 장애인의 행동특성을 파악하고, 환승역의 현

장조사를 통해 장애인 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하원(2004)은 현장조사와 설

문조사를 통해 도시철도 상하이동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김태호 등(2009)은

설문조사와 변형된 중요도-만족도(M-IPA) 분석을 이용하여 도시철도로의 접근시설, 역사내부의 이동시

설 등 역사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신길수(2009)는 설문조사를 통해 교통약자의

통행특성을 파악하고, 통행수단선택 행태를 분석하기위해 로짓모형을 구축하였고, 향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시철도 역사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교통약

자와 일반인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한데 비해, 기존연구들은 교통약자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역사 내의 상하이동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상하이동시설에 대한 의식조사와

IPA 분석을 통해 교통약자와 일반인의 중요도·만족도의 상이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2.3 도시철도 이용자의 상하이동시설에 대한 의식조사

도시철도 역사의 상하이동시설인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시설을 조사

한 결과, 그림 2과 같이 210명의 일반인 중 73.8%의 응답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선택하였고, 80명의 교통

약자 중 56.3%가 엘리베이터를 선택하였다. 이용을 기피하는 시설로는 그림 3과 같이 일반인 중 68.1%,

교통약자 중 87.5%의 응답자가 모두 계단을 지적하고 있다. 에스컬레이터를 선호하는 일반인과는 달리

교통약자는 엘리베이터를 선호하며, 계단을 기피하는 시설로 지적한 비율도 일반인보다 교통약자의 경

우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인  교통약자 일반인  교통약자

그림 2. 선호하는 상하이동시설 그림 3. 이용을 기피하는 상하이동시설

교통약자를 유형별로 나누어 선호하는 시설과 이용을 기피하는 시설에 대해 순위를 파악한 결과, 도

표 2와 같이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자는 에스컬레이터를 가장 선호하고, 장애인과 고령자는 엘리베이터

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장애인은 이동시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계단

과 에스컬레이터의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용을 기피하는

시설 1순위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모두 계단으로 나타났다.

구분 순위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65세이상)
선호하는
상하이동시설

1순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2순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기피하는
상하이동시설

1순위 계단 계단 계단 계단
2순위 엘리베이터 - 경사로 엘리베이터

도표 2. 교통약자 유형별 상하이동시설에 대한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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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상하이동시설의 이용이 불편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계단의 경우, “연속된 계단 수가 많다”는 의

견이 일반인과 교통약자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단의 경사가 가파르다”는 의견이 많았

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일반인은 “에스컬레이터의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엘리

베이터의 경우, 일반인과 교통약자 모두 “엘리베이터의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교통약자

는 “엘리베이터까지 이동거리가 멀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경사로의 이용이 불편

한 이유로 일반인과 교통약자 모두 “경사로의 경사가 가파르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2.4 도시철도 역사시설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도시철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시철도 역사시설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이러한 조사의 목적은 도시철도 역사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 결과

가 교통약자와 일반인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철도 역사시설에 대한 평가항목별 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를 제시한 도표 3을 보면, 도시철도 역

사시설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값은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일반인보다 교통약자의 경우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교통약자는 일반인에 비해 계단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상당히 낮게 평가하였다. 하지만 엘리베이

터와 휴게시설 및 화장실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교통약자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일반인과 교통

약자 모두 시설의 안전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교통약자시설,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 편리성에

대해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일반인은 상하이동시설 중에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중요하

게 평가하였고, 교통약자는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모두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항목
번호 평가항목

일반인 교통약자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환승주차장 4.37 1.6442 3.72 1.2296 3.96 1.1848 3.63 0.9596
2 자전거보관소 4.13 1.5857 3.69 1.3570 3.71 1.4159 3.74 1.0031
3 시설의 안전도 5.40 1.5600 4.11 1.2197 5.35 1.3416 4.01 1.3916
4 경사로 4.67 1.5692 3.69 1.2696 4.93 1.3574 3.49 1.2827
5 상향계단 4.87 1.5440 3.45 1.3902 5.23 1.5008 2.81 1.1373
6 하향계단 4.76 1.4321 3.73 1.2858 5.35 1.4061 2.91 1.3331
7 에스컬레이터 5.61 1.5590 4.40 1.6346 5.48 1.4753 4.34 1.3402
8 엘리베이터 5.23 1.6500 3.81 1.6996 5.74 1.2703 4.24 1.3710
9 휴게시설 및 화장실 시설 5.28 1.4900 3.85 1.5689 5.10 1.3082 4.16 1.4092
10 역사내 편의시설(편의점, 상점, 은행 등) 4.57 1.4336 3.95 1.4168 4.49 1.1799 3.93 1.0035
11 역사내 안내시설(노선도, 열차도착정보 등) 5.42 1.4062 4.51 1.3738 4.93 1.3291 4.21 1.0988
12 교통약자시설(휠체어리프트, 점자블럭 등) 5.54 1.5532 3.69 1.4331 5.33 1.4211 3.45 1.0542
13 교통카드 충전소, 승차권 발급기 5.24 1.3939 4.38 1.4956 4.84 1.1848 4.24 0.8750
14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 편리성 5.45 1.4739 4.11 1.2460 5.29 1.3980 3.86 1.0403

도표 3. 도시철도 역사시설에 대한 평가항목별 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이러한 중요도․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에 제시된 일반인의 IPA 분

석 결과를 도표 3을 참고하여 해석해 보면, 시설의 안전도와 에스컬레이터 등은 제I사분면으로 시설 개

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항목으로 분석되었고, 제Ⅱ사분면에 속해 있는 엘리베이

터와 교통약자시설, 휴게시설은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Ⅲ사분면에 해

당하는 환승주차장과 자전거 보관소는 저순위로 평가되어 현재 이상으로 시설 개선의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Ⅳ사분면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과다하게 나타난 상태로

앞으로의 시설 개선의 노력을 다른 평가속성에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으로서 역사내 편의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교통약자의 경우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의 안전도와 휴게시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

터 등이 제I사분면(Keep up the Good Work)에 속하는 것으로 계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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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리고 제Ⅱ사분면(Concentrate Here)에 해당되는 상․하향계단과 교통약자시설은 최우선적으

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Ⅲ사분면(Low priority)에 해당하는 경사로와 환승주차

장, 자전거 보관소는 현재 이상으로 시설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Ⅳ사분면

(Possible Overkill)에 해당하는 역사내 편의시설, 안내시설, 기타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설 개

선의 노력을 다른 평가속성에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IPA 분석결과(일반인) 그림 5. IPA 분석결과(교통약자)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역사시설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결과에서 일반인은 에스컬레이터와 교통

약자시설,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 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교통약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

레이터, 하향계단, 시설의 안전도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은

상향계단, 경사로, 자전거보관소, 교통약자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교통약자는 상향계단, 하향계단,

교통약자시설, 경사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의 경우, 상향계단과 하향계단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지만 만족도는 매우 낮게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교통약자가

계단을 이용시의 불편함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의 경우, 엘리베이터와 교통약자시설, 휴게시설이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며, 교통약자의 경우, 상․하향계단과 교통약자시설이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3. 결론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장애인과 임산부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기회

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통행수요가 증대되고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요구가 늘어

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 역사는 입체구조물로 건설되기 때문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마련이 중요하다.

교통약자를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역사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역사의 시설에 대한 선

호도와 만족도의 분석 이외에 시설이용에 따른 이동저항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면밀

한 분석은 향후 시행될 복합환승센터의 건설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도시철도 역사시설의 이용에 대한 일반인과 교통약자의 의식차이를 파악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도시철도 시설의 개선필요항목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철도 역

사시설의 선호도 및 중요도·만족도를 일반인과 교통약자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철도 역사 내의 상하이동시설의 선호도에서 일반인은 에스컬레이터를, 교통약자는 엘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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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용을 기피하는 상하이동시설은 일반인과 교통약자 모두 계단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상향계단보다 하향계단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하이동을 위한 중요시설인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 대한 선호도 분석에 따르면 일반인

과 교통약자 모두 그 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고, IPA 분석에 따르면 교통약자시설도 일반인과 교통약

자 모두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최우선적으로 개선

이 필요한 항목이고, 교통약자의 경우, 상·하향계단이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나 이

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과 보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향후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역사 내부의 시설 뿐만 아니라 역사 외부의 보행환경까지 함께 고려하는

분석을 통해 일반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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