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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접근성은 입지이론의 핵심 요소이며， 개인의 통행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이고， 개발정책의 목표인 동시에 수단으 

로 활용된다. 본고는， 문헌연구로서， 접근성에 관련한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 그 개념과모형들을파악하고， 나아가교통 

지리정보시스댐(GIS-T)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접근성 모형들의 내용과 기술적 문제들， GIS-T의 지원기 

능， 접근성 분석과 가시화를 위한 시스댐 구성방식 등이 주 고찰 내용이었다. 접근성의 정의는 다OJ하며， 이에 따라 그 측정 

방법도 거리모형， 누적기회모형， 포텐셜모형， 효용기반모형， 제약기반모형 퉁이 개발되었으며， 새로운 모형도 시도되고 있 

다. 최근의 연구물에서는， 접근성 모형들 가운데 이해가 쉽고 자료 요구량도 적은 단순한 모형들이 재조명되는 한편， 시간지 

리학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복고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종래 지역단위로 접근성을 측정하던 데서 교통망에 기반 

하여 결절의 접근성을 파악하는 방향i로 옮겨가고 있다. 접근성 연구에서 GIS-T를 활용하는 것은 대세이지만， 시장 수요의 

부족으로 접근성의 분석 기능이 시스템에 잘 통합되어 있지는 않았다. 앞으로 GIS-T의 지원기능을 더 사용하기 쉽도록 개선할 

것이요망되며，다양한교통망을반영할수있는자료모텔，선형사상의지도디자인에대한연구도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주요어 : 접근성， 기동력， 교통지리정보시스댐(GIS-T) ， 포텐셜， 시공간프리즘， 가시화， 선형 사상， 지도 디자인 

Abstract: Accessibility has been the basic component of location theories, one of the key variables 

explaining trip behavior of individuals, and one of the most critical criteria to implement regional and urban 

planning. The present paper reviews the literature on accessibility and GIS-Transportation, to grasp the 

salient research trends and the needs for further study. The topics in this paper include the concepts and 

models of accessibility developed in previous studies, the issues and techniques for measuring accessibility, 

the functions of GIS-T to ana1yze and visualize accessibility, and the architecture to integrate the functions 

in the system. The review identifies a number of models of accessibility developed in previous studies: 

namely, the transport cost, opportunity, potential or gravity, utility-based, and constraints-based models. 

It is noteworthy that recent research has emphasized a renewed interest in accessibility models easier to 

interpret and simpler to calibrate as opposed to the models elegant in theory but so sophisticated and 

demanding to implement. There is increased interest in the time-geographic approach to stud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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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ility of individuals, namely the constraints-based models, and measuring nodal accessibility based 

on transport networks instead of the time-honored zonal basis. The previous studies mostly employed GIS

T for their research. The functions of analyzing accessibility, however, are not well integrated, nor will 

likely be integrated, into the commercial GISs due to a lack of market demand. Future research efforts need 

to be placed on developing user-friendly toolkits to measure accessibility. In addition, the literature also 

reveals a lack of research on data models for linear reference systems, as well as map design of transport 

networks. 

key words: accessibility, mobility, GIS for transportation(GIS-T), interaction potential, pace-time prism, 

visualization, map design, linear reference systems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접근성(接近|生， accessibility)이란 한 장소가 지니 

는 입지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일찍부터 학 

계의 관심사였다. 고립국이론， 중심지이론， 고전적 

산업입지론에서 접근성이 핵심 요소로 다루어지 

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접근 

성은 기업이나 상점과 같은 개별 경제활동의 입지 

를 분석하는 변인으로 쓰이고， 개인의 통행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단서가 되고 있다. 또한 정책 

및응용차원에서는접근성은한지역이 얼마나낙 

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정표로， 교통정책의 이루 

어야 할 목표로， 지 역개발정책의 수단으로， 그리고 

개발 투자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접근성은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일찍이 1950년 

대부터 측정방법을 개발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연 

구가 이어져와， 선행연구물의 축적이 방대하다. 그 

런만큼 접근성은 그 개념과 적용 방식도 갖가지여 

서 간명하게 정리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접근성을 

개인의 기동력(mob뼈) 및 이동의 자유로웅과 명 

확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면서 개념의 혼란 

스러웅도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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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구의목적，적용방법과스케일，자료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접근성에 

대하여 그 이해를 더 도모할 필요가 었다. 본고는， 

문헌연구로서， 접근성에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 

들을 살펴 그 개념과 연구방법들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교통지리정보시스댐 (GIS-T)에서 이를 어 

떻게 활용하고 가시화(可視化， visualization)할 수 

있으며 무엇이 쟁점인지를 짚어보는데 목적을 둔 

다. 이 연구는 하나의 ‘종합’ 접근성 모형을 찾으려 

의도하지 않는다. 연구의 의도와 대상에 따라 각기 

적절한 모형이 있으며， 챔피언 모형이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가급적 최근의 

연구동향에 집중하려한다. 이 글은 국내에서 접근 

성에 관한 첫 문헌연구물은 아니며， 선행 문헌연구 

물로는 김광식(1987a) ， 이금숙(1995) 등이 있다. 

통계패키지와 전자계산기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 

리， 이제는 GIS의 역량이 날로 진화하여 대다수의 

접근성 사례연구가 GIS-T를 활용하고 있다. 또 종 

래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를 쓰던 데에서 이제는 

개 인용 컴퓨터로도 GIS의 구현(곧 desktop GIS)이 

점차 수월해지고， 교통 정보도 크게 늘어나고 있 

다 GIS의 효용은 단지 공간 정보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이를 가시화하여 연구자나 정책결 

정자로 하여금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 결정을 내리 

기 쉽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이 런 점 에서 GIS-T를 

통하여 접근성을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가시화 

할 것인지를 살피는 것은 시기적으로 의미가 크다. 

또한 교통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교통 투자가 꾸 

준히 이루어진덕분에교통혜택에서 소외된곳이 

드물게 된대신，지역간교통로이건시가지의 도로 

이건 늘어난 교통량으로 말미암아 빈발하는 체증 

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 

는교통환경에 비추어 접근성의 개념과측정 방법 

을 다시 검토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실용적으로 

나매우중요하다. 

이 글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다음 제2장에서 

는 접근성 및 이와 관련된 개념을 살펴고 모형들을 

분류해본다. 제3장에서는 이 접근성 모형들을 검 

토하여 쟁점을 밝히고， 제4장에서는 GIS-T의 적용 

과 관련한 사안들을 짚어본다. 끝으로， 제5장에서 

는 문헌연구에서 드러난 주요 동향과 전망을 가늠 

해본다. 

국내문헌에서 accessibiliη는 대부분 ‘접근성’ 으 

로 표기되고 있으나， 일부 다르게 표현한 경우도 

보인다. 최운식(1975) ， 류재훈(1990) 등은 영어 표 

기 그대로 적었고， 최영옥(1987) ， 이희연(1997) 등 

은 접근도(接近度)라 썼으며， 곽영호(1994)는 두 

표현을 혼용하였다. ‘접근도’ 가 접근성의 좋고 나 

쁜 정도를 나타내는 값(measure)을 가리킬 때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접근성’ 과 

‘접근도’ 를 문맥에 따라 구분하여 쓸 때 혼란의 우 

려도 있기에， 이 글에서는 개념은 ‘접근성’으로， 

그 값은 ‘접근성 지수’ 로 적기로 한다. ‘지수’ 가 

제곱수를 뭇하기도 하므로 ‘값’ 이나 ‘측정치’ 란 

표현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Visualizatio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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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視覺化)’ 란 표현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 

만， 이 글에서는 ‘가시화’ 란 표현을 시도해 본다. 

2. 접근성의 개념 

1) 접근성 

문헌에서 제시된 접근성의 정의는 다양하다. 몇 

가지만 인용하자면， 교류(交流) 기회의 잠재력 

(Hansen, 1959) , 공간적 격리를 극복함에 있어 한 

장소가 가진 속성과 이점(Ingram ， 1970) , 교통수단 

을 이용하여 토지이용 활동에 다다르기 쉬운 정도 

(Bums and Golob , 1976) , 근무， 구매 , 여가활동 등 

주어진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관련된 후보 목 

적지의 있고 없음과 교통 여건(Koenig ， 1980) , 가 

까운 정도(Weibull ， 198이 등이 그것이다. 

접근성을 가장 단순하게 논하자면 한 장소가 다 

른 장소와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한 장소 

가 다른 장소와 도로， 철도， 항공 노선， 또는 선편 

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접근 가능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접근성은 접근 가능/불가능 곧 1 

또는 0의 값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방 

식과모형에 의해 보다정교하게 측정되고표현될 

수 있다. 요컨대 접근성은 한 장소가 특정 교통시 

스템을 이용하여 역내(域內) 여러 활동에 얼마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Dalvi and Martin, 1976; Koenig , 1980; Harris , 

2001 등) , 따라서 한 장소가 주변 지 역에 대하여 지 

니는 상대적 입지 우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될 수 있다(이금숙， 1995). 

이처럼 접근성을 한 장소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교통 

시설 공급자의 입장에서 본 것으로， 정책결정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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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적용하고 해석하기는 쉽지만 장소의 특 

성 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Geurs and van Eck, 

2(03). 한 장소의 지리적 속성으로는 상대적 위치 

뿐 아니라 그 장소가 제공동F는 활동 내지 토지이용 

의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설들은 불균둥 

분포하므로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접근성은 지리적 상호작용 

기회에 대한 잠재력 또는 접촉 가능성이라고 정의 

할수있다. 

접근성을 장소와 교통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입 

장에서 보게 되면， 위의 정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갈 수 있다. 즉 통행은 어떤 활동과 접촉하여 발생 

하는 이득이 교통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때에 발 

생할 것이므로， 접근성은 교통 이용자가 누리는 편 

익의 의미를 띨 수 있는 것이다(Matinez ， 1995; 

Reggiani, 1998).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접근성은 장소의 지 

리적 위치 중심으로 판단하느냐， 그 장소가 지니고 

있는 다른 속성까지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1) 한 장소가 다른 장소들에 대해 갖는 상대적 

위치로본개념， 

(2) 해당 장소가 제공하는 활동까지 아우르는 개 

념，그리고 

(3) 개인이 어떤활동(토지이용)에 참여하고교통 

체계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편익의 개념 

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에 입 

각하여 개발된 접근성 모형들도 (1)의 경우가 단순 

하고 (2)와 (3)의 개념으로 가면서 더 복잡한 형태 

를 띠고 있으나， 모형의 정교한 정도가 개념의 우 

열을 뭇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Handyand 

Clifton, 2001). 

-4-

2) 이동성과기동력 
mobility(이동성과 기동력)는 접근성과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혼동되어 쓰이거나 접근성의 한 요소 

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mobility는 쓰이는 맥락 

에 따라 다시 이동성과 기동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동성(移動性)은 얼마나 자주， 잘 옮겨 다니 

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통행에서는 개인의 생 

활양식과 관련하여 통행이 잦은 사람과 그렇지 않 

은 사람을 구별하거나， 거주지 이동과 관련하여 자 

주 이사동F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구분할 때 

적합한표현이다. 

기동력(機動力)은 개인이 필요할 때 얼마나 손쉽 

게 움직일 수 있는가 동뜯 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으 

로， 승용차의 보유 및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소득 

수준， 신체적 장애 정도 등과 관련된다. 기동력은 

더 나아가 개인의 통행을 간섭하는 여러 제약 

(constraints )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 

려대상에 포함되는 제약 요소들이 늘어날수록 접 

근성과의 구분은 점점 모호하게 된다. 

기동력을 아예 접근성의 한 구성요소로 이해하 

는 시각도 볼 수 있다. Geertman and van 

Eck(1995)는 접근성이란 원하는 시각에 원하는 장 

소에 다다를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능력 

이며， 개인의 기동력(mobiliψ)과 통행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두 요소에 좌우된다고 보았다. 이들에 

의하면， 교통망 및 교통수단에 대한 상대적 위치에 

따라 한 장소는 다른 장소에 비해 더 접근 가능하 

고， 바로 이웃에 사는 두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체 

적 조건， 재정적 능력과 시간적 여유 등에 따라 다 

른 접근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견해는 통행을 활동의 한 구성요소로 보는 

이른바 활동기반연구(activity-based approach)에 

서 잘 찾아볼 수 있다. 활동기반연구에서는 접근성 



이 (1) 개인의 활동 여건 (활동에 참여 가능한 시간 

등)， (2)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존재 여부 및 

서비스 수준， (3) 활동 자체의 속성 (곧 지리적 입 

지와 시간 제약 둥)의 세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런 정의는 접근성의 전통적 정의 에서 상 

당히 벗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기반연 

구에서 접근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는 다음 장 

에서상론하기로한다. 

3) 접근성 모형의 분류 
선행연구는 접근성의 개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점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한다. 장소의 상 

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교통 또는 연결 요소 

(transportatioψ'connectivity part)와 통행을 홉인하 

는 활동 또는 유인 요소(activity/attraction paπ)가 

그것이다. 전자는 통행시간， 거리， 비용 등 공간적 

격리를 극복하는 부담을 말하며， 후자는 주거， 일 

터， 상점 등 활동의 지리적 분포와 규모， 즉 어떤 

장소가 통행 목적지로서 갖는 유인력을 말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교통과 활동의 두 요소가 어떻 

게 배합되고 어떤 함수 형태로 나타내었는가에 따 

라다양한접근성 모형이 제시되었으며， 이를분류 

하는 방식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Baradaran and Ramjerdi, 2001; Lim, 2003). 선행 

분류방식의 공통점을추리면，대체로 

(1)교통요소를접근성의 지표로삼는거리모형， 

(2) 활동 요소를 지표로 삼는 누적기회모형 , 

(3) 교통 요소와 활동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포텐 

셜(또는중력)모형， 

(4) 교통 요소와 활동 요소가 주는 효용을 접근성 

으로 보는 효용기반모형 , 

(5) 개인의 시-공간적 이동가능성을 접근성으로 

보는제약기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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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수모형 

의 6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에서 이금숙(1995)은 접근성 개념을 교통망 

에서의 거리의 근접성， 상호작용의 잠재력， 지역의 

상대적 경제이익의 세유형으로나누어，대체로위 

의 (1), (3), (4) 유형과 비슷하게 분류한 바 있다. 

한주성(1996)은 접근성을 첫째 교통네트워크에 바 

탕을 둔 거리 측도， 둘째 누적기회에 바탕을 둔 측 

도， 셋째 잠재력 측도의 세 가지로 나누었으며， 이 

는 위의 (1), (2) , (3) 유형과 궤를 같이 한다. 노정 

현과 유재 영(1994) ， 장기하(1991) , 이종용(1997) 

등은 접근성 모형을 교통측면의 모형， 토지이용측 

면의 모형， 토지이용-교통 상호작용 측면의 모형 

의 세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와 둘째 모형들은 

(1)과 (2) 유형에， 셋째 모형류는 (3)과 (4) 유형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접근성을 학문분야별로 나눈 경우도 있다(김광 

식 , 1987a). 이 사례에서는 접근성이 교통공학에서 

는 교통시스템의 서비스 수준， 교통계획 분야에서 

는 주로 2중제약식모형으로 대표되는 중력모형， 

도시경제학에서는 교통체계의 비효율성， 도시계 

획 분야에서는 거리， 그리고 교통지리학에서는 그 

라프 이론을 적용한 교통망의 결절간 최단경로거 

리를 의미한다고 분류되었다. 그러나 학문 사이에 

칸막이가 있어 접근성의 개념이나측정 방법이 서 

로 배타적으로 쓰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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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근성 모형들 

1) 교통 요소를 접근성 지표로 삼는 모형 

(1 ) 거리모형 

거리모형이란 교통비용(지리적 거리， 시간거리， 

비용거리 둥: 이하 ‘거리’ 로 표기함)을 접근성 지 

표로 삼는 모형들을 묶어 일컴는 것으로 교통비용 

모형이라고도불리며，장소의 상대적 위치 또는목 

적지에 얼마나손쉽게 도달할수 있는가동}는데 주 

안점을 둔다. 이런 모형들 가운데 가장 단순한 형 

태는한장소 i의 접근성 Aj를거리 허의 합으로정 

의승}는 방식이다((식 -1) ). 

A j =I C jj ••• (식 -1) 

AI : i 지점의 접근성 지수 

Gjj : j 와 j 의거리또는통행비용，시간) 

〈식 - 2)는 이를 일반화한 모형이며， 거리의 함수 

는 역함수 둥 다양한 형태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 

나 역함수의 경우는 거리조락성(距離個落性)을 반 

영하여， (식 -1)과는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Ai =Zf(CIj) · · · 〈식 - 2) 

f( C ij) : 저항함수 

거리모형에는 여러 변형이 고안되었다. 문헌에 

서 등장 빈도가 높은 변형으로는 〈식 - 3)과 같은 

평균통행거리모형을들수 있다. 이 변형은 i와 j의 

인구 또는 활동 규모가 다른 점을 어느 정도 반영 

하므로 〈식 -1)을 개선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식의 교통량 항 n는 연구 주제에 따라 적절한 변 

IC;;T;; 

A.= 피뜰 〈식- 3) 

T jj : j 에서 j 로의 통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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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대체되어 쓰이기도 하였다. 

거리모형은 다른 모형들에 비해 이해하기 쉬우 

며 지수 도출에 필요한 자료 수요도 적은 것이 장 

점이다. 거리 변수는 각종 입지 현상， 인구 이동， 

통행을 설명하는 데에서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 쓰 

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정 

산된 접근성 지수가 연구지역의 범위에 따라 영향 

을받는점이 이유형의 한계라고할수있다.또한 

단순히 거리 합계로만 접근성의 지수로 쓰는 경우， 

다른 조건이 같다면 중앙에 위치한 곳이 가장 우수 

한 접근성을 갖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안에 따라 

서는， 접근성은 단순히 거리 변수 한가지만을 고려 

하기보다는 공급과 수요의 분포를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pooler ， 1995). 

(2) 거리기준을 달리한 변형 
연구지역 범위에 따라 접근성 지수도 덩달아 크 

고 작아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는 i 지점 

에서 가장 가까운 m개의 활동(시설)까지의 거리 

합계를 구하는 방법 이 고안되기도 하였다. 또 우리 

생활에서는지정된목적지에 얼마나빨리 갈수 있 

느냐가 관건인 경우도 있다. 병원의 응급실， 버스 

나 철도 역 찾아가기 같은 것이 그 사례이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활동까지의 거리를 접근성 

지수로 나타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식 - 4)). 

A j = min 1 C jj 1 ••• (식 - 4) 

〈식 - 5)는 각 지점의 인구규모로 표준화한 변형 

이며， (식- 3)과유사하다고볼 수있다. 

￡’P (min 1 Gj;]) 

... (식 - 5 ) 

p: 지점 j 의 활동또는인구규모 



이런 변형들은 각종 중심시설의 입지문제로 귀 

결된다. Hewko 둥(2002)은 여러 가지 거리모형 

들을 캐나다 Edmonton시의 근린편의시설(운동 

장， 주민회관， 위락센터)에 대해 적용해 본 결과 <

식 - 5) 의 모형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보고 

하고있다. 

(3) 교통망에서의 결절 접근성 

최근의 연구동향 가운데 주목할만한 것으로는 

이 른 바 교 통 망 기 반 접 근 성 (path-based 

accessibili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사람이나 물자의 이동은 아무데로나 

마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따라 이루어진 

다. 따라서 통행 거리는 두 지점간의 직선거리로 

첼 것이 아니라， 교통망의 노선을 따라 측정되어 

야마땅하다. 

과거에는 행정구역이나 교통촌(traffic analysis 

zone)을 분석단위로 섬아 단위구역의 대표점간 거 

리를 구하는 것이 일반이었지만， 이런 오랜 관행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만은 아니다. 결절 접근성 

(nodal accessibility)은 단위구역의 대표점을 어 떻 

게 설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유력한방법이기도하다.또한접근성의 변화 

란 결국 교통망의 구조 변화에서 비롯하는 것이므 

로， 교통망의 결절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살피는 것 

은설득력이 있다(Berglund ， 2001). 국내에서는그 

라프 이론 및 행 렬 연산법을 적용한 결절 접근성 

연구가 일찍이 1970년대에 최운식(1975) ， 김재한 

(1979), 손영신(1979) 등의 연구에서 비롯하여 지 

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결절 접근성은 주어진 교통망에서 결절간 최단 

경로(shortest path)를 찾고， 그 결과를 결절간 최 

단거리 행렬 D로 종합했을 때， 각 행의 합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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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절 i의 접근성 지수로간주한다((식 - 6)). 

A l =FD u • 〈식 - 6) 

최단경로 찾기 앨거리듬으로는 Dijkstra 앨거리 

듬 등 여러 가지가 활용되고 있으며， 최단경로의 

거리 뿐 아니라 그 경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 

한 자세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Minieka, 1978). 결절간 최단거 리는， 네트워크 앨 

거리듬 외에도， 교통망의 각 변의 값으로 행렬을 

구성한 다음 행 렬 연산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연산 앨거리틈을 고안한 이의 이름을 

따 Shimbel지수법 이라고도 불린다 (Taaffe ， 

Gauthier, a’ Kelly, 1996). 

교통망의 결절쌍을 연결하는 노선(link)의 있고 

없음 즉， 위상학적 연결도만으로 도출한 접근성 지 

수를 위상학적 접근성(topological accessibiliη)이 

라 부른다. 이는 교통망의 노선 연결 여부에 따라 

1과 0의 값으로 표현된 연결도행 렬 C를 구성하고， 

교통망의 지름(diameter d = n)만큼 연산하여 최종 

행렬 π〈식 - 7))를구한다음， T의 각행의 합을 결 

절 i의 접근성 지수로간주한다((식 - 8)). 

T=C+C 2 + .. +C n 
••• (식 - 7) 

A1 =2Tij . · · 〈식 - 8) 

행렬 연산에서는 간접연결의 기여도를 낮추기 

위하여 가중치 s(0(s (1 .0)를 적용판 경우도 흔하 

다((식 - 9)). 

T = X5’c' = 5 C + 51 C 1+ •• + 5" C " ... (식- 9) 

Lee and Lee(1998)는， (식 - 9) 에서 한 걸음 더 나 

아가， 도시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환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최단경로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돌아 

가는 승객들의 성향을 반영하고 또 불필요한 순환 



교통지리정보시스템GIS-T)에 기반한 접근성 분석 

경로를 제거하는 행렬연산 앨거리틈을 개발하였 

고， 이희연(1997)과 이종용(1997)은 이를 서울의 

지하철에 적용한 바 있다. 

가중치를 적용한 행렬연산법을 이용하는 사람들 

을 힘들게 하는 것은 가중치 s 를 얼마로 설정해야 

합당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마땅한 답이 없다는 

점 이다.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이 방법을 처음 시도 

한 Garrison (1960) , Nystuen and Dacey(196l) 등 

이 제시한 0.3 정도의 값을 쓰고 있으며， 이희연 

(1997) ， 1εe and Lee(1998) 동은 지하철 승객을 대 

상으로 환승에 대한 부담을 설문조사하여 가중 

치 를 정 하 기 도 하 였다 . Mackiewicz and 

Ratajczak(1996)는 전통적 인 행 렬연산법 이 연산 

차수(次數)를 교통망의 지름만큼으로 정하는 것과 

가중치 s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납득할만한 

논리적 근거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해법으로 

주성분분석법을 적용한 이른바 아이겐벡터법 

(Principal Eigenvector Method)을 제안하였다. 이 

들은 제1 주성분의 아이겐값이 가중치 S와 같음을 

수리적으로 증명하고， 성분부하량이 해당 결절의 

접근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이겐 

벡터법이 행렬연산볍 이외의 다른 접근성 측정치 

에 비해서도 우월한지는 더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행 렬연산법은 정보통신망의 각 결절이 갖는 접 

근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Wheeler 

and 0 ’Kelly, 1999; Dodge , 2000). 정보통신망은 

교통망과 달리 짧은 노선구간의 길이나 시간거리 

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절과 결절 사이의 

링크는 있고 없음에 따라 1 또는 0의 값을 부여받 

으므로， 행렬연산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정보 

통신망에서 정보의 이동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 

에， 수백만분의 일초 차이는 언뭇 대수롭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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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수백만 메시지의 우회 정도를 누적하면 

큰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상에서 

각 결절의 접근성이란 해당 결절의 성능과 통신망 

전체의 서비스의 질 문제를 의미한다(0’Kellyand 

Grubesic, 2(02). 

2) 활동 요소를 접근성 지표로 삼는 모형 
통행비용이나 거리를 접근성 지수로 삼는 대신 

활동 요소로 정의하는 이른바 ‘누적기회모형’ 또는 

‘counting’ 법은， 한 지역 또는 임계거리 안에 입지 

한 활동의 수를 접근성 지수로 삼는다((식 -10) ). 

Ai =Z찌 Oj ... <식 -10) 

q :j 의 (활동)기회 규모 
γ :=l(C jj 도 C* 인 경우) , 

: = 0 (C jj > C* 얀 경우) 

C jj : 와 l 사이 의 거 리 

C* : 임계거리 

이 모형에서는 목적지의 활동기회에 대한 인식 

도 때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령 활동기회가 ‘많 

을수록 좋다’ 고 생각한다면 모형의 형태는 〈식 -

10)과 같은 덧셈이 적절할 것이나， 반대쪽 극단으 

로 가서 ‘하나면 족하다’ 고 생각한다면 가장 가까 

운거리에 있는활동기회로접근성 지수를삼게 된 

다. (Berglund, 2(01) 후자의 경우， Oj 의 크기가 균 

등한 경우라면 이는 결국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의 

문제로바뀌어 〈식 -4)와같은형태가될것이다. 

누적기회모형은 공간을 일종의 그릇으로 보는 

것으로， Wachs and Kumagai(1973) 둥에 의해 비 

롯되었으며，모형이 정교하다고해서 그쓸모도더 

나은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한 

다(Talen and Anselin, 1998; Church and Marston, 
2(03) , 누적기회모형은 거리모형 및 (다음 절에서 



다룰) 포텐셜모형에 비해 유리한 점이 몇가지 있 

다(Pirie ， 1979; 한주성， 19%). 첫째， 누적기회모형 

은 포텐셜모형처럼 유인력 변수를 가지므로 연구 

주제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선택할 수 있다. 둘째， 

단위지역의 임의성 문제(MAUP ， 다음 장에서 상세 

히 다루기로 한다J가 크지 않고， 임계거리를 설정 

함으로써 연구지 역의 폐쇄성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셋째， 중력(포텐셜) 모형의 경우처럼 거리조락함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리조락함수를 적 

용할 때 수반되는 거리지수의 설정 문제， 공간적 

자기상관 문제， 자체 포텐셜의 문제 등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장점과 관련하여， 누적기회 지수 

는 결국 임계거리를 얼마로 설정하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임계거리가 늘어나면 종국에는 지 

역내의 모든 활동기회를 다 셈하는 것으로 귀착되 

기 때문이다. 

3) 포텐셜(및 중력) 모형 

(1 ) 교통 요소와 활동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모형 

이 모형은 i의 접근성에 거리 요소 C;j와 활동기 

회 요소H를모두고려하는유형이다((식 - 11) ). 

Ai =2R f(CIj) · - - 〈식 - 11) 

p: j 지점의 (활동)기회 규모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만 다니지는 않는 

다. 시설의 규모나 유인력， 지리적 위치와 거리， 이 

용 가능한 교통 수단 등의 여러 요인이 함께 활동 

의선택에관여하는것이며 여기에중력모형류의 

접근성 개념의 이론적 근거가 있다. 

이 유형의 접근성 지수는 이해와 계산이 쉽고， 자 

료 수요가 적으며， 여러 장소간 토지이용 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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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접근성 측정 

단위의 의미가 모호하여 해석이 쉽지 않고， 거리모 

형의 경우와마찬가지로 연구지역의 크기에 영향을 

받으며 개인 통행자의 선호를 구분하지 못하는 취 

약점이있다. 

이 모형 그룹은 선행연구에서 동장빈도가 가장 

많으며， 활동기회 변수가 포함된 것을 강조한 ‘활 

동기회 모형’ (Baradaran and Ramjerdi, 2001), 활 

동기회의 분포란 결국 토지이용 상황을 뜻하므로 

‘토지이용-교통체계 상호작용 접근성 모형’ (노정 

현과 유재영， 1994) , (식 - 11) 의 모형을 제안한 사 

람의 이름을 딴 ‘Hansen모형’ (장기하， 1991) 등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다. 

각 연구주제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적용된 수 

많은 변형 가운데 포텐셜(potential)모형은 선행연 

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형 이므로， 이 글에서 

는 이 모형류를 대표하는 이름을 ‘포텐셜모형’ 이 

라 표기하기로 한다. 영어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포텐셜(potential)을 

‘잠재력’ 또는 '7}능성’으로적었을때문장가운 

데서 의미 전달에 혼동을 빚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부득이 영어발음 그대로 표기하기로 한다. 

(2) 포텐셜모형 
Pooler(1987)에 의하면 포텐셜은 두 가지의 뿌 

리를 갖는다고 한다. 하나는 Stewart(1942 , 1947) 

가 경험에 입각하여 개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력모형에서 도출된 것이다. 

Stewart는 인구규모가 P인 지점 j의 영향 Vlj는 

지역 중심점 i와 j 사이의 거리 Cij 의 함수라하였 

고((식 -12))，따라서 이런 영향의 합계 까는 〈식 

-13>과같아진다. 



교통지리정보시스램(GIS-T)에 기반한 접근성 분석 

까 = 휴 . (식 -12) 

까 =I까 =I휴 〈식 -13) 
‘ '-jj 

Stewart가 고안한 포댄셜모형과 달리， 중력모형 

에서 포텐셜 식이 전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Newton의 법칙을 공간교류현상에 적용한 ‘중력 

모형’은 

T서 =k웰 〈식 - 14) 

과 같다(이 식은 거리의 제곱 대신 지수 b로 일반화 

한 것이다). i와 다른 지점들 j사이의 상호교류 정 

도는 〈식 - 15) 와 같고， 공통항 Pi를 소거하면 〈식 -

16) 이 된다. 

Pj}>" . PjP2 . PjPn ~ Pj~ 
---~--- ....... ‘---~， ---cL ’ cL ’ c1n -j C1J 

.. (식 - 15) 

P1 , P2 , ， Pn~ .B -,:-+-+-+ ....... +-판=I~' .. (식 -16) 
Cil Ci2 C써 j Cjj 

따라서 i의 접근성 끼·는다음식과같이 정의된다. 

z필L= κ =I환 〈식 -17) 

〈식 - 15) 의 각 항을 Pi로 나누었으므로， (식 -17) 

의 포텐셜은 i 지점의 단위 인구당(per capita basis) 

상호교류 가능성을 의미한다. 바로 이 점이 포텐셜 

식이 중력모형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속성이다. 즉， 

포텐셜은 상호작용 그 자체보다 상호작용 기회에 

더 관련되는 개념이다. 또한 출발지 항 Pi가 없으므 

로 공간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모형은 아니며， 단일 

장소의 상호작용을다루는 경우에도 포텐셜 식보다 

는 제약식 모형 또는 Lowry형의 모텔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Pooler(1987)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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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셜모형류는선행연구에서 접근성과다른현 

상(토지 가격， 산업 성장 동)의 관계， 국경 지역의 

접근성 변화에 대한 영향， 도시체계 및 인구의 변 

화가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지역개발에서 접근성 

의 역할，공공시설의 입지문제에서 형평성과효율 

성의 관계，다른모형 안에서 접근성 변수로 이용， 

인구 이외의 다른 현상， 예를 들면 소매 시장 등의 

상대적 접근성을 평가하는 경우등 실로다양한분 

야에 적용되었다(Barras and Broadbent, 1981; 

Pooler, 1987). 국내에서도 지방행정 중심지의 입 

지문제에 접근성을 적용한 경우(손명철， 1986)를 

비롯하여 지가(地價)의 분포 등 여러 주제에 널리 

활용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각 주제에 따라 포텐셜 기본모 

형에서 분자， 분모항의 변수와 함수 형태를 적절히 

바꿈으로서 여러 변형이 동장하였다. 분자항에서 

는 인구 변수 대신 매출액， 소득， 특정 물자의 공급 

량， 전화 통화량， 교통수단의 승객 수， 호텔 투숙객 

수， 학생 둥록생 수， 납세액， 은행 거래액 둥 실로 

다양한 변수들이 둥용되었고， 이에 따라 

‘population potential ,’ ‘market poten디al’ 동 그 

이름도 갖가지였다. 분모의 거리항 역시 벽함수， 

지수함수， 가우스 함수 퉁이 쓰이기도 하였다. 

포텐셜모형류는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기 

도하였다. 도시에서의 사람통행에 적용할 때 확률 

모형으로 확대 발전한 것이 한가지 사례이다. 포텐 

셜모형에서는 단위지역 안의 잠재적 목적지 전부 

가 식에 포함되지만， 사람통행의 경우에는 개인이 

실제로지역 안의 모든활동을다찾는 것은아니 

고 일부만을 선택하게 된다. Hanson and 

Schwab(1987)은 이를 확률모형으로 발전시켜， 어 

떤활동 k에 대하여각목적지 j 까지의 거리와그 

곳이 선택될 확률로 접근성 지수를 구하였으며， 



Wang(2000)도 취업 접근성에 대한 확률모형을 개 

발한바 있다. 확률모형은한지역 안에 입지한각 

활동에 대하여 일종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문화적 차이 동 

으로 인해 지리적 거리는가까우면서도접근이 어 

려운 경우 등에 적합하다. 또 다른 형태로의 진화 

로는출발지 및 목적지 끼리의 경쟁을반영하기 위 

하여 이중제약모형으로 발전시킨 경우를 들 수 있 

q(Harris, 2001). 이 러한 지 역간 경쟁을 반영한 상 

호작용모형에 대한 자세한 해설로는 

Fotheringham and d Kelly(1989) 등이 있다. 

(3) 자체 포텐셜 문제의 해법 

포텐셜모형으로 어떤 장소 i의 접근성을 측정할 

때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의 하나로는 장소 i 내부 

에서의 교류， 이른바 자체 포텐셜(self potential)의 

문제이다. 장소 i는 (인력법칙에서는 입À}를 대상 

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행정구역이나 교통촌과 같이 일정한 범위를 갖는 

면(面)이다. 따라서 i 내부의 자체 포텐셜도 전체 

포텐셜 계산에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항이 된다. 

자체포텐셜은그단위지역의 면적， 인구，활동규모 

가 클 경우 전체 포텐셜 값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단위구역의 크기를 작게 하 

는 것이 자체 포텐셜의 문제를 줄이는 방편이지 

만， 자료 등의 이유로 단위지역을 세분하는 일 자 

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흔하고， 또한 아무리 단위 

지 역을 작게 만들더라도 자체 포텐셜의 문제를 원 

천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체 포댄셜을 해결하려 여러 

시도가 있었다. (식 - 12) 의 포텐셜모형에서 ， i를 

반지름 r의 원 ai라고 가정하였을 때， 원 ai의 반지 

름의 1/2을 i 내부의 거 리로 간주하면 자체 포텐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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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Vij는 

2P 
Vjj = 받 .. .(식 -18) 

낀=펼 
로 표현될 수 있다. 이금숙(1995)은 일반적으로 단 

위지역 i의 형태가 완전한 원형이 아니므로 지역 

중심에서 변두리까지의 거리는 원의 반지름보다 

는 조금 더 클 것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지의 값을 

펴I 
[;= 

1.5 

로 정의하였다. (식 - 18) 의 자체 포텐셜 공식은 

인구가 균동분포(uniform distribution)하는 것을 

전제하는 경우이며， 다른 분포패턴을 상정한다면 

자체 포텐셜의 수식은 달라진다(Pooler ， 1987). 

(4) 접근성 지수에 대한 해석의 문제 

포텐셜 및 중력모형 계열의 모형들이 갖는 취약 

점은 분석 결과로 얻어지는 접근성 지수의 해석 이 

쉽지 않다는점이다. 가령 분자，분모항에 각각 인 

구와 거리 변수가 적용된 경우라면 접근성 단위는 

“명/뼈”가 된다. 따라서 이런 단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기도 쉽지 않을 뿐 더러， 교통 투자 

둥을 통해 접근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설명 

하려고 할 때에도 그 수치에 대한 설명이 만만치 

않다. 거리나 활동 요소에 기반한 접근성 지표들은 

정책결정자나 일반 시민에게 이해가 쉽다 “이 개 

발사업으로는 평균 20분의 통행시간을 절약 “이 

시설까지 일정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 수 

가 3만명” 등의 해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감스 

럽게도 포텐셜모형에서는 이러한 간명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또한 포텐셜모형을 지역 및 국가 수준 

의 거시적 분석에 적용할 때에도 각 단위지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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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들의 인구규모 항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Ii 

and Shum, 2001). 어 떤 연도의 인구자료를 사용할 

것인지， 미래의 인구규모는 어떻게 추계할 것인지 

등 기술적인 문제들이 잠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수 해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접근성 

값의 표준화， 즉 각 지점의 접근성을 지역내 가장 

높은 접근성 지수로 나누어 주거나， 순위로 접근성 

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또， 

접근성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에서는 개발투자 이 

전과 이후의 접근성의 비율로 구하여 위에 말한 문 

제들을 비껴간 사례가 적지 않다. 

Gutierrεz 등(Gutierrez ， Gonzalez and Gomez, 

1996; Gu디eπez ， 2001)은 유럽 도시들의 접근성을 

다룬 일련의 연구물에서 인구항 대신 각 도시의 역 

내총생산(域內總生麗， GDP: gross domestic 

product) 변수를 가중치로 활용하여 일종의 표준 

화 거리를 구하는 방식((식 - 19))을 써서， 포텐셜 

의 해석 문제를 우회하였다. 이 방법은 실상 〈식 -

3) 의 평균거 리모형과 같은 계 열의 것이다. 

I cji • GDI1 
Aj= J • • • (식 - 19) 

I ZGDR 

4) 교통 및 활동 요소의 효용을 접근성으로 
보는모형 

(1 ) 효용기반모형 

효용기반모형 (utility-based surplus approach)은 

통행을 통하여 활동에 접속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통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커야 통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접근성을 교통체계 이용자의 편익으 

로 정의한다(Matinez ， 1995). 경제학적 용어로 말 

하면 접근성이란 소비자 잉여를 뭇한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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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접근성은 개인 n이 활동 j를 선택하여 얻는 간 

접 효용이며((식 - 20) ), 목적지가 주는 효용과 통 

행 비용의 차이 가운데 최대치， 곧 기대할 수 있는 

최대 효용을 말한다((식 - 21) ) (Ben-Akiva and 

Lerman , 1979; Niemeier, 1997). 함수식의 형태는 

로짓 모델이 많이 쓰이고 있다((식 - 22> ). 

씨=면f태i ... (식- 20) 

n: 집단 N의 구성원 

여기서 Ufli= V7 -Cn + 단 ... (식 - 21) 

γ :목적지 j의유인력 

Cjj : j와 j사이의 통행비용 

단:오차항 

따라서 파 = rpa;χun| = 4ln Z exJjμ (Vf -Cij)) , 1 시 l μ 

.. (식 - 22) 

μ: 양의 계수 

효용기반모형은 소비자행동에 관한 이론이 뒷받 

침하고 있다는 점 말고도， 정산한 접근성 지수는 

화폐 단위로 표시되어 여러 개발투자 시나리오의 

비교에 편리한 것도 큰 덕목이다. 종래 접근성 지 

표로는 접근성의 변화 가치(교통비용의 감소)가 

소득， 고용， 복리 등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값으로 

어떻게 표시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였기에， 효용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성 지수는 그 의의가 크다 

(Broecker, 1998). 교통에 들이는 노력， 특히 통행 

시간은 화폐단위로 표현하는 것01 가능하다. 더구 

나 시간은 교통망의 밀도와 혼잡도 등에 따라 좌우 

되므로， 교통시간은 현대의 교통환경을 반영한 변 

수로 매우 알맞다(Martellato and Nijkamp, 1998). 

이런사유로효용기반모형들은지역학및 계획 분 

야에서 특히 관심을 끌고 있다. 지 역학 문헌에서 

보이는 새로운 접근성 개념과 모형들에 대한 문헌 

연구는 Reggiani(1998)가 있다. 



〈식 - 22)는 개인 수준에서 접근성을 나타내는 

모형 이다. 교통폰을 분석단위로 섬마， 하나의 목적 

식과 여러 제약식으로 구성된 최적화모형을 기초 

로 효용을 찾고 이를 접근성의 지표로 파악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이런 최적화 모형들에서는 제약 

식의 쌍대변수(雙對變數， dual variable)가 지역잉 

여 즉 지역의 접근성 지수 또는 교통촌간 통행에 

서 얻는편익으로해석된다.국내의 연구사례로노 

정현과 유재영(1994)은， 종래 모형에서 토지이용 

과 교통체계의 상호작용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 

안하여， 다음과 같은 ‘종합지역접근성’ 을 구하는 

최적화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목적식: Minimize (총수송비 + 총상품수출비 + 총 

자본 및 총토지비용 + 총토지개발비용) 

제약식:부문별， 지역별 상품 수출량과 유입량， 

수송 엔트로피 , 수출 엔트로피 , 토지 수 

요와 개발에 대한 제약식들 

이 모형을 적용하는 데에는 자료의 수요가 방대함 

을위의 식에서 잘엿볼수있다. 

(2) 자료 및 활용상의 제약 

효용기반모형들은 그 이론적 우수함에도 불구하 

고， 실제로 모델을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면 자료의 

한계로 편법적 정산이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않다. 

효용기반모형에서 요구하는 자료(선택 가능한 목 

적지의 조합(choice se잉) , 목적지의 특성 , 통행 행 

동， 교통환경에 대한 자료)가 방대해지는 근본적 

인문제 때문이다.모형에서 설정한각종효용관련 

변수 자료를 다 구하는 것은 (자료가 많다고 하는 

정보시대인 지금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제 연구에서는 변수들 가운데 일부는 생략하거 

나 유사자료를 구하여 쓰게 마련이다(Handyand 

Clift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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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 정교할수록 분석과 해석의 부담도 늘어 

난다. 효용기반모형은 현재 대부분 자치단체 계획 

실무자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수준이다. 모형의 난 

해함 때문에 비록 정산 프로그램을 쓰기는 하더라 

도 기본 분석틀(defa비t option)에 의존하는 이른바 

black box식 접근을 하기 쉬어진다. 따라서， 복잡 

한 접근성 측정치들이 단순 간명한 측정치보다 더 

효과적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펼 

요가 있다((Handy and Niemeier, 1997). 

5) 제약기반모형 

(1 ) 시간지리적 관점의 접근성 

개인의 시-공간적 이동가능성을 접근성의 지표 

로 보는 모형들은 시간지리학적 연구방법 (time

geographic approach)에 바탕을 둔다. 제약기반모 

형은 개인의 접근성에는 공간적 차원 뿐 아니라 시 

간적 차원이 있다고 보는 것， 즉 개인이 가진 시간 

적 제약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검토한 여러 

접근성모형들과 구별된다. 

시간지리학에서는 통행을 독립적 현상으로 다루 

기보다는개인의 하루활동의 한부분으로보는포 

괄적 입장을취한다， 즉， 개인은주기적 활동의 집 

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활동을 충족시키는 자원 

은 시， 공간상에 (몇 개의 위치와 시간 간격을 두 

고) 분포되어 있다. 개인은 이용가능한 시간(time 

budget)을 이런 활동에 배분하며， 교통 및 도시 환 

경， 각 개인의 생활양식과 장기적 기동성은 이런 

개인 수준의 선택에 영향을주고또 영향을받는다 

고 본다. 이 분야 선행연구에 대한 자세한 로론은 

Bums(1979), CJ Sullivan 등(2(XX))을 참고할 수 있다. 

제약기반모형에서는 한 개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시간 및 공간적 범위， 곧 시공간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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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time prism)이 핵심을 이룬다. 시공간 프리 

즘은 시간과 공간의 축 위에서 그어지는 통행가능 

범위로， 시각 t1에 한 장소를 떠났다가 시각 t2에 같 
은 장소로 되돌아 올 때까지 한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범위는 〈그림 -1)의 중앙에 묘사된 사각형만 

큼이 된다. 이 프리즘을 사방으로 회전시키면 마치 

팽이 모양의 시공간 범위를 그릴 수 있고， 이를 통 

행가능 시공간(potential path space)이라 하며， 2 

차원 평변에 투영한 지리적 범위는 통행가능면 

(potential path area)라고 부른다. 

시공간 프리즘의 모양과 크기는 개인의 지리적 

위치와 시각(특히 가사， 경제활동， 교육활동과 같 

은 의무활동의 지리적 위치와 활통 시작 및 종료 

시각) , 자유재량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여유시간， 

그리고 교통시스댐의 빠르기의 세 요소에 의해 결 

정된다. 

T없lC 

T 

한 장소를 기준으로 시-공간 프리즘을 묘사한다 

면， 시각별 등거리선Gsochrone)을 사용하여 일종 

의 깔때기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그림 2-a). 물 

론 한 사람의 시공간 프리즘은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가령 두 개의 활동지점이 있을 때의 프리즘 

은지점 A와 B에서의 등거리선 깔때기가만나 이 

루는 복잡한 모양을 이룬다(그림 2-b). 이에서 더 

나0까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의 연속 

을 시공간 프리즘으로 그려본다면 굴곡이 심하고 

중간 중간이 불룩한 수도관모양을 연상할 수 있다. 

제약기반모형에서는 개인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일찍이 Lenntoφ(1976)는 

시-공간 프리즘 안에서 통행가능한 경로의 수로 접 

근성을 나타내었으며 프리즘 안에 있는 활동기회 

의 수， 또는 통행비용 임계치 안에 있는 기회의 수 

를 접근성의 지수로 간주하거나(Hanson and 

T: Timc bu뿔tt 
v: Tnlw:l vdoζit、-

〈그림 - 1) 한 장소에서의 시-공간 프리즘(time-space prism) 

출처: Miller(1991); Wu and Miller(2001). p.4에서 재인용 

주: T(t2-~)는 이용가능시캔time budget), V는 이동속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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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두 장소를 연결할 때의 시 -공간 프리즘 

그림 a: 한 지점에서의 시-공간 프리즘은 등거리선(isochrone)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그림 b: 두 가지 활동을 고려한 접근성은 각각 기점 A와 종점 B에서의 등거리선이 만나 이루는 프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평면에 투영하면 통행가능면이된다. 

출처:0’Sullivan ， Morrison , and Shearer(2000). p.89. 

Schwab, 1987) , 시-공간 프리즘의 부피 자체를 접 

근성 지수로 보기도 한다(0’Sullivan 등， 200이. 또 

Arentze 둥(1994)은 통행의 상당부분이 다목적통 

행인 점에 주목하고 조건확률을 적용하여 통행시 

간을 측정하고 이를 접근성 지수에 반영하는 방법 

을제안하였다. 

시공간 프리즘에 입각한 접근성 측정과 표현 방 

법은 개선을 거룹하고 있다.M퍼er(199l)는 교통망 

에 기반한 통행가능 시공간의 개념을 제언하였으 

며， Berglund(2001) 등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Wu and Miller(2001)는 종래 접근성 지표들 

이 통행시간을 고정된 것으로 보아 교통정체의 영 

향을 반영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혼잡통행시간이 

다양하게 변한 상황에서 개인의 시공간 접근성 

을 구하는 앨거리듬을 개발하였다 Weber and 

Kwan(2002)은 개인 접근성을 주간(畵間， 오전 9 

시-오후 6시 시간대)의 통행가능면으로측정하되， 

도시내 위치에 따른 교통혼잡， 활동기회 및 고층건 

물의 분포를 감안하여 그 면적을 계산하였다. 

(2) 개인 중심의 접근성 

학문에도 유행이 있는 듯하다. 시간지리학적 관 

점의 연구는 최근 학계의 뚜렷한 흐름을 이루고 있 

다. 시간지리학은 1970년대에 스웨덴의 Lund학파 

가첫 기초를놓은 이래 한동안큰반향을 일으키 

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 그 복고세가 

범상치 않다. 지리학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특히 

통행연구분야에서 시간지리학적 접근，곧활동기 

반 통행연구가 뚜렷한 흐름을 이루고 있으며， 그 

여파가 접근성 연구에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흐름은 GIS의 발달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아마 다양하고 복잡한 시간-공간 정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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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그 결과를 가시화하는 기능이 날로 새로워 

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약기반 접근성 개념은 그 배경인 시간지리학 

적 이론의 이점을 이어 받는다. 일상에서 이루어지 

는 여러 활동， 그리고 이를 이어주는 통행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약기반 접근성 모형 

은 1) 통행 간의 연계와 활동일정을 반영하고， 2) 

각 활동 대안(代案)의 상대적 유인력을 포착할 수 

있으며， 3) 토지이용과 교통시스댐의 속성 뿐 아니 

라 각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까지 반영할 수 있다 

(Dong 등， 2002). Kwan(1998)도 시-공간 프리즘의 

개념에 입각한 여러가지 접근성 지수를 포텐셜 및 

누적기회 계열의 접근성 지수들과 비교한 결과 시

공간 접근성 지수들이 개인 차이를 더 잘 부각시키 

는것으로결론지었다. 

그러나 Wang and Cheng(2001)은 시-공간 프리 

즘을 설정할 때 모든 방향으로 속도가 같다고 전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그렇다고 가변 속도를 고 

려하는 것도 모형 에 부담이 너무 크다고 비판한다. 

설정되는 통행가능 시-공간이 모호한 점도 이 개념 

이 가지는 취약점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 

의 하루 일정이 미리 다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시-공간 프리즘을 설정하기가 간단한 일만은 아니 

다. 또한 이 모형에서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매우 

많고 복잡하다는 점도 실제 적용을 어 렵게 하는 요 

소이다. 개인의 활동 시각과 장소를 결정하는 요인 

으로는 활동기회의 규모와 질， 다양성 말고도 개점 

(또는 업무)시간， 다른 활동들과 혼재 여부， 주차 

시설 등이 있고， 교통 측면에서는 거리 및 운행 속 

도 이외에도， 역의 위치와 특성 등의 요인들도 작 

용하고 었다. 또 개인 수준에서 측정한 접근성을 

지 역 단위로 어떻게 집계할 것인가 동}는 문제도 해 

결해야 할 과제로 계속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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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제약기반 접근성이 

‘개인’ 차원의 접근성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개 

인’ 접근성은 종래 접근성 개념이 장소를 중심한 

것에서 많이 변질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 사 

람이 자기 위치에서 본 접근성 개념은， 활동의 시

공간적 제약， 시간 여유， 그리고 활동의 종류(의무 

활동과 자유재량활동)와 이들 간의 연계 둥 고려 

해야 할 변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장소’ 중심의 고 

전적 접근성 개념에서 벌어지는 대신， ‘개인’ 의 기 

동력과 이동성(mobiliψ) 개념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아닌가싶다. 

6) 특수 모형: 새로운 시도들 

(1 ) 복합모형 

복합 모형 (composite approach)은 위 에서 살펴 

본 모형들을 결합한 사례들을 말한다. 

Miller(1999a)는 교통비용 모형 , 포텐셜모형 , 효용 

기반모형과 제약기반모형의 통합을 시도하여， 세 

가지 시공간 접근성 모형을 개발하고 통행일지 자 

료를사용하여 검정하였다. 모형이 더 정교해진만 

큼， 자료 수요도 더 크고， 특히 통행일지 자료의 수 

집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또 

한 수리(數理)에 밝지 않은 정책결정자나 일반인 

에게는 모형 의 이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 비율로 표현한 접근성 지수들 
최근 문헌에서는 연구 주제에 관련된 변수들의 

비율을 구하고 이를 접근성 지수로 간주하는 시도 

들을 볼 수 있다. Chang and Nojima(2001)는 지진 

피해 연구에접근성개념을적용하여，일본고베에 

서 지진이 발생하기 전/후의 주요 역까지의 총 통 



행거리 비율을접근성 지수로활용하였다. 이러한 

비율 지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교통여건이 가 

장 취약한 곳이 어디일까를 미리 확인하여 대비하 

고， 재난 발생 이후 복구단계에서 놓여지는 새 교 

통로가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Church and Marston(2003)은 휠체 어 사용자를 

위한 접근성 문제를 다루었다. 한 고충 건물 안에 

서 신체 조건이 정상인 사람과 장애자가 건물 밖 

식당에 가려고한다고하자. 정상인은자기 위치에 

서 가장 가까운 계단을 이용해 밖으로 빠져 나가면 

되지만， 휠체어 장애인은자기 방에서 건물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기층까지 내려가 다시 건물 한 쪽에 있는 문까지 

이동해야만 건물 밖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 

상인과 장애인의 이동거리는 큰 차이가 날 수 있 

다. 이들은 신체적 조건이 정상인 집단과 장애자 

집단의 이동거리 비율을 장애자의 접근성으로 파 

악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미국의 한 대학교 

캠퍼스내의 사례연구에 적용하였다. 이런 비율 지 

수는 통행이 국지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특히 그 의미가 크며 건물이나 시가지 설계에서 

다양한 대안들의 영향을 비교하고 이해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미시적 수준에서의 

접근성 측정 방식은 연구 범위가 넓어지면 그 쓸모 

가줄어들게될것이다. 

(3) space syntaxO I론을 적용한 접근성 연구 

건축물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주로 활용되 

던 spacε synt앓 이론(“공간구문론”이라 표기하기 

도 하지만， 여기서는 원어 그대로 적기로 한다)이 

도시의 접근성 분석에서도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 

다. Jiang 퉁(1999)은 space syntax 이론에 바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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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른바 기하적 접근성(geometric accessibility) 

측정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프랑스 남부의 작은 

읍을 대상으로 desktop GIS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국내 에서는 space syntax가 건축 

물의 구조적 특성을 연구하는데 적용된 외에도， 낙 

안， 양동， 하회 전통마을의 구조(장동국， 박강철， 

2000) , 시가지에서의 보행 특성(임현식， 김영욱， 

2003) 등의 연구에도 적용된 사례가 다수 있다. 

space syntax는 건축물이나 도시를 공간의 관계 

측면에서 이해하려 한다. 건축물이나 시가지에서 

는 공간의 연계형태에 따라 상호작용도 달라지게 

된다. Hillier와 Hansen(1984)은 공간의 숨겨 진 구 

조를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을 

언어의 구문론에 비유하여 space syntax라 하였다. 

이 이론에서는 건물이나 도시를 작은 조망공간 

(vista공간)으로 나누고， 이들의 상호관계를 축선 

(axial line)으로 표현한다. 축선이란 조망공간간의 

관계를 위상학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축선의 깊 

이 , 즉 링크(links)의 수로 공간의 연결성을 측정하 

게 된다. 따라서 Jiang 둥(1999)의 기하적 접근성 

측정 모형은 개념적으로 그라프 이론과 관련이 깊 

으며， 앞에서 검토한 접근성 모형들 중 결절 접근 

성 측정 방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위 에서 밝혔듯이 space syntax 이론은 주로 건축 

물이나 작은 촌락의 구조 연구에 적용되었으므로， 

규모가큰대도시，또는지역 및 국가단위의 교통 

망 등 분석 스케일을 확대하더라도 적용이 가능한 

지는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 가로망이 단순한 직교형 인 신시가지보다는 

미로형(迷路形)의 구시가지에서 이 이론을 적용할 

여지는있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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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공간의 접근성 연구 

사이버공간의 접근성 문제는 정보시대를 반영하 

는 새로운 연구 주제이다. 관련 운헌으로는 Janelle 

and Hodge(2000)의 논문 모음집， Dodge and 

Kitchin(2000)의 사이버공간의 가시화 연구 퉁이 

최근의 주목할만한 성과물이다. 

선행연구에서는사이버공간의 접근성 문제를다 

음 몇가지 방향에서 다루었다. 첫째， 기반시설로서 

의 인터넷망의 구조에 대하여 그라프 이론과 행렬 

연산볍 등이 주로 활용된 연구물로서 (Wheeler 

and 0 ’Kelly(1999) , O'Kelly and Grubesic(2002) 

둥) , 이 장의 제1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둘 

째， 통신망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분석하여 통신망 

에서 결절 간의 거리와상대적 위치를파악하는 연 

구로， 유닉스 유틸리티인 ping을 이용하여 정보가 

보내졌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고 중력모 

형을 적용한 사례(Mumion and Healey, 1998) 등 

이 있다. 셋째， 웹의 하이퍼링크 관계를 그라프로 

간주하여 정보공간의 구조를 파악하려 한 방법으 

로， Dodge(2000) ， Park, Bamett, and Nam(2002)의 

사례등이있다. 

이상의 연구물들은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인터넷 λ}용자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이용 

능력을 접근성으로 정의하는 시도도 있었다. 인터 

넷 이용과 관련한 요인들로는 정보통신기술에 대 

한 접근 가능성， 웹 및 인터넷 자원에 대한 지식， 

그리고웹을누비며 정보를검색할줄아는기능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런 요인들이 결국 사이버공간에 

서 개인의 접근성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Kwan, 2어1). 같은 맥락에서 Sui(2000)는 정보시 

대의 적웅력을， Adams(2000)는 정보공간에서의 

확장능력을 각각 접근성으로 보았다. 여기서 적웅 

력이나 확장능력이란 결국 인터넷 이용능력을 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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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전혀 새롭게 정의 

된 접근성을 어떻게 수치로 나타내느냐가 도전 과 

제가될것으로보인다. 

4. 접근성 연구와 GIS-T 

1) 교통과 GIS 

GIS를 교통 분야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동안 교통지리정보시 

스댐(GIS-T)은 주로 최단경로 찾기와 같은 교통망 

구조의 이해， 효율적 통행노선의 추적， 자원의 입 

지와 배분 문제 등에 쓰여 왔으며 (Kennedy ， 

1999) , 특히 도시교통 분야에서 그 활용범위가 넓 

다(Nyerges ， 1995). 최근에는 GIS-T에 관한 전문서 

(M i1ler and Shaw , 2001)와 논문 모음집 (Thill ， 

2000) 둥도 출간되었다. 국내의 관련 연구는 범국 

가 차원의 GIS-T 개발(김시곤， 1994) , 데이터베이 

스의 표준화(김용진， 김창호， 1996) 등 국가 수준 

의 도입방안 연구에서 비롯하였으며， 이후 연구물 

이 꾸준히 늘고 있으되 교통계획 분야에 치중되는 

경향이다. 

GIS-T의 수요와관심이 이처럼 늘어나게 된 데에 

는 몇가지 배경을 꼽을 수 있다(Miller and Shaw, 

2001). 첫째， 교통 현상이란 매우 복잡하며， 서로 

얽혀있다는 인식이 늘어났고， 교통이 우리 생활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주요 요소라는 것 

을깨닫게 되었다. 둘째， 공공부문에서는서비스와 

운영을 외주(外注， outsourcing)에 의존하거나 분 

산하는 추세로 말미암아 의사결정과 계획의 틀이 

급변하여， 복잡한 토지이용-교통문제에 종합적 관 

점을 제공할 수 있는 GIS-T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셋째， 민간부문에서는 세계화 추세로 원료에서 최 



종 소비까지 이르는 공급연쇄가 범세계적으로 분 

산되는 경향이고， 이 연쇄를 관리하는데 GIS-T가 

기여할 수 었다. 넷째， 보통 사람들에게도 일상생 

활이나 여가활동에서 교통 및 통행에 관련된 질의 

가 빈번해지고， 여기에 GIS-T가 개입할 여지가 늘 

어났다. 

잉 접근성 분석의 기술적 문제와 GIS-T의 지원 

(1) 거리의 측정 

거리는 접근성의 핵심 요소이므로， 정확히 측정 

해야 승F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러 단위구 

역(교통촌)을 기반으로 접근성을 다룰 때에는 먼 

저 각 교통촌을 대표하는 점을 결정해야 대표점 사 

이의 거리 계산01 가능하다. 따라서 교통존의 대표 

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계산된 거리가 다르 

게 마련이다.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흔히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관청(시청， 동사 

무소 등)이 있는 곳을 대표점으로 설정하곤 하지 

만 이는 편의일 뿐이다. 관청이 해당 관할구역의 

변두리에 입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내 중심을 찾는 앨거리듬은 여러 가지가 개 

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GIS에서는 이에 대한 기 

능을 갖추고 있다. 비교적 자주 이용되는 앨거 리듬 

으로는 첫째， 한 지역의 무게 중심의 의미를 지닌 

산술중심점 찾기， 둘째， 역내 각 지점까지의 총운 

송비가 가장 적은 지점을 찾는 이른바 중앙점(p

median) 문제， 셋째， 역내 각 지점으로부터 후보 

중심점까지의 최장거리가가장짧은지점을찾는 

minimax 문제， 그리고 사전에 정한 기준(임계거리 

등)를 적용하는 이른바 requirements 문제의 네 유 

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와 둘째 유형은 가 

장흔히 적용되는룰이며，셋째 유형은대응시간이 

-19-

地理學論훌훌 제43호 (2004.3) 

나쁜 경우를 최소화해야하는 응급 서비스의 경우 

에 주로 적용되며， 넷째 유형은 임계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 

다. 대표점의 설정 문제는다른각도에서 보면중 

심시설의 최적입지점 찾기의 문제와 같은 것으로 

상당 분량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Bach(1981)는 

산술중심점과 중앙점을 비롯해 무려 9가지의 최적 

입지점 선정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김 

광식(1987b)이 이를 자세히 검토한 바 있다. 중심 

시설의 입지 문제는 흔히 최소비용지점 찾기， 즉 

효율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어떤 앨거리듬 

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효율성과 형평성을 

다양하게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효 

율성과 형평성을 두고 대표점 찾기 앨거리듬들을 

평가한글로는 Hodg:없(1978)의 것이 탁월하다. 

일단 단위구역의 대표점이 설정된 다음에는， 단 

위구역 i와 j의 거리 측정에서 시간거리와 비용거 

리는물리적 거리의 계산에 비해 복잡하다. 시간거 

리의 경우， 교통혼잡 구간이 있을 때에는 자료 수 

요가커지는데， 이는통행 OD행렬과통행량및 정 

체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수 

단을 다룰 때에는 대기시간과 환승시간에 대한 자 

료도 있어야 하며， 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과 교통 

로의 혼잡은 하루 중에도 수시로 변하므로 통행 시 

간대 역시 주요 고려 사항의 하나이다. 해결 방안 

으로는 각 시간대별로 나누어 모형을 적용하는 방 

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장거리 통행의 경 

우는 이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 

물리적 거리의 경우 거리 함수의 형태를 무엇으 

로 정하느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선행 연구에 

서 거리에 대한 함수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가 어떤 

접근성 모형을 선정하느냐 보다 더 큰 차이를 가져 

올 수도 있음이 거듭 밝혀졌기 때문이다. 거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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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는 단순 역함수， 벽함수， 지수함수， 가우스 함 

수 퉁 여러 수식이 쓰이며， 지수함수가 가장 빈번하 

게 이용되었다(P∞ler， 1987). 따라서 사용빈도가 

높은 거리 함수들을 골라 GIS-T 분석도구에 포함시 

킬필요가있다. 

(2) 분석단위구역의 디자인 

거리 계산에는 분석단위구역의 설정 문제가 개 

재되어 있다. 행정구역처럼 분석단위가 미리 주어 

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교통촌 사이의 통행 

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폰 

이 가급적 동질성을 띠고 자료통합이 쉽도록 단순 

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GIS-T가 그 디자인 

을 도울 수 있다. 단순한 교통존이란 polygon 안에 

섬 이나 구멍이 없도록 디자인한다는 뭇이다. 교통 

존의 동질성을 부각시키는 데에는 군집분석법과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법을 동원할 수 있다. 교통촌 

의 크기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도 거리 계산에 상당 

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 지역 안에 

서 교통촌의 크기는 균일하지 않다. 대부분의 도시 

와 지역에서 그 중앙부는 개발 역사가 오래고 인구 

와 경제활동 밀도가 높아 행정단위와 교통존의 면 

적이 작은 반면， 개발 역사가 짧은 변두리로 갈수 

록단위구역의 면적이 커지는경향이 었다. 

연구지역을 여러 개의 단위구역으로 나누어 분 

석할 때 봉착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른바 단위구 

역 의 임 의 성 (MAUP , 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문제이다. 이는 단위구역이 임의로 변경 

가능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서 , 단위구역이 자의적 

이면분석 결과도자의적일수밖에 없는한계를지 

닌다(Miller ， 1999b). 현실적으로는 행정구역 이외 

에 입수 가능한 자효로가 없다는 것으로 명분을 삼고 

는 있지만， 엄밀하게는 행정경계도 자의성을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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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GIS를 활용하여 존의 

규모를 잘게 나누거나 아예 래스터로 바꾸어 접근 

하는방법이모색되고는있지만， 이 것은사용가능 

한 자료 여부 등 또 다른 문제들을 수반하게 된다. 

분석단위구역의 임의성 문제는 공간분석에서 마 

치 원죄(原罪)처럼 따라 다니는 문제이다. 따라서 

교통촌보다는 교통망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결절 

접근성을다루는 것이 해법이 아닌가생각된다. 

GIS는 또한 분석단위구역을 가급적 잘게 나누고， 

보간법(補間法， spatial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촌 중심점 사이의 접근성 값을 추정하는데 유력하 

게 활용할 수 있다. 유럽 전역을 lOkm폭의 7만여 

개 지구로 나누어 접근성을 분석한 경우 

(Vickerman 둥， 1999)가 한 사례이다. 포텐셜모형 

을 적용하는 경우， 래스터의 크기를 잘게 설정하는 

것은 자체 포텐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Geertman and van Eck, 1995). 그러나 단위 

구역의 크기를 얼마로 설정해야 가장 바람직한가 

에 대한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 

아 보인다. 자주 쓰이는 보간법들은 대부분의 GIS 

에 내장되어 있어 접근성 값의 보간은 큰 문제가 

되지않는다. 

분석단위구역의 설정 문제와 아울러 전체 연구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지역 내부의 각 지점은 그 위치 자체에 

의해 이미 접근성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 즉 

지 역의 중앙부는 접근성이 좋은 반면， 변두리는 접 

근성이 뒤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연구대상지역이 폐쇄지역이라면 이상적일 터이 

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연구대상지 역은 대부분 

미리주어지기는하지만 연구지역밖으로도지역 

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구지역 변두리에서 

접근성 지수가 왜독되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위치 자체의 문제는 접근성을 변두리 지역의 

개발 문제와 관련지어 분석할 때 특히 중요하다. 

(3) 최단경로 찾기 및 교통망 자료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주요 동향의 하나는 교통 

촌 대신 교통망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측정하자는 

것이었다. 네트워크의 결절간 거리를 측정할 때에 

는 거의 예외없이 최단경로 앨거리듬을 적용하며， 

웬만한 상용 GIS에는 이러한 앨거리듬이 기본적으 

로 갖추어져 있다. 현재 쓰이고 있는 최단경로 앨 

거 리듬은 매우 많으며 , 이들은 네트워크 자료의 저 

장구조， 변과 꼭지점의 검색 방법등에서 다소 차이 

가난다. 

최단경로 앨거리듬은 대체로 추상적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시험， 개발된다. 대부분의 앨거리듬 평가 

는 무작위로 생성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인위적인 네트워크의 연결성은 현실세계의 

그것과 닮지 않았다. 추상적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결절이 서로 연결 가능하지만， 실제 교통망에서는 

일부 결절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연결되는 결절 

들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Zhan 

and Noon(1998)은 최단경로 분석에 많이 쓰이는 

앨거 리듬을 비교하여， Dijkstra 앨거 리듬을 현실 교 

통망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꼽았다. 

교통망에 기반하여 접근성을 파악하려면 교통망 

에 관한 자료를 GIS에 갖추어야하는 것이 필수적 

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Goodchild(1998)는 고 

급 수준의 분석기능이 GIS에서 수용되기 위해서 

교통자료에서 개선되어야 할 여러 가지를 지적하 

였다. 이 가운데 비평면 네트워크(non-planar 

networks, 다른 종류의 교통노선이 서로 엇물리는 

현상을 허용하는 네트워크) , 버스， 선박， 비행기 둥 

이 정해진 노선을 벗어나 운항하게 되었을 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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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off-network travel), 교통망과 노선의 잦은 변경 

등의 문제는 접근성 분석과 긴밀히 연관되는 사안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GIS-T에서 접근성 분 

석기능을 연구할 때에는 이러한 교통자료 개선 문 

제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제약기반 접근성 모형과 GIS-T 

제약기반모형은 3장에서 살핀 다른 접근성 모형 

들과 여러 모로다르다. 이는제약기반모형이 개인 

수준에서 통행 자율성을 강조하여 기동력에 가까 

운 개념을 택하고 있는 반면， 다른 모형들은 장소 

중심의 전통적 접근성 개념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 

이다. 또한 GIS와 관련하여서도 다른 모형들이 주 

로 접근성 면(面， surface)을 어떻게 가시화하느냐 

하는 문제 수준이라면， 제약기반모형에서는 개인 

활동의 시공간 프리즘을 다루어야하는 훨씬 복잡 

한과제를안고있다. 

활동기반 통행 연구와 접근성 분석 에서 GIS-T가 

기 여할 수 있는 점 몇가지를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 

다. 통행연구 자료의 근간이 되는 통행일지(通行 

日誌)의 경우， 사람들이 통행거리와 시간을 실제 

보다 과다하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 GIS-T가 이 

를 바로 잡을 수 있고， 또 GPS 등을 사용하여 자료 

수집 과정의 상당 부분을 대신 할 수도 있다. GIS

T는 또 개인의 활동 일정과 제약 조건들을 감안하 

여 활동 가능한 범위를 계산하는 능력이 있으며， 

자료의 통합과 관리를 가능케 하여 연구자에게 큰 

도웅을준다. 

제약기반모형의 핵심은 접근성 지표로서의 시

공간 프리즘 측정이다. 과거 분석도구의 기능이 취 

약할 때에는통행 속도를균등한 것으로처리할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이 복잡 

한 도시 안에서는 통행 속도는 결코 단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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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선 별로 통과속도가 다르고， 같은 노선 안에 

서도 시간대에 따라 그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Miller(1999a)는 도시에서 실제 통행이 가로망과 

교통노선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 

하여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시-공간 프리즘을 찾는 

앨거리듬을 구상한 바 있다. 이어 Miller and 

Wu(2어0)는 한 걸음 더 나ψ} 혼잡시간이 다양 

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시공간 프리즘을 찾 

는 방안을 시도하고 접근성 지수가 계속 변하는 

과정을 GIS의 애니메이션도구를통해 가시화하는 

것을 향후 도전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분야의 선행 

연구를 종합할 때， 제약기반 접근성 연구와 GIS-T 

를 접목하는 것은 현재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 

계에 있으며， 접근성 분석 자체보다는 복잡한 도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통행을 설명， 가시화하려는 

더 큰 연구과제의 한 부분으로 수행되는 경향이라 

고진단할수있다. 

3) GIS-T의 구성과 프로그래밍 

접근성 모형들을 GIS-T에서 다루는 문제는 연구 

과제가 얼마나 단순 또는 복잡한가에 따라 엇갈린 

다. 단순한 과제에서 상정하는 공간 구조는 GIS 공 

간자료구조와 비교하면 초보적 수준이라 할 수 있 

어(Geertman and van Eck, 1995), 버퍼(buffer)의 

설정， 레이어의 중첩 (overlay)과 같은 기본적인 

GIS 기능들을 써 해결이 가능하다. 또 접근성 지수 

를 계산하는 것도 매크로(macro)언어， 즉 GIS에 

내장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 모률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단순한 함수， 반복 계산， ‘만약 a라면 b 

를수행하라’는 식의 조건 명령 처리 등의 기능을 

웬만한 GIS라면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 

루는 접근성 모형이 정교하여 복잡한 정산과정이 

개재된 경우에는 접근성 정산 모률을 별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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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지역이 도시 내부처럼 

복잡한 경우에는， 도시교통 자료는 표준 GIS 자료 

구조와 다를 수가 있어 실질적으로 내장 기능을 활 

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 

펴본 선행사례연구는 적용하는 접근성 모형 자체 

는 단순하더라도 사례지역의 상황이 복잡하여 연 

구계산 모률을 별도로 만들고， 인터페이스도 새로 

만들거나 연구목적에 알맞게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GIS 소프트웨어로는 

TransC뼈와 ArcGIS (ArcView Network Analyst 

등)가 양대 산맥을 이루며， 전자의 사용 빈도가 더 

높은 편이다. TransC때는 다른 상용 GIS에 비해 

교통망， 통행， 행렬의 정의가 쉽고， 적절한 교통분 

석 앨거리듬이 내장되어 있으며， 필요한 프로그램 

을 작성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었다(Caims ， 1998). 그러나 GIS 소프트웨어가 

고가(高價)이기 때문에 (연구여건을 고루 갖춘 일 

부 전문기관을 제외하면) 주어진 소프트웨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쓰는 상황이지， 연구자의 

취향이나 목적에 따라 골라 쓰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여건을 아닐 것이다.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매 

크로 언어보다는 C++ 둥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언어들이 더 적합 

하다는 견해가 있으나(Mi1ler and Shaw, 2001) , 이 

역시 현실적으로는 GIS에의 접근 가능성이 먼저 

문제가되는실정이기 때문에 어떤프로그래밍 언 

어를 구사하느냐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 

다. 선행연구에서도 매크로 언어에서부터 C++까 

지 다양한 언어가 쓰이고 있었다. 

현재 범용GIS는 기본적인 분석기능만 구비하고 

있다. 잠재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든 분석기능 

을 다 갖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소 



프트웨어의 개발 여부는 시장의 수요가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GIS 안에 새 공간분석기능을 갖추는 

데에는대체로다음과같은세 단계의 방식을생각 

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해당 공간분석기능을 GIS 

안에 완전 통합하는 방식(full integration)으로， 시 

장수요가충분히 성숙해야만가능한방법이다. 이 

보다 통합 정도가 약한 방식으로는 사용자 인터페 

이스와 자료를 표준화핸 방식(close coupling) , 

그리고 통합이 가장 덜한 것으로는 GIS와 공간분 

석 도구가 별개로 존재하는 방식(loose coupling) 

이 있다(Miller and Shaw, 2001). 접근성 분석은 

GIS-T 안에서도 작은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접근성 분석기능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커져서 관 

련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또 이들이 범용 GIS 

안에 완전히 통합되는 날이 금세 오기를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따라서 당분간의 과제는 두 번째 

와 세 번째 입장에서 어떻게하면 사용자들이 접근 

성과 관련된 과제들을 손쉽게 해결하도록 돕느냐 

에모아질것으로본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주요 과제는 GIS를 사용자가 

쓰기 에 알맞도록 손보는 것( customizing)이라고 

간주할수 있다. 이에는 기본 인터페이스를 연구자 

목적 에 알맞게 고치고， 분석 도구를 추가하거나 제 

거하며，특정 인터페이스창을 열거나닫는소극적 

인 단계에서부터 이용자에 필요한 도구를 개발하 

기 위하여 독자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인터 

페이스와 연계하는 적극적 수준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 3)은 GIS-T에서 제약기반모형을 구 

현한 사례 이다(Miller and Wu , 2000). 이 사례는 

크 게 GIS , 인 터 페 이 스 (GUI: graphic user 

interface) , 계산 프로그램(CM: computational 

model)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연구자가 인터페 

이스와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GIS와 연결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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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취하고 있다. GIS는 데이터베이스와 가시 

화 과정을 지원하고， 계산 프로그램은 분석대상지 

역의 교통망을 변환핸 모률과 접근성 지수를 계산 

하는모률로나뉘며， 인터페이스는분석과제를관리 

하는 모률(project Manager Module)을 비롯한 여러 

모률로 구성되어 상기 두 요소를 연결하고 있다. 

TransCAD를 비롯하여 상업용 GIS 전반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소프트혜어들이 사용자에 

게 더 편리하도록(user friendly) 개선되어야 한다 

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Cairns ， 1998). GIS는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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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 접근성 분석을 위한 GI8-T 구성 

출처 : Miller and Wu(2000). p.148. 

주 GUI: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CM: 계산 프로그램(computational model) 

AM ToolKits: 접근성(accessibility measure) 
계산모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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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방대하고 강력하여， 이런 고급 소프트웨어를 

다룰 때 초심자들이 넘어야 할 첫 관분은 어플리케 

이션 세팅 단계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다. 

GIS를 사용하려면 아직도 광범위한 지식과 기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각고 끝에 출시된 GIS 

의 조작방법을 습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분야의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달하므로 새 버전에 대한 연 

습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금세 흐름에서 뒤 처지고 

마는 문제가 있다. 또 대부분의 GIS가 정확도 및 

앨거리듬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없다는 점도 문 

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새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개선을 거듭하고는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하게 해 

결된수준은아니다. 

4) 가시화(可視化) 
GIS의 가시화 기능은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도록 

돕고(visual thinking) 연구성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visual communication)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전자는 탐구적 자료분석 (exploratory data 

analysis) 기능의 핵심으로서， 이용자로하여금자 

료를 탐색하여 패턴을 파악하고， 가설을 도출하며，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 후자， 즉 분석결과를 가시화하는 방법으로는 

종래에는 전통적 지도나 3-D 지.Ðr 주로 쓰여 왔 

지만 점차 더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더 

동적인 방법들이 추구되고 있다. 가시화는 종국적 

으로 시각적 현실감(visual realism)을 강화하는 데 

로 이어지며， 여기에는 사진과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술이 동원될 수 있다. 

접근성 분석결과를 가시화하는 데에는 지역내 

각지점의 접근성을구하여 이를하나의 연속된접 

근성 면(面)으로 표현하는 방법 , 그리고 더 고급 수 

준으로는 접근성 면을 기존 교통망 및 주요 지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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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더 나아가다른분석결과와 어떻게 겹쳐 표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주요 관심 사안이다. 

접근성면을 표현하기 위하여 접근성 지수를 보 

간(補間)하는 일은 어느 GIS나 주요 보간 모델들을 

갖추고 있어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접근성면은 둥치선 및 단채식(段彩式)지 

도 등 전통적 지도화 방식을 쓸 수도 있겠으나， 요 

즈음 GIS에서는 입체시， 회전 등 이용자의 눈에 더 

친숙한 방법으로 묘사하는 것01 가능하다. 

접근성면이 상당히 복잡한 모습을 떨 때에는(대 

부분의 경우가 그러하다) 입체시나 회전 방법으로 

도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 

다. 이런 경우， 연구자가 원하는 부분을 격자의 왜 

곡을 통하여 확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Morrison, 19%). 깨알같은 글자가 적힌 책을 읽을 

때 돋보기를 사용하듯이 , 모니터 에 비춰진 접근성 

면의 일부를확대하여 보는돋보기법(lens)은지도 

제작 분야에서 비교적 널리 시도되고 있는 추세이 

q(Dodge and Kitchin, 2000). 

접근성 지수를 지도화하는 방법 말고도， 접근성 

면을 우회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 각 

지점간의 시간거리를 조사한 다음 이를 다차원척 

도법을 이용하여 새 척도로 바꾸어 지도화하는 방 

법이 그것이며， 일본(Murayama ， 1994)과 한국(허 

우긍， 조성혜， 1997)에서 철도망을 대상으로 시간 

거리 공간을 표현한 사례가 있다. 다차원척도법으 

로 시간거리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일찍이 1960 

년대부터 학계에 소개되었으며， 이제는 SPSS와같 

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쓸모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접근성 지수를 기존 교통망 위에서 어떻게 나타 

내느냐，그리고다른주요지형지물과어떻게 겹쳐 

표현하느냐하는문제는결국 레이어의 중첩，그리 



고 관련 교통자료의 구조 문제로 귀결된다. 이런 

문제는 특히 제약기반모형에서 가장 절실하다. 개 

인의 시-공간 활동경로를 다루어야 하므로 시가지 

의 상세한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접근성 

의 배경이 되는 교통자료는 선형자료라는 특정을 

가지고 있어， 지도디자인 측면에서 그 입장이 독특 

하다. 첫째， 교통로는 단순히 기종점과 노선 정보 

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차량의 주행 방향， 제 

한 속도， 노선의 길이， 특정 등의 정보도 관련되어 

있다. 둘째，교통로를나타내는하나의 선 위에 이 

러한 여러 종류의 현상을 기호로 나타내야 하므로 

지도기호의 자리 배정에 제약이 많다. 셋째， 선과 

점 사상이 겹쳐 표현되기， 여러 속성을 표현하기， 

글자쓰기， 교통노선 정보의 실시간 보정(update) 

등은 다른 주제도에서는 볼 수 없는 문제들이다. 

현재까지 점과 면의 지도디자인 방법은 많이 연 

구되었으나， 선형 사상의 지도학적 의미를 검토하 

고， 더 나은 지도화의 방안을 찾으려는 연구는 매 

우 부족하였다. Kennedy(1999)는 점 사상이 여러 

개일 경우 위치의 중복， 위치의 변위， 적절한 기호， 

색의 사용과 인식， 선의 굵기와 모양 등의 디자인 

방 법 을 검 토 하 였 으 며 , Rugglεs and 

Arrnstrong(1997)은 교통지도의 디자인 문제를 네 

트워크 특성， 표현상의 특성， 지도제작 여건， 질의 

(queries)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물들은 대체로 시론(試論) 단계에 

있고 그 수도 매우 적어， 교통지도의 디자인 문제 

는 앞으로 주요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접근성에 관한 최근의 국내외 연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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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파악하고 교통지리정보시스댐 (GIS-T)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짚어보아， 쟁점과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접근성 모형 의 내 

용과 기술적 문제， GIS-T의 지원기능， 접근성 분석 

과 가시화를 위한 시스템 구성방식 등이 주 고찰 

내용이었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드러난 주요 연구 

동향과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는 접근성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었고， 그 측정 방법으로는 거리， 누적 

기회， 포텐셜(및 중력) , 효용기반， 제약기반 모형 

등이 주로 쓰이고 있었으며， 몇가지 새로운 접근성 

모형도 시도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효용기반모형 

은 접근성을 화폐 단위로 표현할 수 있어 교통투자 

효과를 평가하기에 유리하지만， 모형의 정산에 방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실무자나 일반인들이 모형 

을 이해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는 문제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접근성 모형 가운데 

이해하기가 쉽고 자료 요구량도 적은 단순한 모형 

들이 재조명되는 연구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형태가 단순한 모형들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시 

간지리학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복고되는 

경향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제약기반모형 에 대한 

관심과 연구물의 증가 추세가 그것이다. 제약기반 

모형은 사람들의 통행행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론적 장점이 있지만， 효용기반 모형과 

마찬가지로 그 구조가 복잡하고， 자료의 수요도 크 

다. 또한 이 모형에서는 접근성이 개인의 기동성과 

혼합된 의미로 정의되어 전통적인 장소 중심의 접 

근성 개념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있었다. 

최근 연구물에서는 교통망에 기반하여 결절 접 

근성을 파악하는 것이 하나의 뚜렷한 흐름을 이루 

고 있었다. 종래 지역 또는 교통존 단위로 접근성 

을 다루는 방식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교통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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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연구는 교통혼잡에 의한 시간거 리나 비용 하다. 특히 교통지도의 디자인 문제는 연구가 크게 

거리의 변화를제대로파악할수 있어 교통관련정 미진한것으로드러났다. 

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적합하고， 교통폰을 분석 학문세계는 독창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무언가 

단위로 삼았을 때 그 대표점을 어디로 잡아야 등}는 새로운 상품을 학문시장에 내놓아야 한다는 관념 

가 하는 방법론상의 문제도 해소되는 장점을 지니 이 지배하여 새 모형과 분석법 개발에 치중하는 반 

고 있다. 네트워크에 기반한 접근성은 ‘쓸모있는’ 면 기존 모형과 분석 도구에 대한 정밀한 평가는 

접근성 지표의 개발 필요에 부웅할 것으로 기대한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수없이 많 

다. 특히 GIS의 등장으로 복잡하고 방대한 교통망 은 접근성 모형과 분석법， GIS 분석도구들을 볼 수 

을 다루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있었다. 모형들을 정리하고 분석법을 가다듬어 실 

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본다. 용화를 꾀하는 일도 새 모형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 

선행연구에서 GIS-T를 활용하는 것은 대세였다. 게 존중되는 분위기가 생겨나기를 기대해본다 

GIS에 어떤공간분석기능을갖추느냐의 여부는시 

장의 수요에 달려있다. 잠재적인 이용자를 대상으 

로 모든 분석기능을 다 갖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GIS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접근성 분석기능은 작 

은 분야에 불과하여 상용 GIS에 통합되지 못한 수 

준에 있으며， 앞으로도 완전통합은 기대하기 어려 

운 것으로 본다. 대부분의 사례연구들은 접근성 분 

석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고， 연구목적에 알맞도 

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느슨한 통합수준을유지한채，연구자들이 

GIS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user friendly)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종래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를 이용하던 데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옮겨 

가는 것도 뚜렷한 변화추세의 하나이므로， 

desktop GIS를 누구나 손쉽게 쓰도록 만드는 것도 

앞으로의과제이다. 

교통망에 기반하여 접근성을 다루는 연구동향은 

GIS-T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료 모텔에서는 

여러 특수 교통망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고， 분 

석과정에서는 네트워크 앨거리듬 등 분석기능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가시화 부분에 

서는 선형사상의 지도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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