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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내에서는 그동안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하면서 도로망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을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채택하여 왔다. 국가의 간선도로망 

확충을 계획할 때에는 기존 도로 네트워크를 지역간 접근성 측면에서 먼저 정확히 

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역간 접근성을 평가할 경우에는 실제 도로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통행패턴을 반영하여 한 지역에서 통행량이 많은 지역까지의 

네트워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네트워크 사용자들의 통행패턴을 반영한 지역간 도로 

네트워크(Interregional Road Network)의 접근성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국내의 

현재 및 장래 도로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요가중 접근성(Demand-weighted Accessibility)을 기반으로 하는 모형을 구축

하고 이를 Nguyen and Dupuis가 제시한 예제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모형을 검증

한 후 실제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지역간 도로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접근성이 거리에 따라 구성되는 접근성 공간

분포(Spatial Distribution)를 산출하고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접근성 

개선이 광역적 또는 국지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지역간 도로네트워크의 수요가중 접근성과 공간분포 결과는 

기존 도로 네트워크를 접근성 측면에서 정확히 평가하고 향후 도로망 확충계획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접근성, 수요가중, 공간분포, 간선도로망, 지역간 도로, 도로네트워크, 

통행패턴

학  번: 2005-2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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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 국가의 도로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왔다. 도로

는 사람과 물류를 이동시키는 시킴과 동시에 토지와 시설에 접근시키는 막중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투자 패러다임과 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국내의 경우 2000년 대 이전의 도로 네트워크 투자 정책

은 성장 및 효율성을 지향하였으며 정부주도 균형발전이라는 투자패러다임 아래 

전국 간선 도로망과 지역 간 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혼잡을 타개하는데 시설확충

의 목적을 두었다. 2000년대에는 분권화 및 지방화를 통한 역동적 균형발전이라

는 투자패러다임 아래 간선교통축으로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

다. 이후 2010년대 이후 새 정부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교통체계 선

진화’를 선택하고 간선․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물류․교통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교통체계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연대 국가 성장 패러다임 도로네트워크 확충목적

1980년대
성장을 통한 재분배,

총량성장이론
산업화, 경제부흥

1990년대 정부주도 균형발전 혼잡구간 타개

2000년대
분권화 및 지방화를 통한 

균형발전
고속간선 교통망 구축

2010년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교통체계 선진화

자료출처 : 정일호 외(2013) 수정인용

<표 1-1> 도로 네트워크 국가 정책 기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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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도로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 투자패러다임과 정책이 변하는 시

점에서도 정부에서는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하면서 도로 네트워크 연계성 강화

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을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채택하여 왔다. 이를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6조1에 따라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을 5년 단위로 

실천하기 위한 연동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1～2015)에서는 국토 간선도로망 계획(7×9)을 기반으로 수도권 교통 혼

잡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7×4+3R)을 통합한 교통축 정립 중장기 

투자계획을 재정비하여 간선도로망의 연계성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가의 간선도로망 확충을 계획할 때에는 기존 도로 네트워크를 지

역간 접근성 측면에서 먼저 정확히 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역간 접

근성을 평가할 경우에는 실제 도로네트워크 사용자들의 통행패턴을 반영하여 한 

지역에서 통행량이 많은 지역까지의 네트워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간 접근성을 평가 시에는 접근성 모형의 유인력

(Attraction)에서 지역별 경제활동에 기반한 절대 발생량(인구, 종사자수, 통

행량)을 사용하여 경제활동이 왕성한 대도시의 접근성은 과다평가 되는 한편, 

통행빈도가 높은 네트워크에 대한 평가 및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네트워크 사용자들의 통행패턴을 반영한 지역간 

도로네트워크(Interregional Road Network)의 접근성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국내의 현재 및 장래 도로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요가중 접근성(Demand-weighted Accessibility)을 기반으로 

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Nguyen and Dupuis가 제시한 예제 네트워크에서 

검증한 후 실제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지역간 도로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평가하였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6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 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함  



- 3 -

또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교통 인프라의 신규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크게 경

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만을 종합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하

였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편익을 추정한 후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

적 분석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편익-비용 분석 틀 속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을 포함하며 

지역낙후도 평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교통 네트워크 

투자 시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을 고려하면서 전체 네트워크의 접근성 개선 정도

는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증된 모형을 통해 KTDB에서 제시한 기준연도(2010

년도) 국내의 접근성 상위 20지역 및 하위 20지역을 산출하고 이들의 네트워크 

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래연도(2015년도, 2020년도)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교

통 네트워크 투자 시 전체 접근성 개선 정도를 분석하고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중심

으로 신설 네트워크가 전국 네트워크의 접근성 개선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파악하

였다. 이를 통해 도로 네트워크 신규 투자 고려 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이

외에도 접근성 개선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접근성이 거리에 따라 구성되는 접근

성 공간분포(Spatial Distribution)를 산출하고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접근성 개선이 광역적 또는 국지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접근성의 70%를 구성하는 값인 β-α를 

사용하는 경우 접근성 하위 20지역 중 국지적 개선가능지역은 고흥군, 진도군, 

양산시, 김포시, 완도군, 창원시로 나타났고 광역적 개선가능지역은 평창군, 

인제군, 울진군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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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도로네트워크의 접근성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요가중 접근성 분석 방

법론을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재 및 장래 국내 도로 네트워크에 적용하고, 

각 지역별 접근성 및 공간분포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네트워크 평가와 접근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성 및 연구방향을 제

시하였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할 모형을 구축하였다. 지역간 도로 네트워크의 

수요가중 접근성(Demand-weighted Accessibility)을 기반으로 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Nguyen and Dupuis가 제시한 예제 네트워크에 적용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모형을 검증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을 통해 KTDB에서 제시한 기준연도

(2010년도)와 장래연도(2015년도, 2020년도)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도로 네트

워크 투자 시 전체 접근성 개선 정도를 분석하고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신설 네트워크가 전국 네트워크의 접근성 개선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의 접근성이 거리에 따라 구성되는 접근성 공간분포(Spatial 

Distribution)를 산출하고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접근성 개선이 광역적 

또는 국지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

가적으로 필요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 및 내용은 다음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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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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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고찰

2.1 개요

본 연구에서는 도로네트워크 사용자들의 통행패턴을 반영한 지역간 도로네

트워크(Interregional Road Network)의 접근성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국내의 

현재 및 장래 도로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모형을 통해 기존의 지역간 도로 네트워크 투자효과를 평

가하고 향후 교통시설 투자사업을 결정시 활용할 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평가모형을 구축하기에 앞서 기존의 네트워크 평가 및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기존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먼저 네트워크 평가의 경우 2000년 이후 실제 네트워크를 평가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를 고찰하였다. 네트워크 평가는 광대한 부분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연구되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요 검토내용은 평가항목, 지역구분 

(지역내 ․ 지역외), 수단구분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으로 접근성의 경우 본 

연구의 모형 구축을 위해 접근성의 정의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한 후 선행

연구들을 형태적 모형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 모형 변수, 수단, 통행

목적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장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성 및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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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네트워크 평가

David, S. and Tim, L.(2002)는 미국 75개 도심부 도로네트워크의 평가를 

위하여 과거 19년(1982~2000) 동안 수집된 자료를 통해 도심부 교통 혼잡 

변화추이와 이동성을 평가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이동성 평가를 위하여 통행시

간 지표(TTI, Travel Time Index), 혼잡비용(Cost of Congestion), 혼잡변

화(Charge in Congestion), 혼잡비율(Percent of Congestion) 등을 고려하였

다. 미국 75개 도시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별 TTI를 분석결과 인구 

3백만 이상의 대도시(Vlg, Very large urban areas)는 1.53, 인구 50만 이하

의 소도시(Sml, Small urban areas)는 1.11의 값이 도출되어 대도시 일수록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남건(2002)은 국내에서 형성된 고속도로로 인해 어떠한 도시가 수혜를 

많이 보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지리적 입지로 나타낸 공간적 접근도와 각 도시의 

사업체 종사자 수를 반영한 경제적 접근도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간선

도로망 체계하에서 지리적인 입지가 가장 좋은 도시는 천안, 오산, 청주 등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접근도가 가장 좋은 도시는 수도권의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에 의한 수혜는 지방도시보다는 오히려 대도시와 수도권의 

도시들이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청원 외(2003)는 서울시 도로 네트워크의 이동성을 평가하고자 통행시간

지표(TTI), Circuity Index (CI), Two-fluid Model 등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TTI를 적용 시 미국 주요도시 분석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며 도로 

교통사업 전후 분석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I를 적용하는 경우 

각 자치구별 총 도로연장 및 도로 교통망 자체의 다른 특성이 이동성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Two-fluid Model를 적용하는 경우 지역간 비교와 더불어 강설과 

폭우와 같은 기상여건으로 인한 교통망 운영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 -

노현수 외(2005)는 도로 네트워크의 복합 대중교통망에 대한 이동성 모형을 

지점 대 지점에서 지역간 범위로 확대하여, 대중교통 승객의 접근시간, 주행시간, 

환승시간을 고려한 대중교통 이동성 모형을 제안하였다. 대중교통 이동성 평가

를 위하여 이동성을 도보 수단까지 포함하였으며, 비교 대안수단은 대중교통의 

경쟁수단인 개인교통수단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도로네트워크에서 

양호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 지역을 산출할 수 있었다.

신성일 외(2005)는 서울시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평가하고자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enter for Transportation Research(2000)가 

제시한 접근성 지표를 바탕으로 도시내 다양한 통행패턴을 분석하였고 

Rebecca & Anthony(2002)가 제시한 MAG(Modal Accessibility Gap)지표를 

적용하여 2002년 서울시 교통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MAG 지표는 

-1.0~1.0 사이의 값을 가지며 1.0에 가까울수록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의

미하는데 2002년 기준 서울시 모든 지역이 음수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전 지역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승용차로 접근하기 좋은 교통

시스템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찬성(2006)은 국내 도로망 네트워크를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구분하여 평

가하였다. 접근성의 경우 도로와 철도를 모두 고려하였으며 도로는 자유교통류 

상태의 통행시간을, 철도는 대중교통 통행배정을 통한 통행시간을 사용하였으

며 이동성의 경우 도로에 한정하여 k개 최단경로를 찾기 위한 자유교통류 상태

의 통행시간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장래 국가기간 교통망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내 교통인프라 공급측면의 공간접근도(Space Accessibility)와 

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경제접근도(Economic Accessibility)의 불균형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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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현(2011)은 새로운 교통투자 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대중교통 네트

워크 체계와의 연계․환승의 결과로 발생하는 접근성 상승효과를 분석하기 위하

여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사회연결망 이론(Social Network 

Theory)의 인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2) 모형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연계․환승으로 인한 접근성의 상승효과를 표현하고 접근성 측면의 대중교통 투

자평가사업간 투자우선순위 및 최적 노선개수를 결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접근

성 평가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구축된 모형을 통해 Base Network 대비 추가

되는 투자평가사업으로 인한 접근성 상승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접근

성 상승효과 파라미터를 제시하였다. 

박시현 외(2012)은 국내 수도권 가구통행조사 자료(2006)를 활용하여 사회

네트 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서울시 구(區)간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산출하였다. 

네트워크 중심성 산출을 위해 연결정도 중심성(degree-centrality3)과 위계 중

심성(closeness-centrality4)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직접적인 통행에 따른 연

결정도 중심성 분석에서 연결된 상대방의 중심성의 영향력까지 고려하여 결절점

들 간의 관계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위계 중심성 분석의 중요성까지 확인되었다. 

2) 네트워크 중심성을 산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는 Degree centrality, Betwee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Straightness centrality, Information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등이 있으며, 이 중 인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는 특정 노드가 

다른 모든 노드들과 최단경로를 따라서 얼마나 가까운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임

3) 연결정도 중심성(degree-centrality)은 연결된 결점수를 의미하는 연결 정도(degree)를 통해 

결절점의 연결 중심성을 측정하는데, 이는 많은 연결을 지닌 결절점이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함

4) 위계 중심성(closeness-centrality)은 연결 수를 중시하는 연결정도 중심성과 달리, 연결된 

상대방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이는 직․간접 연결성을 포함하여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상대 결절점의 중심성을 고려하여 중심성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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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접근성 평가

접근성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매우 길지만 본격적으로 교통 및 토지이용분야

에서 이에 대한 관계를 정립하고자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59년 

Hansen이 “How Accessibility Shapes Lands Use"라는 논문을 통해 교통 및 

토지이용분야의 상호작용효과 측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 때로 받아 들여 진다. 

당시 Hasen은 접근성을‘상호작용을 위한 잠재적 기회’(potential of 

opportunities for interaction)로 정의한 바 있다.

그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각도로 접근성이 연구되어 왔고, 교통 

및 토지이용분야에서는‘도달하기 쉬움(ease of reaching)'의 의미로 이해되었

으나, 사용되는 의미는 다양하다. 접근성의 적용분야는 교통공학, 교통계획, 교

통지리 분야 등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다른 개념과 측정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연구자는 시설이나 서비스 제공의 특성에 따라 각 경우에 적합한 접근도 측정치

를 이용해야 한다. (김광식, 1987)

그러나 접근성 모형을 구성할 때에는‘도달하기 쉬움’의 의미만으로 파악

하기 보다는 토지이용 및 통행수요(혹은 통행목적)을 고려해야 한다.‘접근성

이 좋다’는 의미는 단순히 분석지역에서 타지역으로의 물리적인 통행시간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이면에는 도착지역의 목적활동별 통행유인원

인(통행목적이 되는 것으로 업무단지, 쇼핑단지 혹은 학원단지 등과 같은 서비

스를 제공하거나 통행의 원인 활동을 하는 장소)에 대한 통행자들의 필요욕구 

혹은 수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성일 외, 2005)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교통공학과 교통공학 분야에서 접근성이란 일반

적으로 어느 지점에 위치한‘어느 지점에 위치한 개인이 특별한 활동이나 집단

적인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표현할 수 있다. (Jone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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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지표의 모형에 관련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며 각 연

구들에서 접근성 모형은 구성하는데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는 

저항(Impedance)과 유인력(Attraction)이다. 저항(Impedance)은 교통시스템

의 이용 편리성을 반영하는 속성으로 접근성 지표 자체만으로 볼 때는 접근성을 

제동하는 역할을 한다. 저항은 보통 통행시간의 역수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저항을 표현하는 변수로 통행시간 이외에도 통행거리 및 통행시간과 통행비용

을 고려한 composit impedance 행태도 제시되고 있다. 유인력(Attraction)은 

분석지역의 토지이용정도를 나타내는 속성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통행자들의 

통행목적별 수요 및 잠재적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목적지 특성과 관련된다. 

유인력의 변수로는 보통 인구나 종사자 수, 건물 면적 등이 사용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각 연구자들은 이러한 접근성 지표의 두 가지 속성을 기본적으로 고려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성을 측정하였다. (신성일, 2005)

미국 Texas at Austin 대학교 CTR (Center for Transportation 

Research)에서 분류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접근성 지표의 모형들을 

분류해 보면 접근성 지표는 총 5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공간 배분 (Spatial Separation)으로 그래프 이론(Graph Theroy)이

라고도 한다. 공간배분형태는 한 존에서 통행할 수 있는 모든 존까지의 통행시

간을 가중 평균한 것으로 오직 거리만을 고려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유인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토지 이용을 고려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남건

(2002)은 유인력으로 각 존의 사업체 종사자의 수를, 김찬성(2006)은 각 존의 

도착 승객수를 고려한 바 있다. 

두 번째는 중력모형(Gravity Measure) 형태로 거리가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기

회들의 편익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일반적인 형태는 유인력과 거리의 함수로 표현

되는데 중력모형형태에서 중요한 요소는 존의 유인력 특성, 존간 통행저항 변수, 

통행저항 함수 형태이며, 많은 연구자들이 통행저항 함수 형태에 대한 연구를 



- 13 -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함수로 Gaussian 함수와 exponential 함수를 들 수 있다. 

중력모형형태의 접근성을 이용하여 연구자들은 의료시설, 편의점, 철도역, 쇼핑, 직

장 등 특정 목적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하였으며, 새로운 수단의 설치로 인한 

접근성의 변화와 같은 교통수단의 변화로 인한 접근성의 변화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는 누적 기회(Cumulative Opportunity) 형태이다. 누적 기회모형에

서는 접근성을 한정된 통행시간(통행거리)동안 해당지역에서 가능한 기회의 수

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형태를 가진 지표들은 보통 통행시간이나 거리 종점을 

정의한 후 공간적인 단위에 대한 접근성을 두 종점 간 잠재적 활동의 수로 계산

한다. 이 지표의 형태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파라미터를 특성화하여 다양한 연

구 목적에 응용하였다. 하지만 위 모형의 경우 형태적 접근방식이 아니며 거리

에 상관없이 유인력을 동일시하는 단점이 있다. 

네 번째는 최대효용이론지표 (Maximum Utility Measure)형태이다. 이는 

개인의 서로 다른 통행선택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효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통행

자들이 목적지까지 통행하는데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통행경로 등에 관련 대안 

중 최대의 효용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위 모형의 특징

은 개인의 통행특성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개개인의 통행 형태를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한 데이터의 수가 많고 관측 행태만을 반영하는 모

형상의 단점이 있다.

다섯 번째는 시간-공간 지표(Time-Space measure) 형태로 최근 GIS 기

술의 발전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시간-공간 지표의 일반적인 형태는 

공간적 접근성 지표에 시간제약을 고려한 것으로 사람들이 제한된 시간을 가진

다는 가정을 하여 모형을 구성하고 있다. 위 모형의 경우 연쇄통행에 대한 평가

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Bhat et al. 2000; 신성일, 2005 재인용) 각 모형의 일반적인 형

태는 다음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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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모형

Spatial

Separation   





 : 존i의 접근성

: 존간 거리

b: parameter

Gravity

Measures
  









: j존의 유인력

: 존간 통행시간

a: parameter

Cumulative

Opportunity
  





 : 존i의 접근성

 : t 시간동안 갈 수 

있는 지역의 유인력

Maximum Utility

Measure
    max  

 : 존i의 접근성

  :효용함수

자료출처 : Bhat et al.(2000) 수정인용

<표 2-1> 접근성 모형의 형태적 분류 

위와 같이 접근성 모형을 형태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국내의 지역간 도로네

트워크의 접근성을 평가한 사례는 첫 번째 형태인 Spatial Separation 형태를 

사용한 조남건(2002), 김찬성(2006)의 연구가 있다. 이에 Spatial Separation

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Spatial Separation의 기존

연구를 변수와 수단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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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변 수 수 단 통행

목적시간 거리 기타 auto transit 기타

Savigear (1967) ∨

Ingram (1971) ∨

Leake (1971) ∨ ∨ ∨ ∨ work

Muraco (1972) ∨ ∨

Kirby (1976) ∨

Guy (1983) ∨ Shopping

Allen (1993) ∨

조남건 (2003) ∨ ∨

김찬성 (2006) ∨ ∨ ∨

자료출처 : Bhat et al.(2010) 수정인용

<표 2-2> 접근성 지표의 형태적 모형 분류 

Ingram(1971, Pooler재인용)은 접근도를 출발지 i에서 모든 다른 지점 j까

지의 공간적 격리성의 크기를 합으로 나타내었다. (식 2.1)

   
   ≠ 



 i=1, 2, ..., n               (식 2.1)

 (식1)에 의하면, 다른 지점 j 들이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중앙에 위치한 곳이 변두리보다 낮은 값을 갖게 d된다. 

Guy(1983) 는 접근성을 기회의 크기와 Euclidean 거리로 적용하여 평가 

(식 2.2)하였는데 Gaussian 형태로도 다음 (식 2.3)과 같이 제시하였다.

  



                 (식 2.2) 

  


exp



 









      (식 2.3)

여기서, 는 j 지역에서의 기회의 크기

       는 집 i와 기회 j 지역 사이의 Euclidean 거리, b는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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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 et al.(1993)은 접근도의 개념에 평균개념을 적용하였다. 위 연구에서

는 (식 2.1)의  의 일반화를 제안하여 평균개념으로서 공간간격(거리)을 적용

하였다.  와  ′는 어느 주어진 지점 i와 j들의 관측된 평균 공간적 간격을 나

타낸다. 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 2.4)을 총 접근도 측정 일반식

(normalized integral access measure)이라고 하였다.

 ′  




   ≠ 



   i=1, 2, ..., n                       (식 2.4)

또한 해당 지역의 범위에서 그 지점의 접근도 모형을 종합하는 새로운 접근

도 지수를 개발하여 새로운 접근성 모형을 제안하였다.

  



  



 ′  



  




   ≠ 



                         (식 2.5)

여기서, n은 도시 수,

       는 공간적 간격

새로 제안한 이러한 접근도 모형은 해당지역의 입지에 대해 가중치 없이 격

리된 공간거리의 평균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통행시간의 누적으로 산출하게 된

다. 따라서 이 접근도 모형의 값이 클수록 접근성은 나쁘고 작을수록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나타낸다.

조남건(2002)은 Allen et al.(1993)이 제안한 평균개념의 접근도(식 2.5)

을 이용하여 공간적 접근도를 산출(식 2.6)하였으나,  지리적인 입지가 좋은 도

시가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나오고, 도시간 경제적 활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국내 1980년, 1990년, 2000

년에 79개 도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지표로 (식 2.6)에  사업체 종사자수를 

반영하여 두 도시간의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고 하고, 경제적 접근도

라 정의하였다. (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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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접근도      



  




   ≠ 



                   (식 2.6)

경제적 접근도      
 
















               (식 2.7)

여기서, n은 도시 수, 

         : i도시의 사업체 종사자 수, 

        : j도시의 사업체 종사자 수, 

        : i와 j간의 통행시간  

김찬성(2006)은 (식 2.7)의 접근도에서 사업체 종사자 수 대신 각 존의 도

착 승객수를 고려하였다. (식 2.8)

 경제적 접근도      

 















   (식 2.8)

여기서, n은 존의 수, 

       : i존의 도착승객 수, 

       : j존의 도착승객 수, 

       : i와 j간의 통행시간  

위 연구에서 공간적 접근도가 높은 상위 10개 도시는 대전과 그 주변 지역 

도시들인 것으로, 하위 10개 도시는 전남의 일부지역, 강원도의 일부지역 도시들

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접근도는 공간적 접근도의 분포와 다르게 나타났는데 

국내 경제활동 중심축인 5대 광역권을 중심으로 큰 값을 형성하고 있어 수도권, 

대전권, 부산권, 대구권 그리고 광주권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10개 도시는 전남의 일부지역과 경남의 일부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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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사점 및 연구방향

접근성에 관련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활발하게 연구되

어 왔으며, 정책적으로는 기존 네트워크의 투자평가와 새로운 네트워크의 효과

평가에 활용되어 왔다. 접근성 모형은  연구 분야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수정․
변형되어 공간배분모형(Spatial Separation), 중력모형(Gravity Measures), 

누적기회모형(Cumulative Opportunity), 최대효용모형(Maximum Utility 

Measures)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접근성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저항(Impedance)과 유인력

(Attraction)으로 저항은 교통시스템의 이용 편리성을 반영하고 유인력은 분석

지역의 토지이용정도를 나타낸다. 접근성 모형에서 유인력에서 토지이용을 고

려하지 않으면 접근성의 일반적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Bhat et al. 2000)

따라서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접근성의 정의에 맞는 모형

구축을 위해 설명력 높은 저항과 유인력을 채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

으며, 유인력 미 고려시 도시간 경제적 활동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하여 사업체의 종사자 수 (Rietveld and Bruinsma, 1998), (조남건, 

2002)또는 존 도착 승객 수(김찬성, 2006)을 반영한 연구들이 있었다.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성 모형의 유인력에

서 지역별 절대발생량(인구, 종사자수, 통행량)을 반영한 결과 경제활동이 왕성

한 대도시의 접근성이 과다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 지역의 접근성을 평가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실제 도로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통행패턴을 반영하여 한 

지역에서 통행량이 많은 지역까지의 네트워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한 후 실제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데, 지역별 

절대발생량만을 반영하면 대도시 위주로 접근성이 높게 산출되면서 도로 네트

워크 사용자들의 통행패턴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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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접근성 모형의 저항에서 통행시간 사용 시 자유교통류 상태의 통행시간 

(free-flow travel time)을 사용하여 최단경로의 네트워크 위주로 평가되는 경

향이 있었다. 한 지역의 접근성을 평가할 때에는 다른 지역까지 이용가능한 모

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데, 통행시간 산출을 위한 

통행배정 시 기본전제는 교통수요와 네트워크 공급 간의 균형(equilibrium)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교통류 상태의 통행시간을 사용하면 지역간 네트

워크의 최단경로만 평가되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지역간 도로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평가하면서 지역간 및 지역내 통행

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KTDB에서 제공하는 전국 지역간 존 체

계는 시․군․구 단위의 251개 존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간 접근성을 평가할 

경우 기존의 존체계를 그대로 쓰게 되면 동일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여러 존으로 분할되게 되고 통행배정 시 구 단위의 내부통

행이 전체 발생 통행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도시의 지역간 접근성이 

왜곡되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

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첫 번째로는 접근성 모형의 유인력에서 

지역별 절대 발생량인 통행발생량 대신 통행비율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경우 

경제활동이 왕성한 대도시의 접근성이 과다 평가되는 한계를 개선하고 해당 지

역 실제 도로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통행패턴을 반영할 수 있다. 즉, 동일한 통행

발생량과 통행거리를 가진 지역 이라하더라도 실제 통행이 많은 네트워크의 효

율이 좋을수록 가중치를 부여하는 수요가중(Demand-weighted) 기법을 적용

함으로써 지역간 접근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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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접근성 모형의 저항에서 통행시간 사용 시 자유교통류 상태의 

통행시간(free-flow travel time)이 아닌 첨두시 통행시간(peak travel time)

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경우 기존 연구에서 최단경로의 네트워크 위주로 평가

되는 한계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까지 이용가능한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평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장래 사업으로 인한 효과 측정에도 활용가

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를 들면 혼잡이 심한 두 지역의 혼잡완화를 위해 지

역간 도로를 신설하는데 이 도로가 최단경로를 단축시키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

면 자유교통류 통행시간을 변수로 하는 접근성 모형에서는 이 도로의 개선효과

를 측정하기 어렵지만 첨두시 통행시간을 변수로 하는 접근성 모형에서는 이 도

로의 개선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로는 지역간 도로 네트워크의 접근성 평가 시 기존의 교통 분석존 단

위로 구분한 분석이 아닌 동일생활권 단위의 분석을 하고자 한다. 현재 KTDB

에서 제공하는 전국 지역간 존 체계는 시․군․구 단위의 251개 존체계로 구성되

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일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대도시 및 일부 지방도시

를 하나의 존으로 통합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 경우 구 단위의 내부통행이 

전체 발생 통행량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간 도로 네트워

크의 접근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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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모형 구축 및 검증

3.1 개요

본 연구에서는 도로네트워크 사용자들의 통행패턴을 반영한 지역간 도로네트

워크(Interregional Road Network)의 접근성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국내의 현재 

및 장래 도로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 지역간 접근성은‘한 지역에서 다른 모든 지역까지의 네트워크 이용자의 

통행패턴을 고려한 도달하기 쉬운 정도’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간 접근성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역간 도로 네트워크의 수요가중 접근

성(Demand-weighted Accessibility)을 기반으로 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전제하도록 한다. 첫째, 모형

의 저항(Impedance)으로는 평균통행시간을 사용하도록 한다. 선행연구고찰에

서 전술한 바와 같이 모형의 저항은 통행시간 외에도 통행거리를 사용하는 방안

이 꾸준히 연구되어 왔지만 네트워크 사용자에‘도달하기 쉬운 정도’에 대해 

보다 설명력 있는 변수는 통행시간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통행시간에서는 peak시 통행시간을 사용하도록 한다. 선행연구고찰에

서 전술한 바와 같이 자유교통류 통행시간을 변수로 하는 접근성 모형에서는 지

역간 경로 중 최단경로 네트워크만 평가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함으로

서 향후 신설되는 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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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적용 알고리즘 선택

3.2.1 Link-based shortest path algorithm: LSPA5 

링크비용만을 이용해 최단경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는 Pott & Oliver 

(1972)에 의해 처음 개념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들은 노드를 기반으로 한 경로

탐색 대신에 링크의 순차성만을 고려해 경로를 탐색할 경우 회전벌점문제가 쉽

게 해결된다고 설명하였다.

노정현 외(1995)는 Pott & Oliver 와 동일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최단경로 

알고리즘을 구성하여 회전벌점이 존재하는 교통망에서의 효율적인 경로탐색문

제를 설명한 바 있으며, 김현명․임용택(1999)은 링크기반 최단경로기법을 이용

해 복수 수단의 환승을 고려한 최단경로탐색방법을 제시하였다. 링크기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의 최적조건은 (식 3.1) 과 같다.

        ≤ ∀∈ 

(식 3.1)

여기서,

  : 링크 (o, i)의 link-end cost, 즉 기점(origin)에서 링크 (o,i)의 

종점노드 i 까지 도착하는 데 필요한 최소도착비용

    :  링크 (o, i)에서 링크(i, j) 로 진행하는 경로에 대한 

회전벌점

: 링크 (i, j)의 통행비용

최적경로탐색이 링크기반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알고리즘에서 전 노드

를 기억하는 대신, 링크기반에서는 전 링크(PL)를 기억하게 된다. 즉, 링크 

(i,j)의 전 링크는 (식 3.2)과 같이 저장된다.

                                               (식 3.2) 

5) 임강원․ 임용택, 교통망 분석론(2003) 수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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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과 (식 3.2)을 가지고 링크기반 최단경로 알고리즘을 단계별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R은 표지된 링크집합이며, 는 표지되지 않은 링

크집합이다. 또 O는 기점과 연결된 모든 노드의 집합을 나타낸다.

[1단계] Label the link(h, i), connecting origin node h with node  ∈

       Enter link (h, i) into set R, i.e. R=   

       Set LEC (h, i)= LC(h, i) and LEC(h, j)=∞ ∀ ≠ 

       PL (h, i) = ∅

[2단계] Find an unlabelled link

       If        ≤ 

       Then             

       PL(j, k)= link (i, j)

[3단계] Label the link (i, j)

       Add the link (i, j) to the set R, and delete it from the set    

[4단계] If =∅ stop, otherwise go to [2단계]

위 링크기반 알고리즘의 장점은 쉽게 프로그램화할 수 있으며, 회전제약이 있

는 경우에도 이를 쉽게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알고리즘은 전통적인 

수형망 알고리즘과 매우 유사해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존 수형망 알고리

즘을 약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수형망 알고리즘과의 차이는 단지 노

드를 기반으로 최단경로를 찾지 않고 링크를 기반으로 찾는다는 점뿐이다.

최단경로를 찾기까지 소요되는 계산(computing)시간은 주로 교통망의 구조

(topology)에 의존한다. 소요시간은 주로 교통망의 구조(topology)에 의존한

다. 소요시간은 문제의 크기, 즉 분석교통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문

제의 크기가 커지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최단경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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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n이라는 파라미터를 갖는 O(n)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는데, O(n)은 

문제를 풀기 위한 최대소요시간(maximum time requirement)을 의미하며, 알

고리즘의 복잡성(complexity)을 나타낸다. <표 3-1>은 세 가지 알고리즘에 대

한 탐색시간을 비교하였다.

노드 수 n
수형망 덩굴망 링크기반

         

10   ×

100   ×

1000   ×

<표 3-1> 최단경로 탐색시간 비교 

값을 통하여 링크기반 알고리즘과 다른 알고리즘을 비교할 수 있다. 수

형망의 알고리즘의 경우  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이때 n은 노드 수를 나

타낸다. 덩굴망 알고리즘의 경우  의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만약 대상교통

망이 n개의 노드와 개의 링크로 구성된 양방향 격자형(bidirectional 

rectangular) 구조라면, 노드 n 과 링크 은     과 같은 관계가 있다. 

링크기반 알고리즘의 경우, 노드기반이 아닌 링크를 기반으로 최단경로를 찾기 

때문에  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수형망 알고리즘보다는 크고 덩굴망 알

고리즘 보다는 작다. 따라서 노드 수에 따라 최단경로 탐색시간은 링크기반 알

고리즘이 수형망 알고리즘 보다는 크고 덩굴망 알고리즘보다는 작은 값을 나타

내고 있어 링크기반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들에 비해 효율성 면에서 큰 차이

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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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Frank-Wolfe Algorithm6

Frank-Wolfe Algorithm은 본래 제약식이 1차식이며 목적함수가 2차식으로 

구성된 목적함수의 수리계획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로서 Convex combination 

algorithm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Frank-Wolfe Algorithm은 교통망

(transportation network)에서 균형 교통량을 결정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

다. Frank-Wolfe Algorithm은 가능한 방향 탐색법(feasible direction 

method)의 일반적인 절차와 달리 이동 크기(move size)의 최대한도로써의 경

계(bounding)를 결정함에 있어 알고리즘 내부의 별도 단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 이동 크기의 경계(bounding)는 하락방향 선택과 함께 자동으로 결정되는데 

Frank-Wolfe Algorithm의 방향선택 단계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가능한 방향 탐색법(feasible direction method)의 일반적인 순서 논리

를 이용하여 설명된다. 둘째는 선형 근사법(linear approximation method)으로써 

설명된다.

이제, Frank-Wolfe Algorithm의 방향찾기 단계를 살펴보기 위해, convex 

문제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min   (식 3.3.a)

제약조건식




 ≥   ∀∈ (식 3.3.b)

이제 n 번째 단계에서 현재 해가 이라고 가정하자. 대부분의 가능한 방향 탐

색법(feasible direction method)은 하락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의 부근에서 목

적함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다. 결과적으로 하락 방향은 기울기(gradient) 

반대 방향이나 국부적으로 steepest feasible descent 방향에 기초한다.

6) 최기주, 도시교통망이론Ⅰ(2004) 수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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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Wolfe Algorithm은 각 후보 방향(candidate direction)이  부근

에서 얼마만큼의 하락이 되는지를 기초로 할 뿐만 아니라 이 방향을 따라 얼마

나 멀리 이동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능한 하락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오직 미소이동(small move)만이 어떤 방향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러한 

이동에 근거해서 실제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해를 찾는 많은 노력은 그저 낭비

될 수 있다. 비록 그 방향이 에서 steep local decrease와 관련되어 있을 

지라도 에서 까지 목적함수의 전체 감소(overall reduction)는 미

미할 수도 있다. 반면에, 국부적인 개선률이 적당하지만 가능해 영역이 상당한 

이동이 허용되는 방향으로의 전환은 목적함수의 더 큰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

다. 그러므로 Frank-Wolfe Algorithm에서 방향을 선택하는 기준은 주어진 방

향에서  부근에서의 하락률(rate of descent)과 그 방향에서 가능한 영역의 

길이와의 곱에 근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하락(drop)"으로 알려진 이 곱은 

이 방향으로 이동하여 얻을 수 있는 목적함수에서 가능한 감소(reduction)에 

대한 상위 경계(upper bound)이다. 이 알고리즘은 목적함수 값의 하락(drop)

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을 사용하게 있게 된다.

한편, 강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알고리즘은 에서 으로 향하는 방향이 최대 

drop을 제공하는 보조 가능해(auxiliary feasible solution)   
 ⋯  

에 대

한 전체 가능영역(feasible region)을 찾는다. 에서 어떤 가능해 y로 향하는 방

향은 벡터 (y-)[또는 단위 벡터 (y-)/(‖y-‖)]이며, 방향 (y-)에서 

의 기울기는 이 방향에서 역기울기(opposite gradient) [-∇]의 투영

(projection)으로써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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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y-)에서 목적함수의 하락(drop)은 과 y의 거리, 즉 ‖y-‖과 기

울기를 곱하여 얻어지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표현은 y의 가능성(feasibility) 조건하에 y에서 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인데, 반대로 이 수식은 (-1)이 곱해져 최소화되고 결과적으로 구성된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in ∇⋅ 




  

 (식 3.4.a)

제약조건식




 ≥   ∀∈               (식 3.4.b)

여기서, 제약조건식 (식 3.4b)는 y로 표현된 본래의 제약식 집합 (1b)와 같은 

값을 나타낸다. 문제 (4)의 해는 이고, 강하 방향(descent direction)은 에

서 을 가리키는 벡터, 즉 =(-)이거나 확장된 형태인 
=(

-
), ∀

를 의미한다.

그 다음 하락 방향을 찾는 것이 최소화 선형계획법에 포함되는데 이는 (식

3.4)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Frank-Wolfe Algorithm을 선형근사법의 일환으

로 볼 수도 있으며, 이 근사법은 함수 그 자체보다 선형근사식을 최소화함으로

써 하락 방향을 찾는 것에 기초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형제약식 조건하에서 선

형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가능영역(feasible region)의 구석에서 문제의 해

가 존재하는 선형계획 문제이다. 그렇다면 선형화된 문제의 해(이라 표기함)

를 찾을 때 현재 해에 해당하는 점 를 연결하는 선분이 탐색 방향이며, 이 접

근법은 결과적으로 (식 2)와 동일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를 증명

하기 위해서 
를 에서 선형근사식의 값에 기초를 둔 어떤 점 y에서 목적

함수의 값에 대한 선형근사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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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3.5)

y에 대한 이 선형함수는 다음과 같은 원래 문제의 제약 조건식 하에서 최소

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min
  ∇⋅   (식 3.6.a)

제약조건식




 ≥   ∀∈       (식 3.6.b)

이제 점 =에서 목적함수의 값은 상수이므로 는 (식 3.6a)에서 삭제

될 수 있는데, 남은 문제는 제약조건식 (식 3.6.b)에 대해 ∇⋅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형계획의 목적함수는 ∇가 에서 상수

이므로 더 간략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는 선형계획 문제 (식 

3.6.a)에서 삭제될 수 있고,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in   ∇⋅ 




 (식 3.7.a)

제약조건식




 ≥   ∀∈           (식 3.7b)

이 선형계획 문제의 변수는 , , ⋯,  이고, 목적함수의 계수는 

, 
, ⋯,  이다. 이들 계수는 에서 원래 목적함수

를 미분한 것이다. 선형계획 문제 (식 3.7)의 해   
 ⋯  

는 위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하락 방향(즉, =-)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일단 하락 

방향이 알려지면 이동크기(move size) 결정과 수렴 검증(converge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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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어서 수행하게 된다. 

많은 다른 descent method 처럼  방향에서 이동크기(move size)는 

를 최소화하는 을 따르는 점까지의 거리와 같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Frank-Wolfe Algorithm은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적 이동크기에 대한 탐

색범위를 결정하는 특별한 단계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해 

은 과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선형계획 문제의 해인 는 당연

히 가능영역(feasible region)의 경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즉, 하락 방향 탐

색은 하락 방향이 결정되었을 때 구속제약조건 뿐만 아니라 모든 제약식을 설명

함으로써 선 탐색을 위한 경계를 자동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탐색구간이 결정된 

후 황금분할법(golden section method)과 이분법(bisection method) 등 1차선형

탐색법(one-dimensional line search method)에 의해 그 다음 구간 축차법 중에

서 어느 하나가 =(-)을 따라 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

min (식 3.8.a)

제약조건식 : ≤≤           (식 3.8.b)

일단 이러한 선 탐색의 최적해 을 구하면, 다음 점은 일반적인 단계를 거

쳐 얻을 수 있다.

 
 (식 3.9)

여기서 (식 3.9)는   


로 쓸 수 있는데, 새로운 해는 

과 의 가중평균(convex combination)이다.

Frank-Wolfe Algorithm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수렴기준은 feasible 

descent method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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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기준은 연속된 2개의 해 의 유사성 또는 목적함수 

값의 감소를 근거로 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Frank-Wolfe Algorithm은 방향검색단계(direction-finding step)의 

일부분으로서 선형계획 문제를 이용하며, 이는 선형계획 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풀릴 수 있을 경우에만 유용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 

(예: Newton법과 quasi-Newton법)이 문제가 커짐으로 활용할 수 없을 때 유용

하다. 둘째는 Frank-Wolfe Algorithm의 특징에 관련되어 있는데, 문제의 해에서 

선행목적 함수 값은 목적함수 자신의 최적 값에 대한 하부경계(lower bound)이다.

이제, 현재 타당한 해(feasible solution) 이 주어졌을 때 Frank-Wolfe 

Algorithm의 n번째 반복단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나타낼 수 있다.

[1단계] : (방향 찾기 : 선형문제를 푸는 을 도출)

min   ∇⋅ 




 (식 3.10)

제약조건식 : 


 ≥   ∀∈

[2단계] : (이동크기 결정 :  도출)

                 min              (식 3.11.a)

제약조건식 : ≤≤                      (식 3.11.b)

[3단계] : (이동 move :  설정)

 


[4단계] : (수렴검사)

    if ≤, then 중지(또한 다른 수렴기준이 사용될 수 있음)

하고, 그렇지 않다면 n=n+1로 놓고 [1단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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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Wolfe Algorithm은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반복단계에서 목적함수의 

선형근사를 기초로 하는 가능한 방향 탐색법(feasible direction method)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계획 문제는 강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 매 반복단계에서 풀

어져야 하고, 이동 크기는 하락 방향으로 목적함수를 최소화함으로써 결정된다. 

따라서 Frank-Wolfe Algorithm은 선형계획 문제가 쉽게 풀이될 수 있을 때 

더욱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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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모형 구축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교통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모

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3-1]과 같은 원형의 단순한 예제 네트워크를 

구상하였다. 기본 네트워크는 5개의 zone과 8개의 link로 이루어졌으며 네트워

크의 중심인 zone O를 중심으로 서로 같은 거리에 위치하지만 통행량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이다. 통행량은 선의 개수로 표현되는데 link OA와 link OC의 통

행량은 많고 link OD, link AB와 link CD의 통행량은 적음을 의미한다. 이는 통

행량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zone O를 제외한 A, B, C, D 4개의 zone은 서로 같

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이다. 

[그림 3-1] 예제 네트워크 

이제 이 예제 네트워크를 국내 네트워크에 응용하여 적응하면 다음 [그림 

3-2]와 같다. 국내 네트워크에 적용한 위 개념도에서는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zone O를 각각 발생통행량이 크게 차이 나는 zone E와 zone F로 구분

하였다. 즉 네트워크 상 위치와 특성은 비슷하지만 존 E는 경제적 활동이 활

발하여 발생통행량이 매우 큰 도시를 대표한다면, 존 F는 경제적 활동이 미미

하여 발생통행량 또한 매우 작은 도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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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국내 네트워크에 적용한 개념도

이제 예제 네트워크의 노드별 특성은 다음 <표 3-2>와 같다고 하면 A, B, 

C, D, E, F 6개의 존은 각각 서울, 광주, 부산, 강원, 대전, 충청의 특성과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통행시간은 각 존에서 다른 모든 존까지 가는 평균통

행시간을 의미하며 통행시간이 높을수록 타 지역과의 연계성은 낮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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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 B C D E F

통행시간 ↑ ↑ ↑ ↑ ↓ ↓

교통량 ↑↑ ↓ ↑ ↓ ↑ ↓↓

국내유사지역 서울 광주 부산 강원 대전 충청

<표 3-2> 예제 네트워크의 노드별 특성 

A zone: 교통량이 많으며, 타 지역과의 연계성이 낮은 지역

B zone: 교통량이 적고, 타 지역과의 연계성은 낮은 지역

C zone: 교통량은 보통이고, 타 지역과의 연계성은 낮은 지역

D zone: 교통량이 적고, 타 지역과의 연계성도 낮은 지역

E zone: 교통량이 보통이고, 타 지역과의 연계성도 좋은 지역 

F zone: 교통량은 매우 적지만, 타 지역과의 연계성도 좋은 지역 

이제 각 zone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경우 접근성의 정의에 따라 각 존의 접근

성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위치만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존 E와 존F의 접근성이 비슷하게 평가될 수 있지만 발생통행량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다면 zone E의 접근성이 zone F의 접근성보다 크게 평가된다. 그러나 이

렇게 발생통행량으로만 가중치를 적용한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활동이 왕성

한 대도시의 접근성이 과다 평가되고 통행빈도가 높은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지역간 접근성’의 정

의에 맞는 통행빈도가 높은 네트워크를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먼저 네트워크 위치만 반영하는 경우 접근성은 다음 Model 1과 같이 표현가

능하다. 이는 접근도에 평균개념을 도입한 Allen et al.(1993)이 제시한 것과 같

은 형태의 Model이며, 평균개념으로의 관측된 평균 공간적 간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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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    ∙ 

  
   ≠ 





 
여기서,  : i존의 접근성

         : scale factor 

         : 존의 개수

           :　존 i와 존 j간 최단거리 

다음으로 네트워크 위치에 발생통행량의 가중치를 적용하면 다음 Model 2와 

같이 표현가능하다. 이는 Allen et al.(1993)이 제시한 평균개념의 접근성 모형

인 Model 1에서 도시간의 경제적 활동을 반영한 조남건(2002), 김찬성(2006)

이 제안한 것과 같은 형태의 모형이다. Model 1에서는 통행저항으로 존간 최단거

리를 사용하고 Model 2에서는 통행저항으로 존간 평균통행시간을 사용하였다.

<Model 2>   ∙

  
   ≠ 






 

   ≠ 





 
여기서,  : i존의 접근성

         : scale factor 

         : 존의 개수

         : 존 i에서 존 j로 발생통행량 

         : 존 j에서 존 i로 도착통행량 

          :　존 i와 존 j간 평균통행시간 

          :　존 j와 존 i간 평균통행시간 

다음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활동이 왕성한 대도시의 접근성이 과다 평가되

는 한계를 개선하고 해당 지역 실제 도로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통행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발생통행량 대신 통행비율을 반영하면 다음 Model 3과 같이 표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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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3>   ∙

  
   ≠ 









 

   ≠ 








 
여기서,  : i존의 접근성

         : scale factor (지수 최대값을 100으로 치환)

         : 존의 개수

         : 존 i에서 존 j로 발생통행량 

         : 존 j에서 존 i로 도착통행량 

         : 존 i에서 전체 발생통행량 

         : 존 j에서 전체 발생통행량 

          :　존 i와 존 j간 평균통행시간 

          :　존 j와 존 i간 평균통행시간 

이제 본 연구에서 전술한 기존 접근성 분석모형의 한계를 개선하고 본 연구

에서 사용할 모형 구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case study를 위해 앞

서 제시한 형태보다 더 간단한 case study 네트워크를 제시하도록 한다. case 

study 네트워크는 3개의 zone과 2개의 link로 이루어졌으며 기본 상태는 zone 

O에서 zone A 와 zone B로의 통행량 R=100, 통행거리 D=100, 통행시간 

D=100, 자유통행시간 =87 으로 일정한 상태를 가정하였으며, 이는 다음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case 
study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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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case study를 통해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세 가지 경우의 case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case A: 교통량이 일정하고 용량이 변하는 경우

case B: 용량과 통행량이 변하는 경우

case C: 용량이 일정하고 통행량이 변하는 경우

모든 case에서 네트워크 링크의 통행시간과 교통량은 BPR 식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위 경우를 정리해서 표현하면 다음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모형구축을 위한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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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case에 대해서, 교통량과 통행시간의 관계가 BPR 식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면 교통량 증가에 따른 통행시간의 변화는 다음 [그림 3-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ase study에서 검토된 16가지의 경우는 그래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었

다. case study 에서는 세 가지의 case에서 통행량을 반영한 모형과 통행비율을 

반영한 모형이 각각 본 연구에서 정의한 접근성에 보다 적합한지에 대해 검증하

도록 한다. 통행량 모형에 따른 접근성 산출은 <Model 2>를 활용하였고 통행비

율 모형에 따른 접근성은 <Model 3>을 활용하였다.

[그림 3-5] case 별 교통량-통행시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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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교통량이 일정한 경우

먼저 교통량이 일정하고 용량에 따라 통행시간이 변하는 경우이다. 용량이 

변하기 때문에 다수 네트워크를 가정하였다. link OA의 경우 모든 조건이 변하

지 않고 link OB의 경우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통행시간이 증가하는데, link 

OB의 용량 10~200에서 통행량 반영 및 통행비율 반영 모형에 의한 접근성 계

산 결과는 다음 <표 3-3>과 같다.

Link OA Link OB 접근성

No 통행량 통행시간 통행량 통행시간 용량 통행량 통행비율
1 100 100 100 88 200 1.07 1.07

2 100 100 100 88 190 1.07 1.07

3 100 100 100 88 180 1.07 1.07

4 100 100 100 89 170 1.06 1.06

5 100 100 100 89 160 1.06 1.06

6 100 100 100 90 150 1.06 1.06

7 100 100 100 90 140 1.05 1.05

8 100 100 100 92 130 1.05 1.05

9 100 100 100 93 120 1.04 1.04

10 100 100 100 96 110 1.02 1.02

1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2 100 100 100 107 90 0.97 0.97

13 100 100 100 119 80 0.92 0.92

14 100 100 100 141 70 0.85 0.85

15 100 100 100 188 60 0.77 0.77

16 100 100 100 296 50 0.67 0.67

17 100 100 100 597 40 0.58 0.58

18 100 100 100 1,698 30 0.53 0.53

19 100 100 100 8,243 20 0.51 0.51

20 100 100 100 130,587 10 0.50 0.50

<표 3-3> case 1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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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지역간 접근성은‘한 지역에서 다른 모든 지역까지의 네트워크 

이용자의 통행패턴을 고려한 도달하기 쉬운 정도’로 정의하였고, 이에 따라 통

행량이 증가하더라도 통행시간이 함께 증가한 경우에는 접근성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반대로 통행시간이 감소한 경우에는 접근성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case 1에서는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통행시간이 감소하

고, 이 경우 본 연구의 정의에 따른 접근성이 증가하는데 통행량 반영 모형과 통

행비율 반영 모형은 이 경우를 모두 잘 반영하고 있다.

구분 A B (기준) C D

변수

교통량 변화없음 기준 변화없음 변화없음

통행시간 증가 기준 감소 감소

용량 50 100 150 200

접근성

정의 감소 기준 증가 증가

통행량 33% 감소 기준 6% 증가 7% 증가

통행비율 33% 감소 기준 6% 증가 7% 증가

<표 3-4> case 1의 변수 및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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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통행시간이 일정한 경우

다음으로는 통행시간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용량과 교통량이 변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도 용량이 변하기 때문에 다수 네트워크를 가정하였다. 이 경

우도  link OA의 경우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고 link OB만 변화를 주었는데, 해

당 링크에서 일정한 통행시간을 유지하려면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용량을 증

가 시켜주어야 한다. link OB의 용량 10~200에서 통행량 반영 및 통행비율 반

영 모형에 의한 접근성 계산 결과는 다음 <표 3-5>와 같다. 

Link OA Link OB 접근성
No 통행량 통행시간 통행량 통행시간 용량 통행량 통행비율
1 100 100 200 100 200 1.50 1.00
2 100 100 190 100 190 1.45 1.00
3 100 100 180 100 180 1.40 1.00
4 100 100 170 100 170 1.35 1.00
5 100 100 160 100 160 1.30 1.00
6 100 100 150 100 150 1.25 1.00
7 100 100 140 100 140 1.20 1.00
8 100 100 130 100 130 1.15 1.00
9 100 100 120 100 120 1.10 1.00
10 100 100 110 100 110 1.05 1.00
1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2 100 100 90 100 90 0.95 1.00
13 100 100 80 100 80 0.90 1.00
14 100 100 70 100 70 0.85 1.00
15 100 100 60 100 60 0.80 1.00
16 100 100 50 100 50 0.75 1.00
17 100 100 40 100 40 0.70 1.00
18 100 100 30 100 30 0.65 1.00
19 100 100 20 100 20 0.60 1.00
20 100 100 10 100 10 0.55 1.00

<표 3-5> case 2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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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에서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통행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할 경우 교통

량이 증가함에 따라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고, 이 경우 본 연구의 정의에 따른 접근

성의 변화가 없게 된다. 이 경우 통행비율 반영모형은 이를 잘 반영하는 반면, 통

행량 반영 모형은 용량변화에 따라 접근성이 함께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A B (기준) C D

변수

교통량 감소 기준 증가 증가

통행시간 변화없음 기준 변화없음 변화없음

용량 50 100 150 200

접근성

정의 변화없음 기준 변화없음 변화없음

통행량 25% 감소 기준 25% 증가 50% 증가

통행비율 변화없음 기준 변화없음 변화없음

<표 3-6> case 2의 변수 및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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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용량이 일정한 경우

다음으로는 용량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교통량에 따라 통행시간이 변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앞서 두 경우와는 다르게 용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단

일 네트워크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 경우도 link OA의 경우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고 link OB만 변화를 주었는데, link OB 용량 10~200에서 통행량 반영 및 

통행비율 반영 모형에 의한 접근성 계산 결과는 다음 <표 3-7>과 같다.

Case A Case B 접근성

No 통행량 통행시간 통행량 통행시간 용량 통행량 통행비율
1 100 100 200 296 100 0.84 0.56

2 100 100 190 257 100 0.87 0.60

3 100 100 180 224 100 0.90 0.64

4 100 100 170 196 100 0.93 0.69

5 100 100 160 173 100 0.96 0.74

6 100 100 150 153 100 0.99 0.79

7 100 100 140 137 100 1.01 0.84

8 100 100 130 124 100 1.02 0.89

9 100 100 120 114 100 1.03 0.93

10 100 100 110 106 100 1.02 0.97

1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2 100 100 90 96 100 0.97 1.02

13 100 100 80 92 100 0.93 1.04

14 100 100 70 90 100 0.89 1.05

15 100 100 60 89 100 0.84 1.05

16 100 100 50 88 100 0.78 1.05

17 100 100 40 87 100 0.73 1.04

18 100 100 30 87 100 0.67 1.03

19 100 100 20 87 100 0.61 1.02

20 100 100 10 87 100 0.56 1.01

<표 3-7> case 3의 접근성 



- 44 -

case 3에서는 용량이 일정한 단일 네트워크에서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통

행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이 경우 본 연구의 정의에 따른 접근성이 증가하게 된

다. 이 경우 통행비율 반영모형은 이를 잘 반영하는 반면, 통행량 반영 모형은 통

행시간이 줄어드는 일부 구간에서 접근성이 함께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A B (기준) C D

변수

교통량 감소 기준 증가 증가

통행시간 감소 기준 증가 증가

용량 변화없음 기준 변화없음 변화없음

접근성

정의 증가 기준 감소 감소

통행량 감소 기준 감소 감소

통행비율 증가 기준 감소 감소

<표 3-8> case 3의 변수 및 접근성  



- 45 -

3.3.4 소결

본 연구에서는 교통량이 일정한 경우의 다수 네트워크, 통행시간이 일정한 

경우의 다수 네트워크 및 용량이 일정한 단일 네트워크에 대해서 case study를 

수행한 결과 통행비율 반영 모형이 모든 경우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정의된 접근

성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반면 통행량 반영 모형은 일부구간에서 설명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역간 접근성 평가모형은 다

음과 같이 구축하도록 한다.  

  ∙ 

  
   ≠ 












 

   ≠ 











 
여기서,  : i존의 접근성

         : scale factor (지수 최대값을 100으로 치환)

         : 존의 개수

         : 존 i에서 존 j로 발생통행량 

         : 존 j에서 존 i로 도착통행량 

         : 존 i에서 전체 발생통행량 

         : 존 j에서 전체 발생통행량 

        
  :　존 i와 존 j간 peak시 평균통행시간 

        
  :　존 j와 존 i간 peak시 평균통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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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선택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NDP(Network Design 

Problem)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Nguyen and Dupuis Network 

(1984)를 사용하였다. 위 예제 교통망은 다음 [그림 3-6]과 같이 13개의 노

드와 19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원 자료에서는 용량제약이 없는 지체함수

를 적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통망의 혼잡 및 개선효과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 지체함수 형태는 parameter를 일부 수정한 후, 각 링크는 양방향 통행

을 가정하여 각 존 별 발생통행량과 링크별 통행거리는 다음 <표 3-9> 및 <표

3-10>과 같이 가정하였다. 

[그림 3-6] 예제 교통망의 형태 (Nguyen and 
Dupuis Network,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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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Distance link Distance
1 6.9 11 12.0
2 6.6 12 10.4
3 7.5 13 11.0
4 3.2 14 12.0
5 7.5 15 8.3
6 7.7 16 10.0
7 3.9 17 15.0
8 6.1 18 10.5
9 5.5 19 18.0
10 10.6

<표 3-9> 예제 교통망 존간 통행거리 
(단위: k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total

1 - 1.3 0.9 0.3 6.8 16.0 3.5 1.7 0.7 4.5 1.3 12.0 0.9 50.0

2 1.3 - 4.4 1.0 7.3 5.2 12.9 17.1 2.6 14.1 26.2 2.3 3.6 98.0

3 0.9 4.4 - 1.7 6.8 2.1 1.6 1.0 23.6 22.0 7.6 6.0 6.7 84.4

4 0.3 1.0 1.7 - 11.2 2.0 1.0 0.4 12.8 7.7 0.7 0.4 9.8 49.1

5 6.8 7.3 6.8 11.2 - 15.8 7.9 4.1 14.1 14.8 5.3 2.6 9.7 106.3

6 16.0 5.2 2.1 2.0 15.8 - 32.4 9.5 6.1 24.7 25.6 14.8 6.2 160.4

7 3.5 12.9 1.6 1.0 7.9 32.4 - 15.4 4.0 19.6 27.7 9.7 5.3 141.0

8 1.7 17.1 1.0 0.4 4.1 9.5 15.4 - 1.3 11.8 6.6 5.8 2.9 77.7

9 0.7 2.6 23.6 12.8 14.1 6.1 4.0 1.3 - 21.4 1.7 0.6 21.6 110.5

10 4.5 14.1 22.0 7.7 14.8 24.7 19.6 11.8 21.4 - 27.5 5.7 7.2 181.1

11 1.3 26.2 7.6 0.7 5.3 25.6 27.7 6.6 1.7 27.5 - 6.1 5.8 142.0

12 12.0 2.3 6.0 0.4 2.6 14.8 9.7 5.8 0.6 5.7 6.1 - 1.2 67.3

13 0.9 3.6 6.7 9.8 9.7 6.2 5.3 2.9 21.6 7.2 5.8 1.2 - 80.9

total 50.0 96.8 83.5 48.8 99.5 144.4 137.5 76.0 109.8 176.6 140.7 55.3 80.0 1,348

<표 3-10> 예제 교통망 발생통행량 
(단위: 천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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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조건과 가정된 통행거리와 통행발생량을 적용하여 예제교통망의 접

근성을 산출한 결과 zone 3, zone 6, zone 7, zone 12, zone13의 접근성이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제 교통망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접근성 산정은 

EMME/3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시

나리오를 검증해 보기 위해 링크가 추가 또는 폐쇄된 경우를 상정하고, 접근성

이 낮은 zone을 중심으로 접근성 증감효과를 확인하여 본 연구의 모형의 설명

력을 검증하였다. 예제 교통망에서의 사업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Scenario 1: 혼잡이 큰 중심부 링크 추가 (zone 6과 zone 11을 연결)

- Scenario 2: 혼잡이 큰 외곽부 링크 추가 (zone 3과 zone 9를 연결)

- Scenario 3: 네트워크 중심부 링크 폐쇄 (link 14)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3-7]과 같다.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그림 3-7] 예제 교통망 사업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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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Scenario 1 분석결과

Scenario 1은 혼잡이 큰 중심부에 링크를 추가 (zone 6과 zone 11을 연결) 

하였을 경우이며, 해당링크 신설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zone6, zone11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증가하였으며 접근성 평가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그림 3-8]과 <표 3-11>과 같다.

Scenario 1 배정결과 Free-flow시 접근성변화 Peak시 접근성 변화

[그림 3-8] Scenario 1 통행배정결과 

link

Free-flow 시 Peak 시
기본 

접근성

Scenario 1 

접근성

접근성 

증감률

기본 

접근성

Scenario 1  

접근성

접근성 

증감률
1  58.29  58.32 0.0%  59.28  59.71 0.7%
2  72.55  72.73 0.3%  41.34  41.83 1.2%
3  57.07  57.19 0.2%  48.42  49.87 3.0%
4  55.81  55.81 0.0%  84.68  84.83 0.2%
5  61.45  61.63 0.3%  78.89  80.99 2.7%
6  95.79  96.79 1.0%  100.00  112.31 12.3%
7  100.00  100.00 0.0%  92.83  108.65 17.0%
8  62.68  62.68 0.0%  66.17  70.12 6.0%
9  62.73  62.73 0.0%  79.16  81.60 3.1%
10  79.25  79.25 0.0%  91.62  100.63 9.8%
11  93.58  94.71 1.2%  90.67  101.92 12.4%
12  57.82  58.09 0.5%  73.36  74.47 1.5%
13  52.54  52.65 0.2%  51.74  53.41 3.2%

<표 3-11> Scenario 1 접근성 및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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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Scenario 2 분석결과

Scenario 2는 혼잡이 큰 외곽부에 링크를 추가 (zone 3과 zone 9을 연결)

하였을 경우이며, 해당링크 신설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첨두시 zone3, 

zone9, zone13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증가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우수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그림 3-9]와 <표 3-12>와 같다. 

Scenario 2 배정결과 Free-flow시 접근성변화 Peak시 접근성 변화

[그림 3-9] Scenario 1 통행배정결과 

link

Free-flow 시 Peak 시
기본 

접근성

Scenario 1 

접근성

접근성 

증감률

기본 

접근성

Scenario 1  

접근성

접근성 

증감률
1  58.29  58.34 0.1%  59.28  59.00 -0.5%
2  72.55  72.55 0.0%  41.34  41.74 1.0%
3  57.07  63.61 11.5%  48.42  68.69 41.9%
4  55.81  55.98 0.3%  84.68  85.57 1.1%
5  61.45  61.82 0.6%  78.89  80.04 1.5%
6  95.79  95.79 0.0%  100.00  100.16 0.2%
7  100.00  100.00 0.0%  92.83  95.05 2.4%
8  62.68  62.68 0.0%  66.17  66.91 1.1%
9  62.73  67.27 7.2%  79.16  90.38 14.2%
10  79.25  79.25 0.0%  91.62  93.43 2.0%
11  93.58  93.58 0.0%  90.67  96.15 6.1%
12  57.82  57.82 0.0%  73.36  73.29 -0.1%
13  52.54  52.54 0.0%  51.74  70.29 35.9%

<표 3-12> Scenario 1 접근성 및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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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Scenario 3 분석결과

Scenario 3은 네트워크 중심부의 링크(link 14)가 폐쇄되는 경우이며, 해당

링크 신설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첨두시 zone7, zone11을 중심으로 접근

성이 감소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그림 3-10]과 <표 3-13>과 같다. 

Scenario 3 배정결과 Free-flow시 접근성변화 Peak시 접근성 변화

[그림 3-10] Scenario 3 통행배정결과 

link

Free-flow 시 Peak 시
기본 

접근성

Scenario 3 

접근성

접근성 

증감률

기본 

접근성

Scenario 3  

접근성

접근성 

증감률
1  58.29  58.29 0.0%  59.28  58.71 -1.0%
2  72.55  72.55 0.0%  41.34  39.67 -4.0%
3  57.07  56.90 -0.3%  48.42  46.58 -3.8%
4  55.81  55.81 0.0%  84.68  84.43 -0.3%
5  61.45  61.45 0.0%  78.89  76.67 -2.8%
6  95.79  95.79 0.0%  100.00  92.69 -7.3%
7  100.00  95.57 -4.4%  92.83  83.05 -10.5%
8  62.68  62.68 0.0%  66.17  63.09 -4.7%
9  62.73  62.73 0.0%  79.16  75.70 -4.4%
10  79.25  79.25 0.0%  91.62  77.47 -15.4%
11  93.58  89.49 -4.4%  90.67  72.63 -19.9%
12  57.82  57.82 0.0%  73.36  72.29 -1.5%
13  52.54  52.17 -0.7%  51.74  49.43 -4.5%

<표 3-13> Scenario 3 접근성 및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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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소결 

본 연구의 예제 교통망에서는 각 시나리오별 혼잡시 모형의 저항변수(평균

통행시간)의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본 연구의 모형은 접근성을 평가하

는데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유교통류 통행시간을 적용한 접근성 결

과는 일부구간에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접근성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에 peak 시 통행시간을 적용한 접근성 결과는 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본 연구의 전제에서 peak 시 평균통행시간이 좀 더 설명력 있음을 

제안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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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례분석

4.1 분석자료 구축

4.1.1 O/D 및 네트워크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네트워크 투자효과를 평가하여 교통시설 투자사업을 결

정시 활용가능한 지역간 접근성 평가 방법론을 구축하고 현재 국내 교통네트워크 

투자 현황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 자료로써 본 연구에서는 2011년에 배포된 KTDB ｢국가교통 DB｣의 

전국권 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하는 전국권 KTDB는 251개 시․군․
구 존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75,204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본 네트워크의 시

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네트워크는 2010년이다. 내용적 범위는 도로 네트워크는 통행

에 주로 활용되는 포장도로이며 왕복편도 1차로 이상인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

먼저 접근성을 산정하기 위한 지역간 통행거리를 산정은 교통수요분석 

Package인 INRO사의 EMME/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KTDB 전국 네트워크를 기

반으로 배정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이동성을 산정하기 위한 지역간 

Euclidean 거리는 2011년도에 배포된 KTDB의 기준년도(2010년도)의 248개 존

(전국 251개의 존에서 제주도와 울릉도에 속하는 3개 존을 제외) 센트로이드 거리

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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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통행배정 조건7

통행배정을 위한 교통수요분석 Package는 INRO사의 Emme/3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대한 요금가중치는 화폐단위를 시간단위로 전

환하여 일반화 비용(generalized cost)에 반영하였다.

통행배정의 전제조건으로는 승용차 환산계수 및 재차인원, 통행배정의 기본시

간 단위, 알고리즘의 반복횟수 및 수렴조건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

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5판)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KTDB에서는 O/D 및 네트워크에 상응하는 교통량-지체함수(VDF)의 파라

미터 값을 도로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에 제시된 지체함

수식 및 파라미터 값을 이용하였다.

T=T 0[1+α(V/C)β ]

여기서, T = 통행시간
T 0 = 자유속도 일 때의 통행시간
V = 배정 교통량
C = 용량
  파라미터

2011년 배포된 KTDB는 기존의 VDF함수와 형태가 다른데 이는 2011년에 

제시된 VDF는 각 도로유형별로 VDF를 분류한 것이 아니라 연속류와 단속류를 

구분하여 교차로의 밀도를 통한 분류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속도로와 국도의 

α, β값 등 parameter 값의 차이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공된 O/D와 

Network에 상응하는 신규 VDF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7 )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제5판)(2008) 수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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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비용 함수 적용을 위한 도로의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유형을 

도로 위계의 차로 수/교차로 밀도에 따라 분류하는데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차로 수에 따라 일반국도, 국지도, 지방도, 특별광역시도, 시군도의 경우 

교차로 밀도/차로 수에 따라 분류한다.

구분 링크 유형 분류 기준 속성

고속도로 고속국도
3차로 이상

차로 수
2차로 이하

도시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3차로 이상

2차로 이하

일반국도
일반국도/국지도/

지방도
1등급~6등급

교차로밀도

차로 수

국지도

지방도

특별광역시도
도시내도로

시군도

램프/요금소 램프/요금소 -

<표 4-1>도로의 유형 분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밀도 0.0~0.3 0.3~0.7 0.7~1.0 1.0~2.0 2.0~4.0 4.0~

<표 4-2> 일반국도/국지도/특별광역시도/시군도 등급 구분

통행비용함수 parameter 값의 경우 도로의 유형별 차로 수/교차로 밀도를 고

려하여 통행비용함수 parameter 값을 산출하는데 도로 링크별 교통상황 및 기하

구조 등에 따라 통행비용함수 parameter 값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 값을 기준으로 

상한 값과 하한 값의 범위를 설정한다. 또한 상한 값과 하한 값의 범위에 따라 용

량과 초기속도를 보정함으로써, 현재 교통상황과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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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VDF 차로구분
용량 초기속도

하한값 기준값 상한값 하한값 기준값 상한값

고속국도

기타고속국도

1
2차로 

이하
1,700 88 90 93

2
3차로 

이상
1,900 105 107 110

88고속국도

1
2차로 

이하
1,700 78 80 83

2
3차로 

이상

도시고속도로

3
2차로 

이하
1,600 81 83 84

4
3차로 

이상
1,800 90 92 95

국도/

국지도/

지방도/

광역시도/

시군도

1등급

5 1차로 1,350 1,400 1,450 58 60 63

6
2차로 

이상
1,600 1,650 1,700 63 65 68

2등급

7 1차로 1,250 1,300 1,350 53 55 58

8
2차로 

이상
1,500 1,550 1,600 58 60 63

3등급

9 1차로 1,125 1,200 1,250 45 50 53

10
2차로 

이상
1,375 1,450 1,500 53 55 58

4등급

11 1차로 925 1,050 1,125 35 40 45

12
2차로 

이상
1,200 1,300 1,375 45 50 53

5등급

13 1차로 700 800 925 23 30 35

14
2차로 

이상
950 1,100 1,200 33 40 45

6등급

15 1차로 500 600 700 8 15 23

16
2차로 

이상
650 800 950 18 25 33

램프
연결램프 17 - 1,000 1,000 1,000 50 50 50
요금소 18 - 1,000 1,000 1,000 50 50 50

<표 4-3> 도로유형별 용량, 초기(자유)속도 및 보정범위
(단위: 대/시,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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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배정에 사용되는 승용차 환산계수 및 재차인원은 국가교통 DB 및 예비

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5판)에서 제시한 원단위를 적용한다.

구    분

버    스 트    럭

평균

소형

(16인승

미만)

보통

(16인승

이상)

평 균

소형

(2.5톤

미만)

중형

(2.5톤

이상)

대형

(세미트레

일러 

이상)

전    국 2.13 1.30 3.70 1.56 1.30 3.70 3.80

수 도 권 2.00 -

5대

광역권

부산․울산권 2.00 -

대구권 2.00 -

광주권 2.00 -

대전권 2.00 -

주: 1) 수도권과 광역권의 승용차 환산계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

원의 자료를 참조하여 설정된 값이며, 전국은 2002년 개정된 차종별 승용차 

환산계수와 통행량을 이용하여 평지 20%, 구릉지 30%, 산지 50%를 적용

하였을 때 도출된 값임. 평균값은 국가교통DB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상에 

나타난 각 차종별 교통량(트럭)과 평균주행거리(버스)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한 수치임.

   2) 2007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전국 지역간 여객 기종점통행량 자료의 현행

화) (한국교통연구원, 2008)과 2007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광역권 여객 

기종점통행량 전수화)(한국교통연구원, 2008)에서도 동일한 승용차 환산계

수를 사용함.

자료: 1) 교통개발연구원, 국가교통DB 최종 보고서, 2002.

     2)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 2002.

     3)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2003.

<표 4-4>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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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차인원

승용차

서울 1.51 광주 1.66 강원 1.81 전남 1.66

부산 1.65 대전 1.67 충북 1.57 경북 1.58

대구 1.57 울산 1.63 충남 1.65 경남 1.60

인천 1.50 경기 1.43 전북 1.67 제주 1.80

전국 1.55

버스
지역간통행 9.98

광역권 내부통행 12.33

트럭 1.00

자료: 1) 한국교통연구원, 2005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2006.

     2) 한국교통연구원, 2008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2009.

<표 4-5> 평균 재차인원
(단위: 인/대)

통행배정 모형의 수렴조건은 Max Iteration 1,000회, Relative Gap 0.5%, 

Normalized Gap 0.1min으로 설정하였다.



- 59 -

4.2 접근성 분석

4.2.1 개요

본 연구에서는 도로네트워크 사용자들의 통행패턴을 반영한 지역간 도로네트워

크(Interregional Road Network)의 접근성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국내의 현재 및 

장래 도로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지역간 접근성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역간 도로 네트워크의 수요가

중 접근성(demand-weighted Accessibility)을 기반으로 하는 모형을 구축한 후 

구축된 OD 및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접근성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도로 네트워크의 접근성 평가 시 기존의 교통 분석존 

단위로 구분한 분석이 아닌 동일생활권 단위의 분석을 하고자 한다. 현재 

KTDB에서 제공하는 전국 지역간 존 체계는 시․군․구 단위의 251개 존체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구 단위의 내부통행이 전체 발생 통

행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동일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대도시 및 일부 지

방도시를 하나의 존으로 통합하여 분석을 하여 지역간 접근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역간 접근성 분석 시에는 251개 기존 존체계의 전국 네트워

크에서 정산 ․ 수정없이 각 지역간 평균통행시간을 산출하였고 하나의 존으로 

통합한 대도시와 일부 지방도시의 모든 발생통행량은 해당 지역의 중앙행정관

청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KTDB의 249개 

기존 존체계 (경상북도 울릉군과 제주도를 제외)에서 동일생활권으로 구분 가

능한 지역을 통합하여 최종 159개 수정 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

석교통존은 부록1에 수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전국 159개 지역의 접

근성을 산출한 후 상위 20개 지역, 하위 2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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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국 159개 지역의 접근성 산출 결과 상위 20지역 및 하위 20개 지역

은 다음 <표 4-6>과 같다.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접근성 결과는 부록 2에 수록

하였다.8 먼저 접근성이 높은 상위 20개 지역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결과를 도

출하였는데 이는 네트워크 특성이나 경제적 활동만을 반영한 것이 아닌 실제 네

트워크 이용자의 통행패턴을 고려하기 위해 수요가중을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위 20개 지역은 수도권, 경상북도, 강원도가 각각 4개 지역으로 많

고 다음으로 충청도 (3개), 전라남도 (3개), 기타 (2개) 지역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반면 하위 20개 지역은 강원도가 6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

상남도(5개), 전라남도 (4개) 지역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기타지역에는 

부산과 울산 등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상위 하위

순위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경북 봉화군 11 전남 강진군 1 전남 고흥군 11 울산광역시

2 충북 영동군 12 경북 성주군 2 경남 거제시 12 경남 양산시

3 전남 함평군 13 경북 경주시 3 강원 양구군 13 강원 홍천군

4 경기 의왕시 14 충북 청원군 4 경남 남해군 14 부산광역시

5 강원 고성군 15 충남 예산군 5 경북 울진군 15 강원 정선군

6 강원 양양군 16 경북 문경시 6 전남 진도군 16 전남 완도군

7 경기 동두천 17 경기 군포시 7 강원 인제군 17 강원 강릉시

8 전북 익산시 18 경남 밀양시 8 강원 평창군 18 경남 통영시

9 충북 보은군 19 경기 과천시 9 전남 신안군 19 경기 김포시

10 강원 속초시 20 전남 화순군 10 경북 영덕군 20 경남 창원시

<표 4-6> 지역간 접근성 상위 및 하위 20개 지역

8) 본 연구에서는 수요가중 접근성 평가모형을 제시하였으나, 부록 본 연구의 접근성 결과 이외에

도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2장의 모형1, 모형2, 모형3에 대한 결과를 모두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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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역을 전국 네트워크에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4-1]과 같은

데 지역간 접근성 상위 20개 지역은 수도권,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도 등 전국

에 분산되어 있는 반면에 하위 20개 지역은 강원도 및 남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 지역간 접근성 상위 20지역 및 하위 20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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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접근성 연구결과들과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

는 네트워크 특성이나 경제적 활동만을 반영한 것이 아닌 실제 네트워크 이용자

의 통행패턴을 고려하기 위해 수요가중을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

라서 이러한 현상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항목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

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지역간 접근성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항목

을 분석하였다. 첫째는 네트워크 위치, 둘째는 발생 통행량, 셋째는 집중통행지

역이다. 기존 접근성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위치와 발생 통행량 자체가 접근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두 가지 항목이외에도 

‘집중통행지역’개념을 사용하도록 한다.

먼저 네트워크 위치의 경우‘국내 네트워크 중심으로부터 해당 지역이 떨어

진 정도’로 나타냈다. 이 경우 국내 네트워크 중심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제2장 모형구축 중 <Model 1>에서 제시한 모형을 통한 접근성 

분석결과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충청북도 청원군9을 기준으로 정

하였는데, 이는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된다. 

  ∙ 

  
   ≠ 



 

 

여기서,  : i존의 접근성

         : scale factor 

         : 존의 개수

           :　존 i와 존 j간 최단거리 

9) 모형 1을 통한 접근성 분석결과 1위 지역은 모두 충청북도 청원군으로 나타났으나 2위 지역

부터는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2위, 3위 지역은 자유교통류 통행시간을 사용한 경우는 

각각 대전과 충청남도 공주로 peak시 통행시간을 사용한 경우는 각각 충청북도 영동군과 경상

북도 김천시인 것으로 나타났음. 자세한 결과는 부록2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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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위치를 표기할 때에는 Ⅰ~Ⅴ 으로 나타냈는데 이는 각각 네트워

크 중심으로 정한 충청북도 청원군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상 최단거리10로 떨어진 

정도로 구분하였다. Ⅰ은 100km 이하, Ⅱ는 150km 이하, Ⅲ는 200km 이하, 

Ⅳ은 250km 이하, Ⅴ는 250km 초과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청원군에서 모든 지역까지의 최단거리는 다음 <표 4-7>과 같다.

다음으로‘집중통행지역’은 해당 지역의 네트워크 이용자들의 통행빈도가 높

은 지역으로 본 연구에서는‘한 지역의 발생통행량의 누적 70%가 도달하는 지

역’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즉 집중통행지역이란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통행량 중 

도착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내림차순으로 구분한 후, 도착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

역부터 도착 통행량의 합을 누적했을 때 70%를 구성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집중통행지역에 peak시 혼잡이 심한 지역은 실제 그 지역의 네트워크 이용자

들이 통행을 많이 하는 지역까지의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다른 모든 지역까지 네트워크가 아무리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더라도 

실제 해당 지역의 통행자들에게는 여전히 지역간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다른 모든 지역까지 네트워크가 구축이 다소 열악

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지역의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통행을 많이 하는 지역까

지의 접근성이 양호하다면 해당 지역의 통행자들에게는지역간 접근성은 전체 네

트워크 확충 대비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특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집중통행지역 거리’와‘집중통행지역 혼잡도’를 제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집중통행지역 거리= 집중통행지역들까지의 통행거리의 평균

집중통행지역 혼잡도 =시 평균통행시간
시 평균통행시간

10) 본 연구의 4장 사례분석에서 네트워크상 최단거리는 2011년 배포된 KTDB 전국 네트워크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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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최단거리 지역명 최단거리 지역명 최단거리 지역명 최단거리
서울 121.9 강원강릉시 232.4 충남예산군 78.02 경북경주시 218.7
부산 262.9 강원동해시 261.6 충남태안군 159.8 경북김천시 90.41
대구 156.7 강원태백시 176.5 충남당진군 111.8 경북안동시 140.8
인천 129.8 강원속초시 272.4 전북전주시 107.5 경북구미시 100.4
광주 192.5 강원삼척시 289.2 전북군산시 108.7 경북영주시 125.4
대전 24.48 강원홍천군 163.6 전북익산시 100.4 경북영천시 181
울산 265 강원횡성군 136.7 전북정읍시 135.3 경북상주시 66.13

경기수원 89.8 강원영월군 166.1 전북남원시 162.8 경북문경시 55.58
경기성남 106.7 강원평창군 170.5 전북김제시 116.2 경북경산시 176.2

경기의정부 130.6 강원정선군 223.6 전북완주군 84.58 경북군위군 118.4
경기안양시 111.5 강원철원군 188.1 전북진안군 103.3 경북의성군 101.7
경기부천시 129.2 강원화천군 219 전북무주군 86.01 경북청송군 178.7
경기광명시 126.1 강원양구군 230.2 전북장수군 118.6 경북영양군 198.3
경기평택시 58 강원인제군 216.5 전북임실군 138.9 경북영덕군 266.4
경기동두천 150.1 강원고성군 289.2 전북순창군 162.6 경북청도군 194.3
경기안산시 114.6 강원양양군 234.4 전북고창군 178.2 경북고령군 154.1
경기고양시 148.2 충북청주시 11.16 전북부안군 137.1 경북성주군 126.4
경기과천시 113.1 충북충주시 50.5 전남목포시 248.8 경북칠곡군 121.5
경기구리시 110.5 충북제천시 83.9 전남여수시 290.6 경북예천군 112.7
경기남양주 120.3 충북청원군 - 전남순천시 209.2 경북봉화군 153.1
경기오산시 70.84 충북보은군 24.5 전남나주시 210.8 경북울진군 198.6
경기시흥시 126.2 충북옥천군 37.25 전남광양시 221.4 경남창원시 212.3
경기군포시 105.3 충북영동군 61.16 전남담양군 173.9 경남진주시 204.4
경기의왕시 102.5 충북증평군 7.31 전남곡성군 180.4 경남통영시 241.3
경기하남시 101.4 충북진천군 19.77 전남구례군 171.6 경남사천시 198.8
경기용인시 62.85 충북괴산군 26.29 전남고흥군 316.6 경남김해시 234.1
경기파주시 162.1 충북음성군 26.75 전남보성군 247.8 경남밀양시 205.5
경기이천시 61.8 충북단양군 107.2 전남화순군 213.6 경남거제시 288.3
경기안성시 50.84 충남천안시 30.82 전남장흥군 248.8 경남양산시 239.1
경기김포시 152.4 충남공주시 31.25 전남강진군 251.4 경남의령군 203.7
경기화성시 89.58 충남보령시 109.1 전남해남군 290.1 경남함안군 222.4
경기광주시 79.54 충남아산시 41.31 전남영암군 229.9 경남창녕군 186.6
경기양주시 144 충남서산시 97.17 전남무안군 226.8 경남고성군 215
경기포천시 156.4 충남논산시 64.84 전남함평군 205.2 경남남해군 240.8
경기여주군 87.35 충남금산군 68.75 전남영광군 196 경남하동군 193.4
경기연천군 162.2 충남연기군 14.54 전남장성군 168.9 경남산청군 167.1
경기가평군 144.8 충남부여군 76.4 전남완도군 306 경남함양군 142.9
경기양평군 98.35 충남서천군 92.86 전남진도군 307.7 경남거창군 141
강원춘천시 163.1 충남청양군 69.62 전남신안군 251.9 경남합천군 177
강원원주시 105.9 충남홍성군 91.47 경북포항 232.9

<표 4-7> 청원군에서 모든 지역간 최단거리
(단위: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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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접근성 상위 20지역

먼저 접근성이 높은 상위 20개 지역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

는데 이는 네트워크 특성이나 경제적 활동만을 반영한 것이 아닌 실제 네트워크 

이용자의 통행패턴을 고려하기 위해 수요가중을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

다. 상위 20개 지역은 수도권, 경상북도, 강원도가 각각 4개 지역으로 많고 다음

으로 충청도 (3개), 전라남도 (3개), 기타 (2개) 지역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특성이나 경제적 활동만을 반영한 것이 아닌 실제 네트

워크 이용자의 통행패턴을 고려하기 위해 수요가중을 반영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은 상위 20개 지역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결

과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기존 접근성 평가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상위 20 지역의 접근성, 네트워크 위치와 발생통행량의 상관관계를 검토

한 결과, 네트워크 위치의 경우 Ⅰ~ Ⅴ 지역이 각각 2지역 ~ 6지역으로 분포되

어 있고 발생통행량의 순위도 29위~150위에 분포되어 있어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대신 앞에서 정의한 집중통행지역 거리와 집중통행지역 혼잡률

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집중통행지역 거리가 짧을수록 집

중통행지역 혼잡률이 작을수록 접근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본 연

구의 지역간 접근성의 정의에도 부합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상위 20지역의 평균 집중통행지역 거리와 혼잡률은 각각 

23.03km와 119.7%에 해당하는데 평균통행지역 거리의 경우 가장 높은 거리 

값을 가지는 봉화, 영동, 문경을 제외하면 17.00km로, 평균통행지역 혼잡률의 

경우 가장 혼잡이 큰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를 제외하면 113%로 크게 낮아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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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접근성이 전술한 평균통행지역 거리 외에도 각 지역에

서 발생한 통행량이 그 지역으로 부터 가까운 순으로 나열했을 때 평균 10km, 

20km, 30km안에 도착하는 비율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본 

연구에서는‘단거리 도착률’라고 정의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통행수요 도착거리가 20km라고 하면, 상위 20지역 중 하나인 충

북 청원군의 경우 증평군, 청주군, 연기군, 진천군, 대전시, 보은군, 음성군, 공주

시 등 총 8개 지역이 해당하고 청원군부터의 최단거리는 7.3km~31.2km 떨어

져 있지만 이들의 평균거리는 20.0km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집중통행지역 거리가 짧을수록 집중통행지

역 혼잡률이 작을수록 접근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30km 단거리 도

착률 안에 도착하는 통행비율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역간 

접근성은 한 지역에서 발생한 통행량의 70%가 도착하는 지역까지의 혼잡이 적

을수록, 30km 단거리 도착률이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접근성 상위 20지역을 분석해보면 이 요건을 모두 만족한 지역한 지역이 대

부분으로 집중통행지역 혼잡률은 110%이하이면서 30km 단거리 도착률 85% 

이상인 지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지역의 경우 혼잡률은 낮지

만 단거리 도착률도 낮거나, 단거리 도착률은 높지만 혼잡률도 높은 지역이 일

부 포함되어 있었는데 전자의 경우는 보은군, 속초시, 문경시인 것으로 후자의 

경우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중통행지역 외 지역간 

혼잡률과 30km 단거리 도착률 외 중장거리 도착률 또한 접근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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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접근성

상위

순위

네트

워크 

위치

발생

통행량

순위

집중통행지역 단거리 도착률

지역수
거리

(km)
혼잡률 10km 20km 30km

경북 봉화군 1 Ⅲ 150 10 83.7 108% 71.0% 84.5% 84.5%

충북 영동군 2 Ⅲ 124 10 45.9 109% - 55.9% 73.4%

전남 함평군 3 Ⅳ 136 3 14.9 109% 23.8% 79.9% 93.1%

경기 의왕시 4 Ⅱ 83 5 8.2 143% 43.3% 89.0% 93.8%

강원 고성군 5 Ⅴ 122 1 15.9 118% - 86.5% 86.5%

강원 양양군 6 Ⅳ 129 1 7.3 107% 42.4% 59.9% 59.9%

경기 동두천 7 Ⅲ 85 2 8.4 114% 32.4% 50.9% 84.6%

전북 익산시 8 Ⅱ 29 3 16.6 114% - 79.9% 84.8%

충북 보은군 9 Ⅰ 143 4 32.0 108% - 57.4% 69.7%

강원 속초시 10 Ⅴ 79 4 8.6 106% 59.7% 59.7% 68.8%

전남 강진군 11 Ⅳ 132 2 15.5 108% - 48.1% 77.5%

경북 성주군 12 Ⅱ 117 2 24.1 105% - 84.8% 87.1%

경북 경주시 13 Ⅳ 30 2 16.8 139% - 72.2% 72.2%

충북 청원군 14 Ⅰ 46 3 16.7 118% - 87.9% 87.9%

충남 예산군 15 Ⅰ 80 8 31.6 115% 50.8% 61.2% 61.2%

경북 문경시 16 Ⅰ 91 6 41.9 106% - - 60.7%

경기 군포시 17 Ⅱ 51 7 18.1 164% 37.8% 79.1% 91.9%

경남 밀양시 18 Ⅳ 74 4 20.8 135% - 45.4% 79.7%

경기 과천시 19 Ⅱ 89 3 14.9 158% 12.9% 85.0% 95.3%

전남 화순군 20 Ⅳ 102 2 18.6 109% - 77.6% 83.8%

<표 4-8> 접근성 상위 20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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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지역은 전국 지역별로는 경기도 4지역 (의왕시, 동두천시, 군포시, 과천

시), 강원도 3지역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 충청도 4지역 (영동군, 보은군, 청원군, 

예산군) 전라도 4지역 (함평군, 익산시, 강진군, 화순군), 경상도 5지역 (봉화군, 

성주군, 경주시, 문경시, 밀양시) 등 전국에 분산되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지역간 접근성 상위 20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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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하위 20지역

하위 20지역의 접근성 분석결과 지역간 접근성은 상위 20지역과는 반대로 

한 지역의 집중통행지역 거리가 길수록 집중통행지역 혼잡률이 높을수록 접근

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 20지역의 집중통행지역 평균거리와 평균혼잡

률은 각각 51.13km와 129.5%에 해당하는데 집중통행지역 평균거리의 경우 

가장 낮은 거리 값을 가지는 김포시(28.7), 완도군(30.2), 창원시(31.8)을 제

외하면 54.82km로, 집중통행지역 평균혼잡률의 경우 가장 혼잡이 작은 진도군

(104%), 울진군(106%), 홍천군(107%)를 제외하면 133.7%로 크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위 20지역과 비교하면 다음 <표 4-9>와 같이 현

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집중통행지역 평균거리 집중통행지역 평균혼잡률

전체  3지역 제외 전체  3지역 제외

상위20지역 23.03km 17.00km 119.7% 113.4%

하위20지역 51.13km 54.82km 129.5% 133.7%

<표 4-9> 접근성 상위 20지역 및 하위 20지역 비교

 다만 접근성 하위지역의 경우 상위지역과는 반대로 30km 단거리 도착률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어려웠는데 이는 접근성 하위지역의 경우 30km 단거리 

도착량 자체가 없어서 도착률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상당수 존

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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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접근성

하위

순위

네트

워크 

위치

발생

통행량

순위

집중통행지역 단거리 도착률

지역수
거리

(km)
혼잡률 10km 20km 30km

전남 고흥군 1 Ⅴ 123 2 59.7 112% - - -

경남 거제시 2 Ⅴ 52 3 60.4 131% - - -

강원 양구군 3 Ⅳ 156 4 119.1 112% - - -

경남 남해군 4 Ⅳ 128 3 43.4 113% - - -

경북 울진군 5 Ⅲ 105 4 63.6 106% - - 12.6

전남 진도군 6 Ⅴ 155 2 53.2 104% - - -

강원 인제군 7 Ⅴ 140 6 67.8 108% - - -

강원 평창군 8 Ⅲ 111 4 85.3 113% - - -

전남 신안군 9 Ⅴ 159 2 38.7 109% - - -

경북 영덕군 10 Ⅴ 128 2 43.5 110% - - 17.5

울산광역시 11 Ⅴ 7 3 41.0 158% - - 23.4

경남 양산시 12 Ⅳ 33 2 37.6 212% - - 64.2

강원 홍천군 13 Ⅱ 82 3 44.8 107% - - -

부산광역시 14 Ⅴ 2 3 32.8 191% - - 53.4

강원 정선군 15 Ⅳ 104 3 46.6 103% - - -

전남 완도군 16 Ⅴ 142 2 30.2 105% - - 20.5

강원 강릉시 17 Ⅳ 31 4 51.5 109% - - -

경남 통영시 18 Ⅳ 62 3 42.9 155% - 25.3 25.3

경기 김포시 19 Ⅲ 42 3 28.7 177% - - 88.3

경남 창원시 20 Ⅴ 8 3 31.8 155% - - -

<표 4-10> 접근성 하위 20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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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지역은 전국 지역별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일부 대도시 외

에는 강원도에 6지역 (양구군, 인제군, 평창군, 홍천군, 정선군, 강릉시 등), 

남해안 지역에 7지역 (거제시, 남해군, 진도군, 신안군, 완도군, 통영시, 창원시 등) 

등, 대부분 강원도와 남해안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지역간 접근성 하위 20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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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간분포 분석

4.3.1 개요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사업의 효율성 및 투자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간분포(Spatial Distribution) 개념을 적용하고

자 한다. 공간분포의 사전적 의미는‘아무것도 없는 빈 일정한 범위에 사물 등

이 흩어져 펼쳐져 있는 상태 또는 분포’이다. 공간분포는 주로 도시계획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위 정의에서 사물 대신에 네트워크를 적용하면 교통계획

에서의 공간분포를 산출할 수 있고, 이를 다양한 graphic으로 표현하면 복잡한 

자료 분석 결과를 요약해서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분포를‘한 지역의 접근성이 거리에 따라 구성되는 정도’로 

정의하고 접근성이 시작되는 지점, 접근성의 70%를 구성하는 지점, 접근성의 

90%를 구성하는 지점을 추적한 후 이를 각각 α, β, γ로 표기하였다. 여기서 

접근성의 70%를 구성하는 지점(β)은 전술한 집중통행지역과 비슷한 개념이지

만 β는 한 지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지역부터 접근성을 누적하는 반면, 집중

통행지역은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통행량 중 도착 통행량이 많은 지역부터 접근

성을 누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서 각각 10km, 20km, 30km 떨어진 곳에 B지역, C

지역, D지역이 있다고 하고 A에서 발생한 총 통행량이 B지역, C지역, D지역에 

각각 60%, 10%, 30%만큼 도착한다고 하면, β는 A 지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

는 지역부터 접근성을 누적하므로 B → C → D순으로 계산하지만 집중통행지역

은 도착 통행량이 많은 지역부터 접근성을 누적하므로 B → D → C 순으로 계산

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β는 C지역, 집중통행지역은 B, D 지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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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포를 사용하면 접근성이 비슷하게 열악한 지역이라 하더라고 접근성 개

선이 국지적(local level)으로도 개선가능한지, 광역적(regional level)으로만 개

선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11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이는 한 지역의 접

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근 지역까지만 네트워크를 개선하면 되는지 아니면 장

거리에 떨어진 지역까지 네트워크를 모두 개선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

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기준을 사용하여 지역간 도로 계획을 수립 시 다른 조건들이 같은 경우 

사업의 효율성과 투자우선순위이 보다 높은 사업을 선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β, γ은 각각 접근성의 70%를 구성하는 지점과 접근성

의 90%를 구성하는 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접근성을 평가하는 지역의 크기에 따라 

그 값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 β-α 와 γ-α를 사용하였다. 먼저 

접근성과 β-α 산포도를 도식화하면 각각 다음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접근성과 β-α의 산포도

11) 광역적∙국지적 개념은 주로 도시계획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최막중 외(2012)는 복합상업시

설이 광역적∙국지적 상권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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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서 사각형 박스 안에 위치한 지역은 전술한 접근성 하위 20개 지역이

며, β-α는 13.0km~ 62.1km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즉, 접근성이 비슷하게 

열악해도 다른 지역까지 가는 구간의 네트워크를 20km 이하 국지적으로만 개선

해도 접근성이 개선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까지 가는 60km 이상 구간

의 네트워크를 광역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접근성 하위 20개 지역 중 β-α가 20km 이하인 국지적 개선가능 지역은 

고흥군, 진도군, 양산시, 김포시, 완도군 등 6개 지역이며, 반면 β-α가 40km 이

상인 광역적 개선가능지역은 평창군, 인제군, 울진군 등 3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접근성과 γ-α 산포도를 도식화하면 각각 다음 [그림 4-5]와 같다. 

γ-α는 접근성의 90%를 구성하는 지역을 나타내므로 β-α 보다 큰 값을 가지

게 된다. β-α의 최대값은 62.1km 인데 반해 γ-α의 최대값은 145.7km 에 

달하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가 필

요하다는 당연한 결과이며, 어느 기준을 사용하는지는 정책결정자가 목적 맞게 결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5] 접근성과 γ-α의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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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접근성

하위순위
접근성 α β γ β-α γ-α

전남 고흥군 20 10.39 57.5 66.9 82.2  9.4 24.7

전남 진도군 15 12.04 48.0 59.5 81.3 11.5 33.3

경남 양산시 6 16.01 18.2 30.1 48.9 11.9 30.7

경기 김포시 2 17.11 24.3 37.3 37.3 13.0 13.0

전남 완도군 3 16.19 22.5 37.9 113.5 15.4 91.0

경남 창원시 1 18.17 14.0 33.7 54.1 19.8 40.1

경남 남해군 17 11.88 30.5 51.2 108.7 20.7 78.2

경남 거제시 19 10.50 44.0 67.6 94.4 23.6 50.4

강원 정선군 8 15.67 29.9 56.3 122.0 26.3 92.1

전남 신안군 11 14.48 27.5 55.7 81.2 28.2 53.7

부산광역시 5 16.08 21.7 53.7 56.0 32.0 34.3

경북 영덕군 9 15.26 18.5 51.0 126.6 32.5 108.1

강원 강릉시 7 15.83 37.9 70.9 130.1 33.0 92.2

울산광역시 10 15.17 20.5 56.0 60.4 35.5 39.9

강원 양구군 18 10.95 23.4 59.7 169.1 36.4 145.7

강원 홍천군 4 16.10 24.2 62.0 126.3 37.8 102.1

경남 통영시 12 14.34 18.7 57.8 87.1 39.1 68.3

강원 평창군 13 13.41 23.1 70.6 165.9 47.6 142.9

강원 인제군 16 11.98 23.5 75.2 152.0 51.6 128.5

경북 울진군 14 12.48 28.2 90.3 151.2 62.1 123.0

max 18.17 57.5 90.3 169.1 62.1 145.7

min 10.39 13.97 30.1 37.3  9.4  13.0

<표 4-11> 접근성과 β-α 및 γ-α
단위: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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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국지적 개선 가능지역

접근성 낙후지역 중 β-α가 20km 이하인 국지적 개선가능 지역은 고흥군, 

진도군, 양산시, 김포시, 완도군, 창원시 등 6개 지역으로 도출되었다. 이 지역들

의 γ-α는 13.0km ~ 91.0km에서 형성되었고 91.0km로 형성된 부산을 제외

하면 모든 지역이 40km 내외에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접근성이 

국지적 개선가능한 지역의 특징은 한 지역의 통행수요가 인접한 지역에 치중되

어 있는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통행수요

가 많은 지역은 인천시, 서울시, 고양시 순이고 전체 발생통행량의 80.4%(각각 

32.7%, 34.3%, 13.3%)가 이들 지역에 치중되어 있었는데 이 중 가장 먼 지역

까지의 거리는 서울까지 33.4km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낙후지역 중 접근성 개선이 국지적으로 가능한 지역은 크게 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β,γ값이 둘 다 작은 경우이

다. 이러한 지역은 접근성의 70%, 90%를 구성하는 지역들까지 효율적으로 개

선 가능한 지역이며 고흥군, 진도군, 양산시가 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두 번째는 β값은 작지만 γ값은 큰 경우이다. 이러한 지역은 접근성의 70%를 

구성하는 지역들까지는 효율적으로 개선 가능하지만 이후 접근성의 90%를 구성하

는 지역들까지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지역이며 완도군이 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세 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로서 β,γ값이 둘 다 작으면서 같은 값을 가지

는 경우이다. 이러한 지역은 접근성의 70%를 구성하는 지역까지도 효율적으로 

개선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접근성의 90%를 구성하는 지역까지도 함께 개선이 되

는 지역을 의미하며 김포시가 이에 해당하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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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공간분포 (Spatial Distribution)

전남

고흥군

전남

진도군

경남

양산시

경기

김포시

전남

완도군

[그림 4-6] 국지적 개선 가능한 낙후지역 공간분포



- 78 -

4.3.3 광역적 개선 가능지역

접근성 낙후지역 중 β-α가 40km 이상인 광역적 개선가능 지역은 평창군, 

인제군, 울진군 등 3개 지역으로 도출되었다. 이 지역들의 γ-α는 123.0km ~ 

142.9km에서 형성되었다. 접근성이 광역적 개선가능한 지역의 특징은 한 지역

의 통행수요가 인접한 지역에 치중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통행수요가 많은 

지역은 속초시, 홍천군, 춘천시, 양구군, 화천군, 서울 순이었으며 전체 발생통행

량의 73.1%(각각 22.0%, 20.2%, 9.8%, 8.5%, 7.3%, 5.4%)이 이들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 중 가장 먼 지역까지의 거리는 서울까지 152.0km 까지 

인 것으로 나타나, 전술한 김포와 비교하면 접근성이 상당히 광역적으로 구성되

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역적 개선가능 지역은 교통인프라 투자 시 국지적 개선가능 지역보다 효율

성 측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과 효과를 보다 신중히 고

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접근성 개선이 광역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효율적인 지역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통영시의 경우 접

근성의 70%를 형성하는 β-α는 39.1km로 큰 값을 가지지만 인근 지역 중 경

남 고성군까지는 18.7km로 비교적 적은 값을 가지면서 접근성의 45% 내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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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공간분포 (Spatial Distribution)

강원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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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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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그림 4-7] 광역적 개선 가능한 낙후지역 공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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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장래연도 분석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모형을 국내 장래연도 (2015년도)에 적용하고 지역별 

접근성 증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네트워크 특성에 따른 접근성의 

증감을 고려하고자 OD는 기준연도(2010년도) OD만 사용하고 이를 2010년도 

및 2015년도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접근성 증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KTDB의 2015년도 장래도로 계획 네트워크 반영 내역

은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의 기준연도인 2010년을 기준으로 이 후에 준공되

었거나, 준공예정인 도로에 대한 현황자료 및 설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도

로 사업별 반영 내역 중 지역간 고속국도는 다음 <표 4-12>와 같다.

번호 사업명
연장

(km)
차로수

준공

예정년도
비고

1 여주-양평 18.6 4 2012 공사중
2 목포-광양 106.8 4 2012 공사중
3 하조대-설악 28.2 4 2016 공사중
4 전주-광양 52.59 4 2011 공사중
5 동홍천-양양 71.7 4 2014 공사중
6 동해-삼척 19 4 2015 공사중
7 음성-충주 45.4 4 2014 공사중
8 상주-영덕 111 4 2015 공사중
9 울산-포항 53.7 4 2014 공사중
10 충주-제천 23.9 4 2014 공사중
11 부산순환 47.8 4 2015 공사중
12 신길-호법 33.6 8,10 2012 공사중
13 진주-마산 48.2 6,8 2011 공사중
14 성산-담양 157.33 4 2015 공사중
15 영동-옥천 24.1 6 2015 공사중
16 냉정-부산 53.3 6,8 2013 공사중
17 서해안 일직-안산확장 10.0 10 2015 공사중
18 북천안IC - 4 2012 공사중
19 남이천IC - 4 2014 공사중
2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14.8 6 2014 공사중

<표 4-12> 장래네트워크 중 고속도로 반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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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2015년도의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접근성을 계산한 결과 2010년 대비 접

근성이 5% 이상 증가한 지역은 전체 지역 159개 지역 중 24.5%에 해당하는 39

개 지역에 해당했다. 이 중 접근성이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5곳, 10%~20% 

증가한 지역은 6곳, 5%~10% 증가한 지역은 28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큰 

접근성 증가를 보인 지역은 경남 김해시(88.2%), 경남 창원시(76.0%) 등 이고, 

그 다음으로는 여수시(23.7%), 김포시(21.9%), 화성시(20.7%)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접근성이 크게 증가한 곳은 고속도로 신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

는데, 김해시(88.2%)는 부산순환고속도로, 창원시(76.0%)는 부산냉정고속도로, 

여수시(23.7%)는 순천완주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10% 이상 증가한 지역은 모두 

장래 고속도로 신설이 예정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인근지역 접근성 분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신설 고속도

로 반경 30km 이내 지역의 접근성의 증감을 분석결과, 네트워크 중앙에 위치한 

충청권과 통행발생량이 많은 수도권, 부산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반면 네트워크 외곽에 위치한 강원권, 전라권의 경우 여러 개의 

고속도로 및 국도 네트워크 신설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증가는 비교적 적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먼저, 접근성이 5% 이상 증가한 지역은 다음 <표 4-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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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중존 번호 지역명
2010년도

접근성

2015년도

접근성

접근성 

증감량

접근성

증감률
1 236 경남김해시 21.49 40.43 18.95 88.2%
2 228 경남창원 21.22 37.35 16.13 76.0%
3 183 전남여수시 28.24 34.93 6.69 23.7%
4 110 경기김포시 20.00 24.38 4.38 21.9%
5 111 경기화성시 25.91 31.28 5.37 20.7%
6 98 경기남양주 36.17 41.06 4.89 13.5%
7 82 경기의정부 32.02 35.77 3.75 11.7%
8 38 부산 18.81 20.96 2.16 11.5%
9 92 경기안산 28.63 31.75 3.11 10.9%
10 137 충북청주 47.88 52.94 5.06 10.6%
11 93 경기고양 45.84 50.40 4.57 10.0%
12 182 전남목포시 29.33 32.24 2.92 9.9%
13 145 충북증평군 45.37 49.83 4.45 9.8%
14 132 강원화천군 23.70 25.83 2.13 9.0%
15 77 경기수원 32.72 35.56 2.84 8.7%
16 104 경기용인 28.83 31.33 2.49 8.7%
17 107 경기파주시 22.37 24.15 1.78 8.0%
18 241 경남함안군 22.84 24.65 1.81 7.9%
19 99 경기오산시 38.01 41.00 2.99 7.9%
20 141 충북청원군 53.49 57.66 4.17 7.8%
21 112 경기광주시 36.06 38.85 2.79 7.7%
22 1 서울 24.11 25.76 1.64 6.8%
23 197 전남무안군 45.10 48.16 3.06 6.8%
24 125 강원삼척시 30.47 32.53 2.06 6.8%
25 188 전남곡성군 39.47 41.99 2.53 6.4%
26 214 경북경산시 24.44 26.00 1.56 6.4%
27 123 강원태백시 28.53 30.32 1.79 6.3%
28 239 경남양산시 18.76 19.85 1.09 5.8%
29 200 전남장성군 25.34 26.81 1.47 5.8%
30 134 강원인제군 15.18 16.05 0.87 5.7%
31 97 경기구리시 34.90 36.91 2.00 5.7%
32 148 충북음성군 31.82 33.64 1.82 5.7%
33 80 경기성남 30.91 32.65 1.74 5.6%
34 113 경기양주시 41.22 43.54 2.31 5.6%
35 147 충북괴산군 28.10 29.57 1.47 5.2%
36 184 전남순천시 39.84 41.90 2.05 5.2%
37 233 경남진주시 27.19 28.59 1.40 5.1%
38 108 경기이천시 30.46 32.02 1.56 5.1%
39 103 경기하남시 28.00 29.43 1.43 5.1%

<표 4-13> 2015년도 접근성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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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015년도 장래네트워크 중 권역별 신설 고속도로 반경 30km 이

내 지역의 접근성의 증감 분석결과는 다음 <표 4-14>와 같다. 

권역 고속도로
접근성 변화 수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수도권

강남순환

고속도로

김포

(21.92%)

남양주

(13.53)

의정부

(11.70)

고양

(9.97%)

용인

(8.65%)

평택시흥

고속도로

화성

(20.73%)

안산

(10.88%)

수원

(8.67%)
- -

충청권
음성충주

고속도로

청주

(10.56%)

증평

(9.82%)

청원

(7.80%)

광주

(7.75%)

음성

(5.71%)

강원권

서울양양

고속도로

화천

(8.99%)

인제

(5.74%)
- - -

동해삼척

고속도로

삼척

(6.76%)

태백

(6.27%)
- - -

경상권

상주영덕

고속도로
- - - - -

울산포항

고속도로

경산

(6.39%)
- - - -

부산순환

고속도로

김해

(88.18%)

부산

(11.46%)

양산

(5.81%)
- -

부산냉정

고속도로

창원

(76.03%)

함안

(7.90%)

진주

(5.14)
- -

전라권

영암순천

고속도로

목포

(9.94%)

무안

(6.78%)

순천

(5.16%)
- -

순천완주

고속도로

여수

(23.71%)

곡성

(6.40%)
- - -

<표 4-14> 2015년도 장래네트워크 중 고속도로 반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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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전국 모든 도로 네트워크의 변화는 다음 [그림 4-8]과 같다. 

녹색으로 표시된 네트워크가 기 설치된, 붉은 색으로 표시된 네트워크가 신규로 

추가된 네트워크이며, 접근성이 5% 이상 증가지역은 음영처리로 표시하였다.

[그림 4-8] 2015년도 장래네트워크(모든도로) 및 접근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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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변화는 다음 [그림 4-9]와 같다. 마찬가지로 

녹색으로 표시된 네트워크가 기 설치된, 붉은 색으로 표시된 네트워크가 신규로 

추가된 네트워크이며, 접근성이 5% 이상 증가지역은 음영처리로 표시하였다.

[그림 4-9] 2015년도 장래네트워크(고속도로) 및 접근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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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본 연구의 활용방안

본 연구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역별 

접근성 현황평가 및 개선기준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 접

근성 평가와는 다른 도로네트워크 사용자들의 통행패턴을 반영한 지역간 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평가로서 다양한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 시 기존 경제성 분석(B/C 등) 및 지역균형

발전 (지역낙후도 등)에서 반영하지 못한 접근성 개선효과를 반영하는 기준으

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존 타당성 평가 시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

히 결정해야 하는 회색영역에 새로운 판단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지역별 접근성 공간분포 평가 및 개선기준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즉 한 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근 지역까지만 네트워크를 개

선하면 되는지 아니면 장거리에 떨어진 지역까지 네트워크를 모두 개선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똑같이 접근성이 열악

한 지역들이라 하더라도 공간분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투자우선순위이 보다 

높은 사업을 선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통 네트워크 우선 투자지역 선정기준으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낙후지역은 통행량과 통행패턴을 고려하여 선정된 

지역으로서, 효율성과 별개로 최소한의 교통 접근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

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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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5.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로네트워크 사용자들의 통행패턴을 반영한 지역간 도로네

트워크(Interregional Road Network)의 접근성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국내의 

현재 및 장래 도로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수요가중 접근성(demand-weighted Accessibility)을 기반으로 하는 모

형을 구축하고 이를 Nguyen and Dupuis가 제시한 예제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기존의 국내 도로 네트워크 접근성 평가 시에는 접근성 모형의 유

인력(Attraction)에서 지역별 경제활동에 기반한 절대 발생량(인구, 종사자수, 

통행량)만을 사용하여 경제활동이 왕성한 대도시의 접근성이 과다 평가되고, 

접근성 모형의 저항(Impedance)에서 통행시간 사용 시 free-flow시 통행시간 

만을 사용하여 최단경로의 네트워크만 평가되고, 지역간 네트워크 평가 시 지

역간 및 지역내 통행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지역간 접근성 결과가 왜곡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교통 인프라의 신규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하면서 접근성 개선정

도를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즉,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편익을 추정

한 후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적 분석에서는 지역낙후도 평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 등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평가요소를 포함

하였으나, 교통 인프라 투자 시 전체 네트워크의 접근성 개선 정도는 고려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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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접근성 모형의 유인

력(Attraction)에서 지역별 절대 발생량이 아닌 통행비율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사용자의 통행패턴을 반영하고, 접근성 모형의 저항(Impedance)에서 통행시간 

사용시 peak시 통행시간을 사용하여 지역간 최단거리 뿐 아니라 이용가능한 모

든 네트워크를 평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역간 네트워크 평가 시 기존의 교통

존(TAZ) 단위로 구분한 접근에서 벗어나 동일생활권인 같은 행정구역에 기반한 

네트워크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검증된 모형을 통해 KTDB에서 제시한 기준연도(2010년

도) 국내의 접근성 상위 20지역 및 하위 20지역을 산출하고 이들의 네트워크 특

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래연도(2015년도, 2020년도)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교통 

네트워크 투자 시 전체 접근성 개선 정도를 분석하고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중심으

로 신설 네트워크가 전국 네트워크의 접근성 개선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파악하였

다. 이를 통해 도로 네트워크 신규 투자 고려 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이외

에도 접근성 개선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KTDB에서 제시한 기준연도(2010년도) 국내 네트워크의 

접근성 분석결과 접근성이 높은 상위 20개 지역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네트워크 특성이나 경제적 활동만을 반영한 것이 아닌 실제 

네트워크 이용자의 통행패턴을 고려하기 위해 수요가중을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

로 풀이된다. 상위 20개 지역은 수도권, 경상북도, 강원도가 각각 4개 지역으로 

많고 다음으로 충청도 (3개), 전라남도 (3개), 기타 (2개) 지역 순으로 분포되

어 있었다. 반면 하위 20개 지역은 강원도가 6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남도(5개), 전라남도 (4개) 지역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기타지역에

는 부산과 울산 등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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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지역간 접근성 결과는 기존 접근성 연구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경

향을 보였는데, 이는 네트워크 위치와 발생 통행량 자체가 아닌 네트워크 사용

자의 통행패턴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존의 두 가지 항목이외에도‘집중통행지역’과‘단거리 도착률’개념을 사용하

여 결과를 해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간 접근성은 한 지역에서 발생한 통행량의 

70%가 도착하는 지역까지의 혼잡이 적을수록, 30km 단거리 도착률이 높을수

록 좋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접근성 상위 20지역을 분석해보면 이 요건을 

모두 만족한 지역한 지역이 대부분으로 집중통행지역 혼잡률은 110%이하이면

서 30km 단거리 도착률 85% 이상인 지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접근성 하위 20지역을 분석해보면 한 지역의 집중통행지역 거리가 멀수록 집중

통행지역 혼잡률이 높을수록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각 지역의 공간분포(spatial distribution)를 산정한 후 접근성 

개선이 광역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국지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접근성 형성이 시작되는 지점(α), 

접근성의 70%를 구성하는 지점(β) 및 접근성의 90%를 구성하는 지점(γ)을 

추적한 후 β-α를 사용하였다. 접근성 하위 20지역 중 국지적 개선 가능지역

은 고흥군, 진도군, 양산시, 김포시, 완도군, 창원시로 나타났고 광역적 개선 가능지

역은 평창군, 인제군, 울진군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래연도(2015년도) 네트워크

의 접근성을 평가하여 도로 네트워크의 전체 접근성 개선 정도를 분석하고 고속도

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신설 네트워크가 전국 네트워크의 접근성 개선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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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에 대한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전국 네트워크에 대한 정산 

(Calibration)이나 수정 없이 KTDB에서 제공한 원 네트워크 자료를 사용하였

다. 이는 전국 네트워크 정산과 수정의 경우 영향권(Influence Area) 설정 등 정

확한 기준을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좀 더 정확한 네트워

크를 구현한다면 보다 정밀한 지역간 접근성 결과를 산출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위치를 고려한 접근성 정규화(Normalization)를 

수행하지 않았다. 일부 지역은 네트워크 위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등 결과 값

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향후 접근성 정규화를 고려하면 이

러한 문제를 개선한 지역간 접근성을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도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접근성을 평가하

였다. 다양한 정책적 함의와 활용성을 위해서는 도로 네트워크와 함께 철도 네트

워크와의 연계․환승까지 함께 고려하여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지역간 접근

성 평가가 필요한 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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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분석교통존 (159개 목록)

대존 번호 소존 대존 번호 소존

서울 1 서울

경기

31 경기화성시

부산 2 부산 32 경기광주시

대구 3 대구 33 경기양주시

인천 4 인천 34 경기포천시

광주 5 광주 35 경기여주군

대전 6 대전 36 경기연천군

울산 7 울산 37 경기가평군

경기

8 경기수원시 38 경기양평군

9 경기성남시

강원

39 강원춘천시

10 경기의정부시 40 강원원주시

11 경기안양시 41 강원강릉시

12 경기부천시 42 강원동해시

13 경기광명시 43 강원태백시

14 경기평택시 44 강원속초시

15 경기동두천시 45 강원삼척시

16 경기안산시 46 강원홍천군

17 경기고양시 47 강원횡성군

18 경기과천시 48 강원영월군

19 경기구리시 49 강원평창군

20 경기남양주시 50 강원정선군

21 경기오산시 51 강원철원군

22 경기시흥시 52 강원화천군

23 경기군포시 53 강원양구군

24 경기의왕시 54 강원인제군

25 경기하남시 55 강원고성군

26 경기용인시 56 강원양양군

27 경기파주시

충북

57 충북청주시

28 경기이천시 58 충북충주시

29 경기안성시 59 충북제천시

30 경기김포시 60 충북청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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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존 번호 소존 대존 번호 소존

충북

61 충북보은군

전남

101 전남나주시

62 충북옥천군 102 전남광양시

63 충북영동군 103 전남담양군

64 충북증평군 104 전남곡성군

65 충북진천군 105 전남구례군

66 충북괴산군 106 전남고흥군

67 충북음성군 107 전남보성군

68 충북단양군 108 전남화순군

충남

69 충남천안시 109 전남장흥군

70 충남공주시 110 전남강진군

71 충남보령시 111 전남해남군

72 충남아산시 112 전남영암군

73 충남서산시 113 전남무안군

74 충남논산시 114 전남함평군

75 충남금산군 115 전남영광군

76 충남연기군 116 전남장성군

77 충남부여군 117 전남완도군

78 충남서천군 118 전남진도군

79 충남청양군 119 전남신안군

80 충남홍성군

경북

120 경북포항시

81 충남예산군 121 경북경주시

82 충남태안군 122 경북김천시

83 충남당진군 123 경북안동시

전북

84 전북전주시 124 경북구미시

85 전북군산시 125 경북영주시

86 전북익산시 126 경북영천시

87 전북정읍시 127 경북상주시

88 전북남원시 128 경북문경시

89 전북김제시 129 경북경산시

90 전북완주군 130 경북군위군

91 전북진안군 131 경북의성군

92 전북무주군 132 경북청송군

93 전북장수군 133 경북영양군

94 전북임실군 134 경북영덕군

95 전북순창군 135 경북청도군

96 전북고창군 136 경북고령군

97 전북부안군 137 경북성주군

전남

98 전남목포시 138 경북칠곡군

99 전남여수시 139 경북예천군

100 전남순천시 140 경북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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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존 번호 소존 대존 번호 소존

경북 141 경북울진군

경남

151 경남함안군

경남

142 경남창원시 152 경남창녕군

143 경남진주시 153 경남고성군

144 경남통영시 154 경남남해군

145 경남사천시 155 경남하동군

146 경남김해시 156 경남산청군

147 경남밀양시 157 경남함양군

148 경남거제시 158 경남거창군

149 경남양산시 159 경남합천군

150 경남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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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지역별 접근성 지표 

 O

모형 1 모형 2 모형 3
본연구

통행시간 통행거리 free-flow시 peak 시 free-flow시

index 순위 index 순위 index 순위 index 순위 index 순위 index 순위

1 78.33 65 72.59 76 100.00 1 100.00 1 40.84 64 24.11 124

2 59.36 129 54.75 142 13.98 14 13.34 20 33.39 101 18.81 146

3 77.99 68 73.89 72 12.81 16 15.68 17 29.69 125 21.46 138

4 78.66 64 69.17 86 36.33 2 36.88 2 49.66 38 29.77 91

5 70.82 93 66.87 96 7.96 29 12.19 22 35.24 89 31.89 78

6 94.96 2 91.82 6 7.59 32 10.71 26 27.15 133 22.64 132

7 56.85 134 51.76 150 4.24 48 4.83 52 26.42 138 17.76 149

8 87.35 23 78.58 47 29.86 6 31.60 6 52.36 34 32.72 73

9 83.85 35 77.03 54 31.68 5 34.05 5 48.71 42 30.91 82

10 76.73 75 68.98 87 10.31 22 11.49 24 48.64 43 32.02 76

11 83.27 37 74.90 67 20.69 8 24.87 8 65.46 12 46.46 23

12 77.95 69 70.44 84 23.93 7 25.02 7 57.27 21 35.36 58

13 79.49 56 72.00 79 9.39 25 10.05 30 48.53 44 30.68 84

14 89.28 17 83.40 27 6.57 38 8.16 37 37.70 80 27.64 112

15 65.70 113 63.52 112 3.00 59 4.56 57 67.95 11 60.89 7

16 82.42 46 73.50 73 17.91 9 16.40 15 52.98 33 28.63 101

17 75.09 79 67.38 94 31.91 4 35.39 3 69.99 9 45.84 25

18 83.20 38 75.51 64 7.33 33 7.92 38 77.23 5 49.31 19

19 81.50 51 74.42 70 10.03 23 10.91 25 54.34 30 34.90 61

20 78.74 62 72.13 78 17.25 10 16.81 13 62.83 16 36.17 52

21 89.70 16 82.91 28 6.30 41 7.50 41 54.13 31 38.01 47

22 79.40 57 70.54 83 16.51 11 16.23 16 61.74 18 35.84 55

23 84.50 32 76.49 58 11.88 19 14.47 19 71.02 8 51.08 17

24 85.98 28 77.41 51 8.87 27 11.55 23 90.67 3 69.72 4

25 83.54 36 76.21 60 5.85 44 6.10 46 45.49 51 28.00 110

26 88.06 20 85.04 24 32.42 3 34.10 4 46.44 49 28.83 99

27 66.56 110 61.52 122 6.09 43 7.05 42 32.73 105 22.37 134

28 88.60 19 85.16 23 3.08 58 4.24 59 37.55 81 30.46 87

29 89.97 15 87.96 18 6.70 36 7.75 39 41.57 62 28.37 104

30 69.58 99 64.07 109 5.64 45 5.66 49 33.75 97 20.00 141

31 86.10 27 79.02 43 15.60 13 15.48 18 44.23 55 25.91 120

32 84.40 33 81.71 32 8.36 28 9.89 31 51.62 35 36.06 53

33 69.68 98 65.48 104 6.63 37 8.36 35 55.40 24 41.22 34

34 63.55 122 62.81 117 2.04 74 2.55 80 28.87 130 21.36 139

35 81.69 49 79.35 42 1.65 84 2.43 84 33.12 103 28.79 100

36 61.13 126 60.92 123 0.65 124 0.97 127 40.18 68 35.74 56

37 66.93 108 64.55 108 0.88 115 1.23 118 26.97 136 22.33 135

38 76.84 73 77.43 50 0.72 122 1.05 124 26.01 139 22.37 133

39 70.63 94 64.89 106 1.55 86 2.41 87 23.65 144 21.67 136

40 80.67 54 76.57 57 2.93 60 4.38 58 25.81 141 22.73 130

41 52.97 145 50.08 153 1.16 98 1.83 96 20.61 146 19.25 143

42 50.59 152 50.05 154 1.43 90 2.18 90 40.44 65 36.31 51

43 52.32 149 58.27 129 0.46 135 0.77 134 28.61 131 28.53 102

44 47.30 155 46.18 158 3.12 56 4.74 53 62.07 17 55.69 10

45 49.98 153 51.83 149 0.87 116 1.33 116 33.92 95 30.47 86

46 64.13 121 62.35 118 0.86 117 1.35 114 20.26 147 18.80 147

47 72.56 85 68.18 91 1.04 104 1.66 103 35.01 90 33.17 70

48 66.23 111 66.71 97 0.55 131 0.88 131 31.97 113 30.20 88

49 64.30 117 61.92 120 0.42 136 0.67 140 17.01 152 15.96 152

50 54.17 142 55.48 140 0.41 141 0.68 138 19.14 149 18.90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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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모형 3
본연구

통행시간 통행거리 free-flow시 peak 시 free-flow시

index 순위 index 순위 index 순위 index 순위 index 순위 index 순위

56 51.18 151 50.28 152 0.92 113 1.51 111 64.60 14 62.62 6

57 90.83 12 91.23 7 12.03 18 17.74 12 55.01 27 47.88 22

58 84.53 31 86.92 20 1.36 93 2.05 94 25.71 142 22.90 128

59 75.83 76 76.69 56 2.09 71 3.21 69 32.96 104 29.80 90

60 100.00 1 100.00 1 13.41 15 19.28 10 63.01 15 53.49 14

61 90.05 14 88.46 15 1.16 99 1.77 100 65.03 13 58.76 9

62 91.12 11 89.79 9 1.59 85 2.56 79 48.05 45 45.62 26

63 92.23 7 93.57 2 1.87 77 3.18 70 95.29 2 95.48 2

64 91.45 10 89.16 12 0.93 110 1.45 113 49.51 40 45.37 27

65 91.82 9 89.69 10 2.03 75 2.94 74 49.99 37 42.63 33

66 87.82 21 88.69 14 0.68 123 1.09 123 29.76 124 28.10 108

67 90.07 13 91.95 5 2.69 63 3.78 63 38.33 78 31.82 79

68 70.36 95 71.75 80 0.46 134 0.74 135 42.17 59 40.17 38

69 92.37 6 89.09 13 6.22 42 8.70 34 32.52 109 26.84 116

70 93.58 3 90.50 8 10.88 20 16.58 14 38.95 74 35.02 60

71 76.73 74 74.65 68 1.00 106 1.60 107 32.50 110 30.73 83

72 83.91 34 85.19 22 2.78 62 4.06 60 39.36 71 33.89 64

73 79.28 60 75.24 65 3.21 55 4.63 55 46.52 47 39.59 43

74 92.05 8 89.33 11 1.85 79 2.94 73 30.75 117 28.91 98

75 87.57 22 87.29 19 3.80 50 5.67 48 38.34 77 33.79 65

76 92.57 5 92.94 4 3.47 53 5.12 51 49.58 39 43.10 31

77 84.59 29 82.15 31 0.74 120 1.20 120 33.72 98 32.25 75

78 79.29 59 77.15 52 1.49 89 2.42 85 50.24 36 48.20 21

79 82.39 47 80.66 37 0.41 140 0.67 141 30.80 116 29.72 92

80 79.59 55 75.89 63 1.69 81 2.67 77 43.47 57 40.45 37

81 84.57 30 78.93 45 3.08 57 4.62 56 59.84 20 52.99 15

82 66.21 112 65.95 103 1.11 101 1.60 106 34.19 93 29.20 97

83 82.66 41 77.64 49 2.86 61 4.00 61 40.04 69 33.07 71

84 82.51 44 82.89 29 6.71 35 10.44 28 30.67 118 28.19 107

85 78.67 63 76.91 55 12.14 17 18.77 11 44.74 54 40.85 35

86 86.25 26 82.47 30 9.01 26 12.94 21 71.33 7 60.50 8

87 77.94 70 74.02 71 1.10 102 1.79 98 30.47 119 29.30 96

88 79.14 61 78.88 46 0.98 107 1.65 104 32.61 108 32.49 74

89 82.58 42 78.23 48 4.45 47 6.78 44 45.44 52 40.84 36

90 88.80 18 88.18 16 1.69 82 2.46 83 44.75 53 38.52 45

91 83.06 39 84.38 26 0.26 148 0.43 147 33.84 96 33.49 69

92 87.28 25 86.67 21 0.39 142 0.65 142 23.02 145 22.65 131

93 80.83 53 81.11 35 0.76 119 1.28 117 29.83 123 29.83 89

94 79.38 58 79.01 44 0.78 118 1.33 115 33.59 99 33.75 66

95 74.47 81 74.99 66 0.62 128 1.05 125 29.38 127 29.37 94

96 68.20 105 66.50 100 0.90 114 1.49 112 34.60 91 33.99 63

97 73.25 83 72.42 77 0.62 127 1.03 126 32.66 106 31.90 77

98 57.29 133 54.62 143 3.65 52 4.67 54 38.77 75 29.33 95

99 54.69 140 54.25 144 0.92 112 1.21 119 36.55 84 28.24 106

100 67.89 106 66.67 98 6.37 39 8.79 33 48.91 41 39.84 40

101 64.97 115 62.94 116 2.51 65 3.58 65 47.17 46 39.77 42

102 64.23 118 63.42 113 3.24 54 3.99 62 54.81 29 39.83 41

103 71.63 88 70.98 81 1.30 95 2.09 92 40.39 66 38.31 46

104 73.16 84 72.93 75 1.17 97 1.86 95 42.03 60 39.47 44

105 75.44 77 76.10 61 0.64 125 1.09 122 43.37 58 43.80 29

106 44.66 157 48.62 155 0.24 151 0.37 152 13.42 159 12.14 159

107 57.53 132 57.57 133 1.13 100 1.78 99 29.08 128 26.99 115

108 68.27 104 64.62 107 2.10 70 3.26 68 53.52 32 49.05 20

109 56.18 135 57.60 132 0.35 143 0.60 143 37.28 83 37.48 49

110 51.57 150 55.86 139 0.50 133 0.86 133 54.98 28 55.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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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모형 3

통행시간 통행거리 free-flow시 peak 시 free-flow시 본연구

index 순위 index 순위 index 순위 index 순위 index 순위 index 순위

111 47.72 154 50.79 151 0.42 138 0.68 139 39.17 73 37.65 48

112 57.57 131 59.00 127 1.17 96 1.74 102 29.62 126 25.99 119

113 61.60 125 58.98 128 3.77 51 5.23 50 55.18 26 45.10 28

114 63.49 123 61.65 121 2.07 72 3.40 67 78.69 4 76.48 3

115 65.20 114 63.01 115 0.97 108 1.63 105 46.50 48 46.36 24

116 71.69 86 70.15 85 1.31 94 2.08 93 27.08 134 25.34 121

117 41.43 159 46.19 157 0.10 156 0.17 156 19.32 148 18.92 144

118 42.71 158 45.43 159 0.09 157 0.15 157 15.34 156 15.09 154

119 53.92 143 53.47 146 0.11 155 0.18 155 18.16 151 16.90 151

120 60.82 127 56.25 138 7.85 31 10.35 29 46.11 50 35.90 54

121 64.19 119 60.08 124 16.48 12 21.81 9 69.47 10 54.28 13

122 93.10 4 93.11 3 2.32 67 3.07 72 55.27 25 43.14 30

123 70.94 92 73.24 74 1.50 88 2.42 86 33.31 102 31.76 80

124 81.45 52 81.70 33 6.32 40 7.66 40 32.27 112 23.11 127

125 71.56 90 70.78 82 1.93 76 3.11 71 41.92 61 39.85 39

126 71.69 87 68.26 90 1.41 91 1.82 97 31.30 114 23.73 125

127 87.34 24 88.12 17 1.41 92 2.21 89 30.32 120 28.03 109

128 82.75 40 84.49 25 1.87 78 2.90 76 56.29 22 51.73 16

129 73.41 82 67.58 93 7.95 30 8.18 36 40.20 67 24.44 123

130 77.63 71 79.44 41 0.59 129 0.90 130 38.48 76 34.82 62

131 77.99 67 79.63 40 0.93 111 1.53 110 36.55 85 35.34 59

132 60.29 128 62.27 119 0.24 150 0.41 149 27.03 135 27.17 114

133 54.76 138 59.89 125 0.28 146 0.48 146 35.86 87 36.51 50

134 55.32 137 57.39 135 0.22 154 0.35 154 18.54 150 17.38 150

135 69.74 97 66.52 99 0.73 121 1.16 121 35.67 88 33.64 67

136 78.17 66 76.03 62 1.66 83 2.53 81 39.62 70 35.69 57

137 82.51 43 81.31 34 1.54 87 2.53 82 56.27 23 54.59 12

138 81.55 50 80.37 38 5.41 46 6.79 43 38.06 79 28.24 105

139 75.26 78 77.11 53 1.07 103 1.77 101 44.11 56 42.98 32

140 64.47 116 67.63 92 0.54 132 0.92 128 100.00 1 100.00 1

141 52.79 146 57.62 131 0.23 153 0.38 151 14.82 157 14.57 155

142 66.60 109 63.16 114 9.57 24 10.66 27 32.27 111 21.22 140

143 71.57 89 66.40 102 4.22 49 5.72 47 33.98 94 27.19 113

144 59.21 130 56.98 136 2.12 69 2.34 88 30.11 121 19.65 142

145 69.35 100 66.41 101 2.62 64 3.60 64 41.52 63 33.61 68

146 64.17 120 59.66 126 10.39 21 9.62 32 39.31 72 21.49 137

147 68.32 103 65.10 105 2.12 68 2.94 75 61.53 19 50.23 18

148 52.36 148 52.70 148 0.64 126 0.86 132 15.45 155 12.33 158

149 61.66 124 57.39 134 7.09 34 6.18 45 36.46 86 18.76 148

150 67.82 107 68.80 88 0.27 147 0.43 148 32.64 107 30.58 85

151 68.57 101 63.99 110 2.05 73 2.64 78 30.01 122 22.84 129

152 71.55 91 68.75 89 0.96 109 1.53 109 31.19 115 29.43 93

153 68.39 102 63.94 111 1.71 80 2.17 91 37.46 82 27.98 111

154 54.75 139 57.77 130 0.24 149 0.36 153 15.71 154 13.90 156

155 70.16 96 66.99 95 1.04 105 1.59 108 34.44 92 31.14 81

156 74.97 80 74.64 69 0.57 130 0.91 129 28.21 132 26.38 118

157 82.22 48 80.36 39 0.41 139 0.68 137 26.96 137 26.45 117

158 82.48 45 81.03 36 0.42 137 0.70 136 29.03 129 28.38 103

159 77.01 72 76.22 59 0.30 145 0.49 145 33.56 100 32.8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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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장래년도 지역별 접근성 지표(2010,2015,2020년도)

O
2010년도 2015년도 2020년도 접근성 증감량 접근성 증감률

index 순위 index 순위 index 순위 10/15 15/20 10/20 10/15 15/20 10/20

1 24.11 124 25.76 126 25.82 126 1.64 0.06 1.71 6.8% 0.2% 7.1%

2 18.81 146 20.96 142 21.08 142 2.16 0.12 2.28 11.5% 0.6% 12.1%

3 21.46 138 22.22 140 22.27 141 0.77 0.04 0.81 3.6% 0.2% 3.8%

4 29.77 91 30.62 96 30.65 96 0.85 0.03 0.88 2.9% 0.1% 2.9%

5 31.89 78 32.53 82 32.51 86 0.64 -0.02 0.62 2.0% -0.1% 1.9%

6 22.64 132 23.24 134 23.66 133 0.60 0.41 1.02 2.7% 1.8% 4.5%

7 17.76 149 18.00 149 18.03 149 0.24 0.03 0.27 1.4% 0.2% 1.5%

8 32.72 73 35.56 64 36.74 58 2.84 1.18 4.02 8.7% 3.3% 12.3%

9 30.91 82 32.65 80 32.67 82 1.74 0.02 1.76 5.6% 0.1% 5.7%

10 32.02 76 35.77 62 36.06 63 3.75 0.29 4.04 11.7% 0.8% 12.6%

11 46.46 23 48.37 25 48.46 25 1.91 0.09 2.00 4.1% 0.2% 4.3%

12 35.36 58 36.14 61 36.18 62 0.78 0.05 0.83 2.2% 0.1% 2.3%

13 30.68 84 31.76 89 31.89 90 1.07 0.13 1.20 3.5% 0.4% 3.9%

14 27.64 112 28.87 110 28.87 110 1.23 0.01 1.23 4.4% 0.0% 4.5%

15 60.89 7 58.77 9 61.75 7 -2.11 2.98 0.86 -3.5% 5.1% 1.4%

16 28.63 101 31.75 90 31.92 89 3.11 0.17 3.29 10.9% 0.5% 11.5%

17 45.84 25 50.40 21 50.63 21 4.57 0.23 4.80 10.0% 0.5% 10.5%

18 49.31 19 50.95 20 51.02 20 1.63 0.07 1.70 3.3% 0.1% 3.5%

19 34.90 61 36.91 56 37.10 57 2.00 0.19 2.20 5.7% 0.5% 6.3%

20 36.17 52 41.06 37 41.12 40 4.89 0.06 4.95 13.5% 0.1% 13.7%

21 38.01 47 41.00 40 41.27 39 2.99 0.28 3.26 7.9% 0.7% 8.6%

22 35.84 55 36.99 55 37.21 56 1.14 0.22 1.36 3.2% 0.6% 3.8%

23 51.08 17 53.25 16 53.29 16 2.17 0.04 2.20 4.2% 0.1% 4.3%

24 69.72 4 72.71 4 72.85 4 2.99 0.13 3.12 4.3% 0.2% 4.5%

25 28.00 110 29.43 106 29.55 105 1.43 0.12 1.55 5.1% 0.4% 5.5%

26 28.83 99 31.33 92 32.80 80 2.49 1.47 3.97 8.7% 4.7% 13.8%

27 22.37 134 24.15 130 24.15 130 1.78 -0.01 1.78 8.0% 0.0% 7.9%

28 30.46 87 32.02 86 32.58 85 1.56 0.56 2.11 5.1% 1.7% 6.9%

29 28.37 104 29.37 107 29.51 108 1.01 0.14 1.15 3.6% 0.5% 4.0%

30 20.00 141 24.38 129 24.46 129 4.38 0.08 4.47 21.9% 0.3% 22.3%

31 25.91 120 31.28 93 31.46 93 5.37 0.19 5.56 20.7% 0.6% 21.4%

32 36.06 53 38.85 49 39.20 50 2.79 0.35 3.14 7.7% 0.9% 8.7%

33 41.22 34 43.54 33 44.44 31 2.31 0.90 3.22 5.6% 2.1% 7.8%

34 21.36 139 22.00 141 23.09 136 0.64 1.09 1.73 3.0% 5.0% 8.1%

35 28.79 100 28.82 111 29.96 99 0.03 1.14 1.17 0.1% 3.9% 4.0%

36 35.74 56 36.61 58 41.31 38 0.87 4.70 5.57 2.4% 12.8% 15.6%

37 22.33 135 22.52 139 23.06 137 0.19 0.54 0.73 0.8% 2.4% 3.3%

38 22.37 133 22.76 136 22.92 138 0.39 0.15 0.54 1.8% 0.7% 2.4%

39 21.67 136 22.57 138 22.67 140 0.90 0.10 1.00 4.1% 0.4% 4.6%

40 22.73 130 23.12 135 23.47 135 0.39 0.35 0.74 1.7% 1.5% 3.3%

41 19.25 143 19.54 145 20.03 144 0.29 0.49 0.79 1.5% 2.5% 4.1%

42 36.31 51 37.51 53 37.58 54 1.20 0.07 1.27 3.3% 0.2% 3.5%

43 28.53 102 30.32 98 30.35 98 1.79 0.03 1.82 6.3% 0.1% 6.4%

44 55.69 10 56.25 12 55.70 12 0.56 -0.55 0.01 1.0% -1.0% 0.0%

45 30.47 86 32.53 83 32.60 84 2.06 0.07 2.13 6.8% 0.2% 7.0%

46 18.80 147 19.24 147 19.40 146 0.44 0.16 0.60 2.3% 0.9% 3.2%

47 33.17 70 33.49 77 33.52 76 0.32 0.03 0.35 1.0% 0.1% 1.1%

48 30.20 88 30.51 97 30.58 97 0.31 0.08 0.38 1.0% 0.2% 1.3%

49 15.96 152 16.47 152 16.64 152 0.51 0.18 0.69 3.2% 1.1% 4.3%

50 18.90 145 19.19 148 19.25 148 0.29 0.06 0.35 1.6%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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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0년도 2015년도 2020년도 접근성 증감량 접근성 증감률

index 순위 index 순위 index 순위 10/15 15/20 10/20 10/15 15/20 10/20

56 24.89 122 25.17 127 25.22 127 0.28 0.05 0.33 1.1% 0.2% 1.3%

57 23.70 126 25.83 125 25.82 125 2.13 -0.01 2.12 9.0% 0.0% 9.0%

58 13.27 157 13.73 157 13.80 157 0.47 0.07 0.53 3.5% 0.5% 4.0%

59 15.18 153 16.05 153 16.25 153 0.87 0.19 1.07 5.7% 1.2% 7.0%

60 64.11 5 64.32 5 63.18 6 0.21 -1.14 -0.92 0.3% -1.8% -1.4%

61 62.62 6 61.88 6 64.77 5 -0.74 2.89 2.15 -1.2% 4.7% 3.4%

62 47.88 22 52.94 17 52.99 17 5.06 0.05 5.11 10.6% 0.1% 10.7%

63 22.90 128 23.98 132 24.11 131 1.09 0.13 1.21 4.8% 0.5% 5.3%

64 29.80 90 30.90 94 31.07 94 1.10 0.17 1.27 3.7% 0.5% 4.3%

65 53.49 14 57.66 10 59.59 10 4.17 1.93 6.10 7.8% 3.3% 11.4%

66 58.76 9 59.29 8 60.89 8 0.53 1.60 2.13 0.9% 2.7% 3.6%

67 45.62 26 45.95 28 47.40 28 0.33 1.45 1.78 0.7% 3.1% 3.9%

68 95.48 2 95.53 2 95.53 2 0.05 -0.00 0.05 0.1% 0.0% 0.1%

69 45.37 27 49.83 23 49.86 23 4.45 0.04 4.49 9.8% 0.1% 9.9%

70 42.63 33 44.36 29 44.45 30 1.74 0.09 1.83 4.1% 0.2% 4.3%

71 28.10 108 29.57 103 29.60 103 1.47 0.03 1.51 5.2% 0.1% 5.4%

72 31.82 79 33.64 74 33.79 72 1.82 0.15 1.97 5.7% 0.5% 6.2%

73 40.17 38 41.04 38 41.04 41 0.86 0.01 0.87 2.1% 0.0% 2.2%

74 26.84 116 27.35 119 27.37 120 0.51 0.02 0.53 1.9% 0.1% 2.0%

75 35.02 60 35.46 65 35.46 65 0.44 -0.00 0.44 1.3% 0.0% 1.2%

76 30.73 83 30.83 95 30.84 95 0.10 0.01 0.11 0.3% 0.0% 0.4%

77 33.89 64 34.51 70 34.37 70 0.62 -0.14 0.48 1.8% -0.4% 1.4%

78 39.59 43 40.30 46 40.29 47 0.71 -0.01 0.70 1.8% 0.0% 1.8%

79 28.91 98 29.14 108 29.14 109 0.23 -0.00 0.23 0.8% 0.0% 0.8%

80 33.79 65 35.01 67 35.02 67 1.22 0.01 1.23 3.6% 0.0% 3.6%

81 43.10 31 44.30 30 48.94 24 1.20 4.63 5.83 2.8% 10.5% 13.5%

82 32.25 75 32.62 81 32.62 83 0.37 0.00 0.37 1.1% 0.0% 1.1%

83 48.20 21 48.38 24 48.36 26 0.18 -0.02 0.16 0.4% 0.0% 0.3%

84 29.72 92 29.92 99 29.92 100 0.20 -0.00 0.20 0.7% 0.0% 0.7%

85 40.45 37 40.71 43 40.70 44 0.26 -0.01 0.25 0.6% 0.0% 0.6%

86 52.99 15 53.51 15 53.57 15 0.52 0.06 0.58 1.0% 0.1% 1.1%

87 29.20 97 29.60 102 29.56 104 0.40 -0.05 0.36 1.4% -0.2% 1.2%

88 33.07 71 33.56 75 33.63 75 0.50 0.07 0.57 1.5% 0.2% 1.7%

89 28.19 107 28.17 116 28.16 116 -0.02 -0.01 -0.03 -0.1% 0.0% -0.1%

90 40.85 35 40.82 42 40.85 43 -0.03 0.02 -0.01 -0.1% 0.1% 0.0%

91 60.50 8 60.37 7 60.43 9 -0.12 0.06 -0.06 -0.2% 0.1% -0.1%

92 29.30 96 29.54 104 29.54 107 0.24 -0.01 0.24 0.8% 0.0% 0.8%

93 32.49 74 32.69 79 32.69 81 0.20 -0.00 0.19 0.6% 0.0% 0.6%

94 40.84 36 40.95 41 40.91 42 0.11 -0.04 0.07 0.3% -0.1% 0.2%

95 38.52 45 38.51 51 38.53 52 -0.00 0.02 0.01 0.0% 0.0% 0.0%

96 33.49 69 33.51 76 33.51 77 0.03 0.00 0.03 0.1% 0.0% 0.1%

97 22.65 131 22.73 137 22.73 139 0.08 0.00 0.08 0.3% 0.0% 0.3%

98 29.83 89 29.89 100 29.89 101 0.05 0.00 0.06 0.2% 0.0% 0.2%

99 33.75 66 33.74 73 33.74 74 -0.01 0.00 -0.01 0.0% 0.0% 0.0%

100 29.37 94 29.54 105 29.54 106 0.17 -0.00 0.17 0.6% 0.0% 0.6%

101 33.99 63 34.12 71 34.12 71 0.13 -0.01 0.12 0.4% 0.0% 0.4%

102 31.90 77 32.02 87 32.02 88 0.12 0.00 0.12 0.4% 0.0% 0.4%

103 29.33 95 32.24 84 32.88 79 2.92 0.63 3.55 9.9% 2.0% 12.1%

104 28.24 106 34.93 68 34.98 68 6.69 0.05 6.74 23.7% 0.1% 23.9%

105 39.84 40 41.90 36 41.87 36 2.05 -0.03 2.03 5.2% -0.1% 5.1%

106 39.77 42 40.53 44 40.54 45 0.76 0.01 0.77 1.9% 0.0% 1.9%

107 39.83 41 41.01 39 41.32 37 1.18 0.31 1.50 3.0% 0.8% 3.8%

108 38.31 46 38.12 52 38.11 53 -0.18 -0.01 -0.20 -0.5% 0.0% -0.5%

109 39.47 44 41.99 35 41.98 35 2.53 -0.02 2.51 6.4% 0.0% 6.4%

110 43.80 29 44.07 31 44.07 32 0.27 -0.00 0.27 0.6% 0.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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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0년도 2015년도 2020년도 접근성 증감량 접근성 증감률

index 순위 index 순위 index 순위 10/15 15/20 10/20 10/15 15/20 10/20

111 37.65 48 39.26 48 39.30 49 1.62 0.04 1.66 4.3% 0.1% 4.4%

112 25.99 119 26.87 120 28.03 118 0.88 1.16 2.04 3.4% 4.3% 7.8%

113 45.10 28 48.16 26 47.89 27 3.06 -0.27 2.79 6.8% -0.6% 6.2%

114 76.48 3 76.97 3 76.99 3 0.48 0.02 0.51 0.6% 0.0% 0.7%

115 46.36 24 46.47 27 46.46 29 0.12 -0.01 0.10 0.3% 0.0% 0.2%

116 25.34 121 26.81 123 26.75 123 1.47 -0.06 1.41 5.8% -0.2% 5.6%

117 18.92 144 19.28 146 19.29 147 0.37 0.01 0.38 1.9% 0.0% 2.0%

118 15.09 154 15.28 154 15.32 154 0.19 0.03 0.23 1.3% 0.2% 1.5%

119 16.90 151 17.27 151 17.28 151 0.37 0.01 0.38 2.2% 0.1% 2.2%

120 35.90 54 36.15 60 36.39 60 0.25 0.24 0.49 0.7% 0.7% 1.4%

121 54.28 13 54.93 13 55.00 13 0.65 0.07 0.72 1.2% 0.1% 1.3%

122 43.14 30 43.80 32 43.70 33 0.66 -0.10 0.56 1.5% -0.2% 1.3%

123 31.76 80 32.05 85 32.05 87 0.29 -0.00 0.29 0.9% 0.0% 0.9%

124 23.11 127 23.59 133 23.53 134 0.48 -0.05 0.43 2.1% -0.2% 1.8%

125 39.85 39 40.12 47 40.14 48 0.27 0.02 0.29 0.7% 0.1% 0.7%

126 23.73 125 24.13 131 24.07 132 0.40 -0.06 0.33 1.7% -0.3% 1.4%

127 28.03 109 28.54 113 28.54 113 0.50 0.01 0.51 1.8% 0.0% 1.8%

128 51.73 16 51.87 19 51.87 19 0.14 0.00 0.14 0.3% 0.0% 0.3%

129 24.44 123 26.00 124 26.14 124 1.56 0.13 1.70 6.4% 0.5% 6.9%

130 34.82 62 35.19 66 35.09 66 0.37 -0.10 0.27 1.1% -0.3% 0.8%

131 35.34 59 35.66 63 35.63 64 0.32 -0.03 0.29 0.9% -0.1% 0.8%

132 27.17 114 28.27 115 28.27 115 1.10 -0.00 1.10 4.0% 0.0% 4.0%

133 36.51 50 36.62 57 36.64 59 0.11 0.02 0.12 0.3% 0.0% 0.3%

134 17.38 150 17.55 150 17.55 150 0.17 -0.01 0.16 1.0% 0.0% 0.9%

135 33.64 67 33.76 72 33.79 73 0.13 0.02 0.15 0.4% 0.1% 0.4%

136 35.69 57 36.29 59 36.32 61 0.60 0.03 0.63 1.7% 0.1% 1.8%

137 54.59 12 54.90 14 54.93 14 0.30 0.03 0.33 0.6% 0.0% 0.6%

138 28.24 105 28.34 114 28.36 114 0.10 0.02 0.12 0.4% 0.1% 0.4%

139 42.98 32 43.22 34 43.23 34 0.24 0.00 0.25 0.6% 0.0% 0.6%

140 100.00 1 100.25 1 100.27 1 0.25 0.02 0.27 0.3% 0.0% 0.3%

141 14.57 155 14.80 155 14.82 155 0.23 0.01 0.24 1.6% 0.1% 1.7%

142 21.22 140 37.35 54 37.35 55 16.13 -0.00 16.13 76.0% 0.0% 76.0%

143 27.19 113 28.59 112 28.59 112 1.40 0.00 1.40 5.1% 0.0% 5.1%

144 19.65 142 19.63 144 20.52 143 -0.02 0.88 0.87 -0.1% 4.5% 4.4%

145 33.61 68 34.68 69 34.67 69 1.08 -0.02 1.06 3.2% 0.0% 3.2%

146 21.49 137 40.43 45 40.43 46 18.95 -0.00 18.94 88.2% 0.0% 88.2%

147 50.23 18 52.09 18 52.09 18 1.86 -0.00 1.86 3.7% 0.0% 3.7%

148 12.33 158 12.62 158 12.87 158 0.29 0.25 0.54 2.4% 1.9% 4.4%

149 18.76 148 19.85 143 19.80 145 1.09 -0.06 1.03 5.8% -0.3% 5.5%

150 30.58 85 31.50 91 31.50 92 0.92 -0.00 0.92 3.0% 0.0% 3.0%

151 22.84 129 24.65 128 24.64 128 1.81 -0.01 1.80 7.9% 0.0% 7.9%

152 29.43 93 29.84 101 29.85 102 0.41 0.01 0.42 1.4% 0.0% 1.4%

153 27.98 111 28.10 117 28.13 117 0.11 0.03 0.14 0.4% 0.1% 0.5%

154 13.90 156 14.28 156 14.28 156 0.38 -0.00 0.37 2.7% 0.0% 2.7%

155 31.14 81 31.88 88 31.88 91 0.74 -0.00 0.74 2.4% 0.0% 2.4%

156 26.38 118 26.82 122 26.84 122 0.44 0.02 0.45 1.7% 0.1% 1.7%

157 26.45 117 26.85 121 26.85 121 0.40 -0.00 0.40 1.5% 0.0% 1.5%

158 28.38 103 28.87 109 28.87 111 0.49 0.00 0.49 1.7% 0.0% 1.7%

159 32.82 72 33.47 78 33.48 78 0.65 0.01 0.66 2.0% 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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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지역별 공간분포

zone α β γ β-α γ-α

1 9.30 29.41 44.25 20.11 34.95

2 21.72 53.70 56.03 31.98 34.31

3 17.94 49.07 89.63 31.13 71.69

4 6.94 41.01 42.24 34.07 35.30

5 18.04 31.10 59.86 13.06 41.82

6 25.36 33.04 93.51 7.68 68.15

7 20.45 55.96 60.35 35.51 39.90

8 9.88 17.01 42.78 7.13 32.90

9 8.22 28.00 41.81 19.78 33.59

10 12.38 24.85 43.50 12.47 31.12

11 3.02 20.72 26.61 17.70 23.59

12 7.25 27.47 27.47 20.22 20.22

13 8.61 19.47 20.86 10.86 12.25

14 16.16 23.44 62.24 7.28 46.08

15 5.58 11.26 27.77 5.68 22.19

16 6.65 20.62 39.78 13.97 33.13

17 9.30 9.30 29.05 - 19.75

18 3.06 17.40 22.34 14.34 19.28

19 11.38 15.81 39.43 4.43 28.05

20 11.96 26.92 46.89 14.96 34.93

21 10.51 18.73 35.75 8.22 25.24

22 6.84 17.98 47.44 11.14 40.60

23 3.87 16.25 30.96 12.38 27.09

24 3.85 9.88 27.77 6.03 23.92

25 10.88 34.81 48.57 23.93 37.69

26 11.33 30.20 48.50 18.87 37.17

27 16.03 32.48 52.95 16.45 36.92

28 11.33 34.86 66.07 23.53 54.74

29 12.41 19.81 52.74 7.40 40.33

30 24.30 37.33 37.33 13.03 13.03

31 10.22 36.92 48.70 26.70 38.48

32 8.20 24.69 49.45 16.49 41.25

33 5.58 16.41 33.52 10.83 27.94

34 7.38 48.48 63.67 41.10 56.29

35 15.79 26.83 91.55 11.04 75.76

36 7.33 31.40 54.61 24.07 47.28

37 10.77 51.11 77.31 40.34 66.54

38 16.95 61.46 66.61 44.51 49.66

39 29.00 50.21 82.52 21.21 53.52

40 26.81 60.68 120.00 33.87 93.19

41 37.89 70.91 130.10 33.02 92.21

42 22.59 36.60 65.46 14.01 42.87

43 13.37 40.52 55.88 27.15 42.51

44 7.34 9.98 9.98 2.64 2.64

45 18.51 22.72 64.58 4.21 46.07

46 24.20 61.99 126.30 37.79 102.10

47 23.05 29.14 68.43 6.09 45.38

48 20.17 20.17 53.88 - 33.71

49 23.05 70.63 165.90 47.58 142.85

50 29.92 56.26 122.00 26.34 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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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α β γ β-α γ-α

56 26.92 27.02 75.49 0.10 48.57

57 26.92 33.43 84.99 6.51 58.07

58 23.37 59.72 169.10 36.35 145.73

59 23.51 75.15 152.00 51.64 128.49

60 10.38 10.38 10.38 - -

61 7.34 7.34 43.65 - 36.31

62 2.97 2.97 11.60 - 8.63

63 24.13 45.76 112.70 21.63 88.57

64 15.79 39.70 102.10 23.91 86.31

65 7.31 15.31 25.46 8.00 18.15

66 12.17 24.24 41.66 12.07 29.49

67 12.17 30.91 38.61 18.74 26.44

68 9.99 12.76 26.46 2.77 16.47

69 7.31 25.45 51.84 18.14 44.53

70 5.48 29.61 46.33 24.13 40.85

71 17.58 43.80 57.88 26.22 40.30

72 5.48 35.18 81.13 29.70 75.65

73 15.79 15.79 48.66 - 32.87

74 12.41 36.47 76.48 24.06 64.07

75 12.63 29.83 45.45 17.20 32.82

76 10.78 35.45 103.30 24.67 92.52

77 15.10 15.10 23.14 - 8.04

78 10.26 19.07 67.73 8.81 57.47

79 19.43 32.08 63.71 12.65 44.28

80 25.18 26.32 57.59 1.14 32.41

81 12.63 18.34 33.24 5.71 20.61

82 13.47 35.47 65.86 22.00 52.39

83 13.47 14.15 53.41 0.68 39.94

84 19.43 30.51 70.76 11.08 51.33

85 10.78 14.75 66.91 3.97 56.13

86 10.26 18.02 47.46 7.76 37.20

87 19.52 19.52 45.99 - 26.47

88 10.57 41.85 69.81 31.28 59.24

89 14.41 28.65 52.08 14.24 37.67

90 14.16 21.67 43.26 7.51 29.10

91 14.14 19.19 28.66 5.05 14.52

92 15.68 43.02 54.92 27.34 39.24

93 7.50 29.92 57.49 22.42 49.99

94 15.58 17.96 20.51 2.38 4.93

95 14.14 14.38 17.38 0.24 3.24

96 13.64 31.44 31.44 17.80 17.80

97 9.98 59.50 97.56 49.52 87.58

98 13.16 47.55 53.44 34.39 40.28

99 19.80 28.64 30.02 8.84 10.22

100 16.66 46.01 80.29 29.35 63.63

101 10.18 42.58 76.76 32.40 66.58

102 15.78 37.68 46.79 21.90 31.01

103 15.96 40.37 51.84 24.41 35.88

104 19.74 19.74 29.67 - 9.93

105 10.94 22.05 59.71 11.11 48.77

106 7.05 18.04 27.88 10.99 20.83

107 12.99 12.99 19.19 - 6.20

108 14.98 20.46 39.73 5.48 24.75

109 10.94 42.58 42.58 31.64 31.64

110 7.53 23.11 57.73 15.58 50.20



- 106 -

zone α β γ β-α γ-α

111 14.97 41.31 48.58 26.34 33.61

112 11.72 30.57 36.98 18.85 25.26

113 9.69 15.96 31.73 6.27 22.04

114 7.05 18.47 28.90 11.42 21.85

115 10.18 18.17 62.81 7.99 52.63

116 16.61 30.93 56.34 14.32 39.73

117 22.50 37.89 113.50 15.39 91.00

118 47.98 59.46 81.30 11.48 33.32

119 27.53 55.70 81.19 28.17 53.66

120 15.02 51.15 88.49 36.13 73.47

121 16.99 20.47 63.49 3.48 46.50

122 6.96 15.13 62.02 8.17 55.06

123 16.70 31.07 60.30 14.37 43.60

124 12.69 52.24 52.24 39.55 39.55

125 8.44 16.69 61.46 8.25 53.02

126 9.51 37.88 46.86 28.37 37.35

127 15.30 27.73 91.51 12.43 76.21

128 19.83 24.43 59.89 4.60 40.06

129 16.28 21.69 23.08 5.41 6.80

130 9.14 45.53 45.53 36.39 36.39

131 9.14 48.93 70.59 39.79 61.45

132 18.50 28.09 109.40 9.59 90.90

133 19.92 39.06 39.06 19.14 19.14

134 18.50 51.04 126.60 32.54 108.10

135 14.29 35.02 35.02 20.73 20.73

136 10.01 34.04 34.04 24.03 24.03

137 10.01 38.04 38.04 28.03 28.03

138 11.71 24.15 24.15 12.44 12.44

139 15.34 24.27 24.27 8.93 8.93

140 8.44 8.44 13.40 - 4.96

141 28.20 90.25 151.20 62.05 123.00

142 13.97 33.72 54.06 19.75 40.09

143 17.90 37.52 63.06 19.62 45.16

144 18.74 57.83 87.07 39.09 68.33

145 5.62 19.49 61.46 13.87 55.84

146 11.05 21.98 26.68 10.93 15.63

147 11.00 14.29 43.58 3.29 32.58

148 43.99 67.62 94.35 23.63 50.36

149 18.24 30.14 48.91 11.90 30.67

150 11.04 32.52 69.03 21.48 57.99

151 11.04 46.56 85.48 35.52 74.44

152 13.89 51.76 51.76 37.87 37.87

153 18.04 18.74 67.58 0.70 49.54

154 30.50 51.24 108.70 20.74 78.20

155 5.62 36.47 81.56 30.85 75.94

156 12.86 28.38 79.86 15.52 67.00

157 7.50 58.68 99.94 51.18 92.44

158 6.96 80.44 150.10 73.48 143.14

159 11.14 48.75 62.24 37.61 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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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valuation Model for Demand-weighted

Accessibility(DA) of

Interregional Road Network

Sul, You-Jin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Until now in Korea, in order to reinforce the road network 

connection, the improvement of the regional arterial roads has been 

adopt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olicy directions. When planning 

on the regional arterial roads, the evaluation on accessibility of the 

current interregional road networks should be preceded. Also, when 

evaluating accessibility of the interregional road networks, the network 

users' trip patterns should be reflected and the frequently used regional 

networks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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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n evaluation model of  

interregional road networks reflecting the road network users' trip 

patterns and to evaluate accessibility of the current as well as future 

interregional road network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demand-weighed accessibility 

based model has been constructed and the experimental test was 

performed based on the test network proposed by Nguyen and Dupuis. 

Also in this study, the spatial distribution of accessibility, which is 

comprised with the travel distance was computed and the standard, 

which can measure whether the accessibility can be improved at the 

regional levels or the local levels was presented.

It is concluded that the result of the demand-weighed accessibility 

(DA) of interregional road networks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can 

contribute to make an accurate evaluation on the current road networks 

and to establish a standard to plan on the future road networks. 

Key word : accessibility, demand-weighted, spatial distribution, 

arterial road, interregional roads, road network, trip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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