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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MAUP in relation to a spatial unit in transit 

accessibility analysis by example of Chuncheon city and verify the applicability of detailed 

living zone by comparing with traffic analysis zone based on administrative unit and grid-based

spatial unit as alternative. As an example of Chuncheon City, the results of transit accessibility

analysis on the three spatial units are as follows. First, in general, detailed living zone that takes

into account local characteristics such as population distribution and public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well reflect the transit accessibility of the study area. Second, the correlation 

analysis with population density confirms that the public transportation condition could be 

analyzed differently depending on a spatial unit.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gregation

level and the statistics derived from this study was generally well followed by that of the 

literature, but also represented the variable-specific characteristic of the MAUP effec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proposing not only the appropriate spatial unit for the transit accessibility

analysi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t spatial units for the study area but also in

suggesting theoretical background and statistical verification methods in selecting a spatial unit

in future relevant studies. Further research is intended to verify the extensibility of the detailed

living zone in transit accessibility analysis by applying various indicators other than walking 

accessibility and transit service area to diverse regions, such as large cities,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Keywords: detailed living zone, gird-based spatial unit, MAUP, traffic analysis zone, transit 
accessibility analysis

초록

본 연구는 춘천시를 사례로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에 있어서 공간단위 설정과 결부되는 MAUP

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공간단위 대안으로써 상세생활권을 행정동 기반 교통분석존과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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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공간단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검증한다. 춘천시를 사례로 세 공간단위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 분

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인구 분포, 대중교통 인프라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세생활권이 사례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잘 반영한다. 둘째, 인구밀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격자 단위와 상세생활권의 합역 방

식에 따라 대중교통현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짐을 확인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합역 수준과 통계치의 관계는 

선행 연구를 잘 따르지만, 일부 MAUP 영향의 변수특수적 특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연구는 사례 지역에 대한 여

러 공간단위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에 적합한 공간단위를 제안함과 동시에, 관련 연구에서 합

역 방식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배경과 통계학적 검증방법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도보

접근성과 대중교통 서비스권역 이외에 다양한 지표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여러 지역에 적용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에 있어서 상세생활권의 범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주요어: 상세생활권, 격자기반 공간단위, 가변적 공간단위 문제, 교통분석존,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

서론

교통 분야에서 접근성(接近性, accessibility)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재화, 서비스 그리고 목적지까지 물리적 접

근의 용이성(容易性, ease)으로 정의되며, 따라서 양호한 접근성(high accessibility)은 제약 없이 목적지에 비교적 

쉽게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Harris, 2001). Litman(2007)은 교통 접근성이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 맥락에서 

시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 접근성은 교통수요, 이동성, 이용자 정보, 토지이용, 교통체계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Harvey(2010)는 도시민의 기본권으로써 도시의 모든 재화 및 서비스는 지리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야 한다는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에 있어서 대중교통 접근

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Yun and Woo, 2015).

국내에서도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분석방법은 크게 존(zone) 기반과 개별(individual) 

기반으로 구분된다(Jun, 2007; Kim and Jun, 2012; Cho, 2014; Yun and Woo, 2015; Choi et al., 2016 등). 전자

의 연구는 행정구역 혹은 격자(grid) 단위의 경계를 이용하여 존 간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반면에 후자는 버스경로나 

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의 세부적인 특성에 의한 통행패턴을 주로 분석한다(Jun, 2007). 그동안 대중교통 접근성 

연구에 있어서 자료 수집 및 계산 비용 등의 이유로 대부분 존 기반의 분석방법이 채택되어 왔다. 존 기반의 대중교

통 접근성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공간단위 설정이며, 이 과정은 분석가의 공간단위 선택에 따라 분석 결

과가 달라지는 문제, 즉 가변적 공간단위 문제(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MAUP)와 결부된다.

MAUP는 실제 현상과 데이터 수집 시 공간 단위의 불일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현상을 이산형 자료

(discrete data)로 수집하는 경우 데이터의 특성, 집계의 편의성, 자료의 기밀, 분석 및 해석의 용이성 등의 이유로 데

이터를 특정 공간단위로 합역(aggregate)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Kim, 2011). 따라서 공간분석을 다루는 연구의 

Figure 1. MAUP effects

source: Loidl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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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연구자에 의해 선택된 작위적 공간단위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으며, MAUP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통계적 관

점에서 정리한 것이다(Lee, 1999). MAUP는 합역 수준(공간단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스케일효과(scale effect)

와 합역 방식의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구획효과(zoning effect)로 구분한다(Openshaw, 1983). 예컨대, 스케일효과

는 동일한 자료를 읍면동 단위와 시군구 단위로 분석할 경우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반면 구획효과는 동일

한 지역을 격자 단위와 육각형 단위로 나누는 경우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Figure 1).

MAUP에 대한 일련의 연구는 공간단위의 합역 시 MAUP의 효과에 의해 변수들의 변량(variate)과 변수간의 공

변량(covariate)이 변화됨을 지적하고 있다(Fotheringham and Wong, 1991). Lee(1999)는 MAUP의 일반적인 효

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으며, MAUP 효과의 변수특수적(variable-specific) 특성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함을 강조하였다.

∙ 분산이 큰 변수가 합역의 효과를 크게 받는다.

∙ 합역 수준이 높아질수록, 즉 구획 수가 적을수록 변수 간 상관계수는 증가한다.

∙ 합역 수준이 높아질수록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는 커진다.

∙ 합역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간적 자기상관의 값은 작아진다.

∙ 합역 수준이 높아질수록 분산계수는 감소한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에 있어서 공간단위 설정과 결부되는 MAUP의 효과에 대해 사례 분석을 통해 살

펴보고, 대중교통 접근성 연구에 있어서 공간단위 대안으로써 상세생활권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서 본고

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은 대중교통 접근성과 교통 분야에서 MAUP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한다. 3장

은 연구방법으로써 MAUP 효과 분석을 위한 대중교통 접근성 지표와 상세생활권에 대해 설명한다. 4장은 대중교통 

접근성 평가의 사례지역인 춘천시와 분석 자료를 소개하고, 이어서 공간단위별 접근성 지표와 비교분석 결과를 토

대로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에 있어서 MAUP의 효과와 공간단위 대안으로써 상세생활권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마

지막으로 5장은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선행연구

1. 대중교통�접근성

Jun(2007)은 기존 연구의 존 레벨의 접근성 분석과 달리, 통행시간 및 수단과 같은 세부적인 특성에 의한 통행패

턴을 분석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전자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종점 경

로와 최적 수단조합을 산출하고, space syntax 이론을 토대로 GIS의 node-link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례지역인 서

울시 강남구 일대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계산하였다. 저자는 존 기반의 방법과 비교는 어렵지만 정류장 단위의 세밀

한 단위에서 특히, 다중수단 네트워크로 구성된 대중교통 접근성을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임을 강조하였다. 

Kim and Jun(2012)은 대구시를 사례로 커버리지 방법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권을 설정하고, 맨 휘트니 U 검정을 통

해서 서비스권의 내부와 외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에 따른 환경적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구시 지역의 사회적 약자의 열악한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 대중교통체

계를 이 지역의 환경적 불형평성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더불어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것을 시사하였다. Cho(2014)는 고령일인가구의 분포와 대중교통 접근성의 공간적 패턴과 상

호 관련성을 서울시를 대상으로 공간적 형평성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고령일인가구의 공간분포는 국지

적 집중도(Moran’s I)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은 2SFCA (two step floating catchment area)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최종적으로 고령일인가구의 공간 분포와 대중교통 접근성 간의 관련성을 국지적 상관계수

(local Pearson’s r)를 사용하여 계량하였다. 저자는 연구 결과를 인용해 도시교통정책에 있어서 고령자와 같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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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약자의 배려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Yun and Woo(2015)는 공간적 정의의 개념에 기초하여 2010년 서울시 버

스와 지하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고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가구, 인

구, 주택, 지역 간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Currie(2010)의 지표를 이용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산출하고, 지

니계수(Gini-style index)를 이용해 형평성 지수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버스와 비교해 지하철의 접근성의 지역

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정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저자는 대중교통정책 수립에 있어

서 사회적 취약계층과 생활권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Choi et al.(2016)은 환승횟수 패널티와 

평균 대기시간을 추가한 최단거리 알고리즘을 이용해 버스 및 지하철 정류장 기반의 미시적 대중교통 접근성을 

KTX 서울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저자는 최단거리 알고리즘을 이용한 접근성 분석 방법은 수도권 KTX 접근성

의 변화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버스 및 지하철 노선 신설 시 대중교통 접근성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을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요약하자면, 공간적 정의의 개념에서 현재 대중교통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

를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을 통해 현상을 규명하고, 대중교통정책 평가에 있어서 사회적 취약계층과 지역 특성의 중

요성을 시사하며, 개별 기반의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대

중교통 접근성 산출방법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2. MAUP in Transportation

Viegas et al.(2009)과 Martínez et al.(2009)은 교통수요 예측에 있어서 스케일효과와 구획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격자(크기 및 위치)를 적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구획 지정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통계치 

및 지리적 오류를 유발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Xu et al.(2014)은 교통안전 모델링을 위해 구역의 갯수를 50개부터 

50단위로 14개의 구획을 설정하여 구획의 증가에 따른 유의 변수 및 계수의 변화를 민감도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구획 수가 350개 이상일 때 민감도가 안정화 되며, 구획 수가 증가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많아짐을 밝

혔다. Clark and Scott(2014)은 활동-통행(active travel)과 근린환경(built environment)의 관계에 있어서 MAUP

의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저자는 스케일효과에 비해 구획효과의 영향이 크며, AT의 실제 거리를 잘 반영하는 구획

을 선택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MAUP 영향을 줄이는 방법은 분석 목적에 따라 적절한 단위를 선택하고, 가능

한 합역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Choi and Suh(2014)는 400미터 격자와 250미터 격자를 이

용하여 도시 공간특성과 walkability index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지리적 가중회귀모형(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을 이용해 400미터의 공간 범위가 250미터의 공간 범위에 비해 설명력과 주요 통계량의 수치가 

개선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Kwon and 

Park(2018)의 연구는, 공간회귀모형을 이용해 유효 변수의 차이가 분석 거리의 설정에 따라 다름을 나타내었다. 주

요 변수들의 거리 단위를 400미터와 800미터, 1,500미터로 설정하여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 SEM)과 

공간시차모형(Spatial Lag Model, SLM)을 적용한 경우 SEM 모형에서는 400미터가 더욱 적합하며, 반면 SLM모

형에서는 800미터와 1,500미터에서 더욱 적합한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Lee et al.(2016)의 연구는 위치기반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격자 기반으로 군집화하고, 공간적 자기상관성 지수를 이용해 시각화했다. 저자는 격자의 크기

가 증가할수록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증가하다가 600미터에서 1,000미터 사이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MAUP에 대한 선행연구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현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에 대한 모델

링 연구가 대부분으로, 개별 변수에 대한 MAUP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둘째, 대상 지역이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 한정되어 중소도시 혹은 비도심 지역에 대한 실증 연구가 전무하다. 셋째, 가상의 공간단위인 격자

(grid)를 사용한 방법은 실제 대중교통정책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 접근성 평가에 적합한 

대안으로써 격자가 아닌 벡터 형식의 공간단위를 제안하고, 도심지와 농촌지역이 혼재된 춘천시를 대상으로 대중교

통 접근성을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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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대중교통�접근성�지표

앞서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대중교통 접근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Yun and Woo(2015)에 따르

면, 대중교통 접근성을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i) 통계적 자료를 활용한 통계적 방법, ii) 각 교통인프라가 가지는 서비

스권역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산출하는 공간기하 측정방법, 마지막으로 iii) 공간기하 측정방법으로 접근성을 

산출하여 통계 지표로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 접근성에 있어서 공간단위 설

정에 따른 MAUP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위의 세 방법 중 대중교통시설의 공간적 특성을 반

영하는 공간기하 측정방법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을 분석하기 위해 공간기하 측정방법 중 도보

접근성과 교통시설 서비스권역의 두 가지 지표를 산출하였다.

1) 도보접근성

도보접근성(walking accessibility)은 출발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혹은 지하철 정류장으로의 도보 접근의 용이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척도이다(Wibowo and Olszewski, 2005). 본 연

구에서는 출발지점(출발 존의 중심점)와 도착지점(도착 존의 중심점)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최단 경로 상

에서 총 통행시간 대비 First mile에 해당하는 보행시간의 비율(%)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대상 존(origin)에서 출발

하여 나머지 모든 존(destination)에 도달하는 대중교통 최단경로를 경로탐색 서비스(네이버 길찾기)를 이용해 산출

하고, 각 O-D 경로에 해당하는 보행시간 비율의 산술평균을 계산하여 대상 존의 도보접근성 지표로 산정한다. 따

라서 전체 통행시간 대비 보행시간의 비율이 클수록 도보접근성의 결과치가 커지며, 산출식은 Equation 1과 같다.

도보접근성 








총통행시간


보행시간


 (1)

2) 교통시설의�서비스권역

“교통인프라 시설까지의 접근가능성과 연관되어 교통시설이 지니는 서비스 영향권과 서비스 수준”이라는 대중

교통 접근성에 대한 Currie(2010)의 정의에 따라 대중교통시설 서비스권역의 공간 범위의 비율(%)을 적용하였다

(Yun and Woo, 2015). 구체적으로, 존 내부에 위치하는 모든 버스정류장의 시설권역을 300m로 설정하고, 권역 면

적의 총합(중첩 영역은 하나의 권역으로 처리)을 공간단위의 면적으로 나누어 교통시설 서비스권역(transit service 

area)을 산출한다. 따라서 교통시설의 서비스권역이 공간단위 면적이 작을수록 대중교통 서비스권역의 결과치가 커

지며, 산출식은 Equation 2와 같다.

대중교통서비스권역 
공간단위면적






교통시설권역

 (2)

2. 상세생활권

국토교통부의 ｢교통조사지침｣에 따르면, 교통계획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단위인 교통분석존(혹은 교통

존)(Traffic Analysis Zone, TAZ)은 사회 ‧ 경제적 특성 및 교통여건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의 성격과 도

로망, 행정구역, 지형여건,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권장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

의 어려움으로 인해 행정구역과 일치시킨다. 근래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공간분석방법의 고도화로 인해 공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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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설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앞서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대중

교통정책 수립 ‧ 평가에 있어서 사회적 취약계층과 지역적 특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을 위해

서 행정구역 기반의 기존 교통분석존보다 세밀한 공간단위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대중교통 접근

성 분석을 위한 새로운 공간단위, 즉 상세생활권(Detailed Living Zone, DLZ)을 제안한다. 상세생활권은 도로망, 

행정구역, 인구, 교통 인프라, POI (Point of Interest)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몇 단계에 걸쳐서 공간단위

를 설정한다.

∙ Step 1. 양방향 3차로 이상의 도로경계로 생활권 분할(도로망, 행정구역)

∙ Step 2. 도로경계를 유지하면서 건물의 군집을 반영하여 생활권 추가 분할(인구 분포)

∙ Step 3. 도로경계 및 건물 군집을 유지하면서 버스정류장의 군집을 반영하여 생활권 추가 분할(교통 인프라)

∙ Step 4. 상세생활권별 건물 군집의 무게중심 또는 대표 POI로 Zone Centroid 설정(POI)

Figure 2는 상세생활권을 설정하는 각 단계에서 산출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대중교통 접근성 연구에 있어서 새

로운 공간단위 대안으로 제안하는 상세생활권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춘천시 대중교통을 사례로 읍면동 단위

의 교통분석존과 격자단위와 더불어 각각 대중교통 접근성을 산출하고, MAUP의 효과 측면에서 비교 분석을 수행

한다.

Figure 2. Delineation stage process of detailed living zone

사례분석: 춘천시�대중교통�접근성

1. 연구지역�및�자료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에 있어서 MAUP의 효과를 실증하고, 새로운 대안으로써 상세생활권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례 지역인 춘천시는, 강원도청 소재지로 (2018년 기준) 인구 28만 명이 거주하는 영서지방의 거점도시이다. 

춘천시는 시내버스가 도입된 1967년 이후 노선체계 변경이 없었으나, 최근 시내버스 이용객이 급감하고 고정된 노

선과 버스업체의 비효율적인 경영구조로 인해 시의 재정지원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대중교통체계의 전면 개편이 불

가피한 상황이다. 춘천시는 2018년 11월 대중교통 체계개편 TF를 발족하여 2019년 9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포함

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춘천시의 대중교통 접근성 연구는 대중교통 현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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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위해 시의적절하며, 중심의 도심지와 외곽의 산지 및 농촌지역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지역 특성에 따른 MAUP

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춘천시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을 위한 연구 자료는 현재시점(2019년)을 기준으로 수집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도로 네트워크, 수치지도, POI, 행정구역, 인구, 교통인프라(버스정류장 등) 등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에 있어서 합역 방식에 따른 MAUP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으로써 상세생

활권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구역 기반의 교통분석존(TAZ)과 격자 단위(grid)의 공간단위를 설정하

여 상세생활권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교통분석존은 춘천시의 행정동(읍면동)을 기준으로 공간단위를 설정하였으며, 시민들의 생활중심지로써 

행정동 주민센터를 대중교통 접근성을 산출하기 위한 구획(zone)의 중심점으로 설정하였다. 다음 격자 단위는 춘천

시를 균등한 크기의 격자(2km×2km)로 구획하였으며, 구획의 정중앙을 중심점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격자 단위의 

크기는 상세생활권의 평균 지름(2km)을 적용하여 합역 수준에 의한 효과를 최소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세생활권

은 도로망, 행정구역, 인구, 교통 인프라, POI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구획의 중심점은 건물 POI(연

면적)의 무게중심을 적용하여 통행발생 측면에서 구획 내부에서 가장 대표되는 지점을 설정하였다. Figure 3은 춘천

시에 세 공간단위를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 TAZ (b) Grid (c) DLZ

Figure 3. Delineation of zoning system in Chuncheon

Table 1은 세 공간단위를 구성하는 구획에 대한 기초 통계치를 정리한 것이다. 구획 수(total units)는 격자 단위

(534개), 상세생활권(488개), 교통분석존(25개)의 순이며, 구획의 중위 크기(median size)는 교통분석존(14.9km2), 

격자 단위(4km2), 상세생활권(1.9km2)으로 역순이다. 각 구획별 평균인구밀도는 교통분석존이 71.8(명/km2)로 가

장 높고, 격자 단위와 상세생활권은 각각 4, 3.7로 비슷한 수준이다. 인구밀도는 통행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 

대중교통수단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대중교통 접근성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patial units for each zoning system

TAZ Grid DLZ

Total units  25 534 488

Maximum size (km2) 345.5 4.0 35.2
Minimum size (km2)   0.5 4.0  0.0

Median size (km2)  14.9 4.0  1.9

STDEV. of size  99.7 0.0  4.7
Average pop. density (pp/km2)  71.8 4.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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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1) 도보접근성

춘천시 사례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발지와 도착지 구획을 연결하는 전체 대중

교통 경로의 총 통행시간 대비 First mile 도보통행시간의 비율로 산출되는 도보접근성은 행정구역 단위의 교통분석

존, 격자 단위 그리고 상세생활권에서 서로 다른 패턴은 나타낸다(Figure 4). 먼저 교통분석존은 춘천시 중심지역에

서 도보접근성이 열악하고, 반면 외곽 지역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도심부에서는 도보통행시간의 

비중이 높고 비도심부에서는 낮다. 격자 기반의 공간단위에서는 특히, 춘천시의 외곽경계에서 도보접근성이 매우 

열악한데, 출발지인 격자의 중심에서 최근접 정류장으로의 접근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반면에 상세생활권에서는 대중교통시설이 많은 도심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도보접근성을, 대중교통시설이 부족

한 일부 산지 및 농촌지역에서 도보접근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보접근성은 구획의 중심에서 최근접 정류

장으로의 이동 시간에 대한 문제로 구획의 중심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또한 

First mile 통행시간뿐만 아니라 전체 통행시간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공간단위 설정 과정에서 정류장의 위치

와 건물 POI의 중심점을 활용한 상세생활권의 분석 결과가 이 지역의 도보접근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행정동 기반의 교통분석존은 각 구획들이 너무 큰 공간범위를 커버하고 있어 지역 간 통행시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도보접근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격자 기반 공간단위는 대중교통시설이나 거주지 등의 실제 공

간 분포가 공간설정 과정에 고려되지 않아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a) TAZ (b) Grid (c) DLZ

Figure 4. Spatial pattern of walking accessibility

다음은 세 공간단위별로 도보접근성의 분석 결과를 Boxplot으로 표시하였다(Figure 5). 전반적으로 세 공간단위

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행정동 기반의 교통분석존을 제외하고 격자 단위와 상세생활권에서 도보접근성이 

비교적 큰 이상치(outlier)가 나타났다. 도보접근성의 중위수는 상세생활권(11.6%)이 가장 크고, 상 ‧ 하위 25%의 

범위는 교통분석존이 가장 크다. 도보접근성의 이상치의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격자 단위는 도시 외곽경계부에, 상

세생활권은 도심 주변 및 산지 및 농촌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도보접근성에 있어서 이상치는 통계적으로 다른 값들

에 비해 매우 크거나 작은 값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차원에서 특이점을 가진 지역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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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Box-and-whisker plot of walking accessibility and spatial pattern of its outlier

앞서 대중교통계획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인구밀도와 도보접근성의 관계를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

자(Figure 6). 전반적으로 저밀도 지역(100 이하)에서는 상세생활권의 도보접근성이 양호한 반면에 고밀도 지역

(100 이상)에서는 격자 단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인프라의 수요(인구밀도) ‧ 공급(도보접

근성) 측면에서 격자단위는 춘천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이용수요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상세생활권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고밀도 지역에서 도보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 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의 공급이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ure 6. Comparison of walking accessibility by population density

2) 교통시설�서비스권역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을 위한 두 번째 지표는 교통시설 서비스권역으로, 세 공간단위별로 각 구획별 면적과 대중

교통시설, 즉 버스정류장의 서비스권역(300m)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행정동 단위 교통분석존에서는 구획의 반

경이 커질수록 산지(북산면, 동면)를 제외한 구획의 서비스면적 비율이 전체적으로 크고 도심 주변지역들도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격자 단위와 상세생활권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공간단위 설정 방식과 지역 특성으

로 인해 세부적인 차이를 보인다. 균등한 크기의 구획으로 구성된 공간단위는 경계 부분에서의 필연적으로 왜곡이 

발생하며, 또한 교통시설(정류장)이 없는 도시 외곽의 구획에서 과소 추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교통시설 서

비스권역 측면에서 상세생활권의 분석결과가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교통인프라 여건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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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Z (b) Grid (c) DLZ

Figure 7. Spatial pattern of transit service area

Figure 8은 세 공간단위의 교통시설 서비스권역의 분석결과를 누적분포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행정구역 

기반의 교통분석존은 30(%)까지 급격히 증가하다 80까지 완만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격자 단위는 10 이하가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여 서비스권역이 작은 구획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세생활권은 서비스권

역의 비중에 따라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교통시설 서비스권역의 측면에서 춘천시 대중교통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

하고 있다.

(a) TAZ (b) Grid (c) DLZ

Figure 8. Cumulative distribution of transit service area

Figure 9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교통시설 서비스권역에 대한 분포는 세 공간단위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행정구역 기반의 교통분석존은 서비스권역에 있어서 가장 큰 사분위수(upper quartile and lower quartile) 범위를 

나타내며, 동시에 가장 큰 중위수를 보인다. 교통분석존의 합역 수준(구획 크기)이 높고 구획수가 작아 구획 간 편차

가 크기 때문이다. 상세생활권은 전체 범위는 교통분석존과 유사하나 합역 수준의 차이로 인해 사분위수의 범위와 

중위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누적분포에서도 보듯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격자 단위는 대중교통시설이 부족한 도

시 외곽지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다른 두 공간단위에 비해 낮은 값들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따라서 통계적 이상치

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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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Box-and-whisker plot of transit service area: (from left) TAZ, Grid, and DLA

인구밀도와 교통시설 서비스권역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세생활권은 서비스권역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큰 것으

로 나타난다(Figure 10). 특히, 10-100 사이의 인구밀도 지역에서 구획 내부가 모두 서비스권역에 포함되며, 반면 

100 이상에서 구획 내에 대중교통시설이 부재한 지역이 일부 존재한다. 또한, 격자단위의 경우 인구밀도가 100 이

하인 지역 중 다수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정의되는데,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있어서 이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우선 고려가 필요하다.

Figure 10. Comparison of transit service area by population density

3) 분석�결과�비교

표준 편차에 대한 평균의 영향을 배제하여 권역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nce, CV)를 적용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합역 수준이 증가할수록 일반적으로 변동계수는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것은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변수값이 주변 구획과 합역되어 평균화되면서 구획 간 편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 구획된 공간단위는 대상 변수값이 유사한 등질지역 간에 합역되므로 이질지역 간 합

역의 결과보다 변수의 변동계수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성질을 바탕으로 세 공간단위별 대중교통 접근성 지표의 

변동계수를 비교해 보았다(Table 2). 도보접근성의 변동계수는 상세생활권(76.2), 교통분석존(74.5) 그리고 격자단

위(69.2)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춘천시의 도보접근성은 상세생활권에 의해 가장 잘 구획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시설 서비스권역의 경우 격자단위(80.6)의 변동계수가 상세생활권(68.5)과 교통분석존(68.2) 보

다 크게 나타나지만 앞서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격자단위를 적용한 구획에서 0값이 상당수 할당되어 변동계수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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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different zoning systems

TAZ Grid DLZ

Walking accessibility CV. 74.54 69.17 76.17

CC. with pop. density  0.41 -0.08  0.02
Transit service area CV. 68.25 80.62 68.50

CC. with pop. density  0.80  0.56  0.30

대중교통계획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간단위별 구획의 인구밀도와 대중교통 접근성 지표의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CC)를 비교 분석하였다(Table 2). 도보접근성과 교통시설 서비스권역 모두 행정동 기반

의 교통분석존을 적용한 경우에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며, 이 결과는 Lee(1999)의 합역 수준과 상관성의 관

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도보접근성에 있어서 격자단위와 상세생활권은 서로 다른 방향의 유사한 상관계수를 나타

내며, 교통시설 서비스권역과 인구밀도의 상관계수는 격자단위(0.56)에서 상세생활권(0.3)보다 높은 상관성을 나

타낸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합역을 통한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의 감소 현상으로 인해 잘 구획된 지역

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낮은 공간적 자기상관을 보인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대중교통 접근성 지표에 대한 

공간단위별로 전역적 Moran의 I 지수(Global Moran’s I index)를 산출하여 세 공간단위를 비교 평가하였다(Table 

3). 일반적으로 I 는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양수의 값이면서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한 값들이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Moran’s I를 계산하기 위해서 공간가중행렬(spatial weighting matrix)을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도보접근성의 분석 결과, 상세생활권에서 가장 낮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나타내어 사례 지역이 잘 구획된 것으로 

해석된다. 교통시설 서비스권역에서는 교통분석존의 I값(0.43)이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교통분석존(0.62)과 상세

생활권(0.68)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교통분석존의 구획 수(25개)가 30개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측면에서 교통시설 서비스권역에 대한 격자단위와 상세생활

권은 비슷한 수준으로 구획되었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모든 분석 결과에서 유의확률(p-value)이 0.05 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Table 3. Comparison of spatial autocorrelation (Moran’s I)

TAZ Grid DLZ
Walking accessibility Moran’s I 0.262 0.293 0.126

p-value 0.001 0.000 0.000

Transit service area Moran’s I 0.426 0.625 0.679
p-value 0.000 0.000 0.000

Lee(1999)에 따르면 Hotspot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MAUP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핫스팟 분석(Hotspot analysis)을 수행하여 공간단위별로 지표의 Hotspot의 공간분포를 확인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 인접 지역들과의 개별적 군집경향(hotspot)을 탐색하여 공간현상의 국지적 군집

분석에 분석하는 Getis-Ord Gi*를 적용하였다. 도보접근성에 대한 핫스팟분석 결과로 Figure 11과 같이 세 공간단

위에서 핫스팟의 공간분포가 서로 다른 패턴을 나타내었다. 교통분석존은 지역의 중심지역에서, 격자단위는 외곽경

계 지역에서, 그리고 상세생활권은 산지와 농촌지역에서 도보접근성이 유사한 지점들의 군집이 나타났다. 상대적으

로 합역 수준이 높은 교통분석존을 제외하고, 격자 기반의 공간단위와 상세생활권은 핫스팟의 공간분포에 있어서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어 합역 방식에 따른 효과(zoning effect)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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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Z (b) Grid (c) DLZ

Figure 11. Comparison of the Hotspot analysis of walking accessibility

교통시설 서비스권역에 대한 핫스팟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역시 합역 수준이 높은 교통분석존을 제외하고, 격자

단위는 춘천시의 중심부 도심지역과 일부 주변지역에서 군집이 나타나며, 상세생활권에서는 중심지에서만 핫스팟

이 나타난다(Figure 12). 이러한 결과는 상세생활권은 교통시설 서비스권역 측면에서 인접한 등질지역들이 이미 하

나의 구획으로 합역되어 인접지역에서 유사한 값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반면에 등질지역의 분포와 무

관하게 동일한 크기의 격자로 구성된 공간단위는 이러한 등질지역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군집지점들을 나타내

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간단위 설정 과정에서 비슷한 성격의 등질지역을 잘 합역한 상세생활권이 가장 적합한 

합역 방식으로 판단된다.

(a) TAZ (b) Grid (c) DLZ

Figure 12. Comparison of the Hotspot analysis of transit service area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인구 분포, 대중교통 인프라 등 지역 특성을 고려

하여 공간을 구획한 상세생활권이 사례 지역인 춘천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둘째, 인구밀도와의 

상관성을 통해 살펴본 공간단위별 사례 지역의 대중교통현황은 (합역 수준이 높아 MAUP의 영향을 받는 행정동 단

위 교통분석존을 제외하고) 격자 기반의 공간단위에 따르면 도보접근성과 교통시설 서비스권역 모두 양호한 반면

에, 상세생활권은 대중교통 이용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합역 방식에 따라 현상에 대

한 해석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분석된 합역 수준과 통계치의 관계는 Lee(1999)의 MAUP 

효과에 대한 해석을 잘 따르고 있지만,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 MAUP 영향의 변수특수적(variable-specific) 특성

을 나타내기도 했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7 No.6 December 2019512

•Article• 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in Transit Accessibility Analysis

요약�및�결론

본 연구는 춘천시를 사례로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에 있어서 공간단위 설정과 결부되는 MAUP의 효과에 대해 살

펴보고, 공간단위 대안으로써 상세생활권을 행정동 기반 교통분석존과 격자기반 공간단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적

합성을 검증한다. 선행연구을 고찰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에 적용할 산출방법을 선별하고, MAUP 연구에 있어

서 도농복합시(춘천시)를 대상으로 벡터 형식의 공간단위를 적용함으로써 선행 연구와의 차별을 두었다. 춘천시를 

사례로 세 공간단위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인구 분포, 대중교통 인

프라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세생활권이 사례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잘 반영한다. 둘째, 인구밀도와의 상관관

계를 통해서 격자 기반의 공간단위에 따르면 도보접근성과 교통시설 서비스권역 모두 양호한 반면에 상세생활권은 

대중교통 이용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합역 방식에 따라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

구에서 분석된 합역 수준과 통계치의 관계는 Lee(1999)의 MAUP 효과에 대한 해석을 잘 따르지만, 일부 MAUP 영

향의 변수특수적(variable-specific) 특성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사례 도시에 대한 여러 공간단위의 비교 분석을 통

해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에 적합한 공간단위를 제안함과 동시에, 향후 관련 연구에서 합역 방식을 선택하는데 있어

서 이론적 배경과 통계학적 검증방법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는 도보접근성과 대중교통 서비스권역 

이외에 다양한 지표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여러 지역에 적용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에 있어서 상세생활

권의 범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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