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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구미시를 사례로 매개 변수값의 변화에 따른 2SFCA(2 Step Floating 

Catchment Area) 기반 접근성 변화의 지역 특성을 분석하였다. 2SFCA는 기본인구가 증가하면 

접근성이 감소하고, PPR(Provider to Population Ratio)이 증가하면 접근성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였다. 구미시 내부의 지역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민감도 분석 과정에서 군집분석을 수

행하였다. 지역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미시 읍면 외곽지역처럼 노인복지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매개 변수값의 변화에 따른 접근성 변화가 미미하였다. 둘째, 기존 노인복지시설 주변 

지역은 매개 변수값의 변화에 따라 접근성이 개선되거나 약화되는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노인인

구가 많고 노인복지시설이 밀집해 있는 동 지역에서는 PPR의 변화에 따른 접근성 변화가 크고, 

나머지 지역은 기본인구 변화에 따른 접근성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셋째, 매개 변수값이 커지면 

여러 곳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구미시 중앙구역에서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향후, 2SFCA 기반의 접근성 분석 과정에서 매개 변수값 선택을 위한 신중한 시나

리오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2SFCA, 공간 접근성, 민감도 분석, 군집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variation of spatial accessibility pattern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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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FCA(2 Step Floating Catchment Area) by changing its parameter values. The 

general pattern of the result of 2SFCA analysis shows that the spatial accessibility 

value is decreased by growing base population, while the spatial accessibility value  is 

increased by growing PPR(Provider to Population Ratio). The three characteristics of 

local pattern in the Gumi City are founded by cluster analysis on the sensitive analysis 

procedure. Firstly, the variation of the accessibility values is insignificant in the fringe 

area of the Gumi City. Secondly, the variation of the accessibility values is diverse in 

the surrounding area of the welfare facilities. Especially, Dong areas are more 

sensitive to PPR variation, while others are more sensitive to base population 

variation. Thirdly, the larger parameter values, the more the spatial accessibility of the 

central areas, where elder people can access welfare facilities more easily, is 

improved. It needs to choose parameter values with caution to analyse spatial 

accessibility based on 2SFCA.

KEYWORDS : 2SFCA, Spatial Accessibility, Sensitive Analysis, Cluster Analysis

서  론

접근성은 교통망 분석, 공공서비스시설 입지 

평가 등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그동안 다양한 

측정 방법이 제시되었다(Kim and Jo, 2003). 

Talen(2003)은 공공서비스 입지 평가에서 사

용되어 온 접근성 측정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제

시하였는데, 계산 방식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

이 가능하다. 접근성 측정 방법은 일정한 공간 

범위에 포함되는 서비스 시설을 집계하는 방식

(컨테이너, 커버리지 모델), 서비스 이용자와 

시설 간의 최소거리나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

(최소거리, 이동비용 모델), 서비스 공급능력과 

서비스 이용자 간의 거리마찰 효과를 고려하는 

중력모델 기반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GIS의 발전으로 최소거리, 비용계산 방식이나 

중력모델 기반 방법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GIS 자료 저장 및 분석 능력을 이용하여 대

용량의 교통망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제 도로망을 반영한 접근성 분석이 가능해 

졌다. 보통 GIS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주로 교

통망에서의 상대적 접근거리를 토대로 접근성

을 계산한다(Sohn and Oh, 2007). 이 과정에

서 교통망을 결절과 노선으로 이루어진 네트워

크 구조로 추상화시켜서 해당 결절점의 접근성

을 측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Huh, 

2004). 국내에 소개된 GIS를 이용한 접근성 

분석 연구들(Ma and Kim, 2011; Son, 2013; 

Kim and Ahn, 2014)은 실제 도로망에 대한 

네트워크 기반의 접근거리를 계산하여 현실의 

조건들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세밀한 공간단위의 자료 획득이 가능해짐으

로써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 졌다는 점이 GIS의 

또 다른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 구역 내

에 존재하는 서비스 시설의 개수를 집계하는 

방식은 동일 구역 내의 접근성은 모두 동일하

다고 가정한다. 이는 구역 내의 위치에 따라서 

접근성이 변한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공간단위 정보를 이용(Seo and Jun, 2011; 

Kim and Jun, 2012)하거나 구역 내 서비스 수

요자들의 위치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밀

한 공간단위와 정밀한 위치정보를 활용한 대표

적인 방법이 2SFCA(2 Step Floating 

Catchment Area)이다. 2SFCA는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의료시설의 접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Luo and Wang(2003)이 제안하였다. 기존에는 

인구대비의료인비율(physician to population)

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시설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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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분석하였는데, 2SFCA는 의료시설별 서비

스 이용권역의 공간적 범위를 고려하였다는 점

에서 공간 특성을 반영한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Cheng et al., 2012). 2SFCA는 공공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는 공간적 범위와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중

력모델 기반의 접근성 측정 방법의 한 종류라

고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2SFCA는 공공서비스시설 계획을 

세우거나 정책을 세우는데 활용하는 접근성 지

표를 계산하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많

이 적용되고 있다. 2SFCA는 의료서비스(Luo, 

2004; McGrail and Humphreys, 2009a; Cho 

et al., 2010; Schuurman et al., 2010), 노인 

요양시설(Yang et al., 2012), 식료품 가게

(Dai and Wang, 2011)등 다양한 시설의 접근

성 분석에 적용되었다. 특히 2SFCA는 서비스 

시설의 이용권역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걸쳐서 수요자가 분포하는 

농촌지역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분석에서 세밀

한 공간해상도를 적용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

점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McGrail and 

Humphreys, 2009a; Cho et al., 2010).

공공서비스시설의 입지 평가에서 2SFCA 접

근성 지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2SFCA는 공급과 수요의 범위를 결정할 명확

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매개 변수값의 변화

에 민감한 2SFCA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공공서비스시설 입지 평가 과정에서 

현실과 다른 결과를 제시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2SFC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특성과 정책 목적에 맞게 수요와 공급의 범위

를 정하고, 정해진 범위가 일반적인 기준이 아

님을 유의하면서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공간분

석 단위가 세밀해질수록 분석 기준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 설정과 결과 해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본 연구는 세밀한 공간단위 기반의 2SFCA 

적용과정에서 분석에 사용되는 매개 변수값의 

변화에 따른 분석 결과의 변화특성에 대한 사

례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서 2SFCA를 활

용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할 특성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2SFCA와 개선 방법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둘

째, 2SFCA 매개 변수값을 변화시키면서 구미

시 노인복지시설의 접근성을 분석한다. 셋째, 

분석 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과정에서 군집

분석을 수행하여 구미시 내부 지역의 특징을 

살펴본다. 

관련이론 검토

2SFCA는 두 단계로 공간 접근성을 계산한

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서비스시설의 이용

자 대비 공급능력을 계산한다. 이를 서비스시설 

의 인구대비공급자비율(PPR : Provider to 

Population Ratio, 이하 PPR) 이라고 한다. 

PPR 계산방법은 식 (1)과 같다.

 
∈ 




                          (1)

는 서비스시설 의 PPR을 의미한다. 는 

서비스시설 의 공급능력을 의미하고, 는 로

부터의 임계거리()내에 존재하는  인구중심

점의 인구를 의미한다. 보통 행정구역이나 센서

스 구역의 중심점이 인구중심점으로 이용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요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서비스시설의 이용가능성

을 분석한다. 이 값은  인구중심점으로부터 임

계거리() 내에 있는 서비스시설의 PPR을 합

산하여 계산된다. 식 (2)의 는 인구중심점  

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권역 내에 있는 모든 

서비스시설의 PPR을 합산한 값이다. 2SFCA는 

를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시설에 

대한 접근성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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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동안 2SFCA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

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법이 소개되었

다. 첫 번째 문제는 서비스 이용권역 내의 시설 

접근성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거

리 조락 효과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좁은 

서비스 이용권역이 모여 있는 도심에서는 거리

조락 효과가 미미하나 농촌 지역과 같이 서비

스 이용권역이 넓은 지역은 거리조락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Luo and Qi(2009)

는 서비스 이용권역 내에서 수요자와 시설 간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거리

조락효과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임계거리()를 30분 내에 도달하는 거리로 정

한 후, 0~10분, 10~20분, 20~30분 내에 도

달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세분하고 해당 구역마

다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여 PPR()과 시설

접근성()을 계산하였다. 구역을 나눈 후 가중

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거리조락 효과를 일부 

반영하기는 하지만 구역 내부의 거리조락효과

를 무시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연속적인 함수를 적용하여 거리조락효과를 반

영하는 경우가 많다. Dai and Wang(2011)는 

거리조락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을 표준 2SFCA 

방법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2SFCA 방법의 두 번째 문제는 계산과정에

서 동일한 크기의 서비스 이용권역을 적용한다

는 점이다. 2SFCA는 인구나 서비스 시설이 조

밀하게 모여 있는 도심지역과 넓은 지역에 걸

쳐서 서비스 시설과 인구가 분포하는 농촌지역

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접근성을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Luo and 

Whippo(2012)는 2SFCA 방법을 개선하였다. 

V2SFCA(Variable 2SFCA)라고도 불리는 이 

방법은 사전에 정해 놓은 기준에 맞는 다양한 

임계거리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 

단계의 PPR 계산에서는 기준인구(base 

population)를 정한다. 그러면 각 서비스 시설

의 이용권역에 포함되는 인구가 기준인구를 넘

어갈 때 까지 임계거리를 계속해서 늘려나간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시설별 PPR을 계산하기 

위한 임계거리가 다르게 적용된다. 두 번째 단

계에서는 최소 PPR 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각 

인구중심에서는 최소 PPR 기준을 넘어갈 때 

까지 임계거리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접근성 

계산에 포함되는 시설의 개수도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도심지역에서는 임계거리가 짧아지고  

농촌 지역에서는 임계거리가 길어진다. 

V2SFCA는 다양한 임계거리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V2SFCA의 단점은 기준인구와 최소 PPR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선택 값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카고 지역의 의료 

시설 접근성 분석을 대상으로 한 Luo and 

Whippo(2012)의 연구에서도 기본인구와 PPR

의 변화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접근성 

변화 양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V2SFCA 활용과정에서는 분석 지역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매개변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석 결과의 해석 과정에서도 

매개 변수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고

려해야 한다. 특히 대축척 스케일의 세밀한 공

간단위의 분석에서는 임계거리의 변화와 서비

스 이용권역을 변화시키는 매개 변수값의 선택

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McGrail, 2012). 

기존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2SFCA의 특징을 

고려하여, 2SFCA 매개 변수값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해석했다는 점에

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 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구미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미시 

도로망, 행정구역 경계와 같은 공간자료는 국가

주소정보시스템(KAIS)의 전자지도를 활용하였

다. 노인(기초노령연금대상자) 19,830명의 주

소정보는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정보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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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region

용하였고, 노인복지시설 8곳의 정보는 경상북도 

도청에서 제공받았다. 노인주소와 노인복지시설

의 주소 정보는 지오코딩 작업을 수행하여 포

인트 자료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분석의 공간단위로는 200m by 200m 해상

도의 격자를 선택하였다. 읍면동 행정구역이나 

국가기초구역을 기본 공간단위로 고려하지 않

은 이유는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는 중심점이 

그 지역의 인구분포를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림 1은 구미시의 도로망, 격자 단위로 집

계된 노인 인구의 분포와 노인복지시설 8곳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이다. 지도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지역은 동 지역이고 음영이 없는 지역

은 읍면지역이다. 지도를 보면, 노인 인구가 많

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시

설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2SFCA 적용 

본 연구에서는 2SFCA를 개선한 V2SFCA 

방법을 적용하여 구미시 노인복시시설 접근성

을 분석하였다. 접근성 분석을 위한 거리는 네

트워크 거리로 계산하였다. 

2SFCA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공급 능력을 계산

하였다. 이 값은 노인인구 대비 노인복지시설 

공급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

인복지시설의 공급 능력을 시설 종사자수로 계

산하였다(식 3).

 
∈ 




                        (3)

노인복지시설 의 공급능력은 해당 시설의 

서비스능력 ()을 주변의 노인 인구값으로 나

눠서 계산한다. 노인복지시설 와 격자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후, 이 거리가 임계거

리() 안에 포함되면 해당 격자의 노인인구를 

합산한다. 

임계거리는 기본인구를 기준으로 정한다. 기

본인구는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대상 노

인 인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인구 

중심점에서 적어도 한 곳의 노인복지시설을 이

용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을 만족하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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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한 후, 이 거리 내에 있는 노인들을 모두 

합산하여 기본인구로 적용하였다. 

모든 노인들이 적어도 한 곳의 노인복지시설

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인구 중심점에서부

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까지

의 거리 중 가장 큰 값으로 계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2,028m가 최대 거리로 계산되었

다. 노인복지시설로부터 22,028m 거리 내의 

평균 노인인구를 계산하면 약 13,238명이 나온

다. 이 값이 본 연구의 기본인구이다. 

기본인구를 정한 후, 노인복지시설 마다 주변

의 노인인구를 합산하는 임계거리를 다르게 적

용하였다. 노인복지시설로부터 거리를 증가시키

면서 노인인구를 합산하는데, 노인인구가  

13,238명을 넘어서는 거리에 도달하게 되면 이 

거리가 시설별 를 계산하기 위한 임계거리가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격자별 접근성을 계산하

였다.

  
∈ 


                         (4)

식 (4)에서 격자중심점 의 접근성은 인근 

노인복지시설의 PPR을 모두 합한 값이다. PPR

을 합산하는 임계거리 ()는 최소 PPR을 기

준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최소 PPR은 노인

인구 대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 비율로 정하

였다. 2014년 노인복지시설 현황자료(보건복지

부, 2014)에서는 구미시의 노인복지시설 종사

자수는 65명, 노인인구는 28,038명으로 나와 

있다. 이 값을 기준으로 PPR을 계산하면 약 

0.002 (65/28,038)이 나온다. PPR 0.002는 한

명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500명의 노인을 담

당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격자 중심점 

주변의 노인복지시설의 PPR 값의 합이 0.002를 

넘어서는 거리를 임계거리로 적용하였다.

서비스 이용권역 내의 거리조락 효과를 반영

하기 위해서는 연속함수를 적용하여 가중치

()를 계산하였다. 보통 2SFCA에서 거리조

락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권역을 

세 개로 나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구역은 가

중치 1을 주고, 나머지 구역은 각기 다른 방식

으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

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인 22,028 

미터를 기준으로 세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각 

구역의 거리는 약 7,343 미터가 된다. 본 연구

에서는 두 지점의 거리가 7,343 미터 이내이면 

가중치 값으로 1을 적용하였다. 두 지점의 거리

가 기준거리 7,343 미터를 넘으면 식 (5)와 같

은 연속함수를 적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거리조락함수의 가중치는 1.5를 적용하였다. 거

리가중치가 2를 넘으면 거리조락효과가 과도하

게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5가 많이 사

용된다(McGrail and Humphreys, 2009b). 두 

지점의 거리가 22,028 미터를 넘으면 가중치 

0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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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ax = 22,028,  = 7,343

3. 민감도분석 방법

민감도분석에서는 2SFCA 분석에 사용하는 

매개변수 값을 변화시킨 후 격자별 접근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매개변수는 

기본인구와 최소 PPR 값이다. 매개변수 값의 

기준은 기본인구 13,238, PPR 0.002을 적용

하였다. 이 값을 기준으로 매개 변수값을 증가

시키거나 감소시키면서 각 격자의 접근성 값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접근성 변화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군집분석으로 접

근성의 변화 크기가 유사한 지역들을 분류하였

다. 그리고 각 군집별 접근성 변화 특성을 살펴

봄으로써 매개 변수값의 변화가 구미시 내부지

역의 접근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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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patial accessibility map

분석결과

1. 접근성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기본인구 13,238, PPR 0.002 

를 적용한 구미시 노인복지시설의 접근성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을 보면, 구미시 노

인복지시설 접근성의 지역적 특성을 알 수 있

다. 대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주변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외곽지역은 노인복지시설과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나쁘다. A구역은 

읍면 지역으로 1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이 시설은 구미시 8개 노인복지시설 중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 B구역은 읍면

지역이며 노인시설 근처의 도로망을 따라서 양

호한 접근성을 보인다. C구역은 동 지역이다. 

도로망이 잘 발달해 있고, 5개의 노인복지시설

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D구역은 동 지역임

에도 불구하고 도로망이 덜 발달해 있고, 노인

복지시설도 1개만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대

적으로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

2. 민감도 분석결과

1) 개요

민감도 분석에서는 기본인구(BP)와 최소 

PPR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접근성의 변화

를 살펴보았다. 기준이 되는 기본인구는 13,238

이고, 최소 PPR은 0.002이다. 기본인구는 기준 

값에서 ±씩 변화시켰다. 사전 연구에서 

±보다 세밀한 단계로 기본 인구를 변화

시키더라도 전반적인 경향성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매개변수 값의 변화 크기

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

다. 최소 PPR 또한 값의 변화 크기는 연구 결

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값으로 

정한 ±씩 변화시켰다.

기준 값과 매개변수 변화 값의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해서는 산포도를 활용하였다(그림 3). 

산포도의 X 축은 기준값을 사용할 경우의 접근

성 계산 결과이고, Y축은 변화된 매개 변수값

을 사용했을 경우의 접근성 계산 결과이다. 산

포도에는 X축과 Y축에 기준 매개 변수값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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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atter plot

FIGURE 4. Scatter plot matrix

용했을 때의 추세선을 추가하였다.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접근성 값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 

산포도 분포가 추세선보다 상위에 나타나면, 접

근성 값이 기준 매개 변수값을 사용했을 경우

보다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

는 접근성 값이 기준 매개 변수값을 사용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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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 7239 9239 11239 13239 15239 17239 19239

EupMyeon 0.006789
(0.004966)

0.003296
(0.001473)

0.002508
(0.000685)

0.002053
(0.00023)

0.001823
(0)

0.0017
(0.000123)

0.001539
(0.000284)

0.001331
(0.000492)

Dong
0.005607

(0.003805)
0.003051

(0.001249)
0.002732
(0.00093)

0.002184
(0.000382)

0.001802
(0)

0.0016
(0.000202)

0.001425
(0.000377)

0.001221
(0.000581)

( ) :  , Shade : the larger variation area

TABLE 1. Accessibility variation by changing PPR and difference value between base 

population and 13239

FIGURE 5. Accessibility variation by changing base 

population

경우보다 작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는 매개 변수값의 변화에 따른 계산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준으로 정한 

기본인구보다 작으면 접근성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기준으로 정한 기본인구보다 크

면 접근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소 PPR 값은 작은 수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접근

성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값이 증가할수록 접

근성 값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인구 13,239를 

기준으로 최소 PPR을 0.0005, 0.002, 0.004

로 변화시키면 접근성의 평균값은 0.0009925, 

0.0018125, 0.0020735 로 증가하였다.

매개 변수값의 변화에 따른 접근성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인구가 증가할수록 

접근성 값은 감소하고, 최소 PPR 값이 증가할

수록 접근성 값은 증가한다. 기본인구가 증가하

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

성이 감소하게 된다. 최소 PPR이 증가한다는 

것은 각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제공 능력이 

증가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

성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성이 구미시 

전역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산포도

에서는 회색으로 표현되는 읍면지역과 검은색

으로 표현되는 동 지역에서 변화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후부터는 이러한 지역적 차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2) 매개 변수값의 변화

접근성 분석에 사용하는 매개변수 중 최소 

PPR을 0.002로 고정시키고 기본인구를 기준인

구(13239) 대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서 접

근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구미시 전체로 보면, 

기본인구가 기준인구 보다 작아지면 접근성 값

이 증가하고, 기본인구가 기준인구 보다 커지면 

접근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읍면 지역과 

동 지역에서 변화의 폭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

림 5와 표 1을 보면, 기본인구가 7239보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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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 0.001 0.0015 0.002 0.0025 0.003 0.0035 0.004

EupMyeon
0.001108

(0.000715)
0.001255

(0.000568)
0.001577

(0.000246)
0.001823

(0)
0.002011

(0.000188)
0.002116

(0.000293)
0.002132

(0.000309)
0.002133
(0.00031)

Dong
0.000877

(0.000925)
0.001149

(0.000653)
0.001679

(0.000123)
0.001802

(0)
0.001925

(0.000123)
0.002014

(0.000212)
0.002014

(0.000212)
0.002014

(0.000212)

( ) :   , Shade : the larger variation area

TABLE 2. Accessibility variation by changing PPR and difference value between PPR and 0.002

FIGURE 6. Accessibility variation by changing PPR

아지면 상대적으로 읍면동의 변화폭이 커지나 

기본인구가 9239보다 커지면 동지역에서 상대

적으로 변화의 폭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접근성 분석에 사용하는 기본인구

를 13239로 고정시키고 최소 PPR을 기준대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서 접근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구미시 전체로 보면, PPR이 기준

보다 작아지면 접근성 값도 감소하고, PPR이 

기준보다 커지면 접근성 값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6과 표 2를 보면, PPR이 0.001

보다 작아지면 동 지역의 변화폭이 크고, PPR

이 0.0015보다 커지면 읍면 지역의 변화폭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군집분석

군집분석에서는 각 매개 변수값의 변화에 따

른 접근성 변화의 절대 차이를 변수로 사용하

였다. 기준인구와 PPR을 각각 7단계로 변화시

켰기 때문에 모두 14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군집분석 방법으로는 K-means 방법을 사용

하였다. 먼저, 계층적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산

출된 덴드로그램을 기준으로 적절한 군집수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군집 수는 세 

개이다. 세 개의 군집을 적용한 K-means 군

집분석의 결과를 지도화한 것이 그림 7이다. 그

림을 보면, 각 군집의 공간패턴을 확인할 수 있

다. 군집1은 구미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군집2와 군집3은 노인복지시설 주변에 위치하

고 있다. 단, 군집2는 노인인구와 노인복지시설

이 밀집해 있는 동 구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

며, 군집3은 군집2보다는 상대적으로 넓은 지

역에서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격자별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군집별 특

성을 살펴보았다. 군집1의 평균 노인인구는 약 

4.1명, 군집2의 평균 노인인구는 14.2명 군집3

의 평균 노인인구는 9.9명으로 분석되었다. 구미

시 외곽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군집1의 평균 노

인인구 값이 가장 작고, 노인복지시설이 집중되

어 있는 동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군집2의 평균 

노인인구 값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 군집의 특성을 매개 변수값의 

변화에 따른 접근성의 차이로 살펴보았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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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ap of cluster analysis

FIGURE 8. Mean accessibility variation by clusters according to base 

population change

저, 기본인구 변화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8은 기본인구 변화에 따른 접근성 차이의 

평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구미시 외곽에 위치한 군집1은 다른 군집에 

비해서 접근성 차이가 크지 아니하는 특성을 

보인다. 군집2와 군집3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군집3 지역에서 가장 큰 변화

를 보이고 있다. 기준인구를 5238와 19239로 

적용했을 때의 접근성 지도(그림 9)를 보면, 군

집3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집3 지역 중 

동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주변 지역은 기본인구

를 줄였을 때 접근성이 나빠지는 곳도 나타나

고 있다. 

기본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

들을 집계하기 위해서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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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ccessibility maps by different base populations

(classification method : standard deviation)

FIGURE 10. Mean accessibility variation by clusters according to ppr change

는 임계거리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상대적으

로 노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짧은 임

계거리를 적용하더라도 사전에 정해 놓은 기본

인구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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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Accessibility maps by different PPRs

(classification method : standard deviation)

는 PPR 계산의 분모에 해당하는 집계 노인인

구 값에 더 큰 거리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의 PPR 값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노인복지시설이 제한된 공급능력 대비 더 많은 

노인인구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면 PPR이 낮아

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PPR이 낮아지

면 기준 PPR에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사회복

지시설의 PPR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주위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있을수록 접

근성은 증가하게 된다.

구미시의 중앙구역은 주위의 여러 노인복지

시설을 이용하기 유리한 위치이다. 구미시 중앙

지역에 위치한 군집2와 군집3 지역은 기본인구

를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하게 바

뀌는 것을 알 수 있다.

PPR 변화에 따른 군집별 특성은 그림 10에 

나타나 있다. 구미시 외곽에 위치한 군집1은 접

근성 차이에 변화가 없는 특성을 보인다. 군집2

와 군집3 중에서는 군집2의 변화가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기준 PPR이 증가하는 것은 접근성 계산과정

에서 더 많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는 의미

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 노인복지시설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지역들의 접근성 

개선효과가 크다. PPR이 증가했을 때, 구미시 

중앙 지역에 분포하는 군집2와 군집3 지역이 

전체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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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성 분석 

민감도 분석은 2SFCA 방법을 적용한 접근

성 분석에서 매개 변수값의 변화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통한 특성분석도 접근성 차이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매개 변수값의 변

화에 따른 결과 값의 지역적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구미시 전체의 접근성 경향을 보면, 기본인구

가 증가할수록 접근성 값은 감소하고, 최소 

PPR 값이 증가할수록 접근성 값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2SFCA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2SFCA는 노인복지시설의 수요와 공

급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접근성을 계산

한다. 2SFCA 계산에서 기본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간의 경쟁이 증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접근

성이 감소하게 된다. 최소 PPR이 증가한다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의 공급능력이 증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인 경향성이 구미시 전체 지역에 동일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구미시의 지

역적 특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

미시를 세 구역으로 구분해 보면, 노인인구가 

적고 노인복지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매개 변수값의 변화 영향이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노인복지시설 주변은 매개변수 값에 

따라 민감하게 결과값이 달라진다. 기존 노인복

지시설 주변에 위치한 구역 중 노인 인구가 가

장 많은 동 지역은 PPR 변화에 따른 접근성 

변화 값이 크고, 나머지 구역은 기본인구 변화

에 따른 접근성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매개 변수값의 변화에 따라 접

근성이 개선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는 다양

한 양상을 보였다. 구미시의 중앙 구역처럼 여

러 곳의 노인복지시설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매개 변수값이 커지면 구역 전체에 

걸쳐 접근성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너무 큰 매개 변수값을 선택

하게 되면 여러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유리한 

지역의 접근성이 과도하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구미시의 노인복지시설을 사

례로, 2SFCA 기반 접근성 분석에서 매개 변수

값의 변화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에 대한 지

역특성을 분석하였다. 

2SFCA 분석에서 기본인구가 증가하면 접근

성이 감소하고, PPR이 증가하면 접근성이 증가

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이 

구미시 내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

기 위해서 민감도 분석과정에서 군집분석을 수

행하여 지역별 변화 특성을 살펴보았다. 변화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미시 읍

면 외곽지역처럼 노인복지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매개변수의 변화에 따른 접근성 

변화가 미비하였다. 둘째, 기존 노인복지시설 

주변 지역은 매개변수의 변화에 따라 접근성이 

개선되거나 약화되는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노

인인구가 많고 노인복지시설이 밀집해 있는 동 

지역에서는 PPR의 변화에 따른 접근성 변화가 

크고, 나머지 지역은 기본인구 변화에 따른 접

근성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셋째, 매개변수가 

커지면 여러 곳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구미시 중앙구역의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2SFCA 기반의 접근성 분석을 위해서는 매

개변수 값 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하다. 구미시의 노인복지시설 접근

성 분석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개변수

의 선택에 따라 지역의 접근성 패턴이 달라지

기 때문이다. 

매개변수의 선택 기준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2SFCA 접근성 

분석을 정책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책기준에 따

라 매개변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

리나라의 사회복지공무원 배치기준에 대한 공

식적인 기준이 설정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KRILA(2011)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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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당 사회복지공무원 1인으로 배치기준을 

설정했을 경우, 노인복지대상자인 기초노령수급

자의 경우 약 33.5명으로 산출될 수 있다고 제

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대략 300명 정

도의 기초노령수급자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공

무원 1인을 배치할수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 또한 현재 노인복지관 등의 배치

기준에는 노인인구수를 반영하는 기준이 아니

라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

하는 수준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관

행적으로 노인인구 1만명당 1개소가 적정한 노

인복지관의 배치수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이

런 기준들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

에 접근성 분석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SFCA 매개변수 값의 변화

에 따른 지역 내 접근성의 변화 특성만을 분석

하였다. 향후 접근성과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는 공공서비스시설의 입지분석

에서 매개변수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추가

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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