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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권은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공공 및 서비스 시설의 배치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생활권을 단위로 하는 많은 연구와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뉴어버니즘과 어번빌
리지로 대표되는 보행중심의 근린생활권이 중시되는 커뮤니티 계획이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생활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서 이론상의 생활권 규모와 실제로 수립된
계획에서의 생활권 규모를 비교하여 서로 상이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여러 생활
권 이론에서 주장되는 생활권의 규모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을 통
해서 분석한 실제 계획의 생활권 규모가 상호 간에서도 유사하지 않고, 이론상의 생활권 규모와도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도시에 있어서 생활권의 수는 현재인구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현재인
구 약 10만 명이 증가할 때 하나의 중생활권이, 약 4만 명이 증가할 때 하나의 소생활권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공공시설계획의 서비스 기준도 계획과 실제가 상이하다. 따라서 생활권 규모
에 대해 합의된 현실적인 계획기준이 필요하고, 특히 소생활을 단위로 하는 생활권계획이 요구되며, 생
활권계획을 통한 합리적인 공공시설의 설치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주제어：생활권, 생활권계획, 도시기본계획, 이론과 실제
ABSTRACT：A neighborhood unit can be defined as a basic spatial area for allocating the facilities
요약

for public service in the field of urban planning. Many studies and planning practices have been
conducted while focusing on the neighborhood unit. New Urbanism and Urban Village, new paradigms
in urban planning emphasized that the neighborhoods should be walka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ize of the neighborhood unit based on theory with that in planning and design
practices. Major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gap in the size of the
neighborhoods among planning and design theories. Secon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sizes of the neighborhoods in terms of planning and design practices. Also, the neighborhood
sizes are different between the practices and the relevant theories. Third, a mid-size neighborhood
unit is added as 100,000 residents increase in average, while a small neighborhood unit is comparable
to 40,000 people. Last, the neighborhood plan is required based on a small spatial unit, and th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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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s pivotal roles in the practices for providing public service facilities and so on.
Key Words neighborhood unit, neighborhood unit plan, master plan, theory and practice

：

Ⅰ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거환경으로서 근거리에 쉽게 접근
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여가 및 휴식시설이 있는지
의 여부가 주거지 선택에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
다. 이에 생활권 여가라든지 생활권 공원녹지에
대한 연구들(박영정, 2004; 김효정 외, 2007; 김
원주, 2007)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기존 정비사
업들이 개별 구역단위로 진행됨에 따라 학교시설
부족 등 기반시설 과부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
되면서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다수의 정비사업구
역들을 생활권이라는 큰 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애
초의 목표로 했었던 서울시의 뉴타운사업도 야심
차게 추진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생활권은 주로 근린 범위 내에서의
이용과 정비를 위한 공간적 범위가 주 대상이다.
근린이란 친밀한 이웃관계가 가능한 범위이고 걸
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 이내에서 활
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다. 지속가능한 도
시환경 조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개로 자
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커
뮤니티를 만들자는 뉴어버니즘이나 어번빌리지
가 등장한 것도 근린 범위에서의 생활권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활권은 단순히 한 번 다녀올 수 있는
범위라는 개념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란 말

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고, 전 세계 1
일 생활권을 넘어 반나절 생활권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일회적 의미의 생활권과는 달리 도시계획
에서 다루고 있는 생활권은 일정한 공간의 사람
들이 반복되고 공통적인 활동의 범위를 조사하고
계획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나 공공 및 편
익시설의 제공에 필요한 적절한 배치를 위한 중
요한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다루는 이론서
나 많은 학자들이 생활권의 규모에 대한 기준을
상이하게 기술하거나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을 아
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각종 계획에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인구 10만 이상의 시와 군에서 작성
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에서도 생활권
설정의 기준들이 상이하게 채택되고 있다. 이론
상 생활권 규모의 다양함으로 인해 각 시와 군에
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사용되는 생활권
설정의 기준 역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생활권에 대한 기준을 조사하여 차이점을
알아보고, 실제 계획으로 설정하고 있는 도시기
본계획 내의 생활권계획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생활권계획의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막연
하게 적용하고 있는 생활권계획에 대한 이론이
적절한지 또는 지역의 다양한 조건과 특성에 따
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생활권 설정에 대한 일반
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종국적
으로 그 적정한 기준은 어떻게 바람직하게 설정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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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앞 절에서 생활권이 계획단위로서 여전히 가치
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생활권이 실제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어떠한 실태로 계획되고 있
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생활권의 규모에 대해 이론적인 학자들
의 주장을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제시된 학자들 간 생활권 규모의 상이함을 확인
하고, 정리된 생활권 규모를 바탕으로 이론적 생
활권 규모의 범위를 도출하였다.
둘째, 46개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되어
있는 생활권계획에 대해 생활권의 구분, 생활권
위계별 인구 및 면적 규모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계획의 실
태를 분석하고, 실제의 생활권계획을 이론상에서
제시하는 생활권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셋째, 도시별 생활권의 수와 규모가 상이한 원
인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권 수, 생활권의 밀도,
생활권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지 및 행정구
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도시가 일정한 밀도
를 확보하거나 중심지 또는 행정구를 고려한 생
활권의 설정인지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넷째,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하는 생활권계획
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생활권 구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인구 수 및 도시면적 그리고
토지이용과 관련된주거지역면적, 상업지역면적
과생활권수와의 상관관계를분석하였고, 회귀분
석을 통해생활권 수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도시의 규모에 따라 생활권계획의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각 도시를 인구기준으로 광역
시,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 소도시(인구 50

만 명 미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유효한 2020년 또는 2025년을 목표로 하는 각 도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였고, 군지역과
도농 통합시의 경우는 생활권으로서 무의미한 산
림 등 비시가화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과다한 생
활권 규모로 산정되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 생활
권을 동(洞)지역으로 한정하였다.
<표 1> 분석 대상 도시

인구 규모
도시
광역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90만 이상
성남, 수원
고양, 부천
대도시 80만
60만
안산, 전주, 청주
50만
안양, 용인, 포항
40만
천안, 화성
광명,
구미,
김해,
시흥, 여수, 의정부,
30만
익산, 평택
소도시 20만 강릉, 군산, 군포,춘천김포, 양산, 원주,
구리, 동해, 사천, 상주,
10만 공주, 광양,
오산, 의왕, 제천, 하남
10만 미만
과천, 삼척, 태백

3. 선행연구 검토
생활권에 대한 많은 논문들은 근린이라는 공간
적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권의 범위와 그 안에서
의 시설이용 그리고 근린에 대한 영역인지를 다
루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최근에는 근린생활권 내에서 근린, 즉 동
네의 범위에 대한 인식과 인식의 형태 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고, 근린시설 이용과 관련된 영역인
지를 다루고 있다.
근린시설 이용을 조사하여 근린의 범위를 밝혀
내고 생활권의 공간구조, 가구 규모와 형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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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선행연구 주제별 내용

주제

내용
연구자
근린생활권 인식패턴과 중심시설을 조사해, 랜드마크 시설 이용의
결과로 동네영역 범위가 근린주구단위보다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김건형(2010)
분석
근린의 범위
개발 후에 생활권 인식범위가 증가하였고, 개발에 따른
인식과 인식 형태 주거단지가로체계의
이수용(2010)
변화와 상업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
근린생활권 계획방식에 따라 비교분석하여 상업중심지 계획유형에
오병록(2009)
따라 근린시설 이용행태와 근린 인식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분석
근린생활권의 범위를 보행 13.5분의 보행거리로 기준 제시
황희돈(2008)
생활권계획 개념과 신도시에서
가구 규모와 형태, 인구 규모와 밀도, 지원시설,
기준 및 내용 생활권의 공간구조,
이종화(2009)
동선체계로 구분하여 생활권계획 내용 분석
근린관계와 생활권 근린관계에 영향을 주는 물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 분석 정화진(2006), 장형종(2006)
체계
박진용(2005), 이도형(2005),
근린시설 배치
근린생활권 내에서 근린시설의 배치 특성 분석
김상현(2002), 김성현(2000)

규모와 밀도, 지원시설, 동선체계 등 생활권계획
의 내용을 분석하는 생활권계획의 개념과 기준
및 내용을 주제로 하는 연구도 선행되었다.
그리고 근린관계에 영향을 주는 물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근린관계와 생활
권 체계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생활권 내 근린시
설의 배치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들에 대한 선행
연구의 내용은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다.
선행 연구들은 기존의 생활권에 대한 이론 및
생활권의 규모를 그대로 수용한 채, 근린생활권
의 범위 내에서 계획의 내용 분석과 시설이용 및
동네영역 인식에 따른 범위의 분석을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근린생활권의 이용에 따른 근린생활
권의 범위를 나름대로 분석하는 것에 그치고 있
다. 또한, 근린생활권의 범위를 벗어난 중생활권
및 대생활권에 대한 규모나 시설배치에 대한 연
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1) 국립국어원(http://ww.korean.go.kr/06_new)의 표준국어대사전

Ⅱ

. 생활권 이론 고찰

1. 생활권의 개념
생활권에 대한 개념의 사전적 풀이를 보면 “행
정 구역과는 관계 없이 통학이나 통근, 쇼핑, 오
락 따위의 일상생활을 하느라고 활동하는 범위”
라고 되어 있다.1) 즉 모든 사람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러한 이동
과 목적지에서의 행위에 따른 활동의 범위를 일
반적으로 생활권이라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에서의 생활권은 일반적인 개
념과는 조금은 다르다.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라
는 말과 같이 단순히 일회성의 이동 범위를 모두
아우르기보다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정 지역의 사람들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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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에 대해서는 많은학자가 다양하게 정의
하고 있다. 주민이 그들의 생활단위 부근에서 쾌
적하고 적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공
공시설과 생활여건을 포용하는 지역(노춘희,
1981, 재인용)이거나 주거지의 자연 발생적인 사
회적 집단지로서 거주자들이 다른 장소와는 뚜렷
하게 구별된 어떤 장소에 살고 있다는 감각을 가
질 수 있는 권역이며, 각종 교육시설 및 생활편의
시설들을 중심으로 생성되는 도시공간구조상의
단위(이강제, 1999)와 같이 일반적으로일정한공
간단위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닫힌 공간의
범위로 인식하기보다는 거주자의 생활범위로 인
식하는 것이바람직하며, 거주자의 개별적인생활
의범위를수용하는공간단위로규정하는것이타
당할 것이다(백혜선 외, 2006). 이웃하는 생활권
과배타적이지도않고명확한경계선긋기가가능
하지도 않은 유연하고 열린 공간이라 할 수 있다.
2. 생활권의 분류
생활권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지는
활동범위이기 때문에 활동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생활권의 분류가 가능하다. 쇼핑권, 통학권 등으
로 구분되기도 하나 이는 특정 목적만을 위한 활
동에 의한 활동범위이다. 도시계획에서의 생활권
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여 반복적으로 일상생활
이 이루어지는 범위이다. 반복적 일상생활의 빈
도와 이동거리에 따라 위계를 구분하고 이를 바
탕으로 생활권으로 계획한다.
일반적으로생활권의범위는경제성과사람들의
공간적행태를바탕으로소․중․대생활권으로나
뉜다. 소생활권에는 최소경제활동 등을 충족시키
기위한기본적인필요시설들을배치하고, 중생활
권에는 지역중심지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하지만

소생활권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성립되기 힘든
시설들과 공공서비스 공급의 합리성에 관한 이론
적이고 경험적 지식체계에 따라 필요한 시설들을
배치한다. 그리고 대생활권은 생산과 소비활동의
원활한 유지와발전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
는 하나의완결된 도시체계를 갖춘 범역으로 구분
된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1: 87~89).
소생활권은 1차 생활권 또는 근린생활권이라
고도 한다. 근린생활권이라는 의미에서 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와 동일한 범위로 설명하기도 하
지만 근린주구를 포함하는 더 큰 범위로 구분하
는 경우가 더 많다. 소생활권의 규모는 보통 보행
가능한 범위로서 동사무소와 같은 기본적인 공공
시설과 초등학교를 이용하는 범위로 설정된다.
중생활권은 지역을 순환하는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 10~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범위로서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범위에 해당하며
고등학교(중학교)의 통학범위에 해당한다. 주거
위주의 이용이 아닌 지역중심이 존재하여 두세
가지의 혼합적 토지용도가 있는 범위이다.
대생활권은 도시로서 하나의 완결된 공간적 체
계를 가지는 범위로서 통근이 가능하여 생산과
소비활동이 동시에 고려되어 경제학, 사회학, 행
정학 등 다양한 전문지식에 기반할 것이 요구되
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개념적인 구분
기준이다. 각 생활권의 규모에대해 인구기준뿐만
아니라 서비스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기준도 다
양하게 제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구 규모
에 있어서는 소생활권 2~3만 명, 중생활권 5~10
만 명, 대생활권 20~30만 명으로 가장 많이 제안
되고있으나이와달리더작거나더큰규모로제
안되는경우도 많다. 중학교는소생활권을 통학범
위로하기도하고중생활권에서필요한학교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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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자 및 이론서에서의 생활권 위계별 규모

1차 생활권
2차 생활권
3차 생활권
규모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인구는 개발밀도에 따름 / 보행권
지방소도시
대도시
(2001)
김철수(1994)
1～2만 명
5～10만 명
20～30만 명
Perry(1939)
근린주구 / 5,000명, 반경 400m, 면적 160acre
국토해양부(1995)
근린주구 / 1～3천 세대, 반경 400m
이영석(1992)
5만 명
최대 30만 명
50만 명
박병주․김철수(2004)
근린생활권 / 2～3만 명
10～15만 명
30～50만 명
정삼석(2004)
행정동 기준 / 2～3만 명
10만 명
구단위 / 50만 명
양동양(2006)
근린지구 / 100,000명, 반경 1km, 면적 400ha
이강제(1999)
근린지구, 2～4개의 근린주구
중학교구
지구
전지구
土肥博至․御丹公哲
(1985)
2～3만 명
3～5만 명
150,000명
伊藤喜榮(2006)
5천 명 이상
1만 명 이상
출처: 오병록(2009)을 참고하여 추가 보완함.

급하기도 하며, 구청은 대생활권 단위의필요시설
로 설정하기도 하는 반면, 구청은 중생활권, 시청
을 대생활권에서의 필요시설로 설정하기도 한다.
생활권의 규모에 대해 학문적으로 합의되어 있
지 않고, 여러 학자들이 생활권의 규모를 위계별
로 다양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위계별 생활
권규모의범위를정리하면대생활권의규모범위
는 인구 20~50만 명, 중생활권은 5~30만 명, 소
생활권은 1~5만 명으로서 대생활권과 중생활권
범위의 최대최소 편차가 25~30만 명에 이른다.

국외의 생활권계획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별 별
도의 위계별 생활권 구분은 하지 않고, 필요한 계
획구역에 대한 공간계획을 수립(런던, 뉴욕)하거
나 구역 내 단일 위계로 생활권을 구분하여 계획
하고 있다.
3. 생활권 및 생활권계획의 의의
1) 생활권 단위계획

김철수(1989)는 생활권계획의 제도적 가치는

<표 4> 국외 생활권 관련 계획

구분 계획 및 체계
내용
5개
권역(Central,
West,
East,
North,
South
London)으로 구분하여 약 110~200만 명의 인구
런던플랜 를 가지는 4~10개 자치구(Borough)로 구성되는
런던 자치구계획
권역을 대상으로 계획
자치구가 수립
베를린 생활권발전계획 자치구가 수립하는 생활권 발전계획은 자치구당 3~7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계획
5개 Borough(Manhattan, Bronx, Brooklyn, Queens, Staten Island)에서 총 59개의 Community
뉴욕 계획행정 district로 구분하여 계획
각각 면적 900~1,500acre, 인구 35,000~250,000명을 기준으로 설정
자료: 양재섭, 2010, 세계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 운영방식 비교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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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데 유용한 원칙으로
서 토지이용계획, 가로망계획, 공공편익시설 배
치계획 등에 대한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
고 생활권계획의 필요성과 의의를 강조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상 생활권계획은 토지
이용계획, 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의 하나로서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고, 공간구조설정과 함께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공간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생활권계획에서 권역설정의 구체적인 기
준을 설정하고 생활권 중심시설의 배치계획을 요
구하고 있으며, 생활권 설정을 바탕으로 재개
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학교․도로 등 기반시
설, 토지이용, 교통, 산업개발, 환경 등을 고려한
인구배분을 명시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 밀집한 곳에서는 생활권
단위로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도록 근린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생활권 단위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부담에 관한 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재건축에서도 근린생활권 차원에서 지역특
성이 반영된 광역적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근린
생활권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오병록, 2009).
일본에서의 마찌즈꾸리와 우리나라의 마을만
들기도 주민이 참여하여 근린범위에서 생활권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의 조직과 공동체의식의 형
성을 통해 근린생활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움직
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 등 여가를 위한 시설의
조성에 있어서도 생활권을 단위로 하고 있다.
2002년 서울시에서 시작한 뉴타운사업은 기성
시가지 정비에서 “동일 생활권”을 사업의 공간적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서울시

균형발전추진단, 2003). 다수의 정비사업구역들
이 인근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경
우 시가지 정비를 개별 정비사업구역에 맡기지
않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생활권 단위의 종
합계획에 의한 환경정비를 의도하였던 것이다.
2) 시설의 배치기준

생활권계획에 대한 개념정의를 보면, 사회조직
은 몇 개의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의미부여, 목
표설정, 그리고 그에 필요한 사회적․물리적 기
능과 요소들을 배분 또는 설치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김철수, 1994: 123). 따라서 사람
들 활동의 시간적․공간적 범위가 다르고 도시의
사회적․물리적 기능과 요소들이 제공하는 서비
스의 공간적 범위가 상이하므로 생활권계획을 통
해 사람들의 활동과 도시의 기능 및 요소들이 제
공하는 서비스 간의 합리적인 일치가 요구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도시생활의 편리가 향유될 수 있다.
도시정부에서는 도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
스를제공하는 공공시설을 적절한규모로, 적절한
위치에 공급해야 한다. 공급 시에는 시설의 규모
와 위치에 대한 판단이 필수적인데, 시설 자체의
특성과 이용자의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시설은 무엇보다 도시민들의 편리
한 이용이 우선조건이므로, 인구 규모나 시설의
이용권에 따른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규모와 배치로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공공시
설에 의한 서비스의 접근기회가 균등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생활권계획이 필요하며 생
활권의 위계 설정과 함께 위계별로 공급되어야
하는 시설의 규모와 종류가 구분된다. 일반적인
생활권계획에서는 생활권 위계를 대․중․소 생
활권으로 나누고 행정․여가․교육 등의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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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각 생활권에 필요한 시설을 제시하고 있다.
3) 새로운 계획패러다임에서의 계획단위

Pruitt-Igoe 단지의 폭파로 상징되는 모더니즘
근대도시계획의 실패로부터 다양성, 사회, 문화,
환경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도시계획으로
전환되었다. 근대도시계획에 의한 평면확산의 난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보행과 자전
거, 대중교통위주의 친환경적인 교통이용으로토
지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뉴
어버니즘이 강조되고있다. 이는 자동차시대이전
의 소도시로 회귀하여 지역사회의 주민이 친밀한
이웃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살아
가는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뉴어버니즘의 목표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환
경, 연계성, 복합용도 및 다양성, 전통적인 근린구
조, 삶의 질”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의미한다(이주형, 2009).

<표 5> 광역시의 생활권 설정

도시 인천
인구수(만명)2) 266.4
대생활권 수 7
중생활권 수 11
소생활권 수 0

부산
361.5
3
15
223

대구
251.3
11
39
0

광주
143.5
7
21
0

대전
147.6
6
20
0

울산
111.3
7
20
0

뉴어버니즘에서의 인간적 스케일은 일상적으
로 필요한 모든 시설에 도보로 5분만에 접근가능
한 규모를 말하는 것으로 0.25마일 반경에 60～
120에이커의 면적을 갖는 규모로 정하고 있다(김
흥순, 2006, 재인용).
이처럼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적 스케일을 갖는
규모의 계획이 중요시되고 있어 생활권 단위의
커뮤니티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Ⅲ

. 생활권계획의 실태

1. 생활권 구분
생활권 위계별 설정을 보면, 우선 광역시는 부
산을 제외하고 대생활권과 중생활권까지만 위계

<표 6> 대도시 및 소도시의 생활권 설정

대도시
소도시
구분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용인 전주 청주 포항 강릉 공주 과천 광명 광양 구리 구미 군산 군포 김포
인구수(만명) 88.6 82.1 97.0 109.8 68.7 59.8 58.4 63.0 63.4 51.0 23.0 13.3 6.1 33.9 13.8 18.5 36.0 26.7 27.7 21.7
대생활권 수 3 1 3 1 1 2 1 5 2 1 1 1 1 1 1 1 1 1 1 1
중생활권 수 7 8 10 5 7 7 5 9 7 3 4 2
6 5 2 3 4 4 3
소생활권 수
29 9
6 3 11 12 7 12 6 11 9
구분 김해 동해 사천 삼척 상주 시흥 양산 여수 오산 원주 의왕의정부익산 제천 천안 춘천 태백 평택 하남 화성
인구수(만명) 39.4 10.4 11.5 7.5 11.6 36.8 21.4 35.1 12.1 29.0 12.5 39.7 32.5 14.1 47.0 25.3 5.4 36.2 12.8 28.7
대생활권 수 1 1 1 1 1 1 1 1 1 1 1 2 1 1 4 1 1 3 1 3
중생활권 수 4 3 4 5 5 3 5 4 3 5 3 6 3 3 12 6 5 6 5 12
소생활권 수 16 7 14 13 19 16
21
19 6 15 19
15 12 21 9
2) 인구 수 현황의 기준은 각 도시 보고서 수립 시 사용한 인구자료의 시점으로서 2001~2008년까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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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분하고 있고 있다. 절반의 대도시와 대부분
의소도시는도시전체를하나의대생활권으로하
면서 중생활권과 소생활권으로 구분하는 생활권
계획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양(3개),
성남(3개), 안양(2개), 의정부(2개), 전주(5개),
청주(2개), 천안(4개), 평택(3개), 화성(3개)에서
는 다수의 대생활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강릉, 고
양등15개도시에서는광역시와마찬가지로소생
활권을따로설정하고있지않아분석대상일반시
의 약 63.4%만이 대․중․소생활권으로 구분하
여 위계적 생활권계획을 완성하고 있다.
<표 7> 광역시의 대생활권 및 중생활권의 규모

대생활권
중생활권
구분 면적(㎢)
인구(만 명) 면적(㎢) 인구(만 명)
최대 295.69 166.8 179.27 57.6
평균 84.39 33.4 29.52 14.2
최소 9.11
7.7
3.05
0.5

2. 생활권의 규모

생활권이 하나의 대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대생활권의 최대 인구는 평균값의 약 5배, 중
생활권의 최대 인구는 평균값의 약 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위계별 생활권의 최대인구와 최소
인구의 차이는 대생활권이 약 22배, 중생활권이
약 115배로 도시마다 같은 위계의 생활권이라도
그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생활권의 면적과 인구의 구간별 특성은 <그림
1>에서 보여준다. 생활권의 면적규모 분포를 보
면 평균값보다 적은 값은 구간에서 가장 많은 빈
도를 보이고 있어, 대생활권과 중생활권 계획에
서 모두 평균값보다 작은 규모의 생활권으로, 주
로 계획된 것을 나타낸다. 평균값과 큰 차이를 갖
는 대규모 생활권도 계획된 것을 알 수 있다.
대생활권에서 0~50㎢ 구간이 가장 많은 빈도
를 나타내고, 중생활권에서는 0~30㎢ 구간의 빈
도가 많으며, 특히 20~30㎢의 구간에서 가장 많
은 빈도를 보인다.
<표 8> 대도시의 생활권별 평균 규모

1) 광역시

광역시를 대상으로 생활권의 규모를 살펴보면,
대생활권의 평균 면적은 84.4㎢이고 중생활권은
29.5㎢이다. 면적과 인구 규모에서 각각 대생활권
은 중생활권의 약 2.9배와 2.4배이며, 약 3개의 중

구분
최대
평균
최소

대생활권
면적 인구
165.4 52.9
56.7 31.5
12.4 8.2

중생활권
면적 인구
84.7 28.9
17.2 10.1
3.0 0.5

주) ▨는 이론상 생활권 규모의 범위를 나타냄.
<그림 1> 광역시의 생활권 위계별 면적 및 인구 규모 분포

(단위: ㎢, 만 명)

소생활권
면적 인구
30.1 8.2
6.0 2.8
0.4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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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는 이론상 생활권 규모의 범위를 나타냄.
<그림 2> 대도시의 생활권 위계별 면적 및 인구 규모 분포

인구 규모 분포에서는, 대생활권에서 가장 많
은 빈도를 보이는 생활권 규모는 20~30만 명으
로 이론상의 생활권 인구 규모 범위에 포함되지
만 두 번째 빈도를 보이는 10~20만 명 구간은 이
론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평균값
보다 매우 큰 계급구간도 나타나고 있다. 이론상
의 범위와 실제 생활권계획상의 생활권 규모가
불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생활권에서도 최빈도의 생활권 규모가 이론
상의 규모 범위에 포함되지만 상위 두 번째 구간
의 생활권은 이론상의 범위를 벗어난 규모로 계
획되었음을 보여준다.
2) 대도시

대도시의 생활권 평균 면적규모는 대생활권
56.7㎢, 중생활권 17.2㎢, 소생활권 6.0㎢로 대생
활권과 중생활권, 중생활권과 소생활권의 크기는
각각 3.3배, 2.9배씩 차이가 난다. 하위 생활권 약

3개가 상위 생활권을 형성한다는 일반적인 생활
권 위계별 크기 기준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도시의 생활권 규모의 범위는 매우 넓
게 나타나는데, 면적규모의 최대와 최소의 차이
는 대생활권이 13.3배, 중생활권이 28.2배, 소생활
권이 62.7배에 달한다.
인구 규모로 보면, 평균 인구가 31.5만 명인 대
생활권은 중생활권 평균 인구 17.2만 명의 약 3.1
배, 중생활권은 소생활권의 3.6배로, 인구 규모에
서 보면 위계별 생활권 간의 차이는 약 3배씩이
다. 대생활권의 최대와 최소 인구차이는 6.5배이
고, 중생활권에서는 57.8배, 소생활권의 경우는
16.4배에 이른다.
구간별 규모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면
적규모에서는 대생활권의 경우 20~40㎢ 구간과
40~60㎢구간에서최빈값을보이고있어평균규
모를 포함하고 있지만 중생활권과 소생활권에서
는 평균값보다 작은 구간이 최빈값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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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는 이론상 생활권 규모의 범위를 나타냄.
<그림 3> 소도시의 생활권 위계별 면적 및 인구 규모 분포

다. 중생활권에서는 0~15㎢의 크기로 생활권을
주로 설정하고있음을 보여주고있고, 소생활권에
서는0~2㎢의크기로생활권을주로설정하고있
다. 소생활권의 최빈구간의 생활권 크기는 반경
500m로 하는 근린주구 2개 정도에 해당한다.
최빈의 구간이 평균보다 작은 이유는 평균값과
크게 차이 나는 대규모로 생활권을 설정한 경우
가 많기 때문이며 대생활권에서는 160㎢ 이상, 중
생활권에서는 80㎢ 이상, 소생활권에서는 30㎢
이상의 규모도 나타나고 있다.
인구 규모로 보면, 모든 위계의 생활권에서 생
활권 인구 규모의 평균값이 이론상의 생활권 범
위에 포함되어 있어 평균적인 생활권 규모는 학
자들이 주장하는 규모대로 생활권이 계획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중생활권에서는 이론상의 범위
가 5~30만 명으로 지나치게 넓어 대부분의 구간
을 포함하고 있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소생
활권에서는 두 번째의 최빈값을 보여주는 구간이

이론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확인가능하다.
3) 소도시

소도시의생활권규모는 각각평균면적이55.1
㎢, 32.4㎢, 14.0㎢으로상호간1.7배, 2.3배 차이를
보여약2개의 하위생활권이하나의 상위생활권
을 형성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생활권 규모의 최
대와 최소간 차이는 2.9배로 작지만 중생활권은
46.9배, 소생활권은 274.5배로서 매우 크게 나타나
는데, 비도시적토지이용이 도시의대부분을차지
하는 일부 도시에서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洞)지
역전체를 하나의소생활권으로설정하였고, 전체
가 도시적 토지이용인 도시에서는 각각의 동(洞)
을 하나의 소생활권으로 설정하면서 발생되는 소
생활권 규모의 차이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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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소도시의 생활권별 평균 규모

구분
최대
평균
최소

대생활권
면적 인구
83.6 32.7
55.1 24.1
28.7 19.5

중생활권
면적 인구
131.5 24.6
32.4 7.4
2.8 0.4

(단위: ㎢, 만 명)

소생활권
면적 인구
109.8 15.0
14.0 2.9
0.4 0.07

인구 규모에서는 대생활권이 평균 인구가 중생
활권 평균 인구의 3.3배, 중생활권 평균 인구는
소생활권 평균 인구의 2.6배로 상하위 생활권 간
약 3배의 차이를 가진다. 최대인구와 최소인구 간
의 차이는 소생활권의 경우 215.3배의 차이를 보
여 소생활권 간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다.
소도시에서의 구간별 특성을 보면 전반적인 경
향은 대도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최빈
값을 갖는 구간이 평균값보다 좌측에 분포하고
있고 평균값과 상당한 차이의 큰 규모를 갖는 구
간도 출현한다. 그러나 인구 측면에서는 중생활
권에서만 이론상의 범위 내에 최빈값의 구간이
완전히 포함된 반면 대생활권과 소생활권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차이가 있다.
중생활권은 5~7.5만 명의 인구를 가진 10~15
㎢ 규모로, 소생활권은 인구 0~1만 명과 2~4㎢

규모로 주로 계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생활권은 사례 수가 적어 의미가 없지만, 역
시 면적 측면에서 보면 서로 다른 규모로 생활권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생활권계획의 실태 분석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들은 <표 10>처럼 생활
권 위계에 부합하는 일정한 범위로 한정되지 못
하고 넓은 범위로 계획되었으며, 학문적으로 제
시된 이론상의 생활권 규모와도 일치하지 않는
생활권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이는 일부 다수의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채택된
생활권 설정의 기준은 존재하지만, 각 도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들이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이
다. <표 11>에서와 같이 도시마다 적용하는 생활
권 구분의 기준4)이 제각각이며, 이마저도 생활권
설정의 기준으로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실제 계
획과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생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구나 중심
지와의 관계에서는, 고양, 청주, 전주, 안양에서대
생활권이행정구와일치할뿐다른도시에서는부
분적으로만 일치하거나 행정구 경계와는 전혀 다

<표 10> 생활권 규모의 분석종합

구분
면적(㎢)
도시 규모 광역시
대도시
생활권 구분 대 중 대 중 소
평균 84.4 29.5 56.7 17.2 6.0
최대/최소 32 59 13 28 157
최빈 규모 0~50 10~20 20~60 5~10 0~2

인구(만 명)
소도시
광역시
대도시
대 중 소 대 중 대 중 소
55.1 32.4 14.0 33.4 14.2 31.5 10.1 2.8
3 47 275 22 115 7 58 16
- 10~15 2~4 20~30 5~10 30~40 5~10 1~5

대
24.1
2
-

소도시
중 소
7.4 2.9
62 214
5~7.5 0~1

3) <표 10>의 ‘최대/최소’값은 각 생활권에서 최대값을 최소값으로 나눈 값으로 동일위계 생활권이라도 각 도시마다 그 규모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빈 규모는, 인구 규모의 경우 이론상의 위계별 생활권 규모(대생활권 30~50만 명, 중생활권 5~30만 명, 소생활권 1~5만
명)가너무광범위하게제시되고있어그범위에는포함되기도하지만 이론상의규모와실제계획상의규모에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다.
4) 생활권 구분의 기준이 제시된 도시를 대상으로 정리된 자료이며,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도시들도 많다.

생활권 이론과 생활권계획 실태 분석 연구 :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을 중심으로 13

르게 생활권 경계를 설정하고 있고, 중심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남, 청주, 용인에서만 일치하
고나머지도시에서는중심지위계와생활권위계
간에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생활권 기준별 채택 도시 수(인구기준)

대생활권
기준 도시 수
20 1
25 1
30 6
50 5
20~30 9
20~35 1
20~40 1
30~35 1
30~50 6
60~70 1
계 32

중생활권
기준 도시 수
5
1
10 13
4~10 1
5~10 4
5~20 1
8~10 3
8~12 1
10~15 5
10~20 3
10~30 1
계 33

(단위:만 명)

소생활권
기준 도시 수
3 4
1~3 1
2~3 23
2~4 2
3~5 2

계

32

생활권은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
한 계획단위이므로 단순히 면적과 인구의 문제가
아닌 밀도와 관련된 문제이다. 적절한 시설 배치
를 통한 편리한 이용을 위한 생활권계획이라면
적정한 밀도를 목표로 할 것이다. 앞에서 면적과
인구로 살펴본 생활권 규모가 큰 편차를 보였던
것이 적정한 인구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는
지를 조사5)해 보면 <표 12>에서와 같이 도시 규

모별 대․중․소생활권 밀도의 표준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밀도를 고려한 생활권
규모의 설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생활권 위계별 면적 및 인구 규모와 밀도

구분
광역시 대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
대도시 중생활권
소생활권
대생활권
소도시 중생활권
소생활권

인구밀도(인/ha)
평균 표준편차
63.5
54.8
76.4
58.8
74.6
43.3
104.9
81.8
103.8
85.9
48.4
16.8
46.9
58.7
53.7
84.0

위계별 생활권 수와 생활권 설정에 영향이 있
을것으로판단되는요인들을도시규모별로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통계값을 보이는 요
소들은 <표 13>과 같다.6) 광역시와 대도시에서는
상관관계를 갖는 요소는 나타나지 않았다.7)
소도시에서는대생활권, 중생활권, 소생활권 모
두에서생활권 수가 인구 수 그리고 주거 또는 상
업면적과 깊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러나 계획인구 수, 현재 또는계획 주거지
역면적, 현재 또는 계획 상업지역면적이 모두 현
재인구 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5) 생활의 질과 관련 있는 밀도는 실제의 이용공간인 시가화면적으로 계산되어야 하나, 분석의 대상으로 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각 생활권의
시가화면적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각 지자체의 통계자료에서도 행정동별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면적 대비 밀도로 계산하였고,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극복하기 위해 분석의 대상을 읍, 면이 아닌 시가화지역으로 볼 수 있는 동(洞)지역만으로 하였다.
6) 생활권 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되는 요소로서 현재인구 수, 계획인구 수, 도시면적, 주거지역면적, 상업지역면적, 면적 또는 인구 대비
주거지역면적비율과 상업지역비율을 산정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7) 그 원인을 대상 도시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것에 둘 수 있겠다. 광역시는 6개, 대도시는 10개 도시에 지나지 않아 통계자료의 절대 수가 부족했
던 것이고, 그로 인해 도시마다 상이한 규모의 생활권이 설정됨에 따라 유의한 통계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의 경우
인구가 약 360만 명으로 타 광역시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생활권을 3개로 설정하여 다른 도시(6~11개)에 비해 오히려 적다. 대도시
의 경우에도, 수원의 경우 약 110만 명의 인구로 다른 대도시에 비해 많지만, 중생활권을 5개로 설정하여 다른 대도시가 7~10개로 설정한
것보다 오히려 적은 수의 생활권을 설정하고 있다. 소생활권은 2개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와 대도시가 설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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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생활권 수와 유효한 상관관계 요소와 상관계수

구분 광역시 대도시
소도시
현재인구(0.503**)
대생활권 수 계획인구(0.683**)
계획주거면적(0.429*)
현재인구(0.439*)
중생활권 수 - - 계획인구(0.631**)
계획주거면적(0.441*)
현재인구(0.538**)
계획인구(0.465*)
현재주거면적(0.591**)
소생활권 수 - - 현재상업면적(0.475*)
계획주거면적(0.700**)
계획상업면적(0.489*)
*<0.05, **<0.01

상관관계를 보이는 소도시의 중생활권 수 및
소생활권 수에 대한 회귀분석8)을 하여, 그 결과
(표 14)로부터 도시인구(X)에 따른 생활권 수
(Y)의 회귀식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E  ×   
  E  ×   
단   중생활권   소생활권

즉, 소도시의 중생활권에서 현재인구가 1 증가
하면 중생활권 수는 9.21E-06씩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중생활권 수를 기준으로 하면 중생활권 수
1이 증가하는 경우는 현재인구 수가 108,565명

(1/(9.21E-06)) 증가할 때이다. 마찬가지로, 소생
활권에서는 소생활권 수가 1 증가하는 경우는 현
재인구가 42,170명(1/(2.37E-05)) 증가할 때이
다. 이것으로 소도시 중생활권의 경우에 현재인
구가 약 10만 명 증가할 때마다 하나의 중생활권
이 증가하는 것이고, 현재인구가 약 4만 명 증가
할 때 소생활권 하나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 제시되는 각 생활권 규모의 폭이
너무 넓어 생활권계획의 명확한 기준으로서의 기
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결과를 토대로 중
생활권과 소생활권의 인구를 각각 10만 명과 4만
명으로 하여 계획기준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공시설계획
공공시설에 대한 생활권계획의 의미는 생활권
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공급을 통해
생활권 내의 주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부당하지 않고 모든 주민이 쉽게 접근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공공
시설에 대해 설치규모 및 서비스 인구에 대한 기
준을 제공하여 도시계획을 통한 공공시설의 효율
적인 공급 및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주
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동사무

<표 14> 소도시 도시인구와 생활권 수 회귀분석 결과

소도시

구분
중생활권 수
소생활권 수

상수
현재인구
상수
현재인구

비표준화 계수
2.383
9.21E-06
7.090
2.37E-05

t
2.603(.015)
2.588(.015)
3.525(.002)
2.994(.000)

수정 R2
F
0.193 3.698(.015)
0.290

8.967(.007)

8) 중회귀분석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극복하는 것과 함께 생활권 수와 인구 규모와의 관계를 찾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표적 변수인 현재인구만
을 독립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대생활권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들에서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설정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날 수 없고 산점도 그래프에서도 확인되어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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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출소․우체국 등 근린공공시설을 설치하
기 위한 예비 대지를 확보해야 하는 기준은 3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로 근린공공시설용
대지를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의 규모와 공공시
설의 설치규모 및 서비스 인구를 제시하고 있었
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99년 삭제9)되고, 국토해
양부의 지침(행정규칙)으로서 ‘지속가능한 신도
시 계획기준’이 2005년 제정되어 근린공공시설로
서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의 수용
인구별 계획기준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표 15>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의 근린공공시설 설치기준

위 계 시설분류
동사무소
근린 파출소
공공시설 소방파출소
우체국

인구(명)
9,000~30,000
15,000~30,000
15,000~30,000
15,000~30,000

규모(㎡)
600~700
600~700
800~1,200
600~800

는 공공시설의 배치계획을 비교해 보았다.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의한 파출소, 소방파
출소, 우체국의 설치기준은 공히 15~30천 명으
로 같지만 도시기본계획에서 각 공공시설의 서비
스 인구는 설치기준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서비
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10)되었다. 즉,
파출소의 경우에는 서비스하는 인구의 범위가 가
장 적게는 6.3천 명이지만 무려 최대 111.4천 명
까지 이르고 있고, 소방파출소의 경우에도 최대
96.4천 명이 서비스 범위로 계획되어 있다. 우체
국의 경우에서는 그 편차가 더욱 심하여 서비스
인구의 최소값은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5.9천 명
인데 반해 최대값은 207.1천 명으로 설치기준 최
대의 약 7배에 이르며, 파출소 및 소방파출소의
계획 최대값보다도 약 2배에 해당하는 많은 인구
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공공시설의 서비스 인구 수를 보면 표준편차가
매우 큰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공공시설이 서
비스하는 인구의 크기가 각 도시마다 편차가 크
다는 것을 말한다. 생활권계획의 중요한 의의인
균등한 공공시설의 배치라는 측면에서도 그 역할
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6> 도시별 공공서실의 서비스 인구(명)

<그림 4> 공공시설 평균 서비스 인구의 기준과 실제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른 공공시
설 설치기준과 실제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

구분
평균
표준편차

파출소 소방파출소
25,699 38,816
18,723 18,868

우체국
27,142
35,279

9) 이는 공공시설을 위한 대지확보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사업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과도한 규제였거나, 공공시설들이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서 별도의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어서 중복 규정의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법령에서 삭제된 것으로 추측된다. 근린공
공시설의 설치기준을 제시한 조항이 삭제․개정된 이유를 찾아보면, 근린공공시설을 명시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
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규제 관련사항을 정비할 목적이라는 개정이유를 들고 있어, 근린공공시설을 위한 대지확보가 사업시행자
에게는 사업수익성을 떨어뜨려 사업추진을 막는 규제사항이라고 인식한 듯하다.
10) 분석대상이었던 47개 도시 중 공공시설배치계획이 수립된 38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시설 개소당 계획인구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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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생활권계획 평가와 과제

1. 생활권 규모의 현실적 기준 부재
2006년에 선진국에서는 전체 주택의 5%가 거
래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주택거래비율이 20%에
이른다(전상인, 2009: 93)는 수치적 자료가 아니
더라도 주거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생활권, 즉 동
네라는 개념이 약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
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권은 도시계획에서 여전
히 유효한 개념이라는 것 역시 인정되고 있어서
신도시개발뿐만 아니라 뉴타운사업 등 기성시가
지 내의 정비사업에서도 생활권을 계획단위로 사
용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의 필수적인 내용으로 법률로써 정해져 있고 각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에는 생활권계획이 수립되
어 있다. 실제 도시기본계획들을 보면 생활권계
획의 내용은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별 인구배분
에 관한 사항이 주된 사항이고, 생활권별 개발방
향과 공공시설배치계획이 선택적으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생활권을 설정할 때의 기준은 주로 인구 수와
면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수에 대한 수치
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면적에 대한 수치 기준
은 일부 도시기본계획에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
다. 수치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인구 기준도 각
도시마다 서로 다르다. 생활권의 규모에 대한 학
문적 주장이 서로 다르고 각 도시가 계획 수립 시
인용하는 학문적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
활권 설정 기준을 보면, 도시의 발전과정, 자연환
경 및 생활여건 등 지역특성별로 위계에 따르고,
생활권의경계는각종자료의구득용이성을위해
행정경계를 위주로 하여 하나의 생활권은 계획의

적정규모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고만 되어있다.
어쩌면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도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각 도시에
서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 계획기준을 채택하
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도시계획체계와 관련하여 하향식
도시계획과 그 운영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도시차원의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
획을 수립한 후에 각종 사업계획으로 추진이 되
는 일련의 계획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미 최상
위 단계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생활권을
설정해 버린다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
된 생활권을 토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정비
사업 등에서 지역의 기능과 시설의 배치가 이루
어지게 된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단순히 이론적
기준에 의해 생활권이 설정됨에 따라 현실을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간계획으
로 이어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의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별도의 생활권계획(정
비사업을 위한 근린생활권)을 수립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어느 단계의 계획에서도 적용가
능한 현실적인 기준 부재가 그 원인이다.
2. 소생활권계획 필요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에는 소생활권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대생활권과 중생활
권만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을 뿐, 소생활권
에 대해서는 개념적인 차원에서 소생활권 설정의
기본방향 및 설정기준으로서 일상생활의 기초 단
위가 되는 동, 읍, 면 단위로 설정한다는 원칙만
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대전 도시기본계획에서
는 ‘물리적 요인과 지역적 특성, 전통적 시장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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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시장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으나 경계
가 모호한 바 중생활권까지만 구분하고 단위개발
사업 및 공공시설 설치 시의 기준으로만 활용’한
다고 소생활권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를 명
시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도 단순히 중
생활권별 소생활권의 총 개수와 함께 ‘구포1동,
화명동, 만덕1동 등’과 같이 표현되어 소생활권으
로 설정된 공간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는 않다.
일반시의 경우에도 분석대상 40개 도시 중 15
개 도시에서 소생활권 설정이 빠져있다. 광역시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계별 생활권 구분의 기
준에 대한 개념적인 언급만 되어 있을 뿐 실제적
으로 소생활권 구분은 하지 않은 것이다. 도시기
본계획의 계획대상이 도시 전체이고, 생활권계획
에서 생활권별 개발전략 및 구상의 단위로 하기
엔 소생활권이 너무 미시적인 단위라는 미명하에
광역시를 포함한 일부 일반시에서 소생활권은 따
로 다루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뉴어버니즘이나 어번빌리지라는 새로
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에서 계획의 기본 단위로서
소생활권과 유사한 보행가능한 근린범위를 강조
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소생활권에 대해서도 도
시단위의 가장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부
터 설정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근린
범위 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바, 근린생활권을 구분하고 운용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보행권, 통학권, 역세권
등을 기준으로 연계가능한 동일 소생활권을 근린
생활권으로 정의하여 주거지관리의 기본단위, 기
반시설 확보의 기본단위, 임대주택확보의 기본단
위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을만들기와 같이 주민이 참여
하는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주민과의소통이 반드시필요하다. 계획
가가주민에게계획의필요성과방향등을설명하
고 또,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상
호 접촉의 가능성과 기회가 담보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계획대상의 공간규모가 너무 과대하
지 않아야 하는 바, 마을단위의 소생활권 규모에
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중요성이 커지고 강조되는 근린범위의
생활권 단위인 소생활권에 대한 설정과 계획방향
의 제시가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도시계획적 공공시설의 설치기준 필요
공공시설계획의 목표는 시설의 균등배분을 통
해 시민들 모두가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도시기본계
획의 공공시설배치계획을 분석한 결과는 공공시
설이 서비스하는 인구 수의 범위가 매우 넓을 뿐
만 아니라 도시마다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즉 도시에 따라 또는 생활권에 따라 주
민들의 시설이용 편의성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
는 어느 도시 또는 생활권에서는 매우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또 다른 도시 또는 생활권에
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한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공공시설의 배치계획은, 인
천, 광명, 삼척, 상주, 천안, 하남만이 생활권계획
부문에서 생활권별로 공공시설계획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 도시들에서는 도시 전체에 필요한 총
량만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심지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기본계
획 수립지침에 계획의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음에
도 서울에서는 공공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계획
자체가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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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계획의 의미가 각 생활권에서 필요한 서
비스의 제공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므로 생활권별로 필요한 시설의 파악과
함께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단순히
총량만을 계획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
을 수 있는 지역, 즉 생활권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권별 공공시설의 현황과 그
에 따른 서비스의 질을 파악하여 각 생활권이 모
두 균등하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
록 생활권별 배치계획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 또는 시가지를 건설할 때
에 적용가능한 기준은 존재하지만 다양한 지형적,
사회적, 물리적조건을 가진기성시가지에서이용
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성시가지
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적용가능한
공공시설 배치 기준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Ⅴ

. 결론

생활권의 도시계획적 가치와 의의는 공간계획
을 수립하는 데 있어 계획단위로 이용된다는 것
이다. 생활권은 도시를 개발하거나 정비할 경우
에 시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 배치의 단
위가 된다. 따라서 도시공간 내에서 공공시설의
적정한 배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
본적인 조건에 해당한다.
이처럼 생활권은 중요한 공간계획의 단위임에
도 불구하고 이론상의 개념적 규모를 갖는 범위
로만 제안되고 있고 실제 계획에서도 개념적인
규모를 적용한 생활권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계획 이론상의 생활권 규모와 우리나라의 도
시들에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생
활권 설정의 기준과 적용에 대한 생활권계획의
실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생활권의 규
모가 주장하는 학자들마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
다. 단계적으로 구분된 위계별로 대부분 인구 기
준으로 제시된 생활권의 규모가 서로 다르게 나
타나고 있다. 둘째,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
분석을 통하여 각 도시의 생활권 규모가 서로 다
르게 설정되어 있고, 이론상의 생활권 규모와 도
시기본계획 속에서 실제로 계획되어진 생활권 규
모도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생활권계
획에 적용한 합의된 이론상의 생활권 규모가 없
기 때문에 각 도시가 제각각 다른 기준을 도입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생활권 수와 현
재인구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소도시에서, 현
재인구가 약 10만 명이 증가할 때 하나의 중생활
권이 증가하고, 현재인구 약 4만 명이 증가할 때
하나의 소생활권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공공시설배치에 있어서도 실제 계획의 내
용은 이론적 기준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 제시된 기준과 실제의
계획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생활권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준
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닌가 또는 보다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에서 생활권계획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론적 기준이 잘 못
되었는가 아니면 실제 계획에서 적용이 잘 못 되
었는가? 물론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상황
을 달리하는 수많은 사람의 생활권을 인위적으로
나눈다는 것과 지역적으로 지형적․물리적 특성
이 다른 공간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표준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어쩌면 더 당연할 것이다.
또한, closed system이 아닌 open system을 지
향하는 현대에서 생활권이라는 공간으로 한정하
는 것이 도시계획에서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논
의도 필요하다. 생활권이라는 하나의 한정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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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권역을 계획대상으로 하여 사람들의 행동패턴
을 통제 또는 유도하여 그에 맞는 시설을 공급하
는 것은 도시를 닫힌 공간으로 계획하는 앞 시대
의 계획방식이었다. 현대도시는 계층적으로 위계
를 갖는 계획단위가 서로 격리되어 명확한 경계
를 가지는 도시구성이 아닌 상호 교류하고 중첩
된 열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시․공간의 한계극복
이 가능하여 대생활권과 중생활권의 의미는 미약
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린범위의 소생활
권은 필수불가결한 일상생활이 이루어져 주거환
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권역으로서 뉴어
버니즘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계획범위이다. 따라
서 열린 공간으로서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open system에서도 특히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계획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
으로만제안되는생활권기준이아닌다양한조건
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된 생활
권 설정 기준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광역시와 대도시에서는 유의미한
분석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는데, 특히 대도시에서
자료 구득이 가능했던 우리나라의 일부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의 절대적인 부족에 의해 좀
더 정확한 생활권 규모의 연구가 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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