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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 편의성 지수 측정과 정책과제
강창덕*
1)

Measuring Walkability Index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Seoul, Korea
Chang-Deok Kang*

요약：이 연구는 선진 주요 도시가 채택하고 있는 보행 편의성 지수를 소개하고 그 한계점을 제시한 후
보다 개선된 지수개발을 통해 2010년 서울시 집계구 수준의 보행 편의성 지수를 측정하였다. 아울러 보행
편의성 지수에 공간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공간 분포 특성을 찾았다. 그 다음 보행 편의성 지수를 구성하
는 토지이용 혼합 지수, 상점 용적률 지수, 가구밀도 지수, 연결성 지수 등 총 4개의 지수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여 보행 편의성 지수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Getis-Org G 기법으로 제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끝으로 주요 간선도로,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 등 교통망을 중심으로 각 거리 구간별 지수 평균값을 비교
하여 그 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서울시 보행 편의성의 체계성 강화, 토지이용 혼합
과 상점 용적률 조정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주변의 보행 편의성 강화, 국지
적 맥락을 고려한 보행 편의성 개선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끝으로 보행 편의성 지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향후 사회경제적 맥락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수가 필요하고 보행 편의성 개선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 접근에 의한 의사결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주제어：보행 편의성 지수, 연결성 지수, 토지이용 혼합 지수, 상점 용적률 지수, 가구밀도 지수, Z-Score, 서
울시
ABSTRACT∶This study aims to apply Walkability Index(WI) concept to measure the spatial pattern
of walkability in Seoul, Korea. The typical Index includes weighted connectivity index, entropy index,
FAR index, and household density index. Also, this study attempts to change the weight on each
sub-index in WI to trace the change of the Index over Seoul City. The tool for finding hot-spot
of the Index, Getis-Ord G, was applied to find the hot-spot and cool-spot of the WI. Average value
of WI within specific distance-interval near subway stations, bus-stops, and arterial road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outside of the distance-interval. This paper suggests the public policy is necessary
for stronger connection among WI over Seoul City, higher priority on higher land use mix and
shopping FAR, greater walkability near subway stations and bus-stops, and improving WI considering
local contexts.
Key Words∶walkability index, connectivity index, entropy index, FAR index, household density
index, Z-Score,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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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분포 분석을 진행한 후 향후 서울시의 보행 편의
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

2013년 5월 서울시는 교통장기계획을 발표하면

다. 이 연구에서 보행 편의성 지수(Walkability

서 앞으로 보행도로를 2배 정도 더 늘리고 자전거

Index)는 도시가 얼마나 걷기 좋은 환경인지 측정

시설과 대중교통을 확충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하는 구체적인 숫자이다. 이미 이 개념이 내포하

향후 서울시의 교통체계를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듯 사람이 걷기 편한 도시가 되려면 다양한 요소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

가 갖추어져야 한다. 기존 연구는 편리하고 연결

다. 전 지구적으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적극

이 잘 되어 있는 도로와 거리, 다양한 토지이용의

대응하면서 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혼합, 상점의 공간적 집중, 고밀도의 가구 입지 등

장기 교통계획의 추진이 큰 지지를 받고 있다. 그

을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러나 계획에 앞서 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진단

조건을 포괄적으로 채택하는 방법으로 서울시 전

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보행환경,

역을 집계구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자전거 이용환경, 대중교통 환경을 엄밀하게 살펴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개발국에서도 걷기 편

보아야 향후 적실하고 효과적인 대안의 모색과 실

한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 배

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문제 자체를 올바로 볼

한 자동차 이용과 공간 확산형 토지이용으로 인해

수 있도록 계량화하는 것이다. 이미 국내외 연구

교통정체, 화석에너지 사용, 환경오염 등 대도시

를 중심으로 도시문제를 계량화하는 노력이 진행

문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

되었다. 여기에 도시공간 정보와 컴퓨터 분석 능

시문제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주요인이다. 따라

력의 발전으로 인해 문제를 계량적 접근으로 진단

서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걸어서 일상생활을 누릴

하는 연구도 활발하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는 적

수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다. 그

실한 정책 마련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관심은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걷기 편한 도시환경을 정량적으로 진단하면 개선

둘째, 도시의 활력에 걷기 편한 도시환경이 중요

이 필요한 부분도 명확해진다.

하기 때문이다. 걷기 좋은 도시환경은 사람들이

이 연구는 서울시 교통장기계획 가운데 핵심

교류할 수 있는 어메니티를 제공한다. 특히, 선진

부문의 하나인 보행 편의성을 구체적인 지표로 진

국 주요 도시에서 고급 전문직의 대면교류가 도시

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한

경쟁력 향상에 중요해진다는 점에서 걷기 좋은 도

다. 특히, 보다 나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시는 도시경제발전에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보행 편의성 지수를 개선하여 서울시 집계구 수준

(Florida, 2012). 셋째, 비만문제의 증가 때문이다.

의 보행 편의성 지수를 제시할 것이다. 그 다음 보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

행 편의성 지수의 공간 분포 특성, 취약지역 분석,

면서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 증진이 중

기존 보행 편의성 지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가중치

요한 도시정책이 되고 있다(Brownson et al.,

변경 후 결과 분석, 교통망을 중심으로 지수 공간

2009). 서구의 여러 연구는 걷기 좋은 도시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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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심의 도시구조에 비해 건강에 도움이 됨

지수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보행 편의성 지수는

을 증명하고 있다.

토지이용의 연면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 이

이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보행 편의성 지

연구는 서울시의 건물 연면적 자료를 이용하여 이

수를 측정하고, 정책변화에 의해 보행 편의성 지

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둘째, 향후 서울시 장기교

수의 공간 분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분석

통계획에서 추진하려는 보행자 친환경 조성을 위

하였다. 보행 편의성 지수를 서울시에 적용한 이

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역의 집계

유는 다양한 보행 편의성 지수 가운데 실증연구에

구 수준의 보행 편의성 지수를 제시하였다. 이 연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방

구는 공간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보행 편의

법이기 때문이다. 우선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표준

성 지수의 공간 분포 특성과 취약지역도 선별하였

이 되는 서구의 방법으로 서울의 현실을 진단하는

다. 아울러 이 지수는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더욱

것이 향후 측정방법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

발전된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는데 유리하다. 서울시의 보행 편의성 측정에 이

보행 편의성 지수가 연결성 지수에만 가중치를 두

지수가 갖는 장점은 첫째,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

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토지이용 혼합, 상점 용

로 일관된 기준에 의해 보행 편의성을 측정할 수

적률, 가구 밀도 지수에 가중치를 둔 보행 편의성

있다. 따라서 지역별 비교가 용이하고 정책이 필

지수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변화를 추적하였다.

요한 지역을 선별할 수 있다. 둘째, 보행 편의성

정책적 주안점을 다르게 하면 보행 편의성 지수의

지수를 구성하는 4개의 요소를 각기 나누어 볼 수

공간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자 하였다.

있어 도시공간구조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넷째, 앞으로 서울시 도시공간구조가 대중교통 중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를 토대로 적실한 정

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고려하여 주요 간선도로,

책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끝으로, 현재 서울시에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보행 편의

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성 지수의 공간 분포를 진단하였다. 끝으로, 연구

있는 직관적인 접근방법이다. 아무리 분석방법이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수해도 자료가 얻기 어렵다면 분석에 시간이 오
래 걸리거나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다.

Ⅱ. 선행연구 검토

이 연구는 보행 편의성 지수 분석 결과를 토대
로 향후 보다 걷기 편한 서울을 위한 정책 과제를

보행 편의성 지수에 관련된 기존 연구는 크게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연구성과를

보행 편의성 개선의 중요성, 측정, 파급효과 등으

바탕으로 연구의 필요성, 보행 편의성 지수 측정

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보행 편의성의 중

방법, 보행 편의성 지수의 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요성, 측정, 파급효과를 같은 논문에서 서로 연결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이 연구가 보이는 차별성

하고 있지만 선행연구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 제

위해 세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시한 보행 편의성 지수 측정 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보행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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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 편의성의 중요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교통과 환경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사람들이 걷기 좋은 환경을

이미 서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보행 편의성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회의 대

한편,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걷기 좋은 환

안 도시정책, 사회적 접촉 증진, 건강 향상 측면에

경은 사회적 접촉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조건으

서 중요하다. 이미 서구 대도시에서 경험한 바와

로 알려져 있다(Jacobs, 1961). 자동차를 타고 다

같이 자동차 이용이 많을수록 교통 정체, 화석 에

니는 것에 비해 걷는 것이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너지 소비 증가, 환경 오염 심화, 도시의 외연적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걷기 좋은 환경

확산과 녹지 개발 등의 문제를 일으켰고 그 결과

이 사람에게 주는 이점은 크게 도시경제 측면과

로 기후변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

지역공동체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행자를 위한 환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

먼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만나 서

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정책이 크게 주

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여 생산성과 혁신을 높이

목받고 있다(Paumier, 2004).

면 도시경제는 크게 발전한다(Florida, 2012). 특

먼저, 보행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자동차 중심

히, 도시경제의 핵심 부문이 제조업에서 지식산업

의 사회가 초래하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논

으로 이전해 갈수록 사람들의 정보 교환에 의한

의되고 있다(Litman, 2007). 산업화 이전 혹은 자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 가능하므로 대면

동차교통이 발달되기 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걸

접촉이 쉬운 도시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어 다녔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

예를 들어,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비슷하거나 다

시화로 인해 주요 선진국의 대도시는 심각한 도시

른 업종의 종사자와 만남을 통해 정보를 얻고 새

문제를 겪고 있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는 높은 에

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성향이 강하다.

너지 소비, 심각한 환경오염, 기후 변화, 많은 교통

이들이 만나기 좋은 환경은 걷기 좋은 거리와 그

사고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Cervero,

거리에 있는 다양한 식당, 카페, 술집 등이다(Fu,

1998).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사용의 증가

2007). 따라서 갈수록 도시경제발전의 엔진으로

로 인해 화석연료의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자리잡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

따라 유가 급등과 에너지 고갈에 대한 우려가 갈

해 걷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드는 일은 필수이다.

수록 커지고 있다. 환경경제학에서 말하듯 과도한

다른 한편으로 지역공동체 내에서 유대감, 신뢰,

에너지 소비는 자원 위기이지만 동시에 심각한 환

원활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사람들이 걸을

경오염의 원인이다(이정전, 1996). 자동차의 과도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 내의 사회적

한 이용, 자원 소비 급증, 환경오염 증가로 인해

관계는 경제적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으

인류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를 겪고 있다. 기후변

나 경제, 정치, 일상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화로 인한 생물종의 멸종, 자연재해 증가, 각종 질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특히, 지역공

병의 창궐 등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전 지

동체의 형성은 활발한 시민 참여와 시민 자치활동

구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

에 중요한 바탕으로 알려져 있다(Putna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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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가 건

경이 보행 선호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

진행되었다. 여기서 보행환경은 개인의 이동 패턴

다. 특히, 비만문제의 증가로 인해 토지이용과 교

에 영향을 주는 토지이용과 가로망을 포괄하는 도

통체계가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떤 영

시의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이다. 관련연

향을 주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즉, 자동차 중

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연구가 대체

심의 도로구조와 보행자가 다니기 편한 도시환경

로 동의하는 것은 토지이용과 도로 및 가로를 포

을 비교해 보면, 토지이용과 거리(street)를 모두

괄하는 도시공간구조의 변화가 자동차 의존도를

포함한 걷기 편한 도시환경에 사는 사람이 건강할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시민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공간구조를

보행을 선택할 가능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토지이용의 고밀화와 보행자 친화 거리 조성 등을

(Handy, 1996). 여기서 건조 환경은 구체적으로

통해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시민의 운동량을 증가

주택, 상점, 오피스, 공원 등 다양한 토지이용, 도

시키면 비만 등과 같은 심각한 건강문제가 적어진

로, 거리의 물리적 구조와 각 구조의 기능적 연계

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Ewing et al.,

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건조 환경의

2003).

특성을 계량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념으로 토지

이상과 같이 걷기 편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일

이용 또는 부동산 개발의 밀도, 토지이용의 혼합

은 현재와 미래의 도시교통 문제 해결의 대안이면

도, 거리 또는 도로 네트워크 특성 등을 활용한다.

서 동시에 도시경제 발전과 지역공동체 사회적 관

여기서 각 요소가 보행 편의성에 영향을 주기 때

계 개선에 기여한다. 아울러 운동량을 증가시켜 시

문에 측정치를 결합하여 보행 편의성 지수를 만드

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따라서 선진국 주요

는 데 적용하고 있다(Ryan and Frank, 2009). 그

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걷기 편한 도시환경

간의 연구 성과에서 발견한 토지이용 밀도와 보행

을 만드는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

편의성의 관련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토지이용의

시 내 보행 편의성을 엄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

밀도가 높을수록 자동차보다 보행을 선택할 가능

한 고민과 더불어 과연 걷기 편한 도시환경이 어떤

성이 높다. 반면에 토지이용의 밀도가 낮으면 다

파급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양한 토지이용이 공간적으로 널리 흩어져 있어 보
행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성향이 강해진다.

2. 보행 편의성 측정 연구

한편, 일정 지역 내 토지이용 다양성이 높을수
록 자동차보다 도보 이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

그동안 도시의 보행 편의성을 어떻게 계량화할

다. 특히, 식료품점, 상점, 식당 등 편의시설이 주

것인지가 큰 관심사였다. 구체적인 숫자로 측정할

거지 주변에 많을수록 거주자의 도보활동이 많았

수 있어야 개선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

다(Lee and Moudong, 2006). 반면에 각 토지이용

만 아니라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보행 편

이 공간적으로 산재해 있으면 각 용도 간 거리가

의성의 계량화 혹은 지수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멀어지면서 자동차 이용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강

기존의 보행 편의성 측정 연구는 도시 내 보행환

하다. 이러한 특성에 착안하여 그동안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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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자동차

도를 계량화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의존성을 줄이고 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사

방법이 바로 토지이용의 혼합도를 엔트로피 지수

회경제적 특성을 엄밀하게 반영한 도시공간구조

로 측정하는 것이다(Cervero and Kockelman,

의 개편이 관건이다.

1997). 아울러 이 지수는 보행 편의성 지수를 구성

앞의 논의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보행 편의성

하는 대표적인 하위지수로 크게 활용되고 있다

지수(Walkability Index)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Frank et al., 2005, 2006). 이 지수는 각 공간단위

연구의 접근방법으로 채택한 이 지수는 연결성 지

별로 일정한 계산법에 의해 결과값이 0에서 1로

수, 토지이용 혼합 지수, 상점 용적률 지수, 가구밀

나오는 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토지이용의 혼합

도 지수 등 총 4개의 하위지수를 결합하여 계산한

도가 높고 0에 가까우면 토지이용이 단순함을 의

다(Ryan and Frank, 2009; Dobesova and Krivka,

미한다. 토지이용 혼합도를 계산하는 식은 뒤에

2012).1) 이는 앞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

나오는 <표 1>에서 자세히 제시하였다.

이 거리의 연결구조, 토지이용의 다양성, 상점의

도보이동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사람이

밀도, 가구밀도 등 4개 요소가 걷기 좋은 환경의

걷는 거리의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거리와 거리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각 하위지수를 구체적으

사이의 연결성이 높으면 접근성이 좋아 여러 곳으

로 보면, 연결성은 도로와 거리를 모두 포함하는

로 이동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행이

가로망의 상호 연결 정도를 계량화한 것이다. 일

동을 선호할 것이다. 또한,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반적으로 보행자는 다른 장소에 쉽게 도달하기 쉬

높은 거리의 교차점에 가깝고, 그 교차점을 중심

운 가로망의 교차지점을 선호한다. 이를 도심과

으로 다양한 토지이용이 자리잡고 있다면 더욱 많

도시 외곽의 도시공간구조 차원에서 보면 더욱 이

은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할 것이다. Frank et al.

해하기 쉽다. 역사가 오래된 도시는 다양한 토지

(2003, 2005, 2006)의 연구는 이러한 거리의 특성

이용이 보행권 안에 자리잡고 있으며 가로망의 연

이 보행 편의성에 중요함을 알고 일정한 면적내

결성도 높다. 반면,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토지이

거리 교차점의 개수로 측정하여 보행 편의성 측정

용 간 거리가 멀고 자동차 이용이 쉬운 도로망이

에 반영하였다.

많다. 따라서 시민의 자동차 이용빈도가 높고 상

이러한 논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3D가 보행 편

대적으로 보행은 선호하지 않는다. 둘째, 토지이

의성 향상에 핵심요소임을 알 수 있다. 즉, 국지적

용 혼합 지수는 이미 뉴어버니즘(New Urbanism)

인 밀도(Density), 토지이용의 다양성(Diversity),

에서 주장하듯 다양한 토지이용이 혼합되어 있을

보행환경에 대한 디자인(Design)이 자동차와 보

수록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신 대중교통이나 도

행의 이동방법의 선택을 바꾸는 것이다(Ewing

보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and Cervero, 2001).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리적

(Calthorpe, 1993). 보행권 안에 다양한 토지이용

도시공간구조는 국지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

이 함께 있다면 자동차 이용의 필요성은 낮아진

1) 보행 편의성 지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연구방법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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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상점 용적률 지수는 상점용도의 바닥면

가 진행되어 왔다. 여기서 간략하게 기존 논의를

적으로 상점 건물 연면적을 나눈 값이다. 이 지수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먼저, 보행은

의 낮은 값은 곧 바닥 면적이 넓고 층이 낮은 대형

교통이용 행태의 하나라는 점에서 도시공간구조

상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공간적으

와 교통이용행태 간 관련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

로 확산되어 있는 낮은 밀도의 상점에 가기 위해

미 선행 연구들은 토지이용과 교통망의 구조가 사

쇼핑객들은 자동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람들의 교통수단 이용 선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

상점 용적률 지수가 높은 경우는 고층의 상점이

음을 확인하였다(Zhang, 2004). 여러 연구의 공통

밀집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쇼핑객은 자동차보다

된 결론은 인구와 가구 밀도가 높고, 토지이용의

보행으로 상점을 방문할 수 있다. 끝으로 가구 밀

혼합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자동차보다 도보를

도 지수는 가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대체로 대규

선호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통망, 교통 서

모 개발지이기 때문에 보행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

비스 등 교통체계도 사람들의 자동차 이용 여부를

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든 것이다. 가구 밀도가 높

좌우한다(Duany et al., 2000). 이러한 관련성을 엄

다는 것은 일정한 소비자의 공간적 밀집을 뜻하고

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도시공간구조의 특성을 계

상점이 인근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주

량적 접근으로 측정하는 것이 큰 관심사가 되고

거민들은 인근에 가까이 상점이 있으므로 자동차

있다. 그 대표적인 측정방법을 들어 보면, 보행의

보다는 걸어서 상점에 오고갈 것이다.

직접적인 조건인 인도 폭, 인도 위에 쓰레기 방치

최근 들어 보행자나 지역사회에서 직접 거리를

여부, 인도 주변 가로수 숫자와 분포(Boarnet et

평가할 수 있는 보행 편의성 측정방법이 등장하고

al., 2005), 1km 네트워크 거리 이내의 토지이용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Walking Audit, Walk-

상황, 가구 밀도, 상점 용적률, 거리 네트워크 특성

nomics, RateMyStreet, Walkability App 등이 있

(Frank et al., 2005), 대도시권 내 인구 밀도, 고용

다(Davies and Clark, 2009).2) 대체로 이러한 접

밀도, 직주 근접, 네트워크 밀도(Bento et al.,

근방법은 이 연구가 채택하는 보행 편의성 지수에

2005) 등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깨끗

비해 다양한 국지적 보행환경을 측정하는 것이 특

하고 넓은 인도에 가로수가 풍부할수록 보행가능

징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다 다양한 자료가

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밀도가 높고 네

필요하므로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

트워크 간 연결성이 높으면 자동차 이용을 자제하
고 보행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보행 편의성의 파급효과 연구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거리에 사람들
이 걷기 편하면 지역공동체 내의 구성원 간 사회

그동안 보행 편의성을 포함한 여러 도시공간구

적 관계도 좋아진다. 뉴어버니즘에서는 이러한 측

조 요소가 교통이용 행태, 사회적 관계 형성, 범죄

면을 강조하면서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지역

발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

주민간 교류가 활발해져 시민 참여도 크게 좋아질

2) Walknomics Blog, RateMyStreet 홈페이지, walkabilityasia.org 홈페이지 참조

8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4호 2013. 12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적 자본의 유명한 연구자

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그

Putnam(2000)과 도시의 집적 경제를 주창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행 편의성 지수 값이 높을수

Jacobs(1961)도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록 신체적 건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좋았다

길에서 사람들이 오가면서 인사하고 대화하는 과

(Sallis et al., 2009; Frank et al., 2004). 국내의 연

정을 통해 시민 참여도가 높아지고 상호 신뢰도

구도 토지이용 밀도와 혼합도가 높은 주거환경에

돈독해진다. 이미 여러 실증연구는 걷기 좋은 환

사는 거주민일수록 신체적 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

경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타났다. 다만, 외국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

적극적으로 정치참여를 하고 지역공동체 내 유대감

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정신 건강

도 커짐을 확인하였다(Leyden, 2003; Demerath

은 물리적 도시공간구조 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and Levinger, 2003).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성현곤, 2011).

토지이용과 가로망을 모두 포함하는 도시건조

보행 편의성이 높은 도시공간구조는 부동산 가

환경은 범죄 발생에도 큰 영향을 준다. 기존 연구

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 보행환경에 영향

에 의하면 사람들의 보행통행이 많고 개방된 지역

을 미치는 조건 가운데 하나인 주택밀도가 클수록

일수록 범죄가 적었다. 반면에 잘 보이지 않고 인

주택 가격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생

적이 드문 폐쇄적인 공간에서 범죄 발생 빈도가 높

활을 중시하고 교통혼잡이 적은 환경을 선호하는

았다(Newman, 1972; Loukaitou-Sideris, 1999).

성향 때문이다(Song and Knaap, 2003). 그러나 이

결국 걷기 좋은 환경은 지역공동체의 유감을 높이

것은 아직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이다. 고밀지

고 범죄 발생에 대한 대응이 쉬워 범죄를 줄이는

역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되

효과를 내는 것이다.

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밀도와 주택가격 간 관

일상생활에서 많이 걷는 사람은 건강하다. 따라

련성이 국지적 맥락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Lang

서 비만 문제를 크게 겪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et al., 1997). 토지이용의 혼합 정도도 인근 부동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

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바

게 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많다. 연구 차원에서는

와 같이 토지이용의 혼합이 높을수록 보행 편의성

물리적 도시환경이 사람들의 걷기, 자전거 타기

이 높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이용의 혼합이 반드

등 외부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주요 관심

시 보행 편의성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부동산 가격

사이다(Sallis et al., 2004 ; Saelens et al., 2003).

을 높이지는 않는다(Grether and Mieszkowski,

주요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 대도시수준에서 외

1980 ; Sohn and Moudong, 2008). 보행하기 좋은

곽에 개발된 도시일수록 신체적 건강에 좋지 않은

도시설계는 부동산 가격에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

영향을 미쳤다. 이 도시들의 특징은 토지이용이

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보행자에게 편리한 거리

저밀이고 그 혼합도가 낮다(Sturm and Cohen,

디자인이나 주택에 인접한 쿨데삭(Cul-de-sac)은

2004). 이에 따라 외곽의 도시는 자동차에 대한 의

주택 가격 프리미엄을 발생시킨다(Asabere,

존성이 높아 신체적 활동이 적어진다. 상대적으로

1990; Plaut and Boarnet, 2003). 이러한 결과는

미시적 수준에서 보행 편의성 지수를 측정하여 신

단순히 디자인이 직접적으로 주택 가격에 영향을

서울시 보행 편의성 지수 측정과 정책과제 9

준다고 보기보다는 디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

반영한 보행 편의성 측정은 가로망을 중심으로 보

익에 대한 지불용의액이 주택 가격의 프리미엄으

행 편의성을 측정하는 반면 이 방법은 도시 전체

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를 일관된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

지금까지 검토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

행 편의성 지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보면, 연

면에서 이 연구의 분석방법과 결과 해석에 도움을

결성 지수(Connectivity Index), 토지이용 혼합지

준다. 첫째, 기존 논의에서 보행 편의성을 좌우하

수(Entropy Index), 상점 용적률 지수(Floor Area

는 연결성, 토지이용 혼합, 상점 용적률, 가구 밀도

Ratio(FAR) Index), 가구밀도 지수(Household

등을 반영하여 보행 편의성 지수를 계산한다. 둘

Density Index) 등 4개 하위 지수를 각각 Z-Score

째, 기존 문헌을 토대로 서울시 보행 편의성 지수

로 표준화한다(Dobesova and Krivka, 2012). 그

측정 결과를 해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다음 표준화된 지수 가운데 하나에 일정한 가중치

는데 기초자료가 된다.

(2)를 부여한 후 나머지 표준화된 지수를 더해 최
종 보행 편의성 지수를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연
결성 지수에 2를 곱하고 나머지 3개 지수를 더해

Ⅲ. 연구방법과 연구자료

하나의 보행 편의성 지수를 만든다. 특별히 연결
성 지수에 가중치 2를 곱하는 이유는 여러 경험

1. 연구방법

연구의 결과 연결성이 차량이용 대신 보행을 선택
이 연구는 보행 편의성 지수를 응용하여 크게

할 확률을 크게 높이기 때문이다(Saelens et al.,

5가지 측면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이 연

2003; Frank et al., 2010).3) 각 지수를 간략하게

구는 보행 편의성 지수 측정을 위해 ISPN

살펴보고 어떻게 각 지수를 통해 보행 편의성 지

(International

the

수를 계산하는지 설명하고 그 한계를 동시에 살펴

Environment Network)과 선진국 주요 도시에서

보고자 한다. 각 지수에 대한 계산방법을 소개한

채택하고 있는 보행 편의성 지수(Walkability

후 계산식은 <표 1>에 요약하였다.

Physical

Activity

and

Index)방법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보행 편의성 지

각 지수 계산방법과 그 의미를 보면, 연결성 지

수는 특정한 장소가 얼마나 걷기에 편한지를 계량

수는 일정한 공간단위 내 가로망 연결성의 총합을

적으로 측정한 지수이다. 사람이 걷기 편한 조건

해당 구역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연결성 지

은 다양하지만 이 연구가 채택한 보행 편의성 지

수의 값이 높으면 도로나 거리의 연결성이 상대적

수는 가로망 연결성, 토지이용 혼합도, 상점 용적

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이용 혼합

률, 가구밀도가 높을수록 걷기 좋은 조건으로 보

지수는 엔트로피 지수로 측정하는데, 일정한 구역

고 표준화를 위해 각 하위지수를 Z-score로 전환

내 토지이용의 다양성을 정량적으로 계산한다. 이

하여 지수 계산에 반영하고 있다. 다른 실증연구

방법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토지이용의 복합도 측

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로환경이나 접근성 특성을

정에 적용하였다. 지수값이 높을수록 토지이용의

3) 보행 편의성을 실제로 좌우하는 요인은 국지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보행 편의성을 진단하기 위해 어떤 요인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두는 것이 좋은지를 찾기 위해 더욱 많은 경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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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적인 보행 편의성 지수 계산과 설명
구분

계산식

연결성 지수

연결성 총합 ÷ 해당 구역면적

토지이용 혼합 지수

∑ [( p ) y (ln p )

k

상점 용적률 지수

가구밀도 지수

Z-Score

보행 편의성 지수



i

i

i 1

ln k

설명
연결성의 총합을 해당 구역면적으로 나누어 계산
pi : 해당 구역 총 면적에서 각 토지이용이 차지
하는 비중
k: 특정 구역 내 토지이용 분류 수

상점 총 면적 ÷ 상업용 토지이용면적

상점 총 면적은 건물면적이며, 상업용 토지이용
면적은 해당 구역면적 가운데 상업용 토지 면적
총합

가구 총수 ÷ 주거용 토지이용면적

가구 총 수는 해당 구역의 가구 합이며 주거용
토지이용 면적은 해당 구역면적 가운데 주거용
토지면적 총합

z

xP

V

(2×연결성 지수)+토지이용 혼합 지수+
상점 용적률 지수+가구밀도 지수

z: Z-Score
x: 지수의 절대값
μ: 평균
σ: 표준편차
각 지수의 Z-Score로 계산

출처: Dobesova and Krivka(2012)에서 필자가 요약

혼합도도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서울시 전

구 밀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밀도가 높을수록 보

체의 건물 용도를 5개(주거, 상업, 업무, 산업, 기

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가정한다.

타)로 분류한 후 엔트로피 지수를 통해 토지이용

여기서 소개한 보행 편의성 지수는 일정한 한

혼합도를 계산하였다. 상점 용적률 지수는 상업용

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한계를 논의하고 이

바닥면적으로 상점용 건물의 총 연면적을 나눈 값

연구에서 채택한 보다 개선된 방법에 대해 소개한

이다. 이 지수의 값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상점이

다. 우선, 이 지수의 계산에 사용하는 자료는 도시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말하며 낮은 값은 저

의 평면적과 각 도시 공간단위에 토지이용 용도만

밀의 상점이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표시하고 실제 면적을 고려하지 못한다. 즉, 각

상점이 밀집한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토지이용의 실제면적이 아니라 도시평면 면적을

이 지수는 보행객이 많을 가능성을 표현해 준다.

토지이용별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끝으로, 가구밀도 지수는 주택용 도시면적(km²)

의 입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보행 편의성

으로 가구 수를 나눈 값이다. 일정한 구역 내 주택

지수를 계산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관련 연구

용 토지이용 면적을 계산한 후 이 구역 내 가구 수

자들도 이미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Ryan and

를 나누어 측정한다. 이 지수의 값이 높을수록 가

Frank, 2009). 이 연구는 기존의 보행 편의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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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나는 한계를 서울시 건물 연면적 자료를

또는 거리의 연결도(Connectivity)를 나누어 계산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각 용도별 건물의 연면적

하였다.4) 보다 정확한 연결성 지수 계산을 위해

자료에서 각 집계구의 총 연면적, 상업용도 건물

도보로 걸을 수 있는 도로나 거리만을 대상으로

의 바닥면적과 연면적, 주거용 건물의 총 연면적

연결성을 측정하였으며 걷기 어려운 고속도로, 도

등을 계산하여 보다 개선된 보행 편의성 지수를

시고속화도로 등은 제외하였다.

측정해 보았다. 개선된 보행 편의성 지수에 대한

이 연구의 두 번째 방법은 앞에서 측정한 보행

내용은 <표 2>에서 제시하였다. 기존 방법에 대한

편의성 지수의 공간적 집중도를 공간분석 기법

개선사항을 간단히 말하면, 기존 방법을 따르되

(Getis-Ord G)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결성 지수를 계산하고 여기에 보다 상세한 건물

이는 단순히 측정치를 보는 것보다 엄밀하게 높은

연면적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이용 혼합 지수, 상

지수의 집중지와 낮은 지수의 집중지를 가려내는

점 용적률지수, 가구밀도 지수 등의 계산에 반영

것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집중

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연결성 지수는 도시

지인지를 가려낼 뿐만 아니라 같은 행정구역(구)

공간 단위인 집계구 내 총 연면적(km²)으로 도로

안에서 집계구별 집중도에 차이가 있는지도 파악

<표 2> 개선된 보행 편의성 지수 계산과 설명
구분
연결성 지수

계산식
연결성 총합 ÷
해당 구역 건물 총 연면적
k

토지이용 혼합 지수

상점 용적률 지수

가구밀도 지수

Z-Score

보행 편의성 지수



∑ [( p ) y (ln p )
i

i

i 1

ln k

설명
연결성의 총합을 해당 구역의 건물 총 연면적으
로 나누어 계산
pi : 해당 구역 건물 총 면적에서 각 토지이용(건
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
k: 특정 구역 내 토지이용 분류 수

상점 건물 총 연면적 ÷
상점 건물의 총 바닥면적

상점 건물 총 연면적을 상점 건물의 총 바닥면적
으로 나누어 실제 용적률 계산

가구 총 수 ÷ 주거용 건물 총 연면적

가구 총 수는 해당 구역의 가구 수의 합이며 이를
주거용 건물 총 연면적으로 나누어 실제 가구 밀
도 계산

z

xP

V

(2×연결성 지수)+토지이용 혼합 지수+
상점 용적률 지수+가구밀도 지수

z: Z-Score
x: 지수의 절대값
μ: 평균
σ: 표준편차
각 지수의 Z-Score로 계산, 기존 계산방식과 마찬
가지로 계산

출처: Dobesova and Krivka(2012)에서 필자가 수정

4) 여기서 연결도 또는 연결성은 공간구문론(Space Syntax) 접근으로 측정하였다. 공간구문론에 따르면, 연결도는 선과 노드로 구성된 가로망
정보에서 특정 노드에 얼마나 많은 노드가 길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강창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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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산세 대장, 2009년 서울시 도로 및 거리 지도, 2010

세 번째 방법은 보행 편의성 지수가 낮은 값의

년 집계구 가구자료 등이다. 각 자료의 기준연도

집중지만을 가려내 취약지역은 어디인지 찾고자

는 다소 다르지만 토지이용과 도로의 변화가 느리

한다. 특히, 보행 편의성 지수의 4개 구성 지수별

게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 편의성 지수

로 통계적으로 낮은 값의 집중지를 찾아내 향후

측정에 사용하였다. 각 자료의 내용을 간략하게

어느 곳의 어느 부문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

보면, 2008년 서울시 재산세 대장은 건물의 주소,

한지 살펴보았다.

용도, 연면적, 층수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네 번째 방법은 앞에서 제시한 보행 편의성 지

이 자료의 정보를 이용하여 각 지수 계산에 필요

수는 연결성 지수에만 2배의 가중치를 두고 있다

한 건물 용도별 연면적을 계산하였다. 2009년 서

는 점에 착안하여 다른 구성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울시 도로 및 거리(가로망) 지도는 보행 편의성

두는 경우의 지수 변화를 각각 측정하였다. 이는

지수 계산에 필요한 연결성 지수를 계산하는데 사

다소 기계적인 접근일 수 있으나, 기존 방법을 기

용하였다. 먼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로와

본 모형으로 하면서 토지이용 혼합, 상점 용적률,

가로망 중심선을 구축한 후 공간구문론 접근을

가구밀도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높였을 경우의 변

통해 연결성을 산출하였다. 그 다음 서울시 재산

화를 비교하려는 시도이다. 결국 어떤 정책을 강

세 대장 자료를 통해 집계구별 토지이용별 총 연

화하였을 때 보행 편의성 지수의 변화가 공간적으

면적을 계산하였다. 2010년 집계구별 가구자료는

로 달라지는지를 보는 정책 시뮬레이션의 초보 형

가구밀도 지수를 계산하는데 활용하였다. 요약하

태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토지이용 혼합 지수, 상

자면, 보행 편의성 지수의 4개 하위 지수 계산을

점 용적률 지수, 가구 밀도 지수 가운데 하나에 2를

위해 각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사용

곱한 후 다른 지수를 합하여 각 보행 편의성 지수

한 것이다. 토지이용 혼합 지수 계산을 위한 서울

를 계산한 후 기존의 방식에 의한 지수와 비교하

시 재산세 대장 자료의 건물 용도 분류는 <표 3>

였다.

과 같다.

끝으로, 주요 간선도로, 지하철 역, 버스 정류장
을 중심으로 거리별 보행 편의성 지수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는 주요 교통

Ⅳ. 서울시 보행 편의성 지수 측정과 공간 분포
특성 분석

망과 보행 편의성 지수의 국지적 관련성을 살펴보
아 향후 대중교통 중심의 공간구조 개편에 필요한

1. 개별 지수의 측정

정보인 교통망 중심의 보행 편의성 개선방안에 대
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의 보행 편
의성 지수는 연결성 지수, 토지이용 혼합 지수,

2. 연구자료

상점 용적률 지수, 가구밀도 지수를 Z-Score로
표준화한 후 연결성 지수에 2를 곱해 계산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8년 서울시 재

이를 위해 먼저 서울시 집계구별로 각 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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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동산 개발의 유형 구분
구분

용

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주거

연면적 660㎡초과, 4개 층 이하 (건축법 시행령, 2010)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분류하지만 주거기능을 중시하여 여기에 포함

전문하숙집

전문하숙집 (사업자등록증)

사원아파트

사원아파트, 기숙사 등

대규모점포시설
시장
사무실
생산시설
위험물저장시설
창고
차량관련시설

기타

주택으로 쓰이는 층 수가 5개 층 이상
연면적 660㎡이하, 4개 층 이하 (건축법 시행령, 2010)

오피스텔(업무용)

산업

면적제한 없음 (건축법 시행령, 2010)
연면적 660㎡이하, 3개 층 이하, 19세대 이하 (건축법 시행령, 2010)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

용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주거용)

상업

내

약국, 사진관, 독서실, 학원 및 과외교습소, 단일점포, 수퍼마켓 등 판매시설(백
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규모 소매점 제외), 게임공급업소, 산후조리원 등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재래시장
각종사무실용 건물
업무 기능을 중시하여 여기에 포함
공장 등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액화가스 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건축법, 2010)
창고, 하역장 등 (건축법, 2010)
카센터, 카인테리어, 주차장 등 (건축법, 2010)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기타 용도

위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를 모두 포함함

출처 : 강창덕(2012), 법제처(2010)와 홍남희․이명훈(2011)을 참고하여 작성

Z-Score를 계산하고 이를 지도로 표현하였다. 그

포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활용

다음 각 지수의 공간 분포 특성을 논의하였다.

하고자 한다. 이미 제시한 서울시 보행 편의성지

<그림 1>은 순서대로 서울시 집계구별 연결성 지

수 지도는 공간적으로 보행 편의성 지수가 어디에

수, 토지이용 혼합 지수, 상점 용적률 지수, 가구밀

높고 낮은지 통계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지수 자체

도 지수이다.

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공간분석 기법인
Getis-Org G 기법을 적용하여 보행 편의성 지수

2. 서울시 보행 편의성 지수의 공간 분포
특성 분석

의 공간적 집중 분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채택한 국지적 Getis-Org G 기법은
높은 값의 집중지, 낮은 값의 집중지, 값의 무작위

앞에서 논의한 개별 지수를 측정한 후 일반적

분포 여부를 GiZscore 값으로 판별할 수 있는 분

인 계산식에 의해 보행 편의성 지수를 측정하였

석방법이다. 높은 또는 낮은 값의 집중여부를 판

다. 여기서는 서울시 보행 편의성 지수의 공간 분

별하는 기준인 GiZscore 값이 1.96 이상이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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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결성 지수, 토지이용 혼합 지수, 상점 용적률지수, 가구 밀도 지수의 서울시 집계구 단위 공간 분포

값의 집중지를 의미하며, -1.96 이하면 낮은 값의

<수식> 국지적 Getis-Org G

집중지를 말한다. 이들 값의 사이는 공간적으로
무작위 분포임을 뜻한다(강창덕, 2011). 국지적

n

∑w

i, j

j 1

Gi*

j 1

S

계구의 보행 편의성 지수에 두 집계구 중심점 간

∑x

(1)

j 1

n 1

n

X

산하는 것이다.

j

n
n

S

(2)

j 1

∑x

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지수가 집중되어 있
지 않다는 것이고 대체가설은 그와 반대로 특정

n

[n∑ wi2, j  (∑ wi , j ) 2

식>과 같다. 이 수식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각 집

이 기법에서 영가설(Null Hypothesis)은 특정

j 1

n

Getis-Org G 기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수

거리공간가중치를 고려하여 국지적 집중도를 계

n

x j  X ∑ wi , j

j 1

n

2
j

 ( X )2

xj

j집계구의 보행편의성 지수

wi , j

i에서 j집계구 중심점까지의 거리공간가중치

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높은 또는 낮은 지

n

수 값이 집중한다는 것이다.

출처: ArcGIS Resource 웹페이지
(http://resources.arcgis.com/en/help/)

총집계구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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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수식>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보행

과 고급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보행 편의성 지수

편의성 지수 값에 적용하여 GiZscore 값을 얻었다.

가 높았다. 이들 지역은 지수의 계산식에서 볼 수

<그림 2>는 보행 편의성 지수와 지수 값의 공간

있듯이 연결성, 토지이용 혼합, 가구밀도, 상점의

집중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Getis-Org G 적용 결

용적률 등이 높은 지역이다. 둘째, 보행 편의성지

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

수는 전반적으로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

먼저 서울시 외곽지역의 일부는 지표상의 측정 한

통망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분포하고 있지 않

계로 인해 높은 보행 편의성 지수의 집중지로 나

다. 즉, 지하철과 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지수가 집

타났음을 고려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높은 보행편

중적으로 높지는 않다. 이는 대중교통망에 대한

의성 지수의 집중지는 지도의 짙은 검정색으로 표

보행환경이 편리할수록 이용률이 상승할 수 있다

시된 청계천을 중심으로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

는 점에서 앞으로 대중교통망 중심으로 보행환경

대문구 일부 지역, 성북구 길음 뉴타운 주변, 동대

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서

문구 장안동, 마포구-용산구-영등포구 인접 지역,

울시 보행 편의성 지수의 공간 분포를 보면 높은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 송파구 문정동 일부

지역과 낮은 지역 간 국지적 단절이 큼을 알 수 있

지역 등이다. 반면에 낮은 보행 편의성 지수의 공

다. 예를 들어, 같은 구 행정구역 안에서 집계구

간적 집중지는 도봉구-강북구-노원구 인접지역,

단위의 보행 편의성 지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동대문구 회기동, 이문동 일대, 종로구, 서대문구-

있다.

은평구 인접지역, 서초구 반포동 일대, 동작구 상

서울시 보행 편의성 지수의 낮은 값이 공간적

도동과 사당동 일대, 관악구-금천구 인접 지역, 강

으로 집중한 곳은 대체로 도봉구-노원구-강북구

서구-양천구-구로구 연계지역 등이다. 이러한 서

인접지역, 종로구-은평구-서대문구 인접지역, 동

울시 보행 편의성 지수를 공간 분석한 결과 크게

작구-관악구 인접지역, 관악구-금천구 인접지역,

세 가지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대체로 도심

서초구 반포-한강 인접지역, 강서구-양천구 인접

<그림 2> 보행 편의성 지수 공간 분포와 공간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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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 지수별 취약지역 공간 분포

지역 등이다. 이들 지역이 보행 편의성 지수에서

은 GiZscore -1.96 이하의 지역이다. 이를 그림으

취약한 이유는, 총 4개의 지수를 합해 보행편의성

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지수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각 지역별로 어떤 지

취약지역이 넓은 지수는 토지이용 혼합 지수와 상

수가 취약한지는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업 용적률 지수이다. 반면에 연결성 지수와 가구
밀도 지수의 낮은 값이 공간적으로 집중한 곳은

3. 보행 편의성 지수 취약 지역 분석

국지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구체적인 공간 분포
를 보면, 토지이용 혼합 지수는 도봉구, 강북구, 노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보행 편의성 지수를 개

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선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보행 편의성 지수

동작구, 서초구와 강남구 일부 지역, 강동구 일부

가 취약한 지역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연

지역에서 취약하였다. 상점 용적률 지수는 도봉구

구에서 계산한 보행 편의성 지수에 Getis-Org G

-강북구 인접지역, 성북구-성동구-중랑구 인접지

기법을 적용하여 연결성 지수, 토지이용 혼합 지

역, 종로구 북부지역 등에서 약했다. 연결성 지수

수, 상점 용적률 지수, 가구밀도 지수의 낮은 값이

는 은평구와 강동구 일부 지역만 낮았고 가구밀도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곳을 선별하였다. 이

지수는 은평구와 강서구 일부 지역에서 낮은 값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 지수가

집중하였다. 취약지역의 선별에서 중요한 점은 국

낮은 값이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 기준 값

지적 맥락을 고려하여 각 지수의 개선방안을 구체

서울시 보행 편의성 지수 측정과 정책과제 17

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마지막 부

가중치를 두었을 때 공간적 변화를 추적하였다.

분에서 논의할 교통망을 고려한 보행 편의성 개선

가장 기본적인 보행 편의성 지수는 연결성 지수에

이 필요하다.

2를 곱해 계산하지만 다른 구성요소 즉 토지이용
혼합 지수, 상점 용적률 지수, 가구밀도 지수 가운

4. 보행 편의성 지수의 가중 요소 변경에
의한 변화 분석

데 하나에 2를 곱한 결과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방법으로 각 보
행가능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가

앞에서 계산한 개별지수를 이용해 보행 편의성

중치 변경에 따른 변화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 가

지수를 계산하였다. 그 다음은 다른 구성요소에

중 요소를 변경한 지수와 일반 보행가능 지수의

<그림 4> 일반보행 편의성 지수와 가중치를 달리 한 각 지수의 공간 분포 및 집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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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지도에 표현하였다.5) 가중치 변경에 의해
보행 편의성 지수의 공간적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5. 교통망을 기준으로 본 서울시 보행 편의성
지수의 공간분포 특성

변화분에 대한 공간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가중 요소 변화에 의해 크게 보행 편의성 지수가

미래의 보행 편의성 지수는 정책의 방향과 구

달라지는 지역은 어디인지 알 수 있다. 먼저, 토지

체적인 적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앞에서 보행

이용 가중 보행 편의성 지수를 만들어 일반보행

편의성 지수의 구성요소의 가중치를 바꾸어 서울

편의성 지수와 차이를 계산하였다. 그 다음 그 변

시 집계구 수준에서 전체적인 결과 변화를 비교하

화값의 공간 분포를 Getis-Org G 기법으로 분석

였다. 여기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망을 기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주로 도심, 마포구, 성동

준으로 서울시 보행 편의성 지수의 공간 분포 특

구-동대문구-광진구 인접 지역, 강남구-서초구 인

성을 살펴 보는 것이다. 서울시 보행 편의성 지수

접 지역, 송파구-강동구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보

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향후 대중교통

행 편의성 지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망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이 중요한 정책과제

상점 용적률에 가중치를 두고 일반보행 편의성 지

라는 점에서 주요 간선 도로, 지하철 역, 버스 정

수와 차이를 보면, 주로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구,

류장 등을 중심으로 보행 편의성 지수의 공간 분

강남구-서초구, 강남구-송파구 일부 인접지역 등

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을 중심으로 보행 편의성 지수가 높아지고 있음을

여기서 적용하는 방법은 서울시 주요 간선 도

볼 수 있다. 끝으로 가구밀도에 가중치를 두는 경

로, 지하철 역, 버스 정류장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

우의 변화상을 살펴 보면, 영등포구 여의도, 관악

리구간별 평균 보행 편의성 지수, 토지이용 혼합

구 일부 지역, 도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 편

지수, 상점 용적률 지수, 가구밀도 지수, 연결성 지

의성 지수가 커졌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보

수를 계산하고 그 분포 특성을 찾는 것이다. 이는

행 편의성 지수의 네 부문 가운데 어느 부문을 중

주요 교통망별로 각 지수의 분포 특성을 이해하여

점적으로 높이느냐에 따라 서울시 집계구 수준에

향후 정책 개발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서울시 집

서 보행 편의성 지수는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계구 중심점으로 각 주요 간선도로, 지하철 역, 버

토지이용 혼합 지수를 강화하게 되면 일반보행 편

스 정류장 등에 대한 직선거리를 ArcGIS 10 프로

의성 지수(연결도 가중 보행 편의성 지수)에 비해

그램으로 측정한 후 일정 거리별 각 지수의 평균

공간적으로 보행 편의성 지수의 개선이 크게 확산

값을 계산하였다. 대체로 서울시 집계구 중심점은

된다. 반면에 상점 용적률이나 가구 밀도를 강화

주요 간선도로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리잡고 있으

하게 되면 국지적 수준에서 보행 편의성 지수가

며 지하철 역으로부터 멀리까지 분포하고 있다.

나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정책적 함

집계구 다수가 속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주요 간선

의는 결론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도로, 지하철 역, 버스 정류장 등으로부터 거리구
간을 설정하였다.6)

5) 이미 앞에서 제시한 보행 편의성 지수의 일반적 계산법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보행 편의성 지수는 연결도에 가중치(2)를 두어 구한 지수이다.
따라서 일반보행 편의성 지수는 연결도 가중 보행 편의성 지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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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주로 간선도로로부터 집계구 중심

정 거리 구간별 각 지수의 평균값을 계산해 보았

점 사이 거리를 25미터씩 나누고 그 사이의 각 지

다. 그 결과인 <그림 7>을 보면, 지하철 역으로부

수의 평균값을 구해 표현한 것이다. 그 결과를 보

터 200미터 이내에서 보행 편의성 지수, 토지이용

면, 주요 간선도로에서 100미터까지 대부분의 지

혼합 지수, 상점 용적률 지수가 높았다. 반면에

수는 양의 값을 보이다가 그 이후로 음의 값이 대

200미터 이상 거리 구간의 일부 구간에서 가구밀

부분이었다. 이는 간선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는

도 지수와 연결성 지수가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지

비교적 보행 편의성이 높지만 그 이후는 현저히

수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100미터 이내

지금까지 주요 간선도로, 버스 정류장, 지하철

의 보행 편의성 지수가 높은 이유는 토지이용 혼

역 등으로부터 각기 다른 거리 구간별 총 5개 지

합 지수와 상점 용적률 지수가 크게 기여하고 있

수의 각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크

음도 확인할 수 있다.

게 두 가지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주로 간선

버스정류장으로부터 거리를 각 20미터씩 나누

도로에서 100미터, 버스 정류장에서 120미터, 지

어 각 지수의 평균값을 구했다. 그 결과인 <그림

하철 역에서 200미터 이내의 보행 편의성 지수는

6>을 보면, 대체로 버스 정류장에서 120미터 이내에

양(+)였으나, 각 거리 밖에서는 음(-)의 지수 평

서 연결성 지수를 제외하고 보행 편의성 지수, 토지

균값을 보였다. 대체로 주요 간선도로나 대중교통

이용 혼합 지수, 상점 용적률 지수 등이 높았다. 반면

결절망 주변의 보행 편의성 지수는 인접한 일정

에 120미터 이후에 연결성 지수와 가구 밀도 지수

지역 내에서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행

를 제외한 다른 지수는 전체적으로 크게 낮았다.

편의성 지수의 평균값을 각각 비교해 보면, 버스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지하철 역으로부터 일

정류장으로부터 120미터 이내보다 주요 간선도로

<그림 5> 주요 간선도로로부터 거리 구간별 각 지수의 평균값 분포

6) 이 연구의 자료에서 보면 주요 간선도로로부터 250미터 안에 집계구 중심점의 96.04%,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400미터 안에 집계구 중심점의
98.7%, 지하철 역으로부터 2000미터 안에 집계구 중심점의 99.24%가 자리잡고 있다.

20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4호 2013. 12

100미터 이내와 지하철 역 200미터 이내에서 상대

버스 정류장 인근의 보행 편의성 지수는 상대적으

적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일반적으

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

로 역세권으로 설정하는 지하철 역 500미터 이내

인 정책과제는 결론 부분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보다 좁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보행 편의성 지수가
높고, 대중교통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림 6>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거리 구간별 각 지수의 평균값 분포

<그림 7> 지하철 역으로부터 거리 구간별 각 지수의 평균값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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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과 정책 과제

약한 지역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셋째,
보행 편의성 지수 계산에서 가중치를 다른 요소에

이 연구는 선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보행 편

두어 기준인 보행 편의성 지수에 비해 공간적 변

의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인 보행 편의성 지

화의 집중을 본 결과, 토지이용 혼합 지수를 강화

수를 소개하고 그 한계점을 제시한 후 보다 개선

하게 되면 일반보행 편의성 지수(연결도 가중 보

된 지수개발을 통해 서울시 전체 집계구 수준의

행 편의성 지수)에 비해 공간적으로 넓은 지역에

보행 편의성 지수를 측정하였다. 지수 계산을 위

걸쳐 보행 편의성 지수가 개선되었다. 반면에 상

해 서울시 재산세 과세 대장 자료, 도로 및 거리

점 용적률이나 가구 밀도를 강화하게 되면 상대적

지도, 집계구별 가구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먼저

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 편의성 지수가

보행 편의성 지수를 계산하고 그 공간집중을 분석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주로 간선도로

한 후 구성하는 4개의 하위 지수에 대한 가중치를

에서 100미터, 버스 정류장에서 120미터, 지하철

달리하여 보행 편의성 지수의 공간적 분포 변화

역에서 200미터 이내의 보행 편의성 지수는 양

특성을 Getis-Org G 기법으로 제시하고 그 결과

(+)이었으나 각 거리 밖에서는 음(-)의 지수 평

를 논의하였다. 끝으로 교통망을 중심으로 각 거

균값을 보였다. 대체로 주요 간선도로나 대중교통

리 구간별 지수 평균값을 비교하여 그 특성을 찾

결절망 주변의 보행 편의성 지수는 인접한 일정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

지역 내에서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

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집계구별 보행 편의성지

체로 버스 정류장 주변의 보행 편의성 지수는 주

수를 계산한 후 Getis-Ord G 공간분석 기법으로

요 간선도로나 지하철 역 주변보다 낮았다.

분석한 결과 대체로 높은 보행 편의성 지수의 집

이 연구의 결과는 일정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

중지는 도심 일부 지역, 성북구 길음 뉴타운 주변

시하고 있다. 첫째, 개선된 보행 편의성 지수의 공

지역, 동대문구 장안동, 마포구-용산구-영등포구

간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보행 편의성 지수는 대

인접 지역,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 송파구 문

체로 도심과 고밀주거-상업지역 등을 중심으로

정동 일부 지역 등이다. 반면에 낮은 보행 편의성

높았다. 또한, 보행 편의성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

지수의 공간적 집중지는 도봉구-강북구-노원구

교통 이용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인접지역, 동대문구 회기동, 이문동 일대, 종로구-

보면, 현재 서울시의 보행 편의성은 대중교통망을

서대문구-은평구 인접지역, 서초구 반포동 일대,

중심으로 인접지역에 국한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

동작구 상도동과 사당동 일대, 관악구-금천구 인

났다. 아울러 같은 행정구역단위(구)안에서 보행

접 지역, 강서구-양천구-구로구 연결 지역 등이다.

편의성 지수 값의 편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행 편의성 지수가 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보다 자세히 보면, 이 연구의 분석단위는 구

토지이용 혼합 지수, 상점 용적률 지수, 가구밀도

보다 작은 집계구이며 이 단위에 Getis-Org G 기

지수, 연결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토지이용 혼합

법을 적용하여 같은 구단위 안에서 각 집계구별로

지수와 상점 용적률 지수가 낮은 지역이 널리 분

집중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보다

포하였다. 반면에 가구밀도 지수와 연결성 지수가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아직 서울시 보행 편의

22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4호 2013. 12

성은 공간구조적 체계성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성 지수는 현재 주요 선진국 도시에서 활용하고

다시 말하면, 보행 편의성은 공간적으로 연속되고

있으나 일정한 한계가 있다. 첫째, 토지이용, 상점

교통망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시민의 보행촉

용적률, 가구 밀도, 연결성에 대한 표준화된 계량

진과 대중교통 이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화로 인해 도시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적극적으로

서 향후 서울시는 공간적으로 단절되거나 차이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사회경제적 특성을

큰 보행 편의성을 서로 연결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반영하는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서울시

있다. 둘째, 연구 결과 보행 편의성 지수의 개선을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도시 외곽에서

위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부문은 토지이용 혼

높은 보행 편의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연결

합과 상점 용적률 조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

도가 높은 도로가 있지만 구역 면적이 작아 연결

행 편의성 지수 계산상 가중치 변화와 취약지역

도 지수가 높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측면을 감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인데 향후 서울시 보행 편

안할 때 여전히 보행 편의성 지수는 현실을 정확

의성 관련 정책은 토지이용의 혼합을 높이고 상점

하게 반영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다만, 이러

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

한 결과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특이 지역을 선

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행 편의성을 결정하

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다. 셋째, 공간적으로

는 가구 밀도, 연결성 등과도 면밀하게 연계한 보

상이한 보행 편의성 지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

다 다각적으로 검토한 대안의 구상과 실행이 중요

고 향후 정책 구상과 실행에 반영하여야 하는 지

하다. 셋째, 교통망을 기준으로 분석한 보행 편의

에 대한 논의는 약하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성 지수의 거리별 분포를 보면, 주요 간선도로, 버

우선순위를 두고 어느 수준까지 보행 편의성을 개

스 정류장, 지하철 역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

선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편익을 높이는지

의 보행 편의성 지수는 높고 일정 거리 밖은 낮다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는 결과를 얻었다. 향후 대중교통망 중심의 도시

망 중심으로 어느 정도 거리까지 보행 편의성을

공간구조 개편이 주요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는 점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

에서 지하철 역과 버스 정류장 인근의 보행 편의

하다. 보행 편의성 개선에 예산제약이 있으므로

성을 높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개선할 수

보행 편의성 개선 정책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연

있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끝으로,

계하여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 더 나은 서울의 미

앞으로 서울시 보행 편의성 개선을 위해 보다 미

래를 위해 이러한 추가 과제를 중심으로 더 풍부

시적으로 국지적 수준의 맥락을 고려한 보행자 중

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

심의 배려가 시급하다. 이 연구의 접근방법을 참

책적으로 적실한 대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을

고하되 계량화가 갖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시민의

기대한다.

입장에서 보행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서 마
무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채택한 보행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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