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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행특성 분석과
생활권 기준 설정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오 병 록*1)

A Study on Travel Characteristics and the Establishment of Criterion
for the Size of the Neighborhood Unit
by Using the Data of Household Travel Diary Survey in Seoul
Pyong Rok Oh*

요약：생활권은 도시계획에서 공공 서비스 시설의 배치를 위한 중요한 개념이고, 최근 생활권을 단위로
하는 많은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다. 도시계획에서 생활권계획은 필수적인 부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권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아 그 적용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구통행실태조
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통행거리에 의한 생활권 규모를 분석하였다. 목적통행 중 주민의 일상생활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통근, 통학, 쇼핑, 여가통행을 대상으로 하여 통행거리를 조사하였고, 도착통행이
집중되는 지역을 추출하여 그곳이 생활권을 구분하는 경계로 하여 생활권의 범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행수단별 통행범위는 도보에 의한 반경 700m의 근린생활권, 자전거와 마을버스 이용에 의한 반경 2km
의 소생활권, 시내버스와 승용승합차 이용에 의한 반경 5km의 중생활권, 지하철 이용에 의한 반경 9km의
대생활권으로 하는 위계별 생활권을 재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착통행 중심지와 위계별 생활권 기준
을 이용하여 서울시의 생활권 설정에 적용하였다. 근린생활권은 행정동 1.6개 규모에 해당하고, 소생활권
은 총 52개의 권역으로 구분되어 한 소생활권에 약 12개의 행정동이 포함되었으며, 중생활권은 총 10개가,
대생활권은 총 5개의 권역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개념적인
생활권 정의와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주제어：생활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생활권 기준
ABSTRACT∶A neighborhood unit is defined as a basic spatial area for allocating the facilities for
public service in the field of urban planning. Recently, many plans focused on the neighborhood
unit have been conducted. But the established criterion for the size of the neighborhood unit has
not been made yet. It needs to be made the criterion from people’s actual movements. In this study,
it can be drawn from the data of household travel diary survey focused on trips for work, school,
shopping and leisure. Major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eople move 700m on foot,
2km by bicycle and local bus, 5km by intra-city bus and passenger car, and 9km by subway.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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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travel range, neighborhood unit can be classified into four sub-neighborhood units.
Third, Seoul is divided in 52 small-sized neighborhood units, 10 middle-sized neighborhood units and
5 large-sized neighborhood units by the criterion and the number of arrival travels.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criterion for the size of neighborhood unit through more studies with the actual people’s
travel data.
Key Words∶neighborhood unit, household travel diary survey, criterion of neighborhood unit

I.

실제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 부문계획

서론

인 생활권계획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활권의 규모
또한 큰 차이를 보이며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뉴어버니즘이라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

서울시의 경우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다임에 따라 도시계획의 대상이 도시 전체이기보

계획에는 5개 대생활권과 9개 중생활권이 설정되

다는 지역단위 즉, 생활권 단위로 바뀌고 있다. 이

어 있으며, 이들 생활권들은 자치구를 단위로 하

와 더불어, 전문가 위주의 도시계획에서 주민이

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구분

참여하여 만드는 도시계획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은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

는 지역 활동의 주체이자 지역의 생활환경에 직접

된 경계일

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바라는 지역상을 갖는 계

뿐이며, 실제 주민들의 생활의 범위를
고려한 범위와는 거리가 있다. 물론, 주민들의 행
정적 일처리를 위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한
다는 측면에서는 생활권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진

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행정

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계획의 목표인 ‘삶의 질 향상’

서울시 역시 전역을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한 대

업무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일상적인 활동 즉,

물

고, 생활권계획을 통해 정교한 도시관리가 가능할

건을 구매하고 출퇴근 및 등하교를 하며 운동과
문화를 즐기기 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한 이용권이
형성되는데 통근․통학권, 오락권, 쇼핑권 등 활
동 목적에 따라 다양한 생활권이 만들어진다. 이

것으로 보고 있다.1)

러한 목적별 생활권은 활동 목적에 따라 서로 다

생활권 계획과 2~3개의 행정동을 단위로 하는
140개의 소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생
활권계획을 생활밀착형 계획으로 작성되도록 하

정작 생활권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규모나 범위에

른 활동 범위를 가지게 된다. 이와는 달리 도시계
획 대상으로서의 생활권은 주민들의 다양한 일상

대한 학문적인 기준은 주장하는 학자마다 서로 다

생활을 수용할 수 있고, 계획을 통해 일상 생활의

이렇듯 생활권계획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르다. 학문적 이론을 적용하여 많은 도시들에서

“

'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일단의 공간단위로서 설
초 수립”

1) 서울시 보도자료(2013.9.9.), 서울시, ‘2~3개 행정동 단위 생활권계획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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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정되어

통행한 내용을 개인이 직접 기록하는 정확한 조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단일 목적을

양

물

결과 이다.

위한 이용권이 아닌 주민들의 다 한 활동을 포함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는 수도권 전체

하는 생활권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념

를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이 로, 본 연구의 대상

적인 생활권 구분의 기준에 따

범위인 서울거주 가구만을 추출하여 분석대상으

른 공간적 범위가
아닌 주민들의 실제 활동으로 형성되는 현실적인
생활권의 규모와 공간적 범위를 찾아보고자 한다.

므

로 하였고, 서울시의 생활권 분석을 위해 서울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통행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류

데이터를 삭제하고 정리된 536,650

또한 이를 통해 서울시의 생활권을 구분하여 제시

오 가 있는

해보고자 한다.

통행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발점이 되는 집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 범위이므로 출발지가 ‘집’인 통행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환승하는 통행도 제외하였다. 또

주민들의 실제 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생활권을

한, 가구통행실태조사의 통행 목적 중에서 출근

생활권은 활동의 출

살펴보기 위해서 한 사람의 하루 중 발생한 모든

(통근),

등교(통학), 쇼핑, 여가만을 분석 대상으

통행에 대해 5년 주기로 조사한 수도권 가구통행

로 하였고3) 통행수단 중에서는 도시내 일상생활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구통행실태조사

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도보, 승용승합, 시내

는 해당 가구

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자전거를

현황과 가구원의 개인 속성 및 가구

원의 통행특성에 대해 self-survey 형태로 조사되

평일 중 하루에 발생된 모든 통행에 대해 통행
목적, 통행수단, 출발지와 도착지 종류, 출발지와
도착지, 출발시간과 도착시간 등을 조사한 것이
고,

2)

다. 이 자료는 사전에 배부된 조사용지에 실제로

발

선택하였다.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의 출 지와 도착지 자
료가 구체적인 주소가 아닌 행정동 단위로 조사되

때문에 출발지와 도착지의 통행거리는 행
정동의 공간적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였고,
GIS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어 있기

4)

각 통행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통행목적 : 1배웅, 2귀가, 3출근, 4등교, 5학원, 6업무, 7귀사, 8쇼핑, 9여가, 10기타
- 통행수단 : 1도보, 2승용승합, 4시내버스, 5시외버스, 6마을버스, 7광역, 8고속, 9기타버스, 10지하철, 11철도, 12ktx, 13택시, 14소형화물차,
15중대형 화물차, 16오토바이, 17자전거, 18기타
- 출발지 종류 : 1집, 2직장, 3학교, 4기타
- 출발지와 도착지는 8자리 행정동 코드로 되어 있음.
3) 가구통행조사실태 자료는 통행 목적으로 배웅, 귀가, 출근, 등교, 학원, 업무, 귀사, 쇼핑, 여가, 기타의 10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생활권 파악과
맞지 않는 귀가와 귀사,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이 아닌 업무와 배웅, 10~20대의 통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원(학원통행의 80.4%), 정확
한 통행 목적을 알 수 없는 기타는 제외하였다.
4) 동단위 행정구역 중심점 사이의 거리계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행정동 중심점간 거리와 특정 지점의 출발지 및 도착지의 실제 통행거리
계산의 오차를 조사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각 행정동간의 연결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서부터 벌집형태로 구성하고, 도착통행은 주변으로부터 집중되므로
도착통행의 행정동을 중심에 배치하였다. 하나의 행정동의 크기는 서울시 행정동의 중위값인 0.98㎢의 넓이를 갖는 정육각형으로 하였고, 한
변의 길이는 614m가 된다.
먼저, 본 연구의 통행거리 계산방식인 각 행정동 중심점에서 중앙에 위치하는 행정동 중심점간 거리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중심점이 아닌 곳에 균등분포하는 다수의 출발통행지점에서 중앙 행정동 내부이면서 중심점에서부터 외곽까지 일정간격으로 위치하는 도착
통행지점(A, B, C, D)까리의 평균거리를 계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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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한 이용권의 경계, 즉 생활권의 경계를
추출하였다. 그 경계는 행정동별 4가지 목적통행

산

의 도착통행을 합 한 총 도착통행수가 많은 행정
동들의 연결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도착통행의

미

수가 많은 행정동이 가지는 의 는 여러 시설들의

<이용권>

<세력권>

이용에 따라 도착통행이 집중되는 지역을 나타내

므로 시설 이용의 거리상 종점이 되고, 이웃하는

<그림 1> 이용권과 세력권의 개념

간 범위 설정에 있어, 집에서부터 시설을 이
용하기 위한 이동범위를 의미하는 ‘이용권’과 시
공

생활권들의 경계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간

이를 적용하여 공 적으로 서울시의 생활권을
구분하였다.

설을 중심으로 하여 시설의 이용을 위해 접근을

유도하는 주변 범위를 의미하는 ‘세력권’으로 구

3. 선행연구 검토

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을 중심으로 하는

므

생활의 범위 분석이 목적이 로 이용권을 적용하
여 생활권 범위를 설정하였다.

진 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통행

정 반경을 가

에 의한 이동거리를 생활권 모형의 반경으로 하였

큼 주변으로

다. 이는 집을 중심으로 통행거리만

이동하 서 활동범위가 확장하게 되고, 통행수단

큼

별 이동거리만 이 통행목적에
범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맞는 이동의 한계

여러 시설들의 이용정도가 서로 다르고
여 분포하기

혼합하

때문에 시설들의 이용에 의한 이용권

래

같
크

점간

논문들은 근린 범

위의 생활권을 주로 다루고 있다. 생활권 내에서

생활권 모형은 일반적으로 생활권의 범위를 일

면

생활권을 주제로 하는 많은

박진용, 2005; 이도형,
2005; 김상현, 2002; 김성현, 2000)을 분석하거나
생활권의 공간구조와 동선체계 등 생활권계획 내
용과 근린관계에 영향을 주는 물리․사회적 특성
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들(정화진, 2006;
장형종, 2006; 이종화, 2009)과 생활범위 인식수
준별 만족도를 통한 거주환경을 평가한 연구(장
한두, 2009)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근린생활권
의 근린시설의 배치 특성(

범위 내에서 근린시설의 이용특성을 조사하고 그

면D

D

그 결과는 아 표와 고, 중심
거리와 비교 대상 4가지를 비교하
의 경우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의
경우에도 그 차이는 76.1m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행정동 중심
통행거리 계 이 실제 정확한 위치에 의한 통행거
리 계 과는 차이가 지 않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산

판

점간

산

<도착통행 지점별 평균거리(m)>
■ 도착통행지
각 출발통행지와 위치별 도착통행지간
∙출발통행지
구분 중심간
A B C
D
● 출발통행지
989.6
(행정동 중심지) 거리 1,065.7 1,048.0 1,024.8 980.2
<거리측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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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근린의 인식범위를 분석하는 주제의 연구
(오병록, 2009; 김건형, 2010; 이수용, 2010)가 나
오고 있다. 그리고, 계획으로서의 생활권 범위를

박종순 외(2011)의 연구는 대구시 달성군을 대
상으로 중심시설(은행, 우체국, 중학교)까지의 상
대적 최단 시간거리로 나타나는 영향권을 분석하

주민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실제 생활권 범위

여 생활권의 경계를 설정하였다. 생활권 경계를

에따

와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연구(오병록

․김기호,

산출하기 위해 면적과 인구수에 대한 범위를 미리

2007)가 있었다. 이론적으로 제시되는 생활권의

설정하여 이 기준을 중심으로 영향권과 통합하는

규모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계획활동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생활권의 규모와 차이가 있음을

데

밝혀주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지가를 이용한 중심성과 최단거

른 실제 계획수립
에서의 개념적이고 필요에 따른 다양한 적용을 들

등을 이용한 영향권을 이용하여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생활권의 경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생활
권의 규모를 미리 상정하고 나서 그에 대응하는
적정 범위 및 경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하고

고 있다.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는 연구(오병록, 2012)가 있었는 , 그 원인으로
서 생활권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규모, 명확히 정
립되지 않은 규모 기준, 이에 따

유사한 주제인 생활권의 규모를 조
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황희돈(2008)은 분당과 일산신도시에서 13.5분
의 보행거리로 하는 범위를 근린생활권으로 인식
본 연구와

한다는 설문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두

본 연구는 이론적인 기준을 토대로 생활권의

및 범위를 대응시키는 선행 연구와는 달리
기존 이론적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로 발생
규모

한 통행을 근거로 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
어지는 생활권의 규모

이대일 장한 (2013)의 연구에서는 전주시의

량

리

지가와 생활권 중심시설을 정 적으로 분석하고

데

및 공간범위를 서울시를 사

례로 하여 실증분석을 통한 생활권의 근본적인 실
체를 찾아냈다는 데에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GIS를 활용하여 생활권 범위를 설정하였는 , 접

려

근성을 고 한 지가분포에 상관성이

높은 지역을

Ⅱ.

생활권 규모에 대한 이론 고찰과 분석틀

생활권의 중심지로 설정하고 생활중심시설 분포

슷 격

상 비 한 성 을 갖는 1~3개의

법정동을 통합하

1. 생활권의 분류

여 소생활권으로 설정하였고, 그 인구 규모는
2~3만 명으로 하였다.

․웅
원칙을 근거로 유치원과 어린이공원을 유치하는

장재일 배 규(2012)는 생활기반시설계획의

범위의 계획의 단위로서 단위생활권을 설정하였

데 략 10만 ㎡로 설정하여 노후주거지 관리
차원에서 생활기반시설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는 ,대

5)

국립국어원(http://ww.korean.go.kr/06_new)의 표준국어대사전

“

없

생활권이 행정 구역과는 관계 이 통학이나

락 따위의 일상생활을 하느라고 활
동하는 범위” 로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양
한 활동을 하기 위해 이동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통근, 쇼핑, 오

5)

따라서, 일반적으로 출근이나 학교로의 이동을

간

위한 공 적 범위는 통근권 또는 통학권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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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생활권
근린생활권
소생활권
2차생활권
중생활권
3차생활권
대생활권

범위

시설

규모

도보권

동사무소
우체
파출소
학교

반경
300~400m
인구
1~2만명

국

초등
지역순환교통 구청, 경찰서
으로 10~15분
중학교
이동 범위
고등학교
완결된 체계의 시청

국․

도시

대학교

회

품 매

네

식 면 간 동질성
을 갖게 되는 생활권을 말한다. 따라서 근린생활
위 ‘우리 동 ’라는 인 을 하 서 주민
권이라고도 한다.

인구
30만 명

역 환교통을 이용하여 10~15분 이내에서 이동

고, 생활에 필요한 상 을 구 하기 위해 이동하

른

는 공 적 범위는 쇼핑권이라고 부 다. 이는 활

달

제시하고 있으며, 인근의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소

인구
10만 명

출처 : 대한 토 도시계획학 (2001: 89) 참조 재정리

간

걸어서 접근가능한 범위를 말
한다. 소생활권의 중심시설로서 보통 초등학교를
단을 이용하지 않고

<표 1> 생활권의 범위와 시설

동의 목적에 따라 그 목적 성을 위해 이동하고

류방식이다.

이용되어지는 범위를 구분하는 분

그러나, 도시계획에서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

류

발생되는 모든 활동
을 포함하는 범위로서 생활권에 대한 구분과 의미
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생활권의 범위는 경제성과 사람들의 공간적 행
태를 바탕으로 소․중․대생활권으로 나뉜다. 소
생활권에는 최소경제활동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르게 분 한다. 도시 내에서

2차 생활권인 중생활권은 마을버스와

순

같은 지

간

말한다. 중․고등학교의 통학범
위에 해당하고 지역중심이 있으며 경찰서와 소방
서 등의 행정관련 시설이 배치되는 생활권이다.
대생활권은 3차 생활권이면서 하나의 완결된
공간적 체계를 갖춰 시청이 배치되는 도시단위의
범위이다. 따라서, 주거, 상업뿐만 아니라 생산시
설도 입지하여 모든 시민활동들을 수용할 수 있어
야 하는 범위이다.
하는 공 범위를

이상의 위계별 생활권 개념에 대한 설명은 도

야

시계획 분 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
나, 학문적으로 정립되거나 합의된 것이 아니다.

區

찰

방

구( ) 단위에서 경 서와 소 서가 배치되는 공

간적 범위를 중생활권이 아닌 대생활권으로 구분

기본적인 필요시설들을 배치하고, 중생활권에는

하여 설명하는 의견도 있으며, 또한, 서울시의 도

지역중심지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하지만 소생활

시기본계획을 보

권에서는 경제적

이 아닌 5개의 대생활권으로 다시 세분하여 설정

측면에서 성립되기 힘든 시설들
과 공공서비스 공급의 합리성에 관한 이론적이고
경험적 지식체계에 따라 필요한 시설들을 배치한
다. 그리고 대생활권은 생산과 소비활동의 원활한
유지와 발전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하나
의 완결된 도시체계를 갖춘 범역으로 구분된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1: 87~89).
소생활권은 1차 생활권이라고도 하며, 근린생

간

말한다. 도보권이라고도 하며
일상적인 생활권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교통수
활의 공 적 범위를

면 도시 전체를 하나의 대생활권
천

하고 있다. 이것이 비단 서울시가 인구 1 만 명의

때문만이 아니며, 6개 광역시에서도
적게는 3개, 많게는 11개까지 대생활권으로 구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생활권에 대한 각
위계별 개념뿐만 아니라 그 규모에 대해서도 다양
한 의견들을 볼 수 있다.
대도시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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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권의 규모

른 위계별 생활권 개념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각각의 생활권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과
규모에 따

서비스는 서로 다르며 그 영향범위도 다르다.
소생활권은 근린생활권이라고도 하며 보행으로
접근가능한 범위인 반경 400~500m의 30~50ha

면적을 갖는 공간범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 적정 인구는 1~2만 명으로 하고 있다.

과 그 규모가 이론적 개념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

때문에 생활권 규모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주
장되고 있고, 실제 여러 계획들에서 다양한 기준
기

들이 적용되어 생활권을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주

민들의 실제 이동을 근거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
였다. 분석내용은

첫째, 생활권을 구성하는 주요

한 이동인 통근, 통학, 쇼핑, 여가통행을 대상으로

에 해당한다. 인구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산
행수단별 평균통행거리를 파악하였다. 둘째, 통행
수단에 따른 통행거리를 이용하여 생활권을 위계

있으나 대

적 규모로 구분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계별 생활권

간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
할 수 있는 범위로서 중․고등학교의 통학권 정도
중생활권은

략 10만 명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지

방 소도시 규모이다.
대생활권은 앞서 살펴본 정의에 의하면 완결된
하나의 도시 체계를 갖는 도시 자체이므로 하나의
도시 자체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규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이론적 의견들을 본다면 대략
3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되어 있어, 50
만 명 이상의 대도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위계별 생활권에 대한 개념에서도 확인된 것처

럼 생활권의 규모에 대해서도 학문적으로 정립되
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오병록(2012)의 연구에서
는 이렇듯 학문적으로 제시되는 생활권의 개념과
규모에 대한 기준들로 인해 실제로도 여러 도시들
에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내의 생활권계획에

각 위계별 생활권의 규모도 역시 도시마
다 차이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타나는

통행거리를 계 하여 통행목적별 통행특성과 통

의 개념과 규모를 재정립하였다.

생활권 규모에 근거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위계

존 생활권 구분과 비교

별 생활권을 구분하여 기

검증하였다.

문제제기
개념적 생활권 규모

↓

가구통행의 통행수단별 평균 통행거리 분석
통근, 통학, 쇼핑, 여가통행
통행수단별 평균통행거리

↓

생활권 위계 구분
위계별 생활권 개념 적용
-근린생활권 : 도보권
-소생활권 : 지역순환교통 이용권
교통수단에 의한 생활권 구분

3. 분석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이론고찰에서의 생활권 규
모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생활권에 대한 위계 구분

셋째, 재정립한

↓

위계별 생활권
규모 설정
교통수단별
이동거리를
생활권
반경으로 이용

서울시 대상 검증
위계별 생활권 구분의 적용
<그림 2>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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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으로는 도보와 시내버스가 각각 17.0%와 12.6%
를 차지하고, 마을버스와 자전거는 이용이 매우
적은 통행수단으로 분석되었다. 평균 통행거리가
으로서 전체 통근통행의 58.9 을 차지한다. 다음

가구통행실태6) 분석

1. 통근통행

가장 대표적인 통근통행은 주로 승용승합차와
지하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통행수단

각각 28,331통행과 26,586통행

에 의한 통행수는

<표 2> 통근통행의 통행수와 평균 통행거리
구분
통행수

도보

승용 시내 마을 지하 자전
합계
승합 버스 버스 철
거

15,849 28,331 11,709 2,793 26,586 2,443 93,276

통행수
17.0 30.4 12.6 3.0 28.5 2.6 100.0
비율( )
통행
863 6,709 5,309 3,142 9,347 2,170 5,958
거리(m)
통행거리
분석 :2318.467 Sig.:.000

평균

%

ANOVA

F

유롭고 편리한 승용승합차의 이용과 출퇴근 시간
의 도로교통 정체에 자유로운 지하철의 이용이 많
은 것으로 판단된다. 도보에 의한 통근이 세 번째
로 많은 것도 특기할 사항이다.
통행수단별 통행거리를 보면, 위와 같은 이유
로 인해 승용승합차와 지하철에 의한 평균 통근거
리가 각각 6,709m, 9,347m로 타 통행수단보다 장
거리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거주하는 자치구에
서 인접한 자치구를

됨

뛰어넘어 다음 자치구까지 이

동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한다.7) 도보에 의한 통

주 : 합계에는 ‘기타’ 통행수단이 포함 .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서울시),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같

5,958m로서 장거리인 통근통행을 위해 이동에 자

근통행 거리는 863m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

6) 가구통행의 전반적인 실태는 다음과 다.
표본조사에서 서울시 전체 통행의 성별구성은 성이 159,736명, 여성이 125,153명으로
56.1 와 43.9 이며, 연 별 분포는 다음 표와
다. 통행목적별로 보
가통행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 이는 하루 중 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아가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 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최종 통행이기 문이다. 다음으로는 출근, 교, 학원 으로 통행이 많이 생되고 있다. 통행수단별 통행을
보 ,
도보가 188,577통행으로 전체의 35.1 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통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승용승합차와 지하철을
이용한 통행이 비 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출근, 교, 쇼핑과 여가 목적의 통행수는
103,155통행, 63,027통행,
16,698통행과 21,248통행이다.

같

면귀

남

때
%

슷
<조사 응답자 연령>

데

등

미

구분
계
10대 만
10대
20대
통행수
284,889
10,237
46,556
34,767
비율( )
100.0
3.6
16.3
12.2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서울시),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

<통행목적별 통행수>

웅

귀

등

구분
계
배
가
출근
교
통행수
536,650
4,974
242,739
103,155
63,027
비율( )
100.0
0.9
45.2
19.2
11.7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서울시),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

든
순
등

30대
44,392
15.6

학원
31,448
5.9

<통행수단별 통행수>

구분
계
도보
승용승합
시내버스
통행수
536,650
188,577
116,492
60,780
비율( )
100.0
35.1
21.7
11.3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서울시),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및

면

값 ㎢

40대
56,339
19.8

업무
13,363
2.5

마을버스
25,282
4.7

%

평균 면

각각 % %
돌
발

령

각각

50대
50,087
17.6

귀

사
4,385
0.8

60대
28,619
10.0

쇼핑
16,698
3.1

지하철
100,817
18.8

간
면

7) 2012년 서울시 자치구
적(24.2 ) 행정동 적 중위 (0.98 )으로부터, 원으로 가정한 공 모형에서
약 1.1km)과의 비교이다(자료 : 서울통계(stat.seoul.go.kr) 서울주요통계 행정일반 행정구역 적).

>

>

>

외
살펴 면

자전거
15,306
2.9

여가
21,248
4.0

70대 이상
13,892
4.9

기타
35,613
6.6

기타
29,396
5.4

산출된 직경(각각 약 5.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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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도
보 통행거리의 두 배에 해당하는 거리는 자전거로
리인 500m는

통학하고 있고, 세 배의 거리는 마을버스로 통학
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간 평균 통행거리는 통계적으로 모두
같지는 않으며, 사후검증에서는 승용차와 지하철
간 평균 통행거리에서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통행수단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서울시),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그림 3> 통근통행의 통행수와 평균 통행거리

로 이해하는 도보권 거리인 400~500m를

까

넘어서

는 거리 지 도보로 통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통행거리는
ANOVA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모두가 같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통한 결과에서
도 모든 통행수단들에 의한 통근거리는 통계적으
통근통행을 위한 통행수단별

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되었다.
<표 3> 통학통행의 통행수와 평균 통행거리
구분
통행수
통행수
비율( )

%

도보

승용 시내 마을 지하 자전
합계
승합 버스 버스 철
거

37,865 3,475 5,940 2,542 6,321 1,667 59,261
63.9

5.9

10.0

4.3

10.7

2.8 100.0

평균통행

634 2,711 3,661 2,035 8,953 1,249 2,116
거리(m)
통행거리
분석 :4332.07 Sig.:.000

ANOVA

F

됨

주 : 합계에는 ‘기타’ 통행수단이 포함 .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서울시),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2. 통학통행

< > < 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보에 의한 통행이 전체 통학통행의 63.9%
통학통행은 표 3 과 그

인 37,865통행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음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이용한 통학통행이
통행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평균 통

학거리에 있어서는 지하철이 8,953m로서 시내버
스 3,661m의

두 배 이상되는 통행거리를 보여주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서울시),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그림 4> 통학통행의 통행수와 평균 통행거리

고 있다. 통학통행의 특성상 학생들이 통행주체가

므

외

되 로 도보를 제 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

등교시간을 맞추
기 위해 장거리 통학통행은 교통정체가 없는 지하
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통학통근의 평균 도보통학거리는 634m인 것으
학통행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로 나타나 통근 통행거리보다는 작고, 도보권 거

3. 쇼핑통행

발

진 통행
은 모두 13,081통행이었다. 통행수단별로 보면 도
보에 의한 통행은 전체 통행의 43.8%를 차지하여
타 교통수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집에서 출 하여 쇼핑 목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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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행수
통행수
비율( )

%

도보

승용 시내 마을 지하 자전
합계
승합 버스 버스 철
거

5,727 2,486 1,602 1,137 1,328 330 13,081
43.8 19.0 12.2

8.7

10.2

2.5 100.0

평균통행

901 3,373 3,701 2,068 5,852 1,219 2,430
거리(m)
통행거리
분석 :1122.079 Sig.:.000

ANOVA

F

됨

주 : 합계에는 ‘기타’ 통행수단이 포함 .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서울시),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
이용한 쇼핑이 많은데, 이는 쇼핑 후에는 구매한
상품들의 운반이 필요하므로 무거운 상품들을 싣
고 옮길 수 있는 승용승합차가 편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형할인점의 등장으로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구매하는 경향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
인다. 10% 내외의 이용률을 보이는 대중교통인
있다. 다음으로는 19.0 를 차지한 승용승합차를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자
전거가 가장 적은 쇼핑통행의 교통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행거리에 있어서는 지하철에 의한 쇼핑통행
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통행거리가 5,852m에

이르고 있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거리는 서울시에서 인접한 자치구
를

각각 3,373m와 3,701m로 비슷한데,
이는 인접한 행정동 3개를 통과하는 거리보다 먼
시내버스는

<표 4> 쇼핑통행의 통행수와 평균 통행거리

횡단하는 거리보다 크다. 또한, 승용승합차와

거리이다. 지하철 다음으로 장거리 쇼핑통행의 수
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도보에 의한 통행이 가장

짧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도
보의 통행거리인데, 이 분석에 의하면 도보에 의

한 쇼핑통행 거리가 901m로서 일반적인 도보권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의 대상의
대부분이 20대 이상의 성인인

존

점을 감안하더라도

크기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도보권에 대한 거리기준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도보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인 자전거로는 도
보보다 약 300m를 더 이동한 1,219m에 이른다.
기 의 도보권의

이들 교통수단별 통행거리의 차이는 통계적으

두 같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
후검증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승합차 또는 마을버
로모 가

스, 자전거와 도보 또는 마을버스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여가통행

찬

여가를 위한 통행에서도 쇼핑통행과 마 가지
로 도보가 가장 많은 여가통행 수단으로 이용되고

%

있으며 6,604통행으로서 전체 여가통행의 42.7

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여가를 즐기게 되
는데, 집 주변에서 산책하거나 주변 공원에서 운
동하는 등 일상적으로 간편하게 여가를 즐기는 경
우가 많고 각 지자체에서 문화와 여가를 위해 집
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 도서관과 같은 소
규모 시설들을 공급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를 차지하고 있다. 삶의 여 를 추구하고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서울시),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그림 5> 쇼핑통행의 통행수와 평균 통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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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행거리를 이동하여 여가를

<표 5> 여가통행의 통행수와 평균 통행거리
구분
통행수
통행수
비율( )

%

도보

승용 시내 마을 지하 자전
합계
승합 버스 버스 철
거

6,604 2,946 1,552 806 2,326 619 15,471
42.7 19.0 10.0

5.2

15.0

4.0 100.0

평균통행

950 4,143 4,522 2,458 8,210 2,333 3,292
거리(m)
통행거리
분석 :1761.892 Sig.:.000

ANOVA

F

됨

주 : 합계에는 ‘기타’ 통행수단이 포함 .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서울시),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다음으로 2,946통행을 나타내는 승용승합차에

발생되고 있다. 서울 각지
에 분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쉽지 않은
문화 및 여가시설에의 접근성에서 승용승합차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2,326통행의 지하
의한 여가통행이 많이

철과 1,552통행의 시내버스를 이용한 통행이다.
통행거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하철에 의한 통

행거리가 8,210m로서 가장 장거리를 나타내고 있
다. 이

길이는 인접 자치구를 넘어 다음 자치구까

지 이동하는 거리에 해당한다. 이는 대중교통인

점

지하철의 장 으로서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승용승합차와
시내버스에 의한 통행으로 약 4,300여 m의 비슷
기

났

즐기고 있는 것으

로 나타 다. 이는 3~4개의 행정동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거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마을버스와
자전거 이용은 약 2,300여 m의 여가통행 거리를

데

나타내는 , 인접 행정동의 2개를 통과하는 거리
라고 할 수 있다. 자전거 통행거리가 쇼핑통행거

데

리보다 약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 이는 여

유

때문이고 또한 자전
거 타기 자체가 여가활동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가를 위한 여 로운 통행이기
된다.
도보에 의한 통행거리는 950m로 나타나고 있

데

는 , 이는 일반적인 도보권의 2배에 해당하는 거
리이다. 여가통행에서의 도보는

걷는 행위 자체를

산책이나 운동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꺼이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감
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가통행의 교통수단간 통행거리는 모든 수단
이 통계적으로 같지는 않은 ANOVA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후검증에서는 마을버스
와 자전거, 승용승합과 시내버스간의 통행거리는
통계적으로 같음을 보여준다. 도보, 자전거와 마
목적으로 하는

8)

을버스, 승용승합과 시내버스, 지하철 사이에서의
통행거리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5. 통행수단별 통행 특성

생활권의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 통근, 통학, 쇼

핑, 여가통행을 종합한 전체통행에 의한 활동의

살펴보고자 활동의 범위에 영향을 주는 교
통수단별로 통행특성을 살펴보았다.
도보에 의한 통행은 전체통행의 38.1%로서 큰
범위를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서울시),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그림 6> 여가통행의 통행수와 평균 통행거리

% 유의수준에서 마을버스와 자전거는 1.000, 승용승합차와 시내버스는 0.166의 유의확률이다.

8)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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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수도권교통본부(서울시),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서울시),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그림 7> 통행수단별 통행수

<그림 8> 통행수단별 통행거리(m)

빈번하게 이용되는 통행수
단이다. 도보에 의한 평균 통행거리는 744m이다.
<표 6>과 <그림 7>을 보면, 승용승합차 21.5%,
지하철 21.2%, 시내버스 12.1%, 마을버스 4.3%,
자전거 2.9%로 통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고 있다.

평균 통행거리를 보면, 지하철이
9,071m로서 가장 먼 거리까지 통행하는 수단으로
통행수단별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승용차와 시

각각 5,910m, 4,645m로 차순위 장거리
통행을 보여주고 있고, 마을버스와 자전거가 각각
내버스가

유사한 통행거리를 보여준다.
이들 통행수단별로 유사한 통행거리를 기준으
로 집단화를 하면 <그림 9>와 같이 도보와 지하철
이 각각 개별 집단을 형성하고, 자전거와 마을버
스, 그리고 승용승합차와 시내버스가 각각의 집단
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는 통행거리에 따라 집
단화시킨 것으로, 도보는 약 700m, 자전거와 마을
2,491m, 1,825m로

9)

버스는 약 2km, 승용승합차와 시내버스는 약
5km, 그리고 지하철이 약 9km가 된다.
도보에 의한 집단과 자전거

및 마을버스를 이

용하는 2집단 사이에는 약 1.3km의 차이가 있고,

<표 6> 통행수단별 통행수와 평균 통행거리
구분

도보

승용 시내 마을 지하 자전
승합 버스 버스 철
거

4km

합계

통행수 66,073 37,25220,943 7,478 36,773 5,060 181,703
통행수
38.1
비율( )

%
평균통행

21.5 12.1

4.3

21.2

2.9

3km

100.0

1.3km

744 5,910 4,645 2,491 9,071 1,825 4,194
거리(m)
통행거리
분석 :24679.793 Sig.:.000

ANOVA

F

됨

주 : 합계에는 ‘기타’ 통행수단이 포함 .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서울시),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ANOVA
께
점 감안

면

<그림 9> 통행수단별 평균 통행거리(m) 분포

군

9) 쇼핑통행과 여가통행만으로
분석을 하 도보, 자전거와 마을버스, 시내버스와 승용승합, 지하철로 구분되는 동일집단 으로 분석되
지만, 통근통행과 통학통행과 함 분석할 경우, 특히 통근통행의 마을버스와 승용승합의 통행거리가 상당히 에 따라 6개 통행수단이 모
개별 집단 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오병록(2012)의 연구에서는 역시의 대생활권의
규모가 반경 5.2km이고 최대 규모와 최소 규모의
차이가 8km에 이르는 을
하여 시내버스와 승용승합, 자전거와 마을버스를 동일 집단 으로 구분한다.

군

광

평균

군

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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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단과 승용승합차
단

및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3집

간에는 약 3km의 차이가 있으며, 3집단과 지하

철을 이용하는 4집단 사이에서는 약 4km의 차이
를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교통수단의

평균 통행거리를 통하

여 이동 거리에 따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서로

런데, 각각의 교통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두 상이하지만, 교통수단의
특성에 따라 비슷한 통행거리로 집단화가 가능하
다. 각 집단 간에는 1.3km, 3km, 4km의 간격으로
서로 다른 통행거리를 가진다.
단들의 통행거리가 모

Ⅳ.

서울시 생활권 개념의 재정립과 적용

1. 서울시 생활권 개념의 재정립

앞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통행수단별 통행거리
에 따른 4개 집단을 각 위계의 생활권으로 구분하
고 각 위계별 생활권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먼저, 도보가능 범위의 근린생활권으로 구분하
였다. 도보는 통행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통행수단이고, 또한 가장 느린 통행속도를
가지므로 도보 중 주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신체의 활동만으로 일상적이며 자유로운 보
행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받는 기본적인 근
린범위를 형성하게 된다.

간

일반적으로 도보권이라고 하는 공 범위는 반

미 데

경 400~500m를 의 하는 , 이는 Perry의 근린
주구이론을 반영한 결과이다. 근린주구 범위는 어

횡단하지 않고 걸어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이다. 즉 어린이가 힘들어하지 않고
린이가 대로를

통학할 수 있는 거리의 근린주구를 도보권으로 사

<표 7> 재정립한 위계별 생활권
구분

반경 교통수단

의미 및 범위

기존
생활권
소
생활권
중
생활권

근린
도보 가능한
700m 도보
생활권
근린생활 범위
소
자전거 지역 환교통으로
2km
생활권
마을버스 이용 가능한 범위
중
승용승합 특정 목적을 위한
5km
생활권
시내버스 의도적인 이동 범위
부도심 영향권의
대
대
9km 지하철
도시규모 서비스
생활권
생활권
이용 범위

순

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계획적 도보권은 도시활
동의 주요한 주체인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야 한다. 청소년을 포함한 성인들은 실제 통행조
사에서 약 700m까지 도보 통행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반인들의 도보권이라고 해야 한다. 乾正雄
(1982: 169)의 조사에서도, 인간의 의식 중에 있
는 보행거리에서 70%의 사람들이 실제로 힘들어
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리는 720m(업무, 철도역까
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도보거리인

간

700m를 반경으로 하는 공 범위를 근린생활권으
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자전거와 마을버스를 통행수단으로

평균은 2,158m로서 약 2km이다.
자전거와 마을버스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멀리까
지 이동할 필요는 없으나 도보로는 접근하기에 힘
든 곳에서 요구되는 활동을 위한 지역교통수단이
된다. 마을버스와 같은 지역순환교통을 이용하여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필요한 통행을 하는 범위
로서 ‘동네’로 인식될 수 있는 최대의 공간범위가
하는 통행거리의

된다. 이를 소생활권으로 정의하였다.
승용승합차와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5,278m, 즉

까

진

약 5km 지의 목적통행이 이루어 다. 승용승합
차와 시내버스의 이용은 특정 목적을 위해 의도적

식

네

으로 이동한다는 의 을 갖는다. 그리고, ‘동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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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넘는 공간범위로서 이곳에서는
친근한 느낌보다는 어색하고 낯선 느낌을 받게 된
다. 이러한 공간범위를 중생활권으로 하였다.
지하철의 평균 통행거리가 약 9km로서 가장 크
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교통정체 없이 편안하
게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근통행과
통학통행은 교통량 첨두시간인 출퇴근시간에 발
생되므로 도로교통의 정체를 피할 수 있는 교통수
단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통근거리는 직장 선택
시 비교적 낮은 비중을 갖기 때문에 장거리 통근
통행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통근통행이
집출발 통행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전체
지하철의 평균 통행거리를 크게 만드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출근 19.2%, 배웅 0.9%, 등교
11.7%, 학원 5.9%, 쇼핑 3.1%, 여가 4.0%). 그리
고, 도심 또는 부도심 등 중심지의 지하철 역세권
에서 쇼핑과 여가를 위한 장거리 통행이 발생된다
고 볼 수 있다. 지하철은 직장과 쇼핑 및 여가시
설이 입지하는 상업업무지역으로의 통행수단이
된다. 부도심 등 다핵도시 중심지에서 도시규모
인 되는 범위를

서비스 이용에 의한 이동범위를 대생활권으로 구
분하였다.

존
모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의 생활권에서는 도보권
을 소생활권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같은 의미로 혼
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생활
재정립한 생활권은 기 의 생활권과 개념과 규

권의 하위 생활권으로서 도보권의 근린생활권을
별도로 구분하였다. 즉, 도보에 의해 접근이 가능
하고 ‘근린’의 개념에 적합한 범위로 하였다. 그리

순

고, 지역 환교통을 이용하는 범위로 정의되는 기

존의 중생활권을 소생활권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는 도보로는 접근이 힘들지만 자전거와 마을버스
와 같은 지역순환교통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이 이

넓은 의미에서 동네로 인식될 수
있는 범위이다. 대생활권은 완결된 체계로서의 도
시 범위라는 기존의 대생활권과 유사하지만, 하나
의 도시 자체보다는 도시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루어지는 비교적

있는 도시내 부도심 이용권의 범위에 해당한다.

존 생활권에서는 다루지 않은, 소생
활권과 대생활권의 중간적 범위에 해당된다.
중생활권은 기

2. 서울시 위계별 생활권의 적용

앞에서 재정립한 위계별 생활권의 규모와 총도
착통행수를 이용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제 생

았

른 다수

활권을 구분해 보 다. 생활권은 서로 다

람

므

의 사 들에 의한 활동 범위이 로 그 경계가 명

될 수 없고 인접한 생활권과 상호 겹
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립한 생활권의
확하게 결정

규모를 통행의 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원의 형태로

간

공 범위로
은 서로

했으므로 생활권으로 표시되는 원들

겹치게 된다.

그리고, 생활권의 범위를 이용권의 개념에서 출

발했으므로 도착통행이 집중되는 지역이 통행의
종점이 되고 이용권의 경계가 되어 생활권의 경계
를 형성하게 된다. 도착통행 수가 많은 행정동들

려

의 연결 상태를 고 하여 생활권의 경계가 되도록
하였다.

때문에 가시적인 그
림으로 생활권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다만 수치적
으로 개념적 범위를 찾을 수 있다. 700m의 반경을
가진 원의 면적은 1.539㎢이고 행정동들 면적의
중간값이 0.98㎢인 점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약 1.6
근린생활권은 규모가 작기

개의 행정동을 하나의 근린생활권으로 설정할 수

간

있다. 공 적으로는 하나의 행정동을 중심으로 하
여 인접한 행정동들의 일부를 포함하는 범위라고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행특성 분석과 생활권 기준 설정 연구 15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서울시),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그림 10> 소생활권 구분

화면적(366.13㎢)

할 수 있다. 시가

산

10)에 대해 계

면 238개의 근린생활권을 갖게 된다.

하

소생활권의 구분은 반경 2km를 갖는 원을 행정

간 중 최다 통
행수를 갖는 5등급 구간부터 차상위 등급 구간으
로 차례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두 지
역을 구분하는 강, 구릉 등을 고려하였다. 생활권
의 중심은 통행의 출발지인 집이므로 소생활권의
동별 총도착통행수로 구분된 5개 구

중심이 되는 행정동은 총도착통행수가 가장 적은
곳이 된다.

< 림 10>과 같고, 총 52개의 소생

구분결과는 그

화면
프 램 AVw
쉬워 널
방법
룹간

활권이 추출되었다. 반경 2km의 소생활권은 행정
동

면적 중위값을 감안하면 하나의 소생활권에는

약 12개 행정동이 포함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소생활권과

같은 방법으로 반경 5km를 갖는 중

<표 8> 등급별 총도착 통행수
등급 구간

총도착 통행(통행수)11)

1

300 이하

2

301~450

3

451~700

4

701~1,400

5

1,401 이상

10) 2013년 기준 서울시 시가
적(자료: 서울통계(stat.seoul.go.kr))
11) 5
구분의 기준은 GIS 로그 인 rc ie 에 의한 구분으로서, 적용된 구분
은 enks atural reaks ptimi ation이다. 이는 보기
고 이해하기
리 이용되는
으로서 그
의 거리를 최대 하 서 사성도 최대 하는 알고리즘이다(참고: rcGIS esources
site, ikipedia site).

등급
좋
W

방법 J N
화면 유
화

B

O z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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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서울시),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출처 : 서울특별시, 2006,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118

<그림 11> 중생활권 구분

<그림 13> 서울도시기본계획 생활권 구분

북

역에 5개, 강 지역에 5개로 설정되었다. 서울시

북 북
서남, 동남)으로 설정되어 있어 개수에서는 같지

도시기본계획의 9개 중생활권과 차이가 나타 다.

만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서 지역의 은 구, 서대문

한강 이 지역이 도심을 포함하여

생활권은 총 10개의 권역으로 구분되었고, 강 지

남

북

났

평

구, 마포구가 하나의 중생활권으로 설정되었지만,

뉘

본 분석에서는 2개의 중생활권으로 나 어 구분

면

증가한 것이다. 행정
경계 구분과 도착통행 중심지 구분에 따른 차이는
발생하지만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
되 서 하나의 중생활권이

시기본계획에도 5개의 대생활권(도심, 동 , 서 ,

북

북악산-남산으
로 연결되는 서울의 중심 남북녹지축이 경계가 되
어 2개의 대생활권으로 구분되는데, 3개로 설정하
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차이가 난다. 또한 한강
이남에서 3개로 구분되는데, 2개로 설정된 도시기
본계획과 다른 결과이다.

주고 있다.
대생활권은 반경 9km를 원으로 하는 범위를 기

Ⅴ.

결론

준으로 하여 총 5개의 대생활권이 추출되었다. 도

간

생활권은 도시계획에서 공 계획의 기본적인
계획단위이고 도시기본계획에 필수적인 부문계획

럼 선행연구 고찰에서 보았듯이 생활
권에 대한 정의조차도 너무 개념적이고 생활권 규
이다. 그 에도

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생활권의
규모는 이론에서도, 실제 계획에서도 필요에 따라

양

서로 다 하게 인용되고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의 범위의 기준을 확립해 나가

데 하나의 지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생활권은 생활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람

는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서울시),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그림 12> 대생활권 구분

들의 실제 활동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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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그 분석의 대상으로서 실제로

람

간

발생한

사 들 활동의 공 적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가
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 자료의

데이타 중 생활권의 정의에 부합하는 통행목적을
출근(통근), 등교(통학), 쇼핑, 여가로 하였고, 도

셋째, 재정립한 위계별 생활권 규모에 따라 서
울시의 생활권을 구분하면, 근린생활권은 행정동
1.6개에 해당하는 규모로 238개로 설정될 수 있고,
소생활권은 총 52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약 12
개의 행정동을 포함한

면적을 갖게 된다. 중생활

보, 자전거, 마을버스, 시내버스, 승용승합차, 지하

권은 10개로 구분되었고 대생활권은 총 5개의 생

철의 통행수단에 의한 통행을 중심으로 하여 통행

활권으로 구분되었다.

간

의 공 범위를 분석하였다.

같다. 첫째, 도보에 의한 통
행이 45.0%로서 가장 많았고, 평균 통행거리는
분석결과는 다음과

본 연구에서 실제 주민들의 활동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생활권을 파악하여 근린생활권과 소생

안

활권으로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 하였다는

744m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도보권이라고 인정하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도시계획 생활

는 400~500m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거리로서,

권 이론에서는 도보권 범위를 소생활권으로 정의

초등학생보다 청소년 이상의 성인이 더 많은 비율
로 조사되었기에 나타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통행수단별 평균 통행거리는 자전거와 마을버
스가 약 2km 내외로 비슷하고, 시내버스와 승용
승합차는 각각 4.6km, 5.9km로서 평균 약 5km
(5.3km)로 유사한데, 지하철은 약 9km로서 가장
크게 조사되었다. 통행수단에 따른 평균통행거리

면

하 서 소생활권과 근린생활권을

보기도 하고, 소생활권보다 더 작은 별도의 근린
범위(근린주구)로 근린생활권을 정의하기도 한

킬것
인지에 대해 학문적인 논의와 합의가 없었기 때문
다. 이는 소생활권을 근린의 범위에 포함시

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생활권의 하위 생활권으로
서 도보권으로 정의되는 근린생활권 개념을 분명

에 따라 도보, 자전거와 마을버스, 시내버스와 승

히 하여 소생활권과 구분지어

용승합차, 지하철의

도록

네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위계별 생활권의 구분은 통행수단에 따른
활동의 범위로 결정되는데, 이를 토대로 생활권의

같은 개념으로

혼용을 피할 수 있

했다. 그리고 최근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뉴

어버니즘의 관심 대상으로서 도보권에 대한 범위

적을 위한 의도적인 이동 범위, 그리고 대생활권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존 생활권 구분과 달리 통
행수단에 의한 생활권 위계를 구분함으로써 각각
통행수단 이용 또는 접근가능성 조건에 따른 생활
권의 설정과 주민이용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효
과적인 배치를 위한 기준 제시에 의의를 찾을 수

은 부도심 영향권의 도시규모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있겠다.

위계 구분을 재설정 하였다. 근린생활권은 도보에
의한 근린생활 범위, 소생활권은 자전거와 마을버
스

등 지역순환교통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중생활

권은 시내버스와 승용승합차를 이용하여 특정 목

이동 범위로 정의하였다. 정의와 교통수단에 의한

를 명확히

뿐

생활권은 도시계획적 가치 만 아니라 주민의

점에서 여전

이동거리에 따라 재정립한 위계별 생활권의 구분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과 규모는 근린생활권 반경 700m, 소생활권 2km,

히 중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생활권의 범위나

중생활권 5km, 대생활권 9km로 규정하였다.

규모에 대해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기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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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위한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서울이라는 메가시티를 대상으로 했
기에 일반시와는 다른 통행 실태가 있을 수 있고,
정확한 출발과 도착통행 지점이 아닌 행정동 단위
로 계산한 통행거리 분석에 따른 오차가 존재한다
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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