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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량분석을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특성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울시 행정동을 중심으로 이연수*․진창종**․추상호***

A Study on Spatially Influencing Factors about Public Transportations
Using Spatial Analysis
- A Case of Seoul, Korea Youn Soo Lee*․Chang Jong Jin**․Sang Ho C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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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행정동을 사례로 공간계량분석을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적 특성요인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공간자기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분담률이 높은 핫스팟
지역은 종로구, 중구 등 도심부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분담률이 낮은 콜드스팟 지역은 서울 외곽지역
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중교통분담률을 종속변수로 한 공간회귀분석 결과 건축물엔트
로피지수, 지하철 진출입구 수, 대학생 수, 1차역세권 유동인구 변수들이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하철 관련 변수와 유동인구 관련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루
어보아 지하철 역세권을 개발하고 역세권 주변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역세권 정비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족성에 관한 지표가 대중교통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족성이 높은 지역보다는 자족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
중교통의 이용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토지이용 혼합도 변수(건축물엔트로피지수)는
그 혼합정도가 높을수록 대중교통의 이용을 증가시킨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복
합적 토지이용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주제어：대중교통분담률, 도시구조, 공간회귀분석, 공간자기상관
ABSTRACT：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patial factors affecting public transportation use in
요약

Seoul Korea. As a result of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hot-spot zones of transit modal share
are located in near Jung-gu, Jongro-gu, cold-spot zones are located in suburban areas of Seoul.
And as a result of spatial regression analysis, entropy index, the number of subway entrance,
university students and transit areas of influence are chosen as positive effect variables. This shows
importance of developing transit areas and expanding infra-structure near station by means of
governmental efforts. And it is needed that public transportation use demands will be encouraged
as expanding new transit lines or offering a good service. Also, variables concerning self-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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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show that cities of low self-sufficiency is more transit-friendly than cities of high
self-sufficiency. Finally, land-use mix is important for making cities focused on public transportation
use. In order to make these cities, government has to consider its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ncerns
about land-use mix.
Key Words Public Transportation Use Modal Share, Urban Spatial Structure, Spatial Regression,
Spatial Autocorrelation

：

Ⅰ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도시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 인구 및 자동차의 수가 급격히 증
가하였다. 이로 인해 교통혼잡, 에너지소비, 대기
오염, 소음, 이산화탄소의 발생 등 승용차 의존적
교통체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환경문제가 야
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점점 크게 인식되기 시작하
였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존 교통체계를 대중
교통 기반 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04년 실시된
지․간선버스 노선 개편 및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들 수 있으며, 최근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고
속도로에까지 버스전용차로가 확대 시행되고 있
다(오영택 외, 2009).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철
거리비례제 요금,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버스
전용 중앙차로제 도입 및 환승센터 설치, 대중교
통 통합요금제 및 환승할인제 도입 등의 대중교
통 이용을 유인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분
담률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

지향형 토지이용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의 도입 및 활성화 정책이 필요시
되고 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최근 서울시에서
는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인구 및 도시시설의 공간적 분포와 그 도
시의 교통망 구조와 직결되는 교통수단별 통행패
턴 및 통행량에 따라 도시기능 및 공간구조의 변
화가 나타나고 토지이용구조가 변화되기도 한다.
이렇듯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의 관계는 서로 영향
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성의 관계를 나타낸다. 즉,
도시 활동의 주체들이 도시라는 활동 공간상에
제각기 역할을 하면서 상호 연관하여 도시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간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별한후대중교통분담률과도시공간구조와의회
귀분석을통하여대중교통분담률에영향을미치는
도시공간구조요소를도출하고영향관계및영향정
도를파악함으로써대중교통중심형도시구조로의
재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우리나라에서 지하
철 및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자가 가장 많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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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2010년 기준인 서울시 행
정동 419개소1)의 지역을 대상지로 설정하였다.
서울시의 대대적인 행정동 통폐합 및 명칭 변경
으로 인한 행정동 개편에 맞추어 본 연구의 분석
단위와 매칭하였다.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이론고찰을 통하여 대중교통 지
향형 도시계획이론과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 대중
교통지향형도시개발전략을살펴볼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적 특징과 변수를
도출하고, 공간자기상관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및
승용차 수단분담률의 지역적인 핫스팟(Hot-spot)
을탐색한다. 또한, 공간회귀분석을통하여대중교
통및승용차수단분담률과도시공간적특성변수
와의영향관계및영향력을분석한다. 이러한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중교통 중심 도시구조 재편이라
는 서울시 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춰 도시공간구조
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표 1> 내용적 범위

범위
이론고찰

내용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
∙대중교통 중심 도시구조
∙대중교통분담률
∙대상지 설정
도시공간분석 ∙GIS 공간분석
∙도시공간특성 변수 도출
수단통행분담률과 ∙공간회귀분석
자기상관분석
도시구조특성과의 ∙공간적
∙대중교통분담률과
도시공간특성
연관성 분석 변수와의 영향관계 분석

3. 연구방법
서울시를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구조로 재편하
기 위한 대안을 실증적․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위
해, 본 연구의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대중
교통 중심의 도시개발 및 특성을 살펴보고 서울
시 도시공간구조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요인
을 설정한다.
2단계는 공간통계패키지 OpenGeoDa 1.0.1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중교통분담률과 승용차분
담률에 대한 국지적 공간자기상관분석을 통해 이
용률이 높은 핫스팟 지역을 파악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콜드스팟(Cold-spot) 지역을 파악한다.
그 이후 대중교통분담률과 1단계에서 설정한 도
시구조특성 변수와의 연관성과 영향정도를 알아
보기 위한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한다.
3단계는 2단계에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시
공간특성 중 대중교통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선별하여 장래 서울시 도시구조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Ⅱ

. 이론 고찰 및 연구동향

1. 이론 고찰
향

1) 대중교통 지 형 개발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은 피터 캘숍(Peter Calthope)의 저
서<The Next American Metropolis>에서처음정
립된 개념으로 토지이용과 교통의 연관성을 강조

1) 본 연구에서는 2006~2008년 동안 서울시의 대대적인 행정동 통폐합 및 명칭변경으로 인해 서울시 행정동의 구역이 개편되어(424동) 통행
량 자료(OD자료, 2006)의 분석단위와 매칭에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구청 및 주민센터의 자료를 기반으로 변경된
행정동을 매치하였으며 행정동이 분할되어 합쳐진 경우(ex. 불광 1,2,3동→불광 1,2동 등)는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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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적 토지이용과 보행
친화적인 교통체계환경을 유도하고자 하는 방식
을 말한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TOD는 무분
별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고 승용차 중
심의 통행패턴을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위주의
통행패턴으로 변화시키는 기법으로 인식된다. 대
중교통 지향적으로 도시공간구조로 전환하기 위
한 대안으로서 위의 이론들이 제시하고 있는 일
련의 도시개발모델들(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Transit-Oriented Development,
Mixed Use Development)은 기존의 근린주구이
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인 도시공간구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세부적인 논의
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을 촉
진하는 공간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대중교통 결절
점에 생활권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이를 고밀 복
합화함과 동시에 외부공간을 친환경적으로 형성
하여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보행, 자전거 등)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박세훈 외,
2009).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의 목적은 지속가능
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
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구현하고, 도시의 무
분별한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는 데 있다. 또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
는데, 이는 승용차 중심의 통행패턴을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위주의 통행패턴으로 변화시킴으로
써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규
만․조영택, 2011).
이러한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방식이 제공하는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 대중교통의 효율적 활
용, 승용차 교통량의 감소 및 대기오염 발생억제
등의 공공이익은 그동안 진행된 연구들과 도시계
획 이론 등을 통해 널리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개발방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갖
고 있는 도시공간구조상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
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

2) 대중교통 지 형 개발의 도시공간구조 특성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의 물리적 규모는 유
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자전거, 도보 등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인 반경 500~800m(1/4~1/2마일) 정도이
다(안용진, 2007). TOD 개발 전략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공간 규모 내에서 충분한 대중교통 수요
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밀로 커뮤니티를 개발하
고 생활권의 중심부인 대중교통 정차장 주변의
토지이용을 혼합하여 생활가로가 24시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임희지, 2007). 또한,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캘숍은 TOD의 도시설계 원칙을 7가지로 정립하
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은 컴팩트하
고 대중교통에 의하여 지탱되어 성장된다는 것,
둘째, 상업, 주거, 취업, 공원, 공공시설이 대중교
통 역으로부터 보행으로 걸어다닐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배치될 것, 셋째, 보행에 적합하게 설계된
거리가 지역의 목적지에 직접적 연결이 될 것, 넷
째, 주택의 유형․밀도․비용을 혼합 배치할 것,
다섯째, 양질의 자연환경, 오픈스페이스 및 수준
높은 주거지를 제공할 것, 여섯째, 공공공간을 근
린생활의 중심지로 조성하여 근린활동을 배려할
것, 일곱째, 기존 근린에 있는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공지에서의 건설이나 재개발을 촉진할 것이
다(Calthope, 1993). 이를 요약해보면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은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보행거리
를 설정하여 그 안에서 주거, 상업, 업무 및 공공
시설 및 편익시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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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도시생활을 영위
하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동향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도시구조로 재편하기 위
한 본 연구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지
지는 않았지만 크게 세 가지의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첫째,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통행패턴에 관한
연구이다. 이금숙․박종수(2006)는 컴퓨터 시스
템의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도입하여 교통카드에
의한 데이터에서 사용자들의 통행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경로탐색을 통한 공간적 특징을 파악해
보았다. 분석 결과 강남지역이 통행의 중심핵을
이루며 강북의 을지로입구-종각-동대문 지역으
로 이어지는 구도심지역이 지하철 환승역들을 중
심으로 또 하나의 중심핵을 이룬다고 하였다. 박
현철(2009)은 경산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개편
후라고 지칭한 2009년 이후와 이전의 통행패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항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통행패턴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통행패턴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변수로는 성별, 연령, 직업, 통행목적, 요금
지불방법, 목적지(시내통행, 시외통행), 통행시간
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학생 및 직장인들의 경우 버스-버스 환
승통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환승을 이용한 대중교통을 선호하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시내통행보다 시외통행에
서 통행패턴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혜승․이희연(2009)은 서울시 대중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통근 시 교통수단 선택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로 통근수단(자가용, 버스, 지

하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통근시간, 통근비
용, 나이, 성별, 직업, 소득수준, 개발밀도, 혼합도,
접근도의 설명변수를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저소득층은 지하철 접근도와 밀도가
높을수록 대중교통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대체 한계효과를 보면 승용차
와 지하철 간의 대체확률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김성희 외(2001)는 통행수단선택의 영향 요인 중
의 하나인 대중교통수단으로부터의 접근거리와
이용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주거지에서 대중교
통수단 이용지까지의 적정 보행접근거리를 제시
하였다.
둘째, 토지이용과 교통수단과의 상관성 및 영
향인자를 분석한 연구이다. 장성만(2012)은 통행
수단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특성을 도
출하고, 각 토지이용특성 간의 인과관계 및 경로
분석을 통해 통행기점의 토지이용특성이 통행수
단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역특성,
접근도, 개발특성, 수단분담률의 변수를 사용하
여 승용차 접근도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도가 통
행수단분담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
냈으며, 주거지역의 지가상승이 대중교통을 감소
시키며 개발밀도와 혼합도의 증가가 대중교통분
담률을 감소시키고 승용차분담률을 높인다는 분
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성현곤 외(2006)는 고밀화
된 서울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패턴
이 통행수단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역
세권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전략의 정책 제안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은 역세권 중심
의 TOD 전략 수립 시 일반적 정책지침에서 벗어
난 각 역세권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수
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영택 외(2009)
는 대중교통 지향형 역세권 개발을 위해 고려해
야 할 토지 및 교통측면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역

102

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4호 2012. 12

세권의 이용자 및 대중교통 영향인자를 비주거역
세권, 주거역세권으로 분류하여 각각 제시하였다.
대중교통 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토지이용별
로 차이가 있으며, 공급되는 수단별로도 버스 및
도시철도 특성으로 구분되었다.
셋째, 도시공간구조와 통행행태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이다. 서종국(1998)의 연구에서는 산업
별, 직업별로 통근량의 분포와 평균통근거리를
이용하여 도시공간구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통근량의 분포는 수도권의 경우 산업별
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서울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은 분산되어 있었다. 또한, 직주균형은 이전보다
약간 향상되었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직
업별로 보았을 때 블루칼라 직종은 비교적 직주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화이트칼라 직종은 직
주불균형이 심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
구가 밀집한 서울의 경우 분산화에 의하여 통근
거리가 감소하고, 이러한 통근거리의 감소는 직
주근접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비(非)단핵화 도시구조에 대한 효율성의 한 측면
을 뒷받침하고는 있으나 그 요인은 직주근접 외
의 다른 요소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
서 비(非)단핵화 도시공간구조가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그 동안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론을 도출
하였다. 최윤경․권영환(2003)은 도시공간구조
특성이 보행자의 공간적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점분포와 보행밀도와의 상관성 분
석을 통하여 보행밀도는 상점의 공간적 분포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
였으며, 상점과 위상도의 상관성이 높을수록 상
점과 보행밀도 사이의 상관성 역시 높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
간적 특징과 도시공간구조 시설 분포와 보행자

간의 상관성에 의해서 ‘공간적 도시구조’와 ‘초공
간적 도시구조’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
다. 송미령(1998)의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의 통근거리를 조사하여 실제 통근거리의 49%가
직장과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만으로는 설명이 되
지 않는다는 결과를 분석하여 직장 근처에 거주
지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건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거입지를 결정한다
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도시공간구조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직주
근접을 이룰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반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공간구조와 통행행태
에 관한 연구들은 도시구조특성 변수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인 도
시구조특성 변수 이외의 자족성 측면의 변수들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앞서 살펴 본 기존의 연구들은 대중교통과 토
지이용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많았으며, 통근행
태와 도시공간구조와의 지표들은 단순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연관성 및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
았다. 또한,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수단
역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영향관계를 파악
하였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도시공간구조와의 관
계 등을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미흡하였으며, 도시구조라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를 위하여 공간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대중교통이 도시공간구조에 미
치는 영향력을 공간적 자기상관적 측면을 고려하
여 분석하고 나아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구조로
의 재편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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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모형의 정립

1. 변수의 설정
1) 도시구조특성 변수

수단분담률에 관한 자료는 2010년 수도권장래
교통수요예측 경신연구 자료로서 이 자료는 2006
년도를 기준시점으로 구축된 자료이다. 이는 현
재 이용가능한 최신자료로서 실제 2011년도 수단
분담률 예측치와 비교한 결과 차이가 미미한 것
으로 확인되어 본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로의재편방안을파악하기위한변수로서토지이
용, 교통인프라, 자족성 관련 지표를 사용하였다.
토지이용 관련 변수로는 토지이용의 혼합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엔트로피지수(Entropy Index)2)와
행정동 내의 거주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주거밀도
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토지이용 관련 변수의 측
정에는 2008년 서울시 과세대장 건축물 데이터베
이스와지적데이터상의토지및건축물과연관된
정보들이사용되었다. 실제2006년기준의토지이
용 관련 정보는 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서울시의 2006년 대비 2008년의 토지이용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이용하였

다. 교통인프라관련변수로는대표적인 대중교통
인 지하철 이용의 편리성 및 원활성을 측정하기
위한지하철 진출입구수, 지하철까지의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하철접근도, 주이용도로를 대변
할 수 있는 간선도로비율을 사용하였다. 자족성
관련변수로는산업기반및경제적자립의정도를
측정하여 그 지역이 독립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독립성3) 변수와 직장과 주거지와의 거리를 측정
하여 자동차 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한 직주비4)를
분석에포함시켰으며, 주거지가 아닌다른 지역으
로 출퇴근하는 통행으로 직장과 주거지가 얼마나
많이 분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교차통근
율5)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2) 통제변수

통계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변수
로서 행정동별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를 측정
하였다. 상업 및 업무용도 인구밀도 측정을 위한
변수로서 인당 취업자수를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미취업 인구와 대중교통 이용특성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학생 수(초․중․고학생 수, 대학
생 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해당지역
의소득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변수(proxy)로
소득분위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2) 토지이용의 혼합 요인인 주거연면적, 상업연면적, 업무 및 기타 연면적으로의 용도는 2008년 건축물 지방세 과세대장 데이터베이스의 건축
물의 용도를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표 2> 조사항목
구분
재분류
주거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상업
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판매시설
업무
공공업무시설, 업무시설
3) 독립성 지표는 산업기반 및 경제적 자립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독립성이 1.0 이상일 경우 그 지역은 독립적이라고 판단된다. 독립성
지표의 산출방법은 내부출근통행량/(외부출근통행량+유입출근통행량)으로 구해진다.
4) 직주비 지표는 일정 공간에서 취업자 수 또는 주택 수에 대한 일자리 수의 비율이며, 직주비가 1.25 이상이면 고용초과지역, 0.75~1.25이면
직주균형지역, 0.75 이하이면 주거초과 지역으로 분류된다. 직주비지료의 산출방법은 총 도착통근자 수/총 출발통근자 수로 구해진다.
5) 교차통근율 지표는 교차통근은 주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통행으로 직장과 주거지가 얼마나 많이 분리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산출방법은 외부출근통행량/내부출근통행량으로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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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속변수

본연구에서분석을위한종속변수로는2006년수
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을기반으로한수도권O-D자
료중에서버스통행발생량과철도통행발생량을합산
하고이를총통행발생량으로나누어서구한대중교
통통행분담률과승용차통행발생량에서총통행발생
량을 나누어서 구한 승용차통행분담률을 사용하였
다. 이때대중교통수단통행분담률은버스, 지하철만
을대상으로하였으며, 자전거및보도통행등의녹
색교통은 제외하였다. 승용차수단통행분담률 역시
택시, 트럭통행등을제외하고순수승용차만을대
상으로 하였다.
<표 3> 설명변수

요인
변수명
출처
토지 엔트로피지수 서울시 KLIS 데이터
이용 주거밀도
″
버스정류장 수 2008 버스정류장 XY좌표
지하철역 서울시 KLIS 데이터
교통 출입구
수
인프라 지하철 접근도
″
간선도로비율
″
소득분위
통계청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인당 취업자 수
경신연구
(수도권교통본부, 2010)
인구․ 1차역세권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 연간
사회학적 이용수요
승하차인원
특성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대학생 수
경신연구
(수도권교통본부, 2010)
초ㆍ중ㆍ고등
″
학생수
직주비
″
자족성 교차통근율
″

<표 4> 종속변수

변수명
출처
대중교통수단통행분담률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경신연구
승용차수단통행분담률 (수도권교통본부, 2010)

2. 현황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통계현황을 살펴
보았을 때, 대중교통수단통행분담률이 평균 0.56
으로 승용차수단통행분담률보다 약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엔트로피지수의 평균이 0.58로
토지이용의 혼합정도는 평균적으로 보통수준인
것을 알수있었으며, 주거밀도가0.65로도시지역
의 65% 가량이 주거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간선도로비율이 0.29로 약 30%가량이 간선
도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득분위는 4.36으
로평균적으로서울시는중산층이살고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설명변수 기초통계량

변수명
대중교통수단통행분담률
승용차수단통행분담률
엔트로피지수
주거밀도
버스정류장 수
지하철출입구 수
지하철 접근도(㎡)
간선도로비율
소득분위(분위)
인당 취업자 수(인)
1차역세권 이용수요(인)
대학생 수(인)
초ㆍ중ㆍ고등학생 수(인)
직주비
교차통근율

최솟값
0.21
0.09
0.01
0.00
5
2
21
0.01
2.24
0.04
12622
34
64
0.0006
2.34

최댓값
0.86
1.04
0.98
1.00
111
28
23965
2.03
9.63
0.96
96181926
33191
15003
0.096
812.30

평균
0.56
0.29
0.58
0.65
20.34
3.58
1172.32
0.29
4.36
0.28
8085193
928.34
3396.90
0.024
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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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족성 지표(직주비, 교차통근율)들은
비교적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족성에 대해서는 서울시 행정동별로 상반
되는 형태들이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은 공간자기상관을 지닌다고 유추할 수 있다.

3. 모형의 측정
1) 공간자기상관의

측정

공간자기상관이란 어떠한 값들이 공간상에 분
포할 때 무작위적으로 분포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인접할수록 비슷한 값을 갖거나(정적공간자기상
관) 또는 반대의 값을 갖는(부적공간자기상관)
것을 의미한다.
본연구의종속변수인대중교통통행분담률과승
용차통행분담률에 대해 공간자기상관을 탐색하여
통행수단 선택이 지역적으로 연관성을 갖거나 어
떠한 패턴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먼저 Moran's I 공간자기상관 계수6)를 도
출하여 수도권 전체에 대해 공간자기상관의 여부
를탐색하였는데, 대중교통통행분담률의Moran's I
값은 0.3248, 승용차통행분담률은 0.5540으로 나타
났다. Moran's I 값이1에가까울수록 완전한정적
공간자기상관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의 분석값은
정적공간자기상관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한 여타 주제의 논문들
을참고하여볼때범죄관련연구의경우범죄분포
의 Moran's I 값이 0.05～0.07 수준(정경석, 2009;
정진성․황의갑, 2010)으로나타나고있어타분야
에 비해 교통수단이용 분포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

<그림 1>

승용차통행분담률의 Moran's I 계수

담

<그림 2> 대중교통통행분 률의

Moran's I 계수

공간자기상관이발생하는지역적위치를확인하
기 위해 국지적 공간자기상관분석인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분석7)을실시하였
다. LISA분석을 통해 유의수준 내(p-value=0.05)

6) Moran's I 공간자기상관계수는 공간자기상관을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측정척도로, -1(부적공간자기상관)에서 1(정적공간자기상관) 사이의
값을 갖는다. 정적공간자기상관은 값이 인접한 공간단위들과 서로 유사한 값을 갖는 경우이며, 부적공간자기상관은 서로 상이한 값을 갖는
경우이다(김광구, 2003).
7) 지역 안에서도 공간자기상관이 위치(location)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연구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간자기상관의 국지적 변이(local
variations)를 고려한 시각적 지표가 LISA이다(김광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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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간자기상관이 존재하는 지역적 케이스(행
정동)에 핫스팟지역과 콜드스팟지역을 나타내는
클러스터맵(Cluster Map)을 구현할 수 있다. 여기
서 핫스팟(High-High)지역은 주변지역과 유사하
게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며, 콜드스팟
(Low-Low)은 주변지역과 유사하게 낮은 값을 나
타내고 있는 지역이다.

이용하는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다. 대중
교통통행의 콜드스팟은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 많
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부지역
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그림 4>는 승용차통행분담률에 대한 클러스
트맵으로서 2006년 기준 승용차보유대수가 많은
(1~4위)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가 나란
히 승용차통행분담률이 높은 핫스팟 일대로 나타
났으며, 대중교통분담률이 높은 동작구, 관악구
일대와 승용차보유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
구, 성북구 일대가 콜드스팟으로 나타났다.
2) 공간회귀모형의

담 Cluster Map

<그림 3> 대중교통통행분 률

<그림 4>

승용차통행분담률 Cluster Map

<그림 3>을 살펴보면 대중교통통행분담률의
핫스팟지역은 종로구와 중구 일대의 도심지역과
여의도, 동작구, 관악구 일대가 나타났는데, 도심
지역과 여의도는 도시철도와 버스 등 수많은 교
통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이고, 동작구, 관악구 일
대는 고시촌과 학원이 밀집하여 대중교통을 주로

측정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구조로의
재편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하게 발생하
는 지역과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도
시구조의 특성과 그 요인을 파악하고자 공간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중교통통행분담률과 승
용차통행분담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도시구
조특성 변수(토지이용, 교통인프라, 자족성)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지표를 분석의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공간회귀모형은 앞서 분석한 공간
자기상관을 보정하는 회귀모형으로서 오차항이
어떠한 패턴을 이루어서는 안 되며 서로 독립적
이어야 한다는 선형회귀모형의 기본전제를 위배
시키는 공간자기상관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이다.
Anselin(1998)은 공간회귀모형의 일반적인 형
태는 다음의 식과 같다고 하였다(<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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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종속변수
  독립변수
  공간자기회귀계수

    공간가중치행렬
   공간자기상관이 없는 오차항

오차의 공간가중치 행렬(W2)8)이 0일 때 공간
시차모형(Spatial Lag Model, SLM)이 되고 종
속항의 공간가중치 행렬(W1)이 0일 때 공간오차
모형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시차모형을 사
용하였으며, 기본식은 다음과 같다(<식 2> 참조).
      

<식 2>

  종속변수
  독립변수
  공간자기회귀계수

  공간가중치행렬

대중교통분담률에 관한 공간회귀모형을 살펴
보면 R-Square값은 0.372로 일반적인 회귀분석
(OLS)에서의 R-Square값인 0.252보다 10%가량
설명력을 높여주는것으로분석되었다. 본연구에
서는 공간회귀모형의설명력이모두 0.3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한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설명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
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점
검한 결과, 우려할 만한 수준의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정규분포를 이루지
못하는 변수들을 로그(log)변환을 통해 정규분포
를 이루게 변환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들이 대중교통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엔트로피지수, 지하철 진출입구 수, 대
학생 수, 1차역세권 이용수요의 지표들이 유의미
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
용의 혼합적인 측면에서의 지표인 엔트로피지수
가높을수록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토지
이용의혼합이잘되어있는지역의대중교통분담
률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는
주거, 상업, 업무 등의 한 가지 용도의 밀도가 높
은지역에서보다는각용도의혼합이적절히이루
어진 지역의 경우가 버스 및 지하철 등의 대중교
통이용률을높일수있다는일반적인결과에부합
되는내용이라고판단된다. 대학생수가 대중교통
분담률에유의미한양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미
루어볼때대학생들은학교와거주지와의거리가
멀어 보도로 다닐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보이며,
승용차의 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통학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도부합되는 결과를보인다. 초․중․고등학생수
가 대중교통분담률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승용
차의 이용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이용이 필요없
는도보로통학하는학생들이많을것이라고판단
된다. 지하철 진출입구 수, 1차역세권 이용수요의
지표들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높은영향력을미치는 것을미루어볼 때1차역세
권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TOD 중심
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승용차분담률에 관한 공간회귀모형을 살펴보

8) 본 연구에서는 공간가중치 행렬을 Queen방식으로 적용하였다. Queen방식이란 인접한 꼭지점, 면인접의 기준을 모두 포함하여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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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승용차분담률 회귀모형
대중교통분담률 회귀모형
OLS
SLM
R2
0.252
R2
0.372
변수명 베타 VIF 변수명
베타
엔트로피지수 1.118* 1.682 엔트로피지수 1.064*
소득분위 0.067 1.125 소득분위 -0.262
지하철
지하철
진출입구 수¹⁾ 2.174* 1.842 진출입구 수¹⁾ 2.796**
지하철접근도¹⁾ -1.328 1.074 지하철 접근도¹⁾ -0.739
간선도로비율 1.452 1.070 간선도로비율 1.725
인당 취업자 수 0.192 1.157 인당 취업자 수 0.221
주거밀도 0.593 1.863 주거밀도 0.560
초ㆍ중ㆍ고등 -4.348** 1.098 초ㆍ중ㆍ고등 -3.620**
학생 수
학생 수
대학생 수 4.667** 1.058 대학생 수 4.108**
1차역세권 3.649** 2.007 1차역세권 2.897**
유동인구
유동인구
직주비 -2.314** 1.364 직주비 -2.234**
교차통근율 3.894** 1.764 교차통근율 3.159**
절편
4.812**
log-likeligood 57.33
* 유의수준 90%, ** 유의수준 95%
1) 로그변환

승용차분담률 회귀모형
OLS
SLM
R2
0.438
R2
0.600
변수명 베타 VIF 변수명
베타
엔트로피지수 1.591 1.682 엔트로피지수 1.580
소득분위 16.121** 1.125 소득분위 9.115**
지하철
지하철
진출입구 수¹⁾ -0.873 1.842 진출입구 수¹⁾ -1.419**
지하철접근도¹⁾ -0.452 1.074 지하철접근도¹⁾ 0.187
간선도로비율 2.438** 1.070 간선도로비율 2.278**
인당 취업자 수 1.668* 1.157 인당 취업자 수 1.625*
주거밀도 -2.984** 1.863 주거밀도 -2.536**
초ㆍ중ㆍ고등 -1.616 1.098 초ㆍ중ㆍ고등 -2.001**
학생 수
학생 수
대학생 수 -2.189** 1.058 대학생 수 -1.650*
1차역세권 -4.530** 2.007 1차역세권 -3.871**
유동인구
유동인구
직주비 1.246 1.364 직주비 1.405
교차통근율 -0.553 1.764 교차통근율 0.697
절편 0.5513962
log-likeligood 115.690

면, 결정계수인 R2값은 0.600으로 OLS에서의 R2
값인 0.438보다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15%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설명변수들 간의 다
중공선성 역시 우려할 만한 수준의 문제는 나타
나지 않았다.
설명변수들과 승용차분담률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엔트로피지수, 소득분위, 간선도로비율,
인당 취업자 수의 지표들은 유의미한 양의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엔트로피지수에 대하
여 대중교통 및 승용차분담률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토지이용의 혼합도
가 높은 지역일수록 통행 빈도가 높아지며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소

득분위가 높을수록 승용차분담률이 높아진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된 것은 소득이 높은 지역이 대
중교통보다는 승용차의 이용 빈도가 높다는 일반
적인 내용에 부합되는 결과라고 판단되며, 인당
취업자 수가 승용차분담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인당 취업자 수는 승용차분담률
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하철 진출입구 수와 1차역세권 이용수요가
승용차분담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하철
이용자들이 승용차를 빈번히 이용하지 않는 결과
를 반영한 결과이며 역세권 이용자 다수는 대중
교통을 타고 역세권으로 진입하여 이용하는 결과
를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초․중․고등학생 수가

<표 6> 대중교통분 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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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분담률에 음의 영향력을 보인다는 결과는
초․중․고등학생들은 면허소지가 불허되며 학
교 및 거주지와 인접해 있어 승용차보다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
거밀도 역시 음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승용차의 이용보다는 대중
교통의 이용을 자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자족성 지표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소 일
반적인 연구내용과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통근통행발생량이 높은 지역에서 대중교통
의 이용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연구 결
과로만 판단했을 때 자족성이 높은 지역보다 낮
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하철 진출입구 수, 초․중․고등학생
수, 대학생 수 등의 변수는 OLS모형과 SLM모형
에서 변수의 유의확률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공간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인
승용차분담률에 대한 공간자기상관이 통제됨으
로써 설명변수의 영향력이 왜곡되는 OLS모형을
보정하여 나타난 실증적인 결과이다.
토지이용 혼합 측면에서의 변수인 건축물엔트
로피지수는 대중교통수단분담률과 승용차분담률
에 대하여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중교통수단분담률에 대한 영
향력은 90%의 유의수준 내에서 설명가능한 것에
반하여 승용차분담률에 대한 영향력은 현저히 떨
어지기 때문에 토지이용 혼합도가 승용차 수단분
담률보다는 대중교통수단분담률에 더 크게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의 이용 장려를 위한 도시공간체계 형성
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적 측면에서의 관리가 소
홀하였던 토지이용 혼합도에 대한 정부의 제도
적․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Ⅳ

. 결론

1980년대부터 지하철 및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부각되었고 최근에도 TOD이론과 같은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 측면에서의 도시개발이 강조되어 왔
지만 현 시점까지도 그 실효성 측면이나 실증적
인 분석에 따른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설계에 대
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대중교통분담률과 도시적인 측면에서의 변수
들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형
도시구조로의 재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공간회귀모형의 결과로부
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1차역세권 유동인구나 지하철 진출입구
수의 변수가 대중교통분담률에 유의미한 양의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승용차
분담률과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지하철 역세권을 개발
하고 역세권 주변에 대하여 공공시설, 편익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역세권 정비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한, TOD 이론과 부합되게 고밀도로 개발한다면
대중교통의 이용이 지하철을 중심으로 파급될 것
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족성 지표의 경우는 대중교통분담률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자족성이 높은 지역보다는 낮
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의 이용이 높
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통
근을 위한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신설 및 광역
대중교통 노선의 확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
여 대중교통의 수요를 높여야 한다.
셋째, 토지이용의 혼합이나 환승편의성 등의
변수는 일반적으로 보행 활성화에 대한 깊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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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엔트로피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중교통분담률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중교통분담률의
경우 그 영향력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보행 중
심의 도시공간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반
증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또한, 자동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정
부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토지
의 복합적 이용에 관한 정책적 초점이 소홀한 현
재의 상황에서 토지이용의 혼합적 부분이 대중교
통 중심의 도시구조의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요
인임을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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