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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업주부들의 자가용-비통근 통행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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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세컨드카 수요는 자동차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는 근린 내 주부들의
일상생활 목적 자가용-비(非)통근 통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연구는 자동차를 줄이고 걷기 좋은 근린을 꾀하는 시
대적 흐름 속에 근린 유형별 자가용 통행의 양태를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의 근린주구 유형에 따라 형성시기와
물리적 환경이 서로 다른 4곳(성산·상계·행당·잠실동)을 대상으로, 근린 내 통행과 체류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초등학
교 1~3학년 자녀를 가진 전업주부 40명의 일주일(평일 5일+주말 2일)간 통행일지를 조사하였다. 1823회의 통행을 수
집하여 그중 726회의 자동차 통행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전업주부의 자가용 통행이 대상지별로 이동거리·이동목
적·이동시간의 3가지 측면에서 갖는 차이와 특성을 설명하였다. 이는 근린지역에서 일어나는 자가용-비통근 통행특성을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했다는 데 연구적 가치가 있다.
주제어：근린지역, 자가용, 비통근 통행, 통행행태, 전업주부
ABSTRACT：This research analyzes the travel behavior of full-time housewives' car-use to identify the
car demand in the residential neighborhood. This research is based on 40 mothers' travel diaries who
have 7-10 years-old children. For representing a different characteristic of each neighborhood, the
travel diary survey was documented from respondents in four residential areas of Seoul. Based on the
travel behavior of housewives who are expected to have much time in neighborhood area, this research
finds which factors have affected on own-vehicle demand and inspires the way how can make
less-vehicle neighborhood planning. The result has shown that the travel patterns, including travel
duration, purpose, and distance, are relevant with the environmental structure of neighborhood.
KeyWords：neighborhood, car-use, non-work trip, travel behavior, full-time housew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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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 있다(Handy and Clifton, 2001). 통근 통행보
다 근린지역의 비통근 통행은 비정규적이고 더 유
연하며, 접근성과 보행 같은 근린환경에 더 많은

서울을 비롯한 많은 대도시가 자동차 의존성을

영향을 받는다(Krizek, 2003). 따라서 물리적 환

줄이려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자동차가

경이 서로 다른 4곳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선정하

늘어나면서 교통시설을 계속 확보했지만, 이제는

고, 각각의 근린에 거주하는 주부의 자가용-비통근

한계에 다다른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자

통행 행태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동차는 312만 대가 넘으며, 이 중 승용차가 85%

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에 달한다.1) 서울시의 주택지 주차장 확보율은

접근한다.

101.9%로 조사됐고, 25개 자치구 중 9개가 100%

첫째, 근린환경 내 주부의 일상통행을 보행 중

에 미치지 못해2)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서울

심으로 다루던 전통을 벗어나, 자가용 통행을 주된

시내 자가용 증가 원인 중 하나는 세컨드카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전통적으로 근린을 대상으로

(second-car)3)이다. 가구당 1대 수준을 넘어 가

한 토지이용-통행 연구는 가로 환경과 보행에 집중

구당 2대 이상의 세컨드카 수요가 자가용 수의 증

했다. Perry(1929)가 제시한 근린주구단위(neigh-

가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기준

borhood unit)를 보면, 거주민이 보행으로 모든

서울시내 자동차를 보유한 193만 가구 중 2대 이

생활목적시설에 닿을 수 있는 500m 이내의 자족

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33만 가구로

적 유닛 구상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

조사됐다.4) 국토교통부는 세컨드카 수요와 1인 가

고 단위 외곽에는 간선도로를 두어 보행 이외의 장

구 증가가 현재 자동차 증가세가 계속되는 주된 원

거리 이동수단이 근린 내부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

인이라고 밝혔다.5)

다. 이러한 근린주구단위는 지금까지도 많은 계획

이 연구는 근린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업주부의

가가 보행친화적 동네에 관한 이상을 품도록 영향

자가용-비(非)통근 통행 행태를 이해하는 데 중점

을 미쳤다(Mehaffy et al., 2015; Brody, 2013).

을 둔다. 주부집단이 가구구성원 중 세컨드카 수요

서울도 비슷하다. 일제강점기 서울의 주거지 계획

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자가

부터 공동택지개발사업, 신도시 개발계획, 2000년

용 통행특성은 현재 서울시의 자동차 증가추세와

대 아파트 재건축사업 등에서 근린주구 개념이 적

관련이 있다. 또한 직장을 가지지 않은 전업주부를

극 검토되었다(권용찬·전봉희, 2011; 이지은·박소

대상으로 한 통행연구는 생활지역에서 발생하는

현, 2015; 황희돈·김찬호, 2008). 물론 Perry(1929)

비통근 통행을 더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

의 근린주구개념이 1가구에 1대씩 자가용이 있는

1)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2018년 12월 기준.
2)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통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2017년 12월 기준.
3) 한집에 두 대의 차가 있을 때, 주로 주부나 대학생 자녀가 운전하는 차
4)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기준.
5)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 2018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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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던 1929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림 1> 이론적 배경과 연구질문: 근린환경과 통행행태

해서 오늘날의 근린지역이 그릇된 이론에 근거를
두고 계획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근린 내에서 보행통행 못지않게 자가용
통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앞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Marshall
and Garrick, 2012). 자가용 통행은 여러 이동수
단 중 자가용을 선택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연구
는 근린 내에서 보행이 가능하더라도 전업주부가
일상통행 목적으로 자가용을 선택하는 상황에 의
문을 던진다.
둘째,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중심개발 방식에 갖는
기대와 달리, 자가용 소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계획가들은 근린단위를 넘어서는 커다란 지역범위
를 계획하는 데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체하기
위한 개념을 제시하고 발전시켰다. 대표적 예는 대
중교통 중심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이다(Cervero, 2004). 근린 내에서는 보행, 근린

라고 칭한다(Strathman and Dueker, 1994). 특

외부로 확장되는 거리에서는 대중교통 공급을 제

히 이 연구에서 다루는 주부의 통행사슬은 집에서

시했던 것이다. 이에 보행으로 가능한 한계거리를

출발하여 집에 이르기까지 가정기반 통행사슬(Home-

찾아낸 후 보행가능거리를 약 800m로 설정하고

based trip chain)인 경우가 많으며, 개별적 단일

이보다 먼 통행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계획하였

통행이 아닌 연계된 일련의 통행으로 바라보아야

다(Guerra 외, 2012; Renne, 2009). 하지만 대

할 필요가 있다.

중교통시설을 공급해도 자가용 의존성은 높아졌다.
자가용이 대중교통보다 상대적 우위를 갖는 통행
조건이 있다면, 단순한 양적 공급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실제 통행행태와 그에 담겨있는 태도를 파

Ⅱ. 이론적 고찰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Cullinane, 2003).
셋째, 통행 사슬(trip chaining) 개념을 고려해
근린지역에서 전업주부의 통행을 이해한다. 일상

근린, 전업주부, 그리고 자가용-비통근 통행이

생활의 활동을 중심으로 보면, 단일통행은 그 전후

라는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 1) 도시환경과 자가용

의 통행과 서로 연계된 목적을 가지고 이어질 수

의존성, 2) 근린지역 내 비통근 통행, 3) 통행행태

있다. 따라서 어느 한 기점에서 다시 그 기점으로

와 젠더 이슈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고

되돌아오는 과정의 목적통행 또는 한 기점에서 다

찰하였다.

른 종점에 이르기까지 연계된 통행을 통행사슬이

첫째, 물리적 도시환경의 요건에 따라 달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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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자가용 통행행태는 토지이용-교통 연구분

로 통행을 세분화하였다. 하지만 도시 전반보다 단

야의 주요 주제이다. 특히 근린 내에서 자가용은

위를 좁혀 주거지와 근린환경을 연구하는 입장에

보행환경 악화, 교통사고, 주차난 등의 문제와 직

서는 통근통행 못지않게 비통근 통행도 연구적 중

접적으로 연결된다(Marshall and Garrick, 2012;

요성이 높아진다. 비통근 통행은 접근성과 보행성

De Vos et al., 2012; Krizek, 2003). 자가용 의

등 근린환경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Bhat,

존성은 다른 이동수단보다 편리하고 접근이 쉽다는

1997; Krizek, 2003). Chatman(2008)은 주거입

선택적 우위에서 시작된다. 자가용 이용자는 이동

지결정에 가구의 비통근 통행이 영향을 미치며, 그

수단 선택에 관한 고민 없이 무조건적·습관적 이용

중 근린 내 비통근 통행이 특히 높은 상관관계를

행태를 보일 때가 많다(Cullinane, 2003; Bamberg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도 비통근통행이 주거입지

et al., 2003; Walker et al., 2015). 자가용 의존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조윤성(2018)은

성을 줄이는 전략으로 거주지를 이사 혹은 재배치

자녀 학원통행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2순위는

하거나(De Vos et al., 2012; Bamberg, 2006),

아내의 통행이 높은 영향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보행친화적 주거지 계획을 꾀하고(Crane and

한편, 일상생활의 통행에서 통행사슬 개념도 중

Crepeau, 1998), 대중교통 공급을 늘려 자가용

요하다. 전통적 통행이론에서는 단일통행이 각각

수요를 대체하거나 보유를 억제하는 방법 등이 있

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따로 해석하였지만, 실제

다(Cervero, 2004; Renne, 2009).

일상생활에서는 연계된 일련의 통행사슬로 해석되

물리적 환경의 범위를 근린 단위로 작게 좁혀서

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Strathman and Dueker,

일상생활의 통행을 보려는 연구도 이어졌다. 대표

1994). 서울의 지역 조건에서 일어나는 통행사슬

적으로 Kitamura et al.(1997)은 San Francisco

을 다룬 추상호 외(2008)에 따르면, 다른 가구구성

Bay Area의 근린지역 5곳을 대상으로 세밀한 단

원보다 전업주부가 통행사슬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위에서 거주민의 3일간 통행일지를 작성하여 통행

높다. 다른 직업군에서는 통근 통행이 단일통행 형

행태를 연구하였고, Bagley and Mokhtarian(2002)

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전업주부는

은 근린지역의 유형을 나누어 각 유형에 따른 통행

통근 통행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데이터

행태를 분석하였다.

에 따르면 같은 목적의 비통근 통행에서도 다른 직
업군보다 통행사슬을 이룰 확률이 더 높았다.

둘째, 비통근 통행은 일상생활과 근린영역에 밀
접한 관련을 가진다. 통행행태와 관련된 기존 연구

셋째, 젠더와 통행행태의 관계에 관한 오랜 전

중 상당수는 통근통행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통을 가진 연구주제가 있다. 도시 거주 여성의 통

통근통행은 정규적이며 목적이 분명하고 주로 첨

행특성은 남성과 비교할 때 차이가 나며, 특히 직

두시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자동차 통행을 대체하

장 관련 통행의 제약에 관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

려는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Boarnet and

있다(Hanson and Johnston, 1985; Gustafson,

Sarmiento(1998)는 도시 단위에서 토지이용 정책

2006; Madden, 1981).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과 통행행태의 영향관계를 밝힐 때, 통근 통행을

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배경 아래 통행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초기 연구이며, 최근에

행태 역시 변화하고 있는 측면과 아직 과거 차별적

는 장재민(2017), 전명진 외(2011)가 통근통행을

통행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중적 상황을 다룬 연

기준으로 하되 더 작은 단위인 동 단위 O/D자료

구도 점차 늘어났다(Crane, 2007; Levy, 201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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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 외(2018)는 서울에서 남편보다 아내의 통근

유가 있다.

통행시간이 주거입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

첫째, 세밀한 지역 단위의 분석이 가능하다. 가

는 아내가 가정과 관련된 일로 집에 빠르게 돌아올

구통행실태조사에서는 통행 기종점이 행정동 단위

수 있어야 하는 현실적 상황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로 기록되며, 응답자의 거주지를 특정할 수 없다.

있다.

하지만 직접 모집한 응답자의 통행일지는 거주지
역, 주요 목적지, 통행별 기종점을 특정할 수 있다.
둘째, 구체적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가구통행실태조사도 응답자 표본의 사회경제학적
속성을 제공하지만, 이 연구가 원하는 수준의 집단

Ⅲ. 연구방법

을 특정하기 쉽지 않다. 7~10세의 자녀를 둔 전업
주부를 조사하기 위해 응답자를 직접 모집하는 것
이 더 정확한 방법이다. 셋째, 가구통행실태조사로

1. 통행일지 조사를 이용한 대상지 사례연구

얻을 수 있는 표본크기와 큰 차이가 없다. 가구통
이 연구는 일주일간 통행일지(travel diary)로

행실태조사의 전체 표본량은 1개 행정동당 평균

수집한 서로 다른 대상지에 거주하는 전업주부들

58.15가구이다. 인구총조사 기준 전체 가구 대비

의 자가용-비통근 통행을 비교한 사례연구(case

이 연구에 알맞는 7~10세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study)이다. 대상지 4개 지역, 전업주부 40명의 일

비율은 17.58%6)이다. 가구통행실태조사 표본 중

주일간 일어난 726회의 자가용 통행을 분석의 대

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1개 행정동당 평

상으로 삼았다.

균 10.22가구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통행일지로

통행일지 조사법은 이 연구가 파악하려는 특정

조사한 평균 10개 가구와 큰 차이가 없는 표본량

집단의 구체적 통행을 조사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

이다. 게다가 통행일지는 하루가 아닌 일주일간의

적 연구방법이다(Stopher, 1992; Axhausen et

통행을 기록하기 때문에 가구통행실태조사보다 수

al., 2002). 2000년대 이후 국가 단위의 통행설문

집할 수 있는 표본통행량이 더 많다.

(national travel survey)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

이러한 표본집단 설정에 따라, 이 연구의 결과

작하면서 개별 연구자의 통행일지 연구는 드물게

는 어디까지나 4개 대상지역의 통행특성에 한정된

이뤄졌다. 하지만 국가 통계가 갖지 못하는 세밀한

다. 4개 대상지역의 40명이라는 소수 표본에 국한

단위에서 통행행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된 방법론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행일지 조사는 유의미하다(Kang et al., 2018).

이를 도시 일반이나 비슷한 인구집단 전체로 해석
을 확대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가구통행실태조사를 5년 단위로 실
시하고 있어, 해당 자료를 활용하면 전국 단위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진행된다.

더 많은 표본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응답자를 모집하며, 통행일지

가구통행실태조사 대신 직접 응답자를 모집하여

를 기록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쳐 통행행태 분

일일이 통행일지를 수집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

석 후 대상지별로 비교한다.

6)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비율 × 미성년자 중 8~10세 인구비율 × 합계출산율 = 17.58% (인구총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일반현황 기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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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절차

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누었다. 첫째, 1970년대 이
전 토지구획사업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 둘째,

연구 대상지역 선정

198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형성된 공동주

▫근린영역 형성시기
▫근린영역 계획방식

택단지, 셋째, 1990년대 재개발된 초기 공동주택

⇩

단지, 넷째, 2000년대 이후 재개발된 공동주택단

통행데이터 수집과 처리

지 등 총 네 가지이다.

▫조사응답자 모집
▫통행일지 기록
▫데이터 처리

각각의 기준에 맞는 대상지로 마포구 성산동,
노원구 상계동, 성동구 행당동, 송파구 잠실동이

⇩

선정되었다. 4곳의 근린지역은 2만 명 내외로 비

자가용 통행데이터 분석

슷한 수의 거주민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토

▫이동시간
▫이동목적
▫이동거리

지·필지형태, 주택유형, 용도혼합 등에서 물리적
환경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2. 대상지역 선정
<그림 3> 대상지역 위치

주거환경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유
형화할 수 있으며, 이 연구는 도시형태와 물리적
환경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통행의 양상을 보기 위
해 형태적 주거유형을 기준으로 삼았다. 서울시의
주거환경은 대부분 단독주택을 전제로 계획됐지만,
주거지역이 고층화되고 상업용도가 침투했다. 주
거지가 형성된 지 20년에 걸쳐 주택이 건설되고,
이후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따
라서 주거환경 변화는 주거지 형성과 주택 건설·재
건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시기에 따라
당시의 주거지 개발 추세를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
1970~80년대는 다가구·다세대로 주택으로 재건

<표 1> 대상지역 구분

축되었고, 1980~90년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공동

성산
상계
행당
잠실
유형
택지개발 초기 재개발 후기 재개발
저층주거지
구분
공동주택지 공동주택지 공동주택지
면적
0.79
0.46
0.46
0.54
(㎢)
인구밀도
31,079
36,265
56,321
46,218
(명/㎢)
1964~ 계획:1965년
입주:1977년
형성시기
입주:1999년
재개발:2008년
1973년 입주:1988년
개발방식 토지구획
택지개발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평균경사
2~4도
0~2도
8도 이상
0~2도
주택유형 단독 다세대 고층아파트 고층아파트 고층아파트

주택단지가 들어섰다. 2000년대 이후에는 재개발
사업 열풍에 따라 더 고층화된 단지로 리모델링되고
있다(임창복·서기영, 2000; 김현태·남진, 2012).
연구 대상지역은 이와 같은 시기별 대표적 개발
방식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을 선정하였고, 서울시
내 인접하지 않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
기준으로 근린 형성시기와 계획방식 측면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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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응답자 선정

행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데이터는 2014년
과 2015년 2회에 걸쳐 북촌, 상계, 잠실, 성산, 양

근린 내 가장 많은 시간을 체류하며 다양한 통

재, 행당 등 여러 주거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에

행목적을 가진 인구집단을 피험자로 선정하고자

재학 중인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GPS 위치

했다. 매일 통근통행을 하며 일과 중 대부분의 시

기록과 통행일지 조사를 병행하여 일주일간(평일 5

간을 근린에서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직장인

일+주말 2일)의 통행경로와 통행시간, 통행수단

은 적절하지 않은 대상이었다. 노인, 전업주부, 미

그리고 통행목적을 수집한 자료이다.

취업청년 등 여러 집단 중 주부의 자가용 통행 수

조사 응답자는 일주일간(평일 5일+주말 2일)의

가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통행기록을 일지로 매일 작성하였다. 조사는 1차

전업주부의 생활반경은 자녀의 목적지와 밀접

2014년 10월 9일부터 20일까지, 2차 2015년 6월

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험자 선정 시 자녀의 생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

활반경이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였다. 선행연구에

다. 1차는 성산과 상계지역, 2차는 행당과 잠실지

따르면, 아동연령에 따라 외부 도시공간에서 활동

역의 통행일지를 수집하였다. 통행일지를 작성하

범위와 영역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7~9세의

기 앞서 일대일 사전교육을 진행해 기록방법을 상

초등학교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두 배 정도 외부 놀

세히 설명하였고, 응답자가 직접 수기로 기록할 때

이활동이 많았다(민병호, 1996; 박진희 외, 2016).

누락 혹은 착오를 막기 위하여 응답자 동의를 받아

따라서 초등학교 1~3학년의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GPS 경위도 데이터로 보완하였다. 일주일간 기록

통행이 더 왕성하고 다양하며, 자녀와 관련된 통행

이 끝나고 응답자에게서 통행일지를 수거할 때 사

역시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인터뷰를 실시해 불분명한 통행을 확인·수정하

이를 바탕으로 4개의 대상지역에서 초등학교

였다.

1~3학년 자녀를 가진 전업주부를 피험자로 모집하

통행일지로 응답자의 일주일간 통행과 응답자

였다. 피험자가 대상지 내에서 고루 흩어져있을 수

에 관한 일반사항을 수집하였다. 모든 응답자는 일

있도록 주거지의 위치를 고려하였다. 그 결과, 48

주일간 통행한 모든 경로를 1) 출발지와 목적지,

명의 응답자 중에서 성산지역 9명, 상계지역 12명,

2) 출발시각과 도착시각, 3) 통행수단, 4) 통행목적

행당지역 10명, 잠실지역 9명 등 총 40명의 전업

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응답자 개인의 1) 자택

주부의 통행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도포

주소, 2) 자녀 학교와 학원 주소지, 3) 자주 가는

기, 기록오류 등의 사유로 8명의 데이터는 분석에

일상생활 목적지를 지도상에 표시하였고, 4) 자가

서 제외하였다.

용 보유여부, 5) 가구소득수준, 6) 가구거주형태 등
일반사항을 수집하였다.

4. 데이터 수집: 통행일지 기록
5. 데이터 처리와 분석
이 연구는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가진 전업
주부 40명의 일주일간 통행일지를 조사하였다.

통행일지로 수집한 통행 총량은 1,823회였다.

1823회의 통행을 수집하였고, 726회의 자동차 통

통행수단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통행 726회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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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대상으로 삼았다. 자가용 소유가 아닌 자가용 이용
개념을 바탕으로, 직접 자가용을 운전한 통행과 타
인의 자가용을 빌려 탄 통행이 모두 포함되었다.
자가용 통행데이터는 피험자의 1주일간 이동

1. 이동시간

경로 데이터 중에서 자가용에 관련된 이동만 선별
하였다. 이때 자가용 관련 이동은 주부가 자가용을

통행 시간 관련 사항은 크게 소요시간, 빈도, 시

직접 운전한 통행과 타인의 자가용에 동승하여 탄

간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소요시간은 통행일지의

통행을 모두 포함한다. 즉, 이 연구는 자가용 소유

기록시간을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각 단일통행에

개념 대신 자가용 이용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서의 이동시간과 가정기반 통행사슬(Home-based

주부의 통행행태 분석은 연계통행을 중심으로

trip chain, 이하 H2H)을 기준으로 한 통행시간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통행 연구는 출발지-목적

을 구분하여 따로 계산했다. 통행빈도는 일주일 중

지로 이루어지는 단일통행을 기준으로 분석되지만

자가용을 이용한 날과 그 통행횟수를 분석 대상으

주부의 통행은 개별 단일통행의 목적과 시간이 서

로 삼았다. 통행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1시간 단위

로 연계되어 합리적 자가용 운행이 성립하는 특성

로 나누어 전체통행 대비 비율로 나타냈다.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걸어서 5분 거

전업주부의 자가용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

리에 있는 상가 카페에 가려고 굳이 운전을 하는

체로 15분 내외였다. 피험자는 일주일 동안 평균

비합리적 자가용 이용이 3시간 뒤 카페에서 자녀

2.9일, 9.1회 자가용을 이용하였다. 일주일 동안

초등학교로 이동하여 자녀를 태운 후 수영강습에

총 탑승시간은 2시간 44분, 자가용을 이용해 집에

데려다주고 마트에 가서 생필품 쇼핑까지 한 후 집

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통행사슬의 소요

으로 돌아왔다면 합리적 자가용 운행으로 간주할

시간(H2H 시간)은 11시간 37분으로 확인됐다. 대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연속되는 단일통행을

부분의 자가용 통행은 이동시간이 30분 이내로 분

연계통행으로 묶고, 연계통행 중에서도 집에서 출

석됐다. 특히 15분 이내 통행은 전체 통행 수의

발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가정기반 통

42.5%에 달할 정도로 빈번한 반면, 60분을 넘어가

행사슬(Home based trip chain)을 H2H (Home

는 장시간 통행은 전체 726회 통행 중 총 8번에

to home) 통행으로 명명하였다.

불과했다.

통행일지는 시간적·심리적·물리적 차원으로 나
누어 분석한다. 첫째, 시간적 차원에서는 일주일간

<표 2> 대상지별 자가용 이용 빈도

자가용을 타는 빈도와 이용일수, 통행당 운행시간,

성산

상계

행당

잠실

평균 이용일

1.33일
/주

3.0일
/주

3.5일
/주

3.5일
/주

평균 운행 수

2.78회
/주

10.67회
/주

10.6회
/주

10.5회
/주

1주일간 평균
운행시간

0시간
50분

2시간
41분

4시간
02분

3시간
20분

1주일간
평균
H2H 시간

3시간
38분

11시간
47분

15시간
47분

14시간
56분

하루 중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간대를 도출한다. 둘
째, 심리적 측면에서는 목적별 이동빈도를 따로 분
류하고 연구대상지별 이동목적을 분석한다. 셋째,
물리적 차원에서는 이동거리에 따라 구간을 나누
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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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동시간대 분포

2. 이동목적
자가용 이동목적을 기준으로 통행패턴과 요인
을 분석해보았다. 이 경우 이동목적은 목적지시설
의 용도와는 구분하여 분류된다. 예를 들어, 초등
학교는 시설 용도가 같지만, 자녀의 등하교 목적과
학부모 회의나 수업 참관 목적은 서로 다른 이동목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지별 차이도 뚜렷하다. 성산동의 주부는 자

이동목적의 분류기준으로 널리 쓰이는 것은 가

동차를 탄 날이 일주일간 평균 1.3일, 2.78회로 가

구통행실태조사의 통행목적 분류기준이지만, 여가

장 적게 나타났다. 상계와 행당, 잠실 지역은 자가

통행을 세분화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연구

용을 약 3일, 약 10.6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

에서 목표로 하는 근린 내 비통근 통행을 구체화하

다. 상계와 행당, 잠실지역도 통행시간을 기준으로

려면 더 상세한 생활목적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

살펴보면 대상지별로 특징이 두드러졌다. 통행횟

따라서 <표 3>의 이동목적 분류기준은 Stasko et

수는 비슷하지만 일주일 기준 평균 통행시간은 상

al.(2013)의 생활권 내 통행목적 분류기준을 바탕

계가 2시간 41분, 행당이 4시간 2분, 잠실이 3시간

으로 이 연구의 피험자 특징에 맞게끔 수정한 것이

20분으로 나타난다. 즉, 상계＜잠실＜행당지역 순

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에서는 ‘School Trip’을

으로 1회당 자가용 통행시간이 짧다. 일주일간 평균

목적의 하나로 분류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공부

H2H 시간도 역시 상계＜잠실＜행당지역 순으로

를 목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주부는 없었기 때문에

분석돼, 상계동보다 행당동의 주부가 더 오래 운전

제외하였다. ‘Journey to/from Work’ 같은 통근

하고 더 오래 집 밖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 관련 항목은 삭제하였고, 남편의 통근통행과

자가용 이동시간대는 비첨두시간에 더 많이 이

관계가 있으면 ‘배웅’ 혹은 ‘귀가’ 목적에 편입하였다.

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업주부의 자가용 통행은
9시부터 대폭 증가하여 13~16시의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였다. 9시부터 18시까지 일어난 통행은 전

<표 3> 이동목적 분류기준

체 통행의 86%에 달한다. 즉, 주부가 자가용을 주
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9시부터 18시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도로가 첨두시간인 7~9시, 18
~20시에 가장 혼잡한 교통상황을 보이는 것을 고
려한다면, 주부와 일반인의 통행시간대는 큰 차이
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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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통행일지 기록 예시

쇼핑

장보기, 쇼핑, 간식사기, 옷 고르기 등

의료

입원, 예방접종, 진료, 정기검진 등

돌봄

아이와 자전거 타기, 학교 데려다주기,
어린이집 데려오기 등

사교활동

친구와 점심약속, 결혼식 참석,
지인과 커피, 영화관람 등

운동/건강

수영, 테니스 레슨, 피트니스센터 등

종교

교회에서 신자 모임, 성당 미사, 절 등

귀가

귀가, 아이 데려오기 등

기타

차량 정비, 부업일 갖다주기, 짐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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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상지별 이동목적 비율

또한, ‘돌봄’이라는 이동목적이 다른 목적과 겹칠 때
는 ‘돌봄’을 우선하였는데, 이는 자녀와 자신의 통
행목적을 동일시하는 주부는 자녀 관련 목적통행
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어 아이
의 진료를 위해 주부가 병원을 방문했다면 ‘의료’
와 ‘돌봄’ 두 가지 이동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이 경우 아이에게 직접 해당하는 목적이라는 점에
서 ‘돌봄’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5>에서 나타난 목적별 이동 비율에서 볼
수 있듯이 귀가 통행(Back to Home)이 3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다음은 사교활동
19.4%, 돌봄 21.0%, 쇼핑 6.8% 순이었다. 종교,

<그림 6> 목적별 이동 비율

운동/건강, 의료 목적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동목적도 대상지별로 차이가 있다. 성산지역
은 쇼핑 목적통행이 20.0%로 다른 대상지보다 확
연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산지역 인근에 상
가가 없고 시장이나 대형마트 접근성이 다른 지역
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용 통행을 선호하는 것
으로 파악된다. 또한 성산지역은 귀가통행 비율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는 연계

으로 생각된다. 잠실지역은 보행·자전거를 이용한

목적지가 많지 않고 개별 목적지와 집 사이의 왕복

이동가능거리에 체육시설이 있고, 놀이터나 한강

경로가 많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따라서 성산에서

공원 같은 공공 공간(Open Space)도 다수 존재하

는 연계통행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할

기 때문에 자가용 통행이 일어나지 않았다.

수 있다.
상계와 행당, 잠실 지역은 공통적으로 돌봄 목
적 통행이 약 20%로 안팎으로 성산지역보다 높게

3. 이동거리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자가용을 타고 자녀
와 동행하는 경로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통행일지의 출발지-목적지(O/D) 위치와 도로

또한 상계나 행당지역보다 잠실지역에서 운동/

망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거리를 산출할 수 있다.

건강 목적으로 자가용을 타는 비율이 낮았다. 상계나

통행별로 계산된 이동거리를 구간별로 분류하여

행당지역은 자가용을 이용해 인근 구민체육센터

통계적으로 나타냈다. <그림 7>의 이동거리 구간

등에 찾아가는 빈도를 종종 보였지만, 잠실지역은

별 통행비율은 통행경로를 보행영향권인 800m를

1km 이내의 잠실실내체육관이나 제1수영장 등 공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분석한 이동거리 통행비

립체육시설로의 자가용 이동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율이다.

는 근린환경 내 체육시설 접근성이 영향을 미친 것

분석 결과, 대상지 구분 없이 이동거리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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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성산-상계 이동거리 구간별 통행비율 비교

성산-상계 지역을 비교한 것은 어느 지역이 다
른 지역보다 자가용-비통근 통행의 측면에서 우수
하다거나, 자가용-비통근 통행의 적정비율을 찾으
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대상지별
차이라고 보여주는 단계까지가 이 연구에서 기술
하고 있는 바이다. 이를 근린환경의 측면에서 어떻
게 해석할 것인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예시
하나를 여기에 적고자 한다. 예를 들어, 연구결과
를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용도혼합 측면에서 해석

<그림 8> 이동거리 구간별 통행비율

할 수 있다. 상계지역은 1970년대 전면철거 후 택
지개발사업으로 계획된 아파트단지로 주거동과 함
께 상가건물이 입지해 있으며, 대형마트나 구민체
육센터 등도 3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성산지역은 좁고 복잡한 골목길 사이에 저층 다가
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변에 상가건물이 존
재하지 않는다. 일일 생필품 구매가 주로 이루어지
는 망원시장은 약 1.5km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주부가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인 용산 아이파크

보면 0.8~1.6km 거리의 통행이 32.8%로 가장 많

몰은 5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이처럼 근

았다. 그다음은 0.8km 이내의 보행 가능한 근거리

린의 물리적 환경구조와 주요 목적시설의 거리에

통행이 26.9%였다. 1.6~2.4km 통행 역시 13.5%

따라 지역별 자가용 통행거리 비율에 차이가 나는

로 비교적 빈번히 나타났다. 5km 이상의 장거리

것으로 보인다.

통행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자가용뿐 아
니라 다른 수단을 모두 고려해도 비슷하다.
이동거리 구간별 통행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차

Ⅴ. 결론과 논의

이를 보이는 성산과 상계지역을 따로 비교하였다.
우선 0.8km 이내 보행영향권의 통행비율은 성산
지역(SS)이 3.3%로 낮게 나타난 반면, 상계지역
(SG)은 31.7%로 10배가량 높았다. 0.8km~1.6km

자동차 소유를 줄이고 수요를 대체하려는 오늘

구간은 모든 대상지에서 가장 높은 통행비율을 나

날, 계획이론은 보행과 대중교통의 비중을 높이는

타낸 구간으로 성산과 상계지역이 비슷하게 나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 계획기법의

났다. 이후 1.6~3.2km까지는 2개 지역 모두 자가

대표적 예로 근린주구 모형과 대중교통중심 개발

용 이용비율이 비슷한 감소추세를 보이다 3.2~

방식이 발전했다. 하지만 주부의 통행일지를 분석

4.0km의 중장거리 이동에서 성산지역의 통행비율

한 실제 생활 양상에서 자가용은 매우 중요한 수단

이 유독 높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다. 주부의 생활권 반경은 근린주구모델의 짧은
55

서울도시연구 제20권 제1호 2019. 3

보행영향권 내로 한정되지 않으며, 이들 역시 교통

두시간에 오히려 통행량이 적다는 것이 특징적이

수단 선택 시 보행과 대중교통만을 고집하지 않는

다. 또한 대표적 목적은 자녀 등하교 등의 돌봄과

다. 근린 내 보행환경 개선, 대중교통체계 구축, 근

쇼핑이었고, 자녀의 수업시간에 맞추어 통행 출발

린의 다양한 생활목적시설 혼합 등 계획이론에서

시간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통행이 여러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 상황이 형성되고 있는데도

목적지를 거치는 연계통행으로 이루어지며, 이러

불구하고, 자가용 통행은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주

한 생활양식은 지역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

요한 통행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타났다. 앞으로 환경적 요인과 통행행태 사이의 상
관관계를 연구하는 분석과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일상에서 자동차 통

어져야 할 대목이다.

행의 양태와 특성을 설명하였다. 서울시내 4개 주
거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40명의 통행일지를

근린에서 주로 생활하는 전업주부의 자가용-비

수집하여 자가용-비통근 통행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근 통행행태를 분석한 이 연구는 생활영역 범위

바탕으로 이동거리·시간·목적에 따라 기술하였다.

에 관한 이해와 함께 자가용 이용 수요 발생과 관

아직 논의의 여지가 남는 결과가 있다. 예를 들

련한 이동패턴과 지역별 차이를 도출했다는 점에

어, 근린 내부에서 보행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서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표본자료와 설명

여겨졌던 짧은 거리(800m의 보행영향권 이내)에

변수의 부족, 대상지 범위설정 등에서 오는 한계가

서 다수 발견된 자가용 통행이다. 이러한 통행의

있어 이 연구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대상지 4

빈도와 경로는 근린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개에 한정된 사례연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

다.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일상통행에서 벌어지는

의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

여러 상황과 조건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주부가 여

과 같다.

러 목적지를 연계하여 이동하는 경우, 개별 경로

첫째, 표본자료 수집방법을 통행일지가 아닌 가

위주로 움직이는 대중교통이나 택시보다 연계경로

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가구통행실태조

를 하나의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용 통행이

사 자료를 사용한다면 서울시 전체 행정동은 물론

더 유리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자가용 통행이

전국 단위의 통행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연

짐을 싣거나 동승자가 함께 탑승하는 것으로 분석

구에 알맞은 전업주부 그룹의 통행을 따로 추출하

돼 자가용의 실내공간 활용성 역시 자가용 통행의

는 것도 가능하다.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개

원인이 될 수 있다. 일상의 자가용 통행이 어떠한

행정동에서 얻을 수 있는 표본량은 비슷하지만, 4

수요에서 비롯되는지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개 대상지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전체 행정동 이

주부의 자가용-비통근 통행이 갖는 고유의 특

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서울

징도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울시내 전반적

의 모든 행정동을 대상으로 4300여 명의 하루치

통행은 통근통행의 비중이 높아 전업주부의 통행

통행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을 따로 고려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이 세컨드카

전반에 걸친 자가용-비통근 통행 양상에 관한 일반

의 주요 수요층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자

화된 해석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있다.

가용 통행이 갖는 특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험자의 사회적 특성은 배제하고 통행양

우선 주부의 자가용-비통근 통행은 9시부터 18시

상과 물리적 환경요인만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이에 대부분 이루어진다. 교통량이 가장 많은 첨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학력, 소득수준,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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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용 등 사회경제적 변수가 통행행태를 설명

조윤성·김기중·이창효, 2018, “학령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

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과관계를

구의 주거입지 특성 분석”, 서울도시연구, 19(4):
43~59.

추론하는 계량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창복·서기영, 2000, “도시주거지내 주거유형의 변화에 관

덧붙여 행정동 단위의 대상지 선정이 일상생활

한 연구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영역을 다루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Housing-Typology in Urban Residential Area)”,

근래 ‘생활권’이라는 범주로 실제 활동과 관련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16(11): 121~128.

근린영역을 도출하려는 시도가 있고, 2018년 발표

김현태·남진, 2012, “서울시 가구특성에 따른 생활권별 주

된 서울시 생활권계획 등이 일상생활 영역을 핵심

택 점유형태 및 유형 선택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

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

연구, 13(2): 155~173.
민병호, 1996, “주거단지 외부공간구조와 아동놀이-상계동

다. 향후 지역생활권 영역을 기준으로 통행행태를

2 개 단지 비교평가 (A Comparative Evaluation

분석하는 방법이 이 연구의 행정동 영역기준보다

of Site Designs and Childrens Outdoor

더 적합하게 일상통행을 다루는 방법이 될 것으로

Activities)”,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5): 39~50.

기대한다.

박진희·박현진·박소현, 2016, “아동 바깥활동 행태분석에
기반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보행전용 외부공간 해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2(9): 109~120.
Cervero, R., 2004, Transit-oriente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Experiences, challenges,
and prospects, 102 : 42~49,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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