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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특성이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이다은*·서원석**

The Effect of Residential Characteristics on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in Seoul
Daeun Lee*·Wonseok Seo**

1)
요약：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주거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
향을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로 구분해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점유 형태, 주택 유형, 최저
주거기준 미달과 같은 주거 특성은 무자녀 및 유자녀 가구 모두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유자녀 가구보다
는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사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무자녀 가구는 월세보다 전세나 자가에
거주할수록, 특히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자녀 가구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모두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경험할수록 출산 의사가 없을
확률이 높았으며, 주거 특성 중 유일하게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출산정책 수립 시 주거 안정성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기능 강화, 가구 구성에 따른 미
시적인 세부 정책 수립, 양호한 보육환경을 갖춘 양육 및 교육 친화적 주거환경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하였다.
주제어：저출산, 출산 의사, 주거특성, 주거환경, 주택정책
ABSTRACT：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residential characteristics on the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in Seoul.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idential characteristics
including occupancy type, housing type, and below the minimum residential standard affected the
childbirth intention to households with children and those without children. Second, i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hildbirth intention of households without children when living in jeonse or their own
homes rather than monthly rent and also living in an apartment. On the other hand, those factors did
not have any significance for the childbirth intention of households with children. Third, both types of
households had less childbirth intention when they experienced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It was the only residential characteristic that negatively affected childbirth intention to both household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ome policy implications such as the improvements of housing
stability and poor living environment, the establishment of micro-level policy according to the
household type, and the consideration of a nurturing and education-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KeyWords：Low fertility, childbirth intention, residential characteristics, residential environment, 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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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하고 있는데, 주택 및 주거 정책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서울시 역시 “2018 저출산 대응 시
행계획”을 마련해 주거 안정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

힘쓰고 있다.

율은 0.98명으로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싱가포르

하지만 2019년 서울시 보도자료2)에 따르면 출

(1.14명), 홍콩(1.07명), 대만(1.06명)보다도 낮은

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의 신혼부부는 결혼과 가정

수준이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1명 미만

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주거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의 국가가 되었다1). 저출산은 전국적으로 나타나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녀출산 및 양육에

는 현상이지만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더욱 낮은 출

있어 좁은 주거면적은 가족 단위의 ‘탈서울 현상’

산율을 기록하고 있다(임보영 외, 2018). 실제로

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 거주 신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혼부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과 적당한 크기의

기준 0.7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

집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다. 서울은 이미 2016년에 평균 합계출산율이 1명

서울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주거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17년에는 25개 모든 구

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월세에서

에서 1명 미만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저출

전세나 자가로의 주거 상향 이동을 어렵게 하고,

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여 주거

저출산 현상은 인구학적으로는 만혼화,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이수욱, 2016; 정유승, 2018;

으로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제 불안, 고용

이다은·서원석, 2019a). 이를 통해 결혼한 서울시

불안정, 주거비 부담, 사회문화적으로는 결혼 및

가구들은 출산하는 데 있어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성 역할 부담의 관행 등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으로 인한 결혼과 출산 지연 및 기피가 직접적인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전국에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천현숙, 2013). 이와 같은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다양한 요인 중 주거 문제는 출산을 억제할 뿐만

비해 심각한 주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아니라 결혼 시기를 늦추는 만혼화를 유발하여 결

점을 고려할 때 주거 문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

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혼여성들의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특히 밀접한

(이삼식·최효진, 2012; 천현숙 외, 2016; 이다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원석, 2019b).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이 처해있는 주거 특성과

정부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2006년

출산 의사 간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부터 3차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할 수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주거상황을 고려하지

1) “한국 '출산율 0.98명' 사상 최저…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나라”, 중앙일보, 2019년 8월 28일.
2) “서울시, ‘신혼부부 출발선’ 집 문제 해결…소득1억 미만 부부 모두 수혜”,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9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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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일부 특성만을 포함하였을 뿐, 저출산 문제

염지혜, 2013), 일부 연구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은

와 주거상황이 가장 열악한 서울을 중심으로 출산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정은희·최유석, 2013;

과 관련 있는 가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거 문제에

송유진, 2014).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하지 못했다. 또한, 물리적

출산에 있어 취업이나 경제활동 상태와 같은 경

특성과 관련하여 면적만을 주요하게 다루었을 뿐

제적 요인은 배우자인 남성이 취업하였거나, 임금 근

설비나 가구원 수에 따른 규모, 지하·반지하·옥탑

로 또는 고용주일 경우 여성의 출산 의사가 증가하

과 같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출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신인철, 2009; 송유진, 2014).

산 의사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여성

이에 본 연구는 서울을 공간적 대상으로 최저주

이 경제활동을 할수록, 취업해 있을수록, 자영업자

거기준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 특성이 기혼여성들

보다 임금근로자일수록 출산 의사가 낮아지는 것

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으로 나타났다(신인철, 2009; 신혜원 외, 2009; 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출산 경험에 따라 출

지혜, 2013). 다만 일부 연구는 취업한 여성일수록,

산 계획은 차별적일 수 있으므로, 기혼여성을 무자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일수록 출산 의사가 있다고 주

녀 가구, 유자녀 가구로 구분해 각 가구의 출산 의

장하였다(송유진, 2014; 이승주·문승현, 2017).

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바

가구 특성에 해당하는 자녀의 수는 기존에 자녀

탕으로 출산과 관련된 가구의 구성을 고려하여 서

가 있는 가구의 출산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울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 미시적인 주택 및 주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 의

거 정책의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사는 감소하였다(신인철, 2009; 염지혜, 2013; 송
유진, 2014; 이승주 외, 2017). 거주지역의 경우
천현숙 외(2016)는 수도권 또는 광역시 거주는 무
자녀 가구의 출산 의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Ⅱ. 선행연구 검토

지 않았으나, 유자녀 가구의 출산 의사에는 부정적
인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김은경·박신애(2019) 역
시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개인이 처한 인구

가 낮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회 그리고 주거 특성이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

주거 특성 또한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

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었는데, 대체로 점유 형태, 주택 규모, 주택 유형

면, 먼저 연령은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높아질수록

등이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먼저 점유 형태의 경

출산 계획은 없으나, 늦은 결혼으로 초혼 나이가 많

우 자가일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으면 출산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석,

며, 첫 자녀를 출산하거나 추가로 출산을 결정하는

2007; 신혜원 외, 2009; 우해봉·장인수, 2019). 교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

육수준은 높을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났다(이상림·이지혜, 2017; 이상포·노정현, 2017;

미치고 있었으나(신인철, 2009; 신혜원 외, 2009;

박서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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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모와 관련해 천현숙 외(2016)는 15평

나타나고 있는 서울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이하일 경우 자녀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모두

경험에 따라 가구를 구분한 뒤 점유 형태, 주택 유

출산을 연기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작

형, 노후도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은 규모의 주택은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주거 기준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태를 포함하는

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방 수를 통해 주택

주거 특성이 가구 유형별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규모를 파악한 곽윤철(2017)도 방 수가 많을수록

을 파악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즉, 주택 규모가 클수록 출산을 연기하지 않는다는

하였다.

사실을 파악하였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에 비해 다가구 주택에 거주
할수록 긍정적인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박서연, 2019). 이 외에도 주택 노후도는

Ⅲ. 분석의 틀

신혼부부 가구의 출산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천현숙 외, 2016; 이
상포·노정현, 2017).

1. 변수 및 기초통계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자가와 같은 점유 형태,
넓은 주택 규모 등과 같은 주거 특성은 첫 자녀 또

본 연구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IDS)의 원

는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격접근서비스(remote access service)를 통해 제

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연령, 결혼연

공하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해 실

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자녀 수 등도 중요한 영향

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요인임을 파악하였다.

의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전체 국민과

다만 기존 연구는 대체로 인구사회 및 경제적

주택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정책 수립 및

특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일부 주택 관련 특성과 출

개발에 활용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이다. 이 자료

산 의사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뿐, 주거 특성에 대

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 특성, 주택 특

한 포괄적인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는 것

성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으로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무자녀 가구와 유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

자녀 가구의 출산 의사는 차별적일 수 있음임에도

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가구 형태를 구분하지 않거

실증분석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25~39세에

나 첫 출산 또는 후속 출산 중 하나의 경우만을 분석

해당하는 기혼여성이면서, <표 2>의 최저주거기준

했다는 한계도 존재했다.

제 2조에 명시된 6개의 표준 가구 구성3) 중 1인 가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주거 문제가

구를 제외한 부부, 자녀, 노부모로 구성된 가구만을

3) 표준 가구 구성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총 22개의 가구 형태로 구분되어 있으나, 각 유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거 특성이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에는 총 865만 개의 표본

30,978개)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와 기초통

중 불완전 자료이거나 이상치를 제외한 46,302개

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 표본(무자녀 가구 15,324개, 유자녀 가구

종속변수는 혼인한 16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표 1> 변수설명 및 기초통계
무자녀 가구
구분
종속
변수

출산 의사

개
인 여성
특 경제
성 활동

남성
경제
활동

독
립
변
수

가
구
특
성

거
주
지
역
점
유
형
태

주
거
특
성

설명

주
택
유
형

앞으로 자녀를 낳으실 계획이 있습니까?
(0=없음, 1=있음)

단위

유자녀 가구

표준
표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편차
편차

더미 0.81 0.39

0

1

0.30 0.46

0

1

연령

여성의 연령

세 31.54 3.14 25

39 33.80 2.94 25

39

초혼연령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연령

세 29.20 3.02 17

39 27.90 2.89 17

38

교육수준

1=받지 않음,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교(2, 3년제),
6=대학교(4년제 이상), 7=대학원 이상

명목 5.71 0.87

1

7

5.59 0.9

1

7

전업주부
(참조)

0=전업주부 외, 1=전업주부

더미 0.27 0.44

0

1

0.52 0.5

0

1

임금근로

0=임금근로자 외, 1=임금근로자

더미 0.67 0.47

0

1

0.43 0.49

0

1

자영업

0=자영업 외, 1=자영업

더미 0.06 0.24

0

1

0.05 0.21

0

1

무직
(참조)

0=무직 외, 1=무직

더미 0.06 0.23

0

1

0.03 0.18

0

1

임금근로

0=임금근로자 외, 1=임금근로자

더미 0.84 0.36

0

1

0.83 0.37

0

1

자영업

0=자영업 외, 1=자영업

더미 0.10 0.3

0

1

0.13 0.34

0

1

-

-

1.47 0.57

1

3

자녀수

아동 수

다른 주택

타지 주택 소유 여부
(0=없음, 1=있음)

더미 0.10 0.3

0

1

0.15 0.36

0

1

도심권(참조)

0=도심권 외, 1=도심권

더미 0.06 0.24

0

1

0.05 0.21

0

1

동북권

0=동북권 외, 1=동북권

더미 0.28 0.45

0

1

0.31 0.46

0

1

동남권

0=동남권 외, 1=동남권

더미 0.21 0.4

0

1

0.21 0.41

0

1

서북권

0=서북권 외, 1=서북권

더미 0.12 0.32

0

1

0.11 0.31

0

1

서남권

0=서남권 외, 1=서남권

더미 0.33 0.47

0

1

0.32 0.47

0

1

자가

0=자가 외, 1=자가

더미 0.26 0.44

0

1

0.38 0.48

0

1

전세

0=전세 외, 1=전세

더미 0.54 0.5

0

1

0.48 0.5

0

1

월세
(참조)

0=월세 외, 1=월세

더미 0.20 0.4

0

1

0.14 0.35

0

1

아파트
(참조)

0=아파트 외, 1=아파트

더미 0.50 0.5

0

1

0.63 0.48

0

1

단독

0=단독 외, 1=단독

더미 0.22 0.41

0

1

0.15 0.36

0

1

연립/다세대

0=연립/다세대 외, 1=연립/다세대

더미 0.28 0.45

0

1

0.22 0.41

0

1

1=10년 이하, 2=11~20년,
3=21~30년, 4=31년 이상

명목 2.49 1.01

1

4

2.49 0.97

1

4

0=기준 충족, 1=기준 미달

더미 0.05 0.21

0

1

0.18 0.38

0

1

주택노후도
최저주거기준

표본 수

명

-

-

15,324

30,978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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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를 낳으실 계획이 있습니까?”라고 질

가구 특성인 자녀 수는 이전에 출산한 자녀 수

문한 내용에 대해 있음(1) 또는 없음(0)으로 응답한

에 따라 추가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항목을 통해 파악하였다. 결혼은 하였으나 자녀를

으로 판단되어 유자녀 가구 모형에만 포함하였는

출산한 경험이 없는 무자녀 가구의 경우 81%가 출

데, 평균적으로 가구당 1.5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

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자녀를 한 명이

로 나타났다. 다른 주택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

라도 출산한 유자녀 가구의 경우 무자녀 가구에 비

택 이외에 다른 가구원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해 2.7배 이상 낮은 30%만 출산 의사가 있는 것으

주택의 유무로 무자녀 가구는 약 10%, 유자녀 가

로 나타났다.

구는 15% 정도가 다주택 가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출산 의사에

거주지역은 서울의 5개 생활권역인 도심권, 동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특성, 가구 특

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으로 구분하고, 도심권

성과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주거

을 참조변수로 삼았다. 5개의 생활권역 중 서남권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개인 특성인 연령의

에 거주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고, 도심권이 가장

경우 무자녀 가구는 평균 31.5세, 유자녀 가구는

적었다.

33.8세로 유자녀 가구가 높았으나, 초혼연령은

마지막으로 주거 특성에는 점유 형태, 주택 유

29.2세, 27.9세로 무자녀 가구가 더 높은 것을 알

형, 주택 노후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포함

수 있다. 교육수준은 평균 4년제 이상 대학교 정도

하였다. 점유 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로, 주택 유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제활동 상태는 전업주부,

형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구

임금근로, 자영업으로 구분하고 전업주부를 참조

분하였으며, 각각 월세와 아파트를 참조변수로 사

변수화 하였다. 무자녀 가구는 임금근로자가 67%

용하였다.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모두 전세,

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가 27% 정도였지만, 유

자가, 월세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유자녀 가구의

자녀 가구는 전업주부인 여성이 52%, 임금근로자

자가는 38%, 월세는 14%인 반면, 무자녀 가구의

는 43%로 전업주부가 가장 많았으며, 두 가구 모

자가는 26%, 월세는 2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자영업이 가장 적었다. 배우자인 남성의 경제활

이를 통해 무자녀 가구는 유자녀 가구보다 월세의

동은 자료의 한계와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의 경제

형태로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

활동이 가구의 주된 소득일 경우가 높다는 점을 고

택 유형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가장 많

려하여, 기존 연구와 같이 가구 소득의 대리변수로

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가장 작은 것으로

사용하였다(신인철, 2009; 신혜원 외, 2009). 종사

파악되었다. 주택 노후도의 경우 현재 거주 주택의

상 지위에 따라 무직, 임금근로, 자영업으로 구분

건축 연한으로 10년 이하, 11~20년, 21~30년,

하고 무직을 참조변수로 삼았다. 무자녀와 유자녀

31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모두에서 임금근로가 80% 이상으로 가장 많

가구 모두 평균적으로 21~30년 정도 된 주택에 거

았으며, 자영업, 무직 순이었으며, 유자녀 가구의

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은 3%로 무자녀 가구(6%)보다 2배가량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경우 물리적 환경 측면에
서 주거 빈곤의 상태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주거 특성이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파악 가능한 기준인 주거면적 및 방 개수(제 2조),

서원석, 2019b). 무자녀 가구 중 5%, 유자녀 가구

설비기준(제 3조)은 <표 2>의 국토교통부(전 국토

중 18% 정도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경험하고 있

해양부)에서 2011년에 수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미

으며, 유자녀 가구가 무자녀 가구에 비해 3배 이상

달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관련 항목들이 자료에

높은 비율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

포함되어 있지 않아 파악이 어려운 구조·성능 및

으로 파악되었다.

환경기준은 기존 연구들에서 방열,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반지하, 지하, 옥탑 거주를 해당 기준 미달
로 판단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하였다(김동배 외, 2012; 박정민 외, 2015; 이다은·
<표 2> 최저주거기준
제 2조.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1
2
3
4
5
6

표준 가구 구성1)
1인 가구
부부
부부+자녀1
부부+자녀2
부부+자녀3
노부모+부부+자녀2

실(방) 구성2)
1 K
1 DK
2 DK
3 DK
3 DK
4 DK

총 주거면적(㎡)
14
26
36
43
46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 분리 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 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제 3조.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1)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2)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부엌
3) 전용 수세식화장실
4) 목욕시설(전용 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
제 4조.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1) 영구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출처: 최저주거기준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김비오(2019) 표-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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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3>과 같다. 이때
log      는 종속변수를, X는 독립변수를, β는

본 연구는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최저주거기준

계수를, α는 상수를 의미한다(성진욱·남진, 2016).

미달 등과 같은 주거 특성이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
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모형(binary logistic model)을 사용하였


log         ⋯  식(3)
  

다. 종속변수가 명목척도일 때, 연속형 변수를 종
속변수로 사용하는 선형회귀모델을 통해 분석할
경우 오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이라는 가정
충족이 어려워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이승주 외,
2017; 이다은 외, 2018). 따라서 종속변수가 2개
또는 3개 이상의 범주를 가질 때는 선형관계를 가
정하는 선형회귀가 아닌 S자 형태의 로지스틱함수
를 가정하는 로지스틱모형을 사용해야 한다(이희

로지스틱모형에서는 계수 값뿐만 아니라 승산
비(Exp(B) 또는 odds ratio)를 통해서도 결과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승산비는 독립변수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사건이 일어날 확률, 즉 출산 의사가 없을 확률에 대
비한 있을 확률을 의미한다(이희연·노승철, 2013).
따라서 승산비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출산 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출산 의사가

연·노승철, 2013).
실증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추가 출산 계획

없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에 대한 응답이 ‘있음’ 또는 ‘없음’과 같은 2개의
범주를 가지므로, 이변량 변수일 경우에 사용하는
이항로지스틱모형을 사용하였다. 이항로지스틱모
형은 독립변수(X)에 따라 종속변수가 1일 확률을
구하는 것으로, 이때의 발생확률(p)은 최소 0에서

Ⅳ. 주거 특성이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분석

최대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게 된다. 종속변수가 1
일 때 확률은 <식 1>을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함
수 형태는 <식 2>와 같이 비선형 형태의 회귀식으

본 연구는 이항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하여 주거

로 추정할 수 있다(이환길·김기홍, 2012; 김리영·

특성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

서원석, 2016).

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기혼여성 중에서도 첫째
자녀 출산인지 둘째 자녀 이상 출산인지에 따라 출

           
exp   
        
  exp   

식 (1)

산 의사가 달아질 수 있으므로(김정석, 2007; 박수
미, 2008), 출산 경험이 없는 무자녀 가구(모형 1)

식 (2)

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유자
녀 가구(모형 2)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여기서 로짓(logit) 변환을 통해 S자 형태의 로

분석모형 적합도의 경우, 두 모형 모두 상수항

지스틱 곡선을 직선의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데,

만 포함한 상수모형보다 독립변수를 모두 포함한

주거 특성이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최종모형의 –2로그우도 값이 감소한 것을 통해 실

에서만 유의미하였으며,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증분석에 사용한 독립변수가 무자녀 가구(모형 1)

출산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와 유자녀 가구(모형 2)의 출산 의사를 유의미하게

결과는 기존 연구(Brodmann et al. 2007; 류기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Pseudo R2인

철·박영화, 2009; 송유진, 2014)에서 언급한 바와

Cox&Snell R2 및 Nagelkerke R2의 경우, 무자

같이 높은 교육수준이 소득을 증가시키는 소득효

녀 가구는 0.08-0.12, 유자녀 가구는 0.25-0.36

과(income effect)로 인해 첫 자녀 출산에 긍정적

로 독립변수에 의해 종속변수가 비교적 충분히 설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중공선성

여성의 경제활동의 경우, 유자녀 가구는 모두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은 모두 10 이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무자녀 가구는 임금근

하로 변수 간 과대추정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

로와 자영업일수록 전업주부보다 첫 자녀 출산에

었다.

대한 의사가 감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참여와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였다고

<표 3> 분석모형 적합도
구분
상수모형
최종모형
카이제곱
우도비 검정
자유도
유의확률
Cox&Snell
Pseudo R2
Nagelkerke
-2로그우도

하더라도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역할이 큰 부분으
무자녀 가구
(모형 1)
14,813.559
13,612.394
1,201.165
18
.00
0.08
0.12

유자녀 가구
(모형 2)
37,692.078
28,612.665
9,079.413
19
.00
0.25
0.36

실증분석 결과, 먼저 인구 특성의 연령, 초혼 연
령은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모형 모두에서 유
의미하였으며, 출산 의사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모두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초혼 연령이 높을수록 기
존 연구와 같이 출산에 대한 의사를 더 가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은기수, 2001; 김정석, 2007; 신
혜원 외, 2009). 이는 연령의 경우 여성의 가임 가
능 기간과 관련된 요인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
임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며(송유진, 2014), 초혼
연령의 경우 늦은 결혼을 만회하기 위해 출산 시기
를 앞당기는 따라잡기 효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
다(도난영·최막중, 2018). 교육수준은 무자녀 가구

로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일수록
출산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한유미·곽혜
경, 2004; 신혜원 외, 2009). 이와 더불어 경제활
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출산 이후 높아진 복귀장벽 및 임금손실 등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
으로 보인다(김지경·조유현, 2003; 김종숙·이지은,
2012).
배우자인 남성의 경제활동의 경우, 기존 연구결
과와 같이 배우자가 무직보다 임금근로 또는 자영
업에 종사할수록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이 증가하
여 여성의 출산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인철, 2009; 신혜원 외, 2009; 송유진, 2014).
무자녀 가구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이 출
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반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산에 있어 여성의 일·가정 양립 및 고용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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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특성인 자녀 수의 경우 많아질수록 출산

도출하였는데,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의사가 없을 확률이 높았는데, 승산비가 7.8배4)로

주택가격과 소득이 높은 도심권에 거주하는 무자

가장 높아, 기존 양육 자녀가 출산 의사를 감소시

녀 가구는 출산을 연기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판단된다.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반대로 유자녀 가구의 경우 도심권에 거주할 때

보이는데,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기존 자녀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와 동일한 교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가구의 한계

자녀 양육에 있어 가정의 역할은 축소되고 사회적

비용은 감소하지 않고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다.

책임이 커지고 있어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

이 경우 가구는 교육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설 접근성이 좋을수록 후속 출산 계획 확률이 높

출산과 교육 중 기존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

아지게 되는데(김은경·박신애, 2019), 서울 도심권

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은 문화시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지역5)이라는

출산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ecker

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and Lewis, 1973; 이승주 외, 2017). 다음으로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 이

현재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을수록 첫

후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 근린지역에

출산과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

서 이용 가능한 양육 시설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

로 확인되었다. 주택은 가구의 자산으로 자산이 다

을 시사하고 있다.

자녀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김

이와 더불어 출산장려금도 첫 자녀와 다자녀 출

은정 외, 2011)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허만

보인다.

형, 2020), 도심권은 1명의 자녀를 출산했을 때 평

거주지역은 무자녀 가구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

균 20만 원으로 다른 권역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정할 때 도심권 거주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가 가장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수에 따라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성용(2009)

73만 원(2명), 133만 원(3명), 183만 원(4명)으로

은 소득이 높을수록 첫 자녀의 출산 의사가 감소

5개 권역 중 가장 높으며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

하고, 박서연(2019)은 지역 평균 주택가격이 높을

다.6)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같은

수록 신혼부부의 출산 확률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4) <표 4>의 자녀 수 승산비(0.128)는 출산 의사가 없을 확률 대비 있을 확률로, 출산 의사가 있을 확률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변수의
계수 값이 음수(-)로 출산 의사가 없을 확률이 높으므로, 출산 의사가 없을 때의 승산비를 구하기 위해 기존의 승산비에 역수(1/0.128)를 취
하여 계산하였다.
5)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권역생활서비스시설 분석에 따르면, 도심권은 서울시 지표값(1.14) 대비 8배 이상 높은 8.98로 전반적으로 많은 문
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6)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각 지역 및 자녀수별 출산장려금을 파악하여 권역별로 평균을 계산하였다. 동북권(1명-10만 원, 2명-34만 원, 3명-70
만 원, 4명-131만 원), 동남권(1명-18만 원, 2명-40만 원, 3명-75만 원, 4명-150만 원), 서북권(1명-10만 원, 2명-35만 원, 3명-73만
원, 4명-150만 원), 서남권(1명-11만 원, 2명-40만 원, 3명-97만 원, 4명-174만 원)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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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증분석 결과
무자녀 가구(모형 1)

구분
상수항

개인

가구

B

Wald

Exp(B)

B

Wald

Exp(B)

1.580***

25.162

-

5.098***

456.109

-

연령

-0.241***

734.520

0.786

-0.251***

1,505.51

0.778

초혼연령

0.211***

536.030

1.235

0.182***

765.060

1.200

교육수준

0.098***

14.123

1.103

0.014

0.583

1.014

여성의
경제활동

임금근로

-0.168***

10.953

0.845

-0.024

0.603

0.976

자영업

-0.277***

8.530

0.758

0.066

0.841

1.068

남성의
경제활동

임금근로

0.46***

29.238

1.584

0.07

0.790

1.073

자영업

0.566***

28.282

1.761

0.159*

3.307

1.172
0.128

거주
지역

점유
형태
주거

유자녀 가구(모형 2)

주택
유형

자녀수

-

-

-

-2.054***

2,494.77

다른주택

0.321***

17.093

1.379

0.091**

4.717

1.095

동북권

0.366***

15.780

1.442

-0.162**

5.248

0.850

동남권

0.346***

13.119

1.413

-0.178**

6.000

0.837

서북권

0.013

0.018

1.013

-0.196**

6.256

0.822

서남권

0.273***

9.140

1.314

-0.188***

7.220

0.829

자가

0.337***

25.102

1.401

-0.02

0.174

0.980

전세

0.366***

42.600

1.442

0.052

1.389

1.053

단독

-0.204***

10.597

0.815

-0.024

0.261

0.976

연립/다세대

-0.113**

4.117

0.893

0.053

1.937

1.054

주택노후도

0.027

1.338

1.027

-0.022

2.014

0.978

최저주거기준

-0.179*

3.444

0.836

-0.086*

3.728

0.918

p<0.1(*), p<0.05(**), p<0.01(***)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보고

출산에 대한 의사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자 한 주거 특성에 있어서 무자녀 가구는 주택 노

를 통해 주거 안정성이 첫 자녀 출산을 위해 가장

후도를 제외한 모든 특성이 유의미하였으나, 유자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녀 가구는 최저주거기준만이 출산 의사에 유의미

있었다.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

주택 유형의 경우 무자녀 가구는 아파트보다 단

거 특성은 유자녀 가구보다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

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할수록 첫 자

사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

녀 출산에 대한 의사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

을 확인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자녀

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생활환

가구는 기존 연구와 같이 월세보다 전세 또는 자가

경의 편리성과 양호한 보육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에 거주할수록 출산 의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여겨지는데(이상포·노정현, 2017), 다른 주택 유형

(천현숙 외, 2016; 이상림·이지혜, 2017), 주택 특

에 비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편리성 및 교육환경이

성 중 승산비가 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

즉, 주거 불안정이 높은 월세에 거주할 경우 첫 자녀

단된다. 이와 관련해 장진희·박성준(2015)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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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에 있어 아파트가 더 선호된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 동일한 개인, 가구, 주거환경에 놓여져 있다

바 있는데,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현상을 잘 설

고 해도 출산 의사에는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명하고 있다.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모두 최저주거기준

면, 도심권에 거주할수록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사

미달을 경험하고 있을수록 출산에 대한 의사가 없

는 낮았으나, 반대로 유자녀 가구의 출산 의사는

을 확률이 높으며, 주거 특성 중 유일하게 자녀 유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 출산의 경우 지역

무와 관계없이 출산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의 높은 주택가격이, 다자녀 출산의 경우 자녀 양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주거기준

육에 도움이 되는 문화시설의 접근성 등이 원인으

미달이나 지하, 반지하, 옥탑방과 같은 여건은 기

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적인 주거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구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주거 특성의 경우 자녀

적인 노력만으로 개선에 한계가 있으며(이다은·서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원석, 2019b), 열악한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세대

무자녀 가구가 더 많은 주거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내에서 재생산, 세대 간 전이될 가능성이 커 자녀

받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거 특성 중 무자녀 가

를 부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에 대한 우려(박

구는 월세보다 자가나 전세일수록, 아파트에 거주

문수, 2000; 임세희, 2010; 박신영, 2012)가 반영

할수록 출산 의사가 있었던 반면, 유자녀 가구는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저출산 문제 해

주택유형이나 점유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소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에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

않았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같은 열악한

개선과 관련된 정책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주거환경은 주거 특성 중 유일하게 자녀 유무에 상

할 필요가 있다.

관없이 출산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첫 자녀 출산에 있어서는
편리한 생활환경, 보육환경 등과 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와 주거 안정이, 다자녀 출산에는 있어서

Ⅴ. 결론 및 시사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을 대상

산장려금,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 삶의 질 개선,

으로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로 구분해 주거 특

성 평등 확립 등을 통해 출산을 유도하고자 노력하

성이 각 가구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로

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은 장기

지스틱모형을 이용해 파악하였다.

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 감소의 시점은 앞

실증분석 결과,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7) 이러한 측면에서

7) “끝이 안보이는 저출산 쇼크... 5년내 인구감소 현실화 우려”, 동아일보, 2018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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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적 측면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구축되어

동 탄력성 확보뿐만 아니라 현재 처해있는 열악한

있는 관련 자료들이 없어 더 미시적인 분석을 하지

주거상황의 개선이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

못했는데, 향후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한 실증분석

으므로, 기존 저출산 정책의 범위를 주택 및 주거

이 이루어진다면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주거와 출산 의사의 관계를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의 경우, 세부적인 주거 특성이 출산 의사에 미치
는 영향들이 상이하므로 출산 관련 주택정책에 있
어 가구 구성에 따른 차별화된 주택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첫 자녀 출산을 위해서
는 주거 안정성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다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상태 개선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택정책에 있어 주거 안정성과 열악
한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즉, 주택공급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과 같
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의 완화, 월세
에서 전세나 자가로의 주거 상향, 최저주거기준 미
달 주택에서 양호한 주택으로의 이동 등 주거 문제
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를 위해 양
육 및 교육 친화적 주거환경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거주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양육 관련 시설을 확대 입지시키거나, 주택 공급시
보육 시설을 같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 시설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자
녀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므로 시설의 질적 수
준 제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 의사에는 가치관, 가구 소득, 아동의 개인
특성, 주거비 부담 등과 같이 더욱 다양한 요인이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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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층의 밀집지역에 따른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박보람**·하재영***

Geographical Accessibility of Seoul Youth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s according to the Concentrated Areas of Youth*
Boram Park**·Jae-young Ha***

1)
요약：이 연구는 서울시 청년의 거주 및 생활인구수를 기반으로 청년고용복지서비스 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을 분석하려
고 파이썬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자치구별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간극(Gap)을 시각화하였다. 분석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서울특별시 청년 및 청년 고용복지서비스의 자치구(행정동)별 분포 시각화를 실시하였으며, 표준화(최대-최소 정규
화) 및 가중치 적용으로 청년인구/청년고용복지서비스 밀집지역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 밀집지역 및 고용복지서
비스기관 분포지역을 기반으로 도출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간극(Gap)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관악구, 송파구, 강서
구, 강동구, 은평구 순으로 확인됐으며, 하위 5개 지역은 성북구, 종로구, 도봉구, 성동구, 마포구 순으로 분석됐다. 이러
한 연구 결과는 자치구별 청년 거주인원 수와 청년고용복지서비스기관 분포가 서로 미스매치(Mismatch)되어 있는지 검
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서울시 청년의 실제 거주 및 주된 생활반경(자치구)에 기반을 둔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제공 효과성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 효용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및 서울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기관 간 연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결과를 서울시 자치구별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격차 최소
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끝으로 앞으로 연구를 위해 청년인구수 외 다양한 청년고용복
지서비스의 접근성 영향요인 고려와 분석데이터 범위 확대, 지리적 접근성 외 다각도의 서비스 접근성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 수행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서울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지리적 접근성, 대학일자리센터, 청년공간, 일자리카페
ABSTRACT：Based on the population living in Seoul, this study visualized the gap between youth and youth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s by districts using Python, for analyzing the geographical accessibility of
Seoul youth employment welfare services. The visualizations of youth and youth employment welfare
services in Seoul were conducted, and the districts where youth population/employment welfare services
were concentrated were derived. The top five areas with high gap were followed by Gwanak-gu, Songpa-gu,
Gangseo-gu, Gangdong-gu, and Eunpyeong-gu, while the bottom five were followed by Seongbuk-gu,
Jongno-gu, Dobong-gu, Seongdong-gu and Mapo-gu. Policy suggestions first, it needs to check the
effectiveness of providing youth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s based on the living youth population of
Seoul. Secondly, In order to enhance service utilit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ink between online and
offline services and link among youth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 institutions in Seoul. Third, the
results should be used as basic data to minimize the gap between youth and youth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s of districts. Finally, to consider the factors influencing accessibility of youth employment welfare
services, to expand analysis data, and to examine other dimensions of accessibility were suggested.
KeyWords：Seoul Youth Employment Welfare Service, Geographical Accessibility, University Job Center,
Youth Zone, Job Cafe

*이 논문은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이 주최한 「2020 서울연구논문공모전」에 응모한 논문입니다.
**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박사수료(Ph D. Candidate, Dept. of Agricultural and Vocation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
***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Ph D. Student, Dept. of Agricultural and Vocation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 교신저자
(E-Mail: chal0060@snu.ac.kr, Tel: 02-88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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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친목 등 커뮤니티 활동 비율이 높아 사회적 참여욕
구가 높다는 역동적인 특징도 동시에 보고되고 있
다(김선기 외, 2019). 이를 볼 때, 청년 고용복지서

국내 청년들은 N포 세대라고도 지칭될 정도로,

비스가 청년이 단순한 일자리 ‘지원 대상’이 아닌

일자리, 교육, 주거, 사회적 관계 등 기본적인 삶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역할을 담당

영위가 취약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10.7%를 기록

서울시는 청년의 자립적인 삶 지원을 위하여 청

했으며(통계청, 2020. 06. 30), 청년 확장실업률1)

년 친화적이고 접근성 높은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

도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최대치인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① 활동(설자

26.0%까지 증가하여, 국내 청년 4명 중 1명 이상

리), ② 노동(일자리) ③ 주거(살자리), ④ 공간(놀자

이 자신을 실업자라고 느끼고 있다. 2012-2016년

리) 등 4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청년정

간 국내 청년층 우울증 환자수 연평균 증가율이

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서울특별시, 2020), 지

4.7%로 전체 세대 평균 증가율 1.6%보다 3배 가

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

까이 월등하게 나타날 정도로 청년층은 심리적 건

한 조례｣(2018. 03. 22. 시행)를 제정하였다. 이는

강 문제도 겪고 있다. 이처럼 청년기에 겪는 장기

이직 및 취·창업준비 청년, 경력단절 청년여성,

간의 실업경험은 단순히 일자리 상실을 넘어 역량

NEET 청년 등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에게

수준, 고용가능성, 행복감, 건강에 이르기까지 부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재충전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문희, 2015).

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

그렇다면 서울시 청년의 삶은 어떠할까? 서울시

도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기

청년실업률은 2014년 10.4%로 증가하여 최근까지

반으로 일자리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

1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김진하·황민영, 2019).

러스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외에 서울시 자치구별 청

서울시 비경제활동인구 316만 3천명(2017년 하반

년에게 보다 더 친숙한, 접근성 높은 청년공간을 신

기 기준) 중, 15-39세 청년이 123만 3천명으로 약

설 및 확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39%를 차지하며, 활동상태별로 청년 비경제활동

청년 고용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은 좀 더 깊게 들

인구를 분류한 결과 ‘쉬었음’이 가장 큰 비중을 차

여다보면 ‘지역 격차 없는 접근성(accessibility)’

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가구의 73.2%가 서울시 평균 소득 이하라는 통계

(2019)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고용

수치에서 서울시 청년들의 열악한 고용-복지 상황

복지플러스센터가 98개에 불과하여 국민의 고용서

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청년은 고학력자 비

비스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모든 지역

율이 높고, 평생학습 등의 자기계발 욕구와 스터디,

에서 향후 1시간 이내 고용서비스 창구를 찾을 수

1) 확장실업률(%)은 실업률 산정 대상을 비경제활동인구 등으로 확장하여 구직 청년층의 실제 체감도를 반영한 고용보조지표 중 하나로서,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으로 산출된다(통계청 2020년 12월 고용동향).

서울시 청년층의 밀집지역에 따른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있도록 고용서비스 접점(Contact point) 확대 계

지리적 접근성 연구는 연구 대상 및 접근성 측

획을 밝혔다. 청년공간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

정 방식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연구대상

되는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으로서, 다양한 청

측면에서 지리적 접근성 연구는 노인층 등 거동이

년들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자

불편한 서비스대상자에 초점을 두어 전반적인 생

치구에만 위치하고 있으며, 자치구 내 외각에 위치

활인프라(의료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등), 노인복

하는 등 지역별 거주 청년들의 실질적인 유입 및

지시설의 지리적 접근성 분석이 이뤄졌다(장수지,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청년허

2017; 마시현 외, 2018). 접근성 측정방식 측면에

브, 2017).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재학생뿐 아니

서 보면, 장수지(2017)는 도보로 인한 서비스기관

라 졸업생 및 지역 내 청년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

접근에 걸리는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노인복지시설

대하였으나, 지리적으로 대학 내 부지에 위치하고

의 지리적 접근성을 측정했으며, 유해연·박연정

있어 주된 이용자가 재학생에 한정되어 현실적으

(2019)은 서울시 소재 청년센터 10곳의 지리적 위

로 특정 청년 고용서비스 기관이 통합된 서비스를

치, 공간 구성,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정진철 외, 2018).

으나, 서울시 청년고용복지서비스기관의 일부만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국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점과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내·외 청년 고용복지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비 청년공간의 지리적 접근성 분석까지는 나아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가지 못했다는 연구방법 측면의 한계를 지닌다.

진행되고 있다. ICT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에 보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도시행정 측면에서 서

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는 청년들의 특성을 청년

울시 청년들의 거주 및 생활인구수를 기반으로 청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년고용복지서비스 기관들의 지리적 접근성 분석을

는 게 핵심이다(CEDEFOP, 2018). 핀란드의 TE-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① 서울시

Service, 스톡홀름 대학교 등 유럽에서는 ICT를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어디(Where)에서 살고, 활동

활용하여 지역 격차 없이 청년들이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가?, ② 서울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기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

들은 어디(Where)에 위치해있는가?, ③ 서울시 청

리적 서비스 격차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정책이

년 고용복지서비스의 지역별 지리적 접근성은 어느

나 서비스에 대한 초기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오

정도인가? 이다. 연구질문을 풀어내기 위해 세 가

프라인 서비스로의 유입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

지의 접근방식을 취했다. 첫째, 서울시 자치구별(및

다(고재성 외, 2019). 대면 서비스는 비단 취업정

동별) 청년층의 분포를 분석하여, 청년층 밀집지역

보 획득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을 제시하였다. 둘째, 서울시 주요 청년 고용복지서

맞춤형 서비스(취업, 심리, 주거 등 종합 상담)와

비스 기관들(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또래들과의 사회관계망 형성과 자유로운 활동을

청년센터, 일자리카페)의 지리적 분포를 분석하여,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볼 때,

자치구별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분포를 도출했다.

종합적인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이다.

셋째, 청년 밀집지역과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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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점수 격차를 활용하여 서울시 청년 밀집지

(2017년 하반기 기준) 316만 3천명 중 15~29세

역 및 고용복지서비스 분포지역 간 간극(Gap)을 도

인구가 93만 7천 명, 30~39세 인구는 29만 6천

출하였다.

명으로 나타나 서울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가 높

이 연구가 청년정책 및 고용복지서비스를 선도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김선기 외, 2019). 서울

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자치구별 청년

시 청년들이 첫 취업2)까지 평균 43.0개월이 걸리

인구수를 기반으로 고용복지서비스기관의 지리적

며, 첫 취업 후 자발적 이직을 전체의 87.4%가 경

접근성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서울시 청년정책 수

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이직의 주된 이유는

립에 있어, 일자리 및 프로그램 운영 관점을 넘어,

근무조건 불만족, 적성 불일치, 보수, 승진 불만,

도시행정차원의 접근성 관점에서 지역별 격차 없

직장, 직무 전망 부재 등이라고 응답했다(김진하·

는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연구로

황민영, 2019).

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 청년들의 불
안정성과 주체성이 공존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가
구 중 48.1%가 1인가구였으며, 청년가구의 73.2%
가 서울시 평균 소득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Ⅱ. 서울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들 이 5명 중 1명꼴로 학자금, 생활비, 주거비 등의
대출 경험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는 청년들의 불
안정한 금융현황을 보여준다(금융위원회, 2017).
그러나 서울시 청년들은 고등교육과정 이상을 이수

1. 서울시 청년의 특성

한 비율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교육의 목
적을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49.0%)’, ‘능력과 소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고

질 계발(35.4%)을 위해’ 라고 인식하는 청년들의

용과 복지(주거, 금융, 교육, 사회 참여 등) 현황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울 청년들은

어떠할까? 고용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 청년들의

감정적·심리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44.5%가 친구

사회 이행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안정한 모습을

를 통해 대처하며, 꿈을 실현하는 데에 ‘좋은 사람

띄고 있다.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가 2008년 492

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변미리

만 2천 명에서 2017년에는 512만 6천 명으로 증

외, 2018).

가되었으나, 15-29세의 청년 취업자 수는 2008년

종합해보면, 서울시 청년들은 복합적이고 불안

101만 7천 명에서 2017년에는 87만 1천 명으로

정이며, 장기적인 고용과 복지 차원의 생애과업을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서울시 비경제활동인구

직면하고 있으며, 교육과 사회참여 욕구가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들의 원활한 사회

2) 첫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은 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생애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학교 졸업 또는 중퇴 시점에서 근무시작 시점까지
를 계산하여 산출함(김진하·황민영, 2019).

서울시 청년층의 밀집지역에 따른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로의 이행을 돕기 위해서는 고용 중심의 서비스만

취업상담 및 스터디룸 등을 설치하는 등 청년 특화

이 아니라 주거, 금융, 교육, 심리상담, 사회참여에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한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서

고용노동부의 지원 아래 대학 내 설치되어 대학 재

비스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사회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진로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공간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공공, 대학 등에 위탁을 통

2. 서울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기관 현황

해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일자리카페는 공공기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청년들의 다양한 고용

및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스터디카페, 공유공간

복지 차원의 과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coworking space) 등과 연계하여 기관수를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용복지 통합서비스기관 확

함으로서 이용대상이 청년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

충 및 서비스 연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일자

간이용료가 유료 및 일부 무료로 제공되는 등 기관

리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차원

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서 전국적인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

또한, 이들은 운영주체, 제공 프로그램, 주요 대

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① 활동(설자리), ② 노동

상자, 서비스 비용 측면에서 차이를 지닌다(<표 1>

(일자리), ③ 주거(살자리), ④ 공간(놀자리) 등 4개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청/고용센터에서

분야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기본계획

취업지원 및 실업급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시, 2020)을 기반으로 접근성 높은 청년 고용

있으나 서비스대상이 전 연령층을 포괄하고 있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

청년만을 위한 특화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들에게 다양한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무중력지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취업지원 뿐 아니라 활동 공간을

라는 청년공간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였고, 청년

제공하고 있으나, 대학교 재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 및 취업상담과 취업스터디

있어, 졸업 후 취업준비생 및 청년 NEET, 경력단

등 활동이 가능한 공간 제공을 위해 민간기업, 공공

절여성 청년 등 모든 청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기관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일자리카페를 2016년

어려웠다. 서울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터 확충하여 제공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

13개 중 7개 대학을 거점형으로 지정하여, 타 대학

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공간, 일자리카페는 서비

학생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2018년부터 운

스대상에 청년을 포함하며,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

영하고 있다. 청년공간은 고용청/고용센터, 지방자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

치단체, 민간기업 및 단체 등 개별 기관에 따라 운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영주체가 다르게 나타나며,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구

하지만 다양한 청년커뮤니티 활동과 공간 제공 서

직자 및 실업자의 고용, 복지 one-stop 서비스를

비스 특화공간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관과 차별화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일부 센터에서 청년들을 위한

된다. 대면 서비스는 서울시 청년들의 고용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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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울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주요 기관 비교
구 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공간

일자리카페

설립연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6년도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구분

프로그램 제공
기관수/전체 기관수

프로그램 제공
기관수/전체 기관수

프로그램 제공
기관수/전체 기관수

프로그램 제공
기관수/전체 기관수

고용청/고용센터

●

9/9

지방자치단체
운영
주체

16/16

●

16/16

공공기관
대학

●

14/14

민간기업 및 단체

프로
그램

●

●

62/62

●

62/62

●

16/16

●

62/62

취업정보 제공

●

9/9

●

14/14

●

16/16

●

62/62

취업역량 강화

●

9/9

●

14/14

●

16/16

◑

37/62

상담(취·창업지원)

●

9/9

●

14/14

●

16/16

◑

35/62

상담(주거·금융)

●

9/9

●

16/16

○

2/6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공

●

9/9

○

1/9

청년 커뮤니티 활동
활동공간 제공

●

14/14

주요 대상자

전 연령(청년 포함)

대학생

서비스 비용

무료

서울시 운영 기관 개수

9

●

16/16

◑

40/62

●

16/16

◑

43/62

청년

전 연령

무료

무료

일부 유료

14

16곳

62곳

자료출처: 정진철 외. (2020).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한 청년 고용서비스 기관 포지셔닝 연구. 직업과 자격 연구, 9(1), 165-189. 재구성.
고용노동부. (2020).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기관.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 (2021). 일자리서비스: 일자리카페.
○: 해당 프로그램 제공 기관이 전체 15% 미만임, ◑: 해당 프로그램 제공 기관이 전체 70% 미만임, ●: 해당 프로그램 제공기관이
전체 100%임.

장기화됨에 따라 비단 취업정보 획득 차원이 아니

많은 개수가 운영되고 있어 해당 지역 내 청년들에

라,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취업, 심리,

게 지리적 접근성이 비교적 가장 높을 수 있다. 그

주거 등 종합 상담)와 또래들과의 사회관계망 형성

러나 일자리카페는 온라인 청년공간 , 서울청년포

과 자유로운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한

털,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 확인 결과, 대학일자

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청년기

리센터 내 Job카페, 청년공간, 일자리카페 등을 포

본법(2020. 08. 05) 제2항 기본이념에서 제시한

괄하고 있고, 청년의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 청년

고용,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만이 아닌 일반인 모두 이용가능하며, 단순 공간

제공,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

대여 등 일부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음에도 일자

한 참여 촉진을 위한 장기적 종합적 청년정책 실현

리카페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다.

확인하였다.

일자리카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청년 친화적인

청년공간의 경우 서울시 청년허브(2017)의 서울

카페 공간을 제공되며, 서울시 내 72곳으로 가장

시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 청년층의 밀집지역에 따른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까지 무중력지대를 25개구별로 전부 설립하는 것

이철선 외, 2016; 이철선·임성은, 2016; 정동열

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중력

외, 2016; 정동열 외, 2018).

지대 당면과제 중 ‘조성상의 과제’로 기초 지역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청년고용복지 온/오프라

사 등 조성을 위한 사전 고려 사항이 충분히 고려

인 서비스 연계에 대한 논의는 서비스 접근성 측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의 TE-Service는

서울시 거주 청년 분포에 따라 청년고용복지서비

온라인에서 개인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지역의

스의 지리적 접근성 연구는 서울시 청년 고용복지

TE-Office에서 필요한 상담이나 정보를 받을 수

서비스 기관 설립 및 기관 간 연계가능성, 프로그

있도록 하고 있다. 스톡홀름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램 운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

취업 박람회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과 고용주 간 온

에서 중요하다.

라인 채팅, 컨퍼런스 콜을 통한 면접 진행 등 ICT
를 활용하여 지역 격차 없이 청년들이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접근성 관련 선행연구

국내에서도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중요성을
반영하듯 청년 관련 정책 및 종합 서비스를 한 곳에

서비스 접근성 강화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

서 확인할 수 있는 청년포털(https://youth.go.kr)

이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중요하다(고재성 외,

이 2019년에 개설되었다. 온라인으로 취업, 교육,

2019). 사회서비스 이용은 지역이나 장소와 무관

금융, 상담 등 종합서비스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접

하게 삶의 질을 보장받아야 함을 기본 전제로 한다

하고, 사후서비스로 맞춤형 상담 및 다양한 소규모

(박세경, 2014). 접근성(Accessability)은 서비스

활동이 가능한 오프라인 서비스 예컨대, 청년공간,

욕구를 갖고 있는 집단이 필요 욕구를 인식하여 적

일자리카페 등으로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

합한 서비스를 찾아 접근하고, 실제 이용하여 그

력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온라인을 통해 정책이

결과가 산출되는 일련의 과정이다(Levesque et

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오프

al.,, 2003). 이는 서비스 접근성이 공간 차원의 지

라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면대면 서비스의 활용성

리적 접근성보다 포괄적인 개념임을 의미한다. 접

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재성 외,

근성은 다양한 이용자들이 필요와 욕구에 따라 맞

2019).

춤형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위와 같은 국내 청년고용복지 서비스의 특성을

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박

고려할 때, 지리적 접근성 파악은 서비스 효용 측

세경, 2014).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청년 고용복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지리적으로

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는 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확인하여 지리적 격차 완화

System), 서비스 운영 성과 평가, 서비스 내용에

를 위한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 정책적 시사

대한 해외 사례연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서비

점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지역별 청년들의 심화

스 접근성(accessibility)에 대한 관심은 미진하였

된 면대면 맞춤형 서비스, 소규모 활동 공간 제공이

다(유길상, 2006; 윤윤규, 2014; 김고은, 2016;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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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기회를 지리적으로 균질

수록 노인의 정신건강에 정(+)의 매개를 통해 사회

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청년기본법(2020.

참여활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

8. 5.) 제2조 기본이념 이행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다. 한편, 유해연·박연정(2019)은 서울시 소재 청

다. 셋째, 지리적 접근성 수준을 확인하여 인근 지

년공간 10곳의 지리적 위치, 공간 구성, 프로그램

역별 유관기관들과의 서비스 연계 및 역할 분담 방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으나, 서울시 청년고용복

향을 수립할 수 있다.

지서비스기관의 일부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점

지리적 접근성 관련 선행연구들은 공공서비스

과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대비 청년공간의 지리적

기관의 서비스가 지리적 격차 없이 균등하게 제공

접근성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연구방법

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져왔

측면의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청

다. 박진규·김인(2016)은 대도시 공공도서관의 지

년고용복지서비스 연구의 관점을 도시행정 측면의

리적 접근성 패턴을 분석한 후 공공도서관 이용자

접근성으로 확장하고, 서울시 자치구별 청년 인구

의 보편적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개방형 입지형

수를 기반으로 청년 밀집지역 및 청년 고용복지서

태를 가지는 공공도서관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비스기관들의 지리적 분포를 측정 및 시각화하여

20분 이내에 접근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을 때

지리적 접근성 격차를 확인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가장 높은 이용률을 가져오는 패턴임을 발견하였

균질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정책적

다. 장수지(2017)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을수록 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인의 사회참여 수준이 높아지고, 높은 사회참여 수
준은 노인의 우울 수준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보
고된 바 있다. 마시현 외(2018)는 서울시 취약계층
노인 밀집지역을 분석하여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

Ⅲ. 연구방법

현황(장기요양시설, 주거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을 시각화하여, 노인 복지서비스 간극(Gap)이 높
은 취약지역을 시각화하였다.

1. 연구 대상 및 자료(data)

관련 선행연구들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살
펴본 결과, 공공서비스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은 주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 청년 및 청년고용복지

로 노인층 등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대상자에 초점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서울특별시 청년의 경우, 청

을 두어 진행된 반면, 청년의 전반적인 고용복지서

년 고용복지서비스가 서비스 대상으로 여기고 있

비스 접근성(Accessibility)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는 청년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해 20-34세 서울특

다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장수지(2017)는

별시 청년인구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청년 고

도보로 인한 서비스기관 접근에 걸리는 소요시간

용복지서비스는 서울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

을 기준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을 측

일자리센터, 일자리카페 및 청년공간으로 조작적

정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이 높을

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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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자료 주요 정보 및 활용 목적
구분(출처)

1. 청년
밀집지역
파악

2. 청년
고용복지
서비스
기관
분포지역
도출

데이터 주요 정보

데이터 활용목적

서울시 청년 주거인구 현황(자치구별)
(출처: 열린데이터광장,
자료명: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연령별/자치구별) 통계,
기준연도: 2020년 1분기)

(자치구별) 서울시 청년(20-34세)
주민등록인구 수

청년의 주거 밀집
지역 파악

서울시 청년 생활인구 현황(자치구별)
(출처: 열린데이터광장,
자료명: 자치구단위 서울생활인구(내국인),
기준기간: 2019.08.23.-2020.08.22., 1년)

(자치구별) 서울시 청년(20-34세)
생활인구 수

청년의 생활 밀집
지역 파악

서울시 청년 유동인구 현황(동별)
(출처: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자료명: 서울시 행정동 단위 유동인구(KT)
기준시점; 2018년 4월 1일)

(동별) 서울시 유동인구 현황
(‘2018년 4월 동별/연령대별 유동인구
통계 데이터)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파악

서울시 소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자치구별)
(출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준: 2020년 8월)

(동별) 서울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위치
및 기관수

서울시 소재 대학일자리센터(자치구별)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기준: 2020년 8월)

(자치구별) 서울시 대학일자리센터 위치
및 기관수

서울시 소재 일자리 카페(자치구별)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기준: 2020년 8월)

(자치구별) 서울시 일자리 카페 위치
및 기관수

서울시 소재 청년공간(무중력공간) (자치구별)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기준: 2020년 8월)

(자치구별) 서울시 청년공간 위치 및
기관수

청년 고용복지
서비스 분포 파악

이러한 연구대상에 따라, 연구자료를 다음과 같

청년의 유동인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 청년

이 선정하였다. 우선, 청년의 밀집 지역을 파악하

유동인구 현황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기 위해서 서울시 청년 주거인구, 생활인구 현황을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하였다. 생활인구는 서울시와 KT가 공공빅데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분포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터와 통신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계한 서울의 특

서울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

정지역, 특정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한

공간, 일자리 카페를 주요 청년 고용복지서비스로

다. 생활인구는 조사시점 현재 서울에 머무르고 있

정의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위치 및

는 현재 인구(De Facto Population)‘로 서울에

기관의 수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관수는

주소지를 둔 사람은 물론 업무, 관광, 의료, 교육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9곳, 대학일자리센터가 14

등 일시적으로 서울을 찾아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곳, 청년공간이 16곳, 일자리카페가 62곳이다. 단,

인구를 총칭하는 것(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 KT

서울시 소재 일자리카페는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

BigData 사업지원단, 2018)으로, 주거인구와 경

이지에 제시된 자료는 72곳이나, 원자료 확인 결과

제활동인구/주간인구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청년공간과의 데이터 중복 및 이용대상, 프로그램

보완하기 위해 도입 및 조사되고 있으므로 서울시

측면에서 청년 특화 고용복지서비스 기관으로 보

청년 인구 현황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

기 어려운 일반 스터디카페 10곳이 포함되어 있어,

였다. 또한, 주거인구 및 생활인구 외에 추가적으로

이를 제외하여 총 62곳이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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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밝힌다. 연구 자료의 주요 정보 및 활용

동일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마시현 외, 2018).

목적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주거인구와 생활인구 자료는
이상치의 문제가 크지 않으므로 동일한 척도로 자
료를 변환해주는 최소-최대 정규화가 적절하다고

2. 분석방법

판단하였다. 또한, 주거인구와 생활인구는 각각 청
년층의 주거 및 활동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

분석방법은 다음의 3가지로 구성하였다. 우선

일한 비중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계

첫 번째로, 청년인구의 밀집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산된 표준화값에 0.5씩 곱하여 새로운 표준화 값

서 청년인구(주거/생활/유동인구) 분포 시각화와

을 도출하였다.

청년인구(주거/생활) 간 가중치 적용을 통한 청년

두 번째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기관 분포지역을

밀집지역 파악을 수행한다. 청년인구 분포 시각화

도출하기 위해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각 기관별

에서는 주거, 생활, 유동인구를 각각 서울시 지도

분포 시각화와 기관 간 가중치 적용을 통한 청년 고

상에 시각화함으로써 인구 밀집지역 상/하위 5개

용복지서비스 기관 분포지역을 파악하였다. 청년 고

지역을 산출하고 비교한다. 또한, 각 자료를 적절

용복지서비스 분포 시각화에서는 기관의 지리적 분

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청년인구의 밀집지역을 파

포를 확인하는 한편, 대로변 inside/outside 분포

악하기 위해, 주거인구와 생활인구 각각을 표준화

도 함께 확인하였다. 특히 대로변 inside/outside

하고(표준화 산식: x-min(x)/max(x)-min(x)), 이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기관으로의 접근성을 수

를 통해 도출된 표준화 값들에 각각 0.5씩 가중치

치적, 시각적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청년 고용서비

를 부여하여 종합적인 청년인구 표준화값을 도출

스 기관의 분포지역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선 문헌

하였으며 이를 통해 밀집지역을 도출하고 시각화하

분석을 통해 기관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또한, 기

였다. 유동인구 자료의 경우,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관별로 표준화(x-min(x)/max(x)-min(x))하고, 표

가중치 적용 및 표준화값 산출에서 제외하였다.

준화값에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가중치를 적용하

주거인구와 생활인구 계산에서 활용된 ’표준화’

여 최종적인 표준화값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청

란 여러 자료의 척도(scale)가 서로 다를 경우에 자

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분포지역을 도출하고 시각

료의 특성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화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동일한 정도의 척

마지막으로, 앞의 과정을 통해 분석된 청년 밀

도(scale)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주거

집 지역과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분포 간의 간

인구와 생활인구는 각각 자료의 멈주가 다른 상황

극(gap)을 계산하여(청년 밀집지역 표준화값(x)-청

이므로 자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표준화를 시킬

년 고용복지서비스 표준화값(y)), 간극점수를 도출

필요가 있다. 또한, 표준화 방식은 최소-최대 정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고용복지서비스가 시급

화와 Z-점수 정규화 두 가지가 있는데, 최소-최대

히 요청되는 지역을 도출 및 시각화한다. 최종적인

정규화는 Z-점수 정규화 방식에 비해 이상치를 처

연구 결과 도식(안)은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설정

리하기 어려운 반면, 모든 자료의 척도(scale)는

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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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결과 도식(안)

<표 3> 분석방법
분석방법

활용자료

∙ 주민등록기준(주거지), 생활인구 및 청년 유동인구 기준으로 청
년 인구 분포 도출 및 시각화
∙ 청년 주거인구 및 생활인구를 각각 표준화한 후, 도출된 값에
0.5씩 곱하여 새로운 표준화값을 도출
※ 표준화 산술식
{x-min(x)/[max(x)-min(x)]} * 100
서울시 청년 현황
2) 청년 밀집지역
x = 자치구별 주거인구, 생활인구
(자치구별/동별)
도출
※ 가중치 적용 산술식
x1*0.5 + x2*0.5 = y
(x1= 주거인구, x2=생활인구)

활용 Tool
/ Package

1) 청년 인구
분포 시각화

1. 청년
밀집지역
도출

2. 청년
고용복지
서비스기관
분포지역
도출

∙ 청년 밀집지역 도출 및 시각화
∙ (지역 분포)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센터, 일자리카
1) 청년 고용복지
페의 지역적 분포 도출 및 시각화
∙ (대로변 inside/outside 분포)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서비스기관
청년센터, 일자리카페의 대로변 근처 유무 확인 및 수치화/시
분포지역 시각화
각화
∙ 문헌 분석을 통한 개별 고용복지서비스 간 가중치 설정
∙ 각 기관별 기관수를 표준화한 후, 도출된 값에 가중치 적용. 이
를 통해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밀집지역 도출
서울시 고용복지
※ 표준화 산술식
플러스센터,
{x-min(x)/[max(x)-min(x)]} * 100
대학일자리센터,
x=자치구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일자리카페,
일자리카페,
2) 청년 고용복지
청년공간 기관수
청년공간
서비스기관
※ 가중치 적용 산술식
분포지역 도출
x1*가중치(x1) + x2*가중치(x2)
+x3*가중치(x3) + x4*가중치(x4) = y
(x1=고용복지플러스센터, x2=대학일자리센터,
x3=일자리카페, x4=청년공간)

∙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분포지역 시각화
3. 청년
청년 밀집지역 및
∙ 청년 밀집지역과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분포지역 간 점수 격차를
1번 및 2번
고용복지서비스 고용복지서비스
활용하여 해당 대상인 청년들에게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가 충분
분석 결과 활용
간극(gap)
분포지역 간
히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극(gap)점수 도출 및 시각화
도출
간극 도출

Python
(Pandas,
Folium),
QGIS3

Python
(Pandas,
Folium),

Python
(Pandas,
Fo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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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해서는 Python(Pandas, Foilum),
QGIS3을 활용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경계 지리
정보(JSON/shp file)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상
술한 연구 목적 및 방법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Ⅳ. 결과 및 고찰

<표 4> 서울특별시 청년(20-34세) 주거인구 밀집지역 상위 및
하위 5개 지역(자치구별)

순위
1

상위 5개 지역
자치구명 인구수(명)
관악구
156,816

하위 5개 지역
순위 자치구명 인구수(명)
1
중구
28,727

2
3
4

송파구
강서구
강남구

150,237
137,042
115,643

2
3
4

종로구
용산구
금천구

33,562
51,884
54,634

5

노원구

104,611

5

강북구

62,209

2) 서울특별시 청년 생활인구 현황(자치구별)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생활인구 현황을 살

1. 서울특별시 청년 밀집지역 도출
1) 서울특별시 청년 밀집지역 도출
서울특별시 청년 주거인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거인구의 상위 5개 지역은 관악구, 송파구, 강서
구, 강남구, 노원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5개

펴본 결과, 생활인구의 상위 5개 지역은 강남구, 송
파구, 관악구, 마포구, 서초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5개 지역은 도봉구, 금천구, 강북구, 양천구,
중랑구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및 <표 5> 참조).
<그림 3> 서울특별시 청년(20-34세) 생활인구 현황(자치구별)

지역은 중구, 종로구, 용산구, 금천구, 강북구 순으
로 나타났다(<그림 2> 및 <표 4> 참조).
<그림 2> 서울특별시 청년(20-34세) 주거인구 현황(자치구별)

출처: 열린데이터광장(자료명: 자치구단위 서울생활인구(내국인),
기준기간: 2019.08.23.-2020.08.22.)

<표 5> 서울특별시 청년(20-34세) 생활인구 밀집지역 상위 및
하위 5개 지역(자치구별)
상위 5개 지역
출처: 열린데이터광장(자료명: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연령별/자치
구별)통계, 기준연도: 2020년 1분기)

순위
1
2

자치구명
강남구
송파구

인구수(명)
212224.9
163483.3

3
4
5

관악구
마포구
서초구

158887.7
137117.9
135418.5

하위 5개 지역
순위 자치구명 인구수(명)
1
도봉구 50735.29
2
금천구 55400.32
3
4
5

강북구
양천구
중랑구

58359.9
69278.66
70824.04

주: 생활인구 수는 표본조사를 통한 추정값으로, 소수점 1자리
수까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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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청년 유동인구 현황(행정동별)
서울특별시 청년 유동인구 현황을 행정동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동인구의 상위 5개 지역
은 역삼1동(강남구), 서교동(마포구), 신촌동(서대
문구), 종로1,2,3,4가동(종로구), 여의동(영등포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5개 지역은 창신3동(종로
구), 홍제2동(서대문구), 신길4동(영등포구), 난향
동(관악구), 청림동(관악구)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및 <표 6> 참조). 특징점인 것은, 유동인구 상위

<표 6> 서울특별시 청년(20-34세) 유동인구 밀집지역 상위 및
하위 5개 지역(표준화값, 행정동별)

순위
1
2
3
4
5

상위 5개 지역
하위 5개 지역
행정동명 표준화 값 순위 행정동명 표준화 값
역삼1동
100
1
창신3동
0
서교동
신촌동
종로1,2,3,4
가동
여의동

75.89
67.61

2
3

홍제2동
신길4동

0.01
0.25

58.54

4

난향동

0.26

45.0

5

청림동

0.26

주: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반출규정에 의거하여, 행정동별
표준화 값으로 제시

5위로 확인된 여의동의 표준화값(45.0)은 1위로
확인된 역삼1동의 표준화값(100.0)의 절반 이하라

4) 서울특별시 청년 밀집지역 도출(자치구별)

는 점이다. 즉, 서울시의 청년 유동인구는 역삼1동

주거인구 및 생활인구의 수치를 각각 표준화하

등의 일부 지역에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고, 표준화된 값에 0.5씩 곱하여 최종적으로 도출

다. 청년 유동인구 상위 2개 지역은 강남구와 마포

한 수치를 활용하여 청년의 밀집지역을 도출하였

구로 각각 생활인구 상위 1순위, 4순위에 해당된

다(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유동인구는 해당 분석에

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자료 활용의 타당성을 뒷

서는 제외하였음). 이를 통해 확인한 서울특별시

받침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및 유동인구 분석에서

청년 밀집지역 상위 5개 지역은 강남구, 관악구,

지속적으로 상위 지역으로 산출되는 강남구, 마포

송파구, 강서구, 마포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구 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5개 지역은 중구, 종로구, 금천구, 도봉구, 강북구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 및 <표 7> 참조).

<그림 4> 서울특별시 청년(20-34세) 유동인구 현황(행정동별)
<그림 5> 서울특별시 청년(20-34세) 밀집지역 시각화(자치
구별)

출처: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캠퍼스(자료명: 서울시 행정동 단위
유동인구(KT), 기준시점: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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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서울특별시 청년(20-34세) 밀집지역 상위 및 하위 5개
지역(표준화값, 자치구별)

순위
1
2
3
4
5

상위 5개 지역
하위 5개 지역
자치구명 표준화 값 순위 자치구명 표준화 값
강남구
83.9
1
중구
6.9
관악구
83.5
2
종로구
9.5
송파구
82.3
3
금천구
11.6
강서구
64.4
4
도봉구
13.9
마포구
51.9
5
강북구
15.4

서울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대로변 inside
/outside 현황을 확인한 결과, inside에 위치한 기
관은 총 7개로 전체의 77.8%정도로 분포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9> 및 <표 10> 참조).
<표 9> 서울특별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분포(자치구별)
대로변 inside/outside
자치구명

2.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분포지역 도출
1) 서울특별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별 현황
(자치구별)
(1) 서울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자치구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지역 분포를 확인한
결과, 총 기관 수는 9개이며 9개 자치구에 1개씩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6> 및
<표 8> 참조).
<그림 6> 서울특별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현황(자치구별)

강남구
강서구

inside
(개수)
1
1

outside
(개수)
0
0

총합
(개수)
1
1

inside
비율(%)
100
100

구로구
노원구
마포구

1
1
0

0
0
1

1
1
1

100
100
0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1
0
1

0
1
0

1
1
1

100
0
100

중구
소계

1
7

0
2

1
9

100
77.8

대로변 inside/outside에 위치한 대표적인 기
관/자치구를 확인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를 확인하
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서울특별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로변 inside/outside
현황(강남구, 마포구)
대로변 inside 대표 지역
(강남구)

대로변 outside 대표 지역
(마포구)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강남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마포구)

출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표 8> 서울특별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분포(자치구별)

순위

1

지역분포(총 9개 지역)
자치구명
기관수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송파구
송파구
영등포구
1
강서구
중구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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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일자리센터(자치구별)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

대학일자리센터의 지역 분포를 확인한 결과, 총

가 필요하다.

기관수는 12개이며 8개 자치구에 최대 3개, 최소
1개씩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7> 및 [표 11] 참조). 특징점인 것은, 대학 일자리

<표 12> 서울특별시 대학일자리센터 지역분포(자치구별)
대로변 inside/outside
자치구명

inside
(개수)

outside
(개수)

총합
(개수)

inside
비율(%)

광진구

0

2

2

0

노원구

0

2

2

0

도봉구

0

1

1

0

동대문구

0

1

1

0

서대문구

0

1

1

0

성북구

0

3

3

0

용산구

0

1

1

0

센터는 대다수가 강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이었다.
<그림 7> 서울특별시 대학일자리센터 현황(자치구별)

중랑구

0

1

1

0

소계

0

12

12

0

대로변 outside에 위치한 대표적인 기관을 광
진구, 노원구를 중심으로 위치를 확인하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자료출처: 온라인청년센터

<표 11> 서울특별시 대학일자리센터 지역분포(자치구별)

순위
1
2
3

지역분포(총 9개 지역)
자치구명
기관수
성북구
3
광진구
도봉구
동대문구

노원구
용산구
중랑구

<표 13> 서울특별시 대학일자리센터 대로변 outside 현황(광
진구, 노원구)
대로변 outside 대표 지역
광진구

노원구

건국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광진구)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노원구)

2
1

서대문구

대학일자리센터의 대로변 inside/outside 현황
을 확인한 결과, 모든 대학일자리센터는 대로변
outside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2> 참조). 이는 대학일자리센터의 개념상의 특성

(3) 일자리카페(자치구별)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대학교 내부에 해

일자리카페의 지역 분포를 확인한 결과, 총 기관

당 기관이 위치한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수는 62개이며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에 분포하고

인접하기가 어렵고 서비스의 대상이 해당 대학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8> 및 <표 14> 참

학생들인 만큼 대로변 outside에 위치한다고 하여

조). 구체적으로, 일자리카페 밀집 상위 5개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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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성북구, 종로구, 동작구/마포구/성동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지역은 총 8개로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각 자치구당 1개의 기관 분포)로 나타났다.

<표 15> 서울특별시 일자리카페 inside 비율 상위 5개 지역
및 하위 5개 지역(자치구별)
inside 비율 상위 5개 지역 outside 비율 하위 5개 지역
대로변 inside / outside
대로변 inside / outside
자치구
inside 자치구
inside
명 inside outside 총합 비율
명 inside outside 총합 비율
양천구
서초구
관악구
노원구
종로구

<그림 8> 서울특별시 일자리카페 현황(자치구별)

(개수)

(개수)

2
2
1
2
3

0
0
0
1
2

(개수)

(개수) (개수) (개수)

(%)

2 100.0 중랑구
2 100.0 중구
1 100.0 은평구
3 66.7 서대문구
5 60.0 도봉구

0
0
0
0
0

2
1
1
1
3

2
1
1
1
3

(%)

0.0
0.0
0.0
0.0
0.0

대로변 inside/outside에 위치한 대표적인 기
관/자치구를 확인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를 확인하
면 다음의 <표 16>과 같다.
<표 16> 서울특별시 일자리카페 대로변 in/outside 현황(양천
구, 중랑구)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표 14> 서울특별시 일자리카페 밀집지역 상위 5개 지역 및
하위 8개 지역(자치구별)
상위 5개 지역
자치구명

1

성북구

7

강동구

서대문구

2

종로구

5

강북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구로구

-

금천구

-

동작구
3

마포구

대로변 outside 대표 지역
(중랑구)

피치스터디카페(양천구)

서일대학교 Job 카페(중랑구)

하위 5개 지역
기관
수

순위

대로변 inside 대표 지역
(양천구)

순위

1
4

성동구

기관
수

자치구명

1

일자리카페의 대로변 inside/outside 현황을
확인한 결과, inside에 위치한 기관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양천구/서초구/관악구, 노원구,
종로구 순이었으며, outside에 위치한 기관 비율

(4) 청년공간(자치구별)
청년공간의 지역 분포를 확인한 결과, 총 기관
수는 16개이며 13개 자치구에 최대 2개, 최소 1개
씩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9> 및
<표 17> 참조).
<그림 9>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현황(자치구별)

이 높은 하위 5개 지역은 중랑구/중구/은평구/서
대문구/도봉구(inside에 위치한 기관 0개)로 확인
되었다(<표 15> 참조).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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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지역분포(자치구별)

<표 19>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대로변 inside/outside 현황
(관악구, 도봉구)

지역분포(총 8개 지역)
순위
1

자치구명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2

강남구
관악구
광진구

도봉구
성북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중구

기관수
2

대로변 inside 대표 지역
(관악구)

대로변 outside 대표 지역
(도봉구)

청년공간 이음(관악구)

도봉구민청 (도봉구)

1

청년공간의 대로변 inside/outside 현황을 확
인한 결과, inside에 위치한 기관은 총 12개로 전
체의 75% 정도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표 18> 및 <표 19> 참조).

2) 서울특별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분포지역
도출(자치구별)
우선,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분포지역을 도
출하기 위해 문헌분석을 통해 기관별 가중치를 도

<표 18>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지역분포(자치구별)
대로변 inside/outside
outside
총합
(개수)
(개수)

출하였다.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별 가중치는

자치구명

inside
(개수)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1
1
1

0
0
0

1
1
1

100
100
100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1
1
2

1
1
0

2
2
2

50
50
100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1
1
0

0
0
1

1
1
1

100
100
0

영등포구
양천구
강남구

1
0
1

0
1
0

1
1
1

100
100
100

중구
소계

1
12

0
4

1
16

100
75

inside
비율(%)

<표 3>과 같이 청년 관련 기관들이 얼마나 고용복
지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즉 프로그램 유형
(취업역량, 취업정보, 상담, 실업급여, 청년커뮤니
티, 공간 제공)별로 4개의 주요 서울시 청년고용복
지기관들의 프로그램 제공 정도를 ‘대부분 제공하
지 않음’(0.33), ‘일부 제공함’(0.66점), ‘대부분 제
공함’ (1.0)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였
다. 프로그램 제공 정도 총점을 구한 후 기관별 비
중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기관별 가중치를 계산한
결과, 고용센터(0.20), 대학센터(0.19), 청년센터
(0.32), 일자리카페(0.28)로 도출되었다.

대로변 inside/outside에 위치한 대표적인 기

청년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구 및 기

관/자치구를 확인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를 확인하

관별로 표준화 값을 계산하고, 표준화된 값에 앞서

면 다음의 <표 19>와 같다.

도출한 기관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수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확
인한 서울특별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분포 지역
상위 5개 지역은 성북구, 마포구, 동작구, 광진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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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5개 지역은 강동

성동구, 마포구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1> 및 <표

구/강북구/은평구, 관악구, 금천구 순으로 나타났

21> 참조). 즉, 상위 5개 지역에 해당되는 관악구,

다(<그림 10> 및 <표 20> 참조).

송파구, 강서구, 강동구, 은평구의 경우, 해당 자치
구의 청년 인구 대비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가 더 적

<그림 10> 서울특별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분포지역 시각화
(자치구별)

게 공급되고 있으며, 하위 5개 지역에 해당되는 성
북구, 종로구, 도봉구, 마포구, 성동구의 경우 해당
자치구의 청년 인구 대비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가
더 많이 공급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그림 11> 서울특별시 청년 및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간극 시각
화(자치구별)

<표 20> 서울특별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분포지역 상위 및
하위 5개 지역(표준화값, 자치구별)

순위

상위 5개 지역
자치구명 표준화값

순위

하위 5개 지역
자치구명 표준화값

1
2
3

성북구
마포구
동작구

100.0
74.7
65.8

1
2
3

강동구
강북구
은평구

0.0
0.0
0.0

4
5

광진구
성동구

56.0
51.6

4
5

관악구
금천구

14.2
14.2

3.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간극(gap) 도출
앞서 도출된 청년 밀집지역 및 청년 고용복지서
비스 분포지역 최종 표준화값을 바탕으로, 청년 고
용복지서비스 간극(gap) 점수를 도출하였다(청년
인구 밀집지역 표준화값 –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분
포지역 표준화값). 이를 통해 확인한 서울특별시 청
년 고용복지서비스 간극(gap) 상위 5개 지역은 관
악구, 송파구, 강서구, 강동구, 은평구 순으로 나타
났으며, 하위 5개 지역은 성북구, 종로구, 도봉구,

※ 간극점수0 : 인구 비중 대비 고용복지서비스 비중 부족,
간극점수 = 0 : 인구 비중 대비 고용복지서비스 비중 일치,
간극점수0 : 인구 비중 대비 고용복지서비스 비중 과잉

<표 21> 서울특별시 청년 및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간극 점수
상위 및 하위 5개 지역(표준화값, 자치구별)

순위
1

상위 5개 지역
자치구명 표준화값
관악구
69.3

순위
1

하위 5개 지역
자치구명 표준화값
성북구
-59.3

2
3
4

송파구
강서구
강동구

61.0
43.0
38.0

2
3
4

종로구
도봉구
성동구

-40.23
-33.7
-24.2

5

은평구

37.5

5

마포구

-20.4

주: 청년 밀집점수 산출시, 청년 유동인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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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서울시 청년의 실제 거주 및 주된 생활반경(자치
구)에 기반하여 청년고용복지서비스 제공 효과성
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자치구별 청

이 연구는 서울시 청년들의 거주 및 생활인구수

년 거주 및 생활인구수와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기

를 기반으로 청년고용복지서비스 기관의 지리적

관 분포 간의 간극(Gap)결과를 기반으로, 청년 고

접근성 분석을 목적으로 Python을 활용하여 궁극

용복지서비스가 취약한 자치구 순위를 도출하였다.

적으로 자치구별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간극(Gap)

청년실업자 및 NEET 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일정

을 시각화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 밀집지역 및 고

수준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들의 주된 활동반경

용복지서비스 분포지역을 기반으로 도출한 청년

이 주거공간과 PC방, 카페 등이 밀집되어 있는 자

고용복지서비스 간극(Gap)이 높은 상위 5개 지역

치구 내 생활시설일 것으로 추론할 때, 이 연구는

은 관악구, 송파구, 강서구, 강동구, 은평구 순으

청년실업자 및 NEET에게 접근성이 높은 청년고용

로 나타났으며, 하위 5개 지역은 성북구, 종로구,

복지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자치구를 파악하였다는

도봉구, 성동구, 마포구 순으로 나타났다.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별 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치구별 청년 거주인원수

주인구 및 생활인구가 많은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와 청년고용복지서비스기관 분포가 서로 미스매치

청년고용복지서비스기관 충분성을 검토하고, 거주

(Mismatch)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

지 인근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관악구 등 간극이 높은 상위 지역들은 자치구

하는 등 서비스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이 열악할 경

별 청년인원수는 많으나, 그에 걸맞는 서비스기관

우,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등의 창의적인

이 자치구내에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운영방안 모색이 동시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청년1인 가구 등이 관악구, 송파구 등에 증가하게

둘째, 서비스 효용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서

되면서, 해당 자치구의 청년고용복지서비스기관의

비스 연계와 서울시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기관 간

지리적 분포가 증가된 청년수를 포괄하지 못하고

연계 확대 및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일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성북구 등의 간극 하

자치구내 기관 간 연계를 넘어, 자치구별 청년 밀

위 지역들은 청년 인원수 대비 서비스 기관 분포가

집 및 고용복지서비스기관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더 많음을 의미하는 간국이다. 이는 서울시 소재

취약지역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강화와 인근 지역

대학 총 30개 중 한강 이남에 위치한 7개 대학 이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방안

외 나머지 23개 대학은 한강 이북 지역에 위치하

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관악구의 경

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복지서비스기관이

우 자치구의 예산 및 지리적 여건의 한계로 고용복

초기에 대학생 중심으로 분포되었을 가능성이 있

지서비스기관 신축 등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우 온라인 청년포털 혹은 지자체 차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시정책 차원에서 향후 서

블로그 등 SNS 개설 노력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관악구 거주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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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여 지

것으로 기대된다.

리적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악구 내

끝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의 부지를 공

첫째, 향후 연구에서는 주거인구 및 생활인구 외 지

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거나, 인근 자

리적 특성, 교통환경 등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

치구 내 오프라인 심층 상담 혹은 청년활동 공간

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

사용이 가능한 청년고용복지서비스기관과의 협력

년고용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자치구별 청년 주거인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 및 생활인구수와 서비스기관의 분포 간의 간극

또한, 청년고용복지서비스기관들 간의 역할이

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

상호 협력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화된다. 그러나, 강북지역 등 특정 자치구들의 경우

있다. 일자리카페는 스터디 공간 및 취업정보 제공

본래 지형이 경사졌다거나, 청년 거주지역이 역세

등 청년공간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

권보다 골목 안쪽에 주로 위치하는 특성을 지닐 수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므로,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연구에서 지리적 접근성 파악

청년 외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감수성을

을 위해 추가적으로 수행한 inside/outside 분석

지닌 운영자 배치 없이 유료로 공간을 제공하는 등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대중

일부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어, 양적 확충은 이

교통 접근성이 좋은 outside에 청년고용복지서비

뤘으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의

스 기관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해당 자치구별 청

공백을 매우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년들의 입장에서 접근성이 높음을 의미하는지는 자

자치구별 청년고용복지서비스 접근성 분석 결과를

치구별 행정전문가의 조언과 청년들의 의견 청취가

토대로, 기관별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재조정 및

요구될 것이다.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고용복지서비스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셋째, 이 연구의 결과를 서울시 자치구별 청년

청년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학생 등)를

고용복지서비스 격차 최소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크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청년공간을 궁극적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되는데 취업자는 이직 및

으로는 자치구별로 한 개씩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재취업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잠재 수요자로 여길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청년공간 확대 시 이

수 있고 실업자는 직접적인 수요자로 간주할 수 있

연구의 자치구별 지리적 접근성 분석 자료를 토대

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 등의 비경제활동인구도

로 접근성 간극이 가장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청

당장은 구직 의사는 없을 수 있지만 잠재적인 구직

년공간을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inside/

자로 충분히 간주할 수 있으므로 고용복지서비스

outside 분석 결과도 보조적인 결과로 참고하여,

의 수요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 및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설

비경제활동인구 청년(20-34)을 정책수요로 간주하

치하는 데에 자료로 활용한다면, 청년고용복지서

여, 이들의 주거 및 생활반경 등을 고려한 지리적

비스의 자치구별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수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시 청년층의 밀집지역에 따른 청년 고용복지서비스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유동인구 등을
gap 분석에서는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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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신경수*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roduction Model of Korean Autonomous
Police System: A Focus on the Application Model of Seoul City
Shin kyeongsu*

1)
요약：이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자치경찰
제도는 경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주민중심 치안행정 구현이라는 실체적 목적과 함께 범죄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안전한 자치단체를 완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특히 서울시는 한 해만 총 30만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며, 112신고 건
수는 물론 5대 강력범죄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치안안전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서울시만의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 치안환경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세부적으로 살인죄는 영등포구에서 가장 많이 발
생하고,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 대책 마련과 지속가능한 치안정
책은 자치구별 성격에 맞게 상대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바람직한 서울시의 자치
경찰제 운영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자치경찰권 행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온전한
자치경찰권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치구 특성에 맞춘 치안행정 분권화와 경력배치의 합리성, 그리고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서울시만의 고유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여기에 자치경찰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서울시만
의 모델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치안책임자에 대한 임명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할 것을 제언하였다.
주제어：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일원화 모델, 서울시 모델, 국가경찰
ABSTRACT：This article starts with the question of what is the desirable operation plan of Seoul city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ntended to
disperse the power of the police and to complete a safe self-governing body that can realize freedom
from crime with the practical purpose of implementing the resident-centered security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the city of Seoul has more than 300,000 crimes a year, and the number of 112 reported cases
as well as the five major violent crimes are the highest in the nation. For security safety, Seoul should
have a clear direction for the opera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 security environment in
Seoul is different by region, In detail, murder is the most common in Yeongdeungpo-gu, and sex crimes
such as rape and forced harassment are the most common in Gangnam-gu. Therefore, the preparation
of crime measures and sustainable security policies require a relative approach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utonomous region, and continuous follow-up studies are neede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some suggestions for the desirable opera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Seoul. Ultimately, in
order for the exercise of self-governing police rights in Seoul to work properly, a complete transfer of
self-governing police rights must be made. In addition, Seoul's unique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in
decentralizing the security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tonomous region,
rationality of career arrangement, and resolution of blind spot for the protection of the weak. In addition,
it proposed a model of Seoul City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self-governing police supervision, and
proposed to give the mayor the authority to appoint the security officer in the long term.
KeyWords：The autonomous police, dualized model, unified model, Seoul model, national police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안보연구실 연구관/정치학박사

39

40

서울도시연구 제22권 제1호 2021. 3

I. 서론

자치경찰제 도입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적 선택이자 중앙정부 중심의 한계성을
벗어나 지방정부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완성할 수

2020년 8월 4일 제21대 국회 김영배 의원은

있는 초석임을 강조한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1)을 대표 발

부 간의 경찰권 행사를 다루는 방식은 나라마다 분

의하며, 광역(시·도 경찰청)과 기초(경찰서)단위의

명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경찰권을 어떻게 운영하

조직을 일원화하는 새로운 자치경찰제 모델을 제

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생각도 저마다 다르다.

시하였고, 2021년 7월 전면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이는 자치경찰제가 지역성을 회복하는 상징성을

지난 2019년 3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

갖게 할 수 있으나, 자칫 치안의 일관성을 부족하

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법률안2)과는 전혀 다른

게 하여 지역별 치안불균형을 초래하고, 치안안전

형태의 모델로 자치경찰 신설에 따른 예산지출 문

의 위험성까지 증가할 수 있는 역효과에 대한 고민

제와 경찰 내부 구성원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때문이다.

감안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이 글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

그동안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경찰의

직한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에 대한 의문에서 출

역사적 경로 과정에서 형성된 자연스러운 결과라

발한다. 특히 서울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정치·경제·

기보다는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

사회의 중심지이자, 거대인구를 포용하는 도시라

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문제로 치

는 점에서 치안안전의 기본권 보장은 반드시 관철

부되었고, 팽팽한 찬·반 대립과 함께 쉽게 구현되

되어야 하는 필수조건이 된다. 하지만 동일한 서울

지 않았다.

지역 내에서도 자치구별 인구와 치안환경은 모두

특히 오랫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경찰제 모

다를 수 있다. 실례로 송파구는 서울에서 인구가

델이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을 수직적·종속적 관계

가장 많은 자치구(현재 67만 명)이나 5대 강력범죄

로 통제·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경찰권 행사는 지역

발생은 오히려 강남구(54만 명)가 더욱 높게 나타

과 주민 주도형이 아닌 국가주도형 치안정책이 이

난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강남구가 약 2배 정도

어지면서 경찰권한도 계속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높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치안에 대한 자치

지속되었다.

구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동일한 형태의 일관된

지방자치의 본래적 함의가 단순히 현존하는 지

경찰권이 행사된다면 여전히 자치구의 환경은 통

역과 그 지역 사람들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

일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국가주도형 치안체계

니라, 주민 개인의 총체와 일상 생활공간을 모두

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포함한 행복추구권 개념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1) 의안번호 2684
2) 제20대 국회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

자치경찰제는 범죄라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실현하는 실천적 문제임과 동시에 주민주도형 치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안행정 구현과 지역사회 안전의 가치를 부양한다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주민들

는 거시적 결핍상태를 해갈해야 할 중대성을 가진

은 자신의 생활공간의 환경에 의존하며 안락한 삶

다. 물론 범죄행위에 대한 분노와 불안감을 호소하

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자치경찰제는 강

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를 해결해 줄 주체가 국가경

제력이 아닌 자발적인 공감과 이해에 기초하여야

찰이든 자치경찰이든 크게 중요성을 갖지 않을 수

한다는 점을 주지하고자 하며, 한번 구축된 체계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치안에 대한 불안요소는 행정

쉽게 변화되기 어려운 만큼, 자치경찰제의 출발점

주체가 해결해줘야 할 의무이자 역할이라는 측면

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에서 예산과 인력의 안정성을 갖춘 경찰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치안안전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그렇
기에 자치경찰제 도입은 분명한 관점과 제도적 뒷
받침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Ⅱ. 이론적 고찰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모델은 여전히
자치경찰에 대한 정체성을 명징하게 드러내기에는

1.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와 필요성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서울시 자치경찰제가 온전
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종 연구와 표준화 과정

현대사적 의미에서 한국 자치경찰제 논의는 비

등 복잡하고 긴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교적 짧은 역사를 갖는데, 몇 번의 법안 상정이 있

우선 이 글에서는 논의를 일관성 있게 전개하기

었으나,3) 실질적인 논의는 1999년 5월 김대중 정

위한 몇 가지 관점을 정립하고, 자치경찰제의 지향

부가 제시한 일본식 자치경찰제 모델이다. 그러나

점이 되는 도입방안의 기대역할을 살펴본 후, 현재

자치경찰제를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연계 추진

제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모델이 지방자치 시대에

하면서 검찰의 반대 등 이해관계 기관과 정치권의

과연 적실성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

첨예한 대립 끝에 논의만 하고 중단되었다.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홍익표 의

당시 제시안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원 및 전국

원 발의안(이하, ‘이원화 모델’)과 김영배 의원 발의

경정 이상의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 남겨두고,

안(이하, ‘일원화 모델’), 그리고 서울시에서 제시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시·도경찰청 공무원은

모델(이하, ‘서울시 모델’)을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국가경찰-지방경찰 간

을 파악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시사점을 도출하

상호교류가 가능하게 한 모델로시·도에 경찰위원

여 그에 따른 바람직한 서울시 자치경찰제 운용

회를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설치하고, 소요경비는

3) ① 1953.9.28. 정부 제출 경찰법안 ② 1960.6.9. 경찰 중립화 법안 기초 특별위원장 발의 경찰법안(4대 국회 야당 주도 의원 발의, 임기 만
료 자동폐기) ③ 1960.12.5. 경찰법안(5대 국회 의원 발의, 5.16으로 국회 종료 자동폐기) ④ 1988.10.24. 경찰법안(야3당주도 의원 발의
3건) ⑤ 1989.11.30. 경찰법안(야당 주도 의원 발의 단일안) 등이 존재한다(조성규, 2017:86-87; 양영철, 2015:12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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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고 자동 폐기되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이어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

인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초

계획 수립을 담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단위에서 자치경찰의 도입을 조례에 따라 선택할

2018년 11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이

수 있도록 하고, (김기갑, 2019:136) 생활안전, 지

제시되었다.

역교통, 경비업무 등 일반예방경찰의 일부 기능을

2019년 3월 제20대 국회 홍익표 의원이 경찰

국가경찰로부터 인수하면서 지역적으로는 국가경

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가경찰 사무는 특

찰과 병존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시·도에는 치안

별한 제한 없이 현재의 경찰사무를 모두 수행하고,

행정위원회를 시·군에는 지역치안협의회를 두고,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경찰위원회 관

국가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수연,

리 하에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시·군·구 단위 자치

2019:40-41).

경찰대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자치경찰본부장의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는 기초단위 자치경찰

소속으로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이는 생활안

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

전, 지역교통, 경비업무 등의 임무와 민생범죄수사

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이관을 받

까지 국가경찰과 중첩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아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축소하는 지방행정체제

데, 이 법률안도 기간만료로 인해 폐기되었다.

개편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자치경찰

2020년 8월 제21대 국회 김영배 의원은 새롭

이 생활안전, 지역교통, 경비업무 등 일반예방경찰

게 자치경찰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국가경찰 신

의 일부 기능을 지역적으로 병존하는 국가경찰과

분을 모두 유지하되 자치경찰사무만을 구분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수행하고, 구체적 역할 분담은 업

업무 혼잡을 방지하는 일원화 모델을 발의하여 의

무협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

안이 통과되었다.

단체에서 도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
회와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재정은 지방자치단

2) 필요성

체가 원칙적으로 조달하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자치경찰이라는 용어의 명시적 정의는 없으나,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개념적으로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

11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경찰’(최우용, 2005:266),

를 통해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주민 생

또는 제도상 표현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유

활 밀착형 사무에 제한하는 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가지는 경찰’(안영진, 2014:

는 시·군·구에 자치경찰단과 심의의결기구인 자치

358; 김남진 외, 2008:250; 강주영, 2013:31)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소비세와 과태료, 범

대신할 수 있다. 일부 자치경찰에 대하여 지방자치

칙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도록 방식으로 별도의

단체장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박진현, 2000:

법률안이 제출되지 않고 논의가 중단되었다.

318-319)는 표현도 있으나, 자치란 지역주민에 의한

이와 같은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대부분 이해

다는 것을 의미할 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을 거

관계 충돌로 인해 국회 임기만료까지 통과되지 못

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상존한다(안영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외, 2008:16).

예방경찰을 넘어 수사경찰까지 포섭할 수 있을지

자치경찰제 도입의 우선적 목적은 자기책임(주

에 관하여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선

민자치)의 실현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인

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자

사·재정 및 사무집행 등과 관련한 권한 등이 국가

치단체가 치안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중에 무엇

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을 통해 경찰사

을 더 강조할 것인지와 관련되는데, 민주성을 최대

무가 수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

화한다면 기초자치단체까지 자치경찰을 도입하여

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자치단체장의

야 하고, 효율성만을 강조한다면 여러 논란에도 불

유착관계 등 자치경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속으

구하고 국가경찰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결론일 수

로 두고 지휘·감독을 받게 하는 구조는 자칫 자치

있다(김수연, 2019:46). 따라서 광역·기초단위 일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민주성을 오히려 침해할

원화 모델은 분권과 자치라는 가치와 효율성 간 양

수 있다는 입장(김남욱, 2018:12-13)도 있으나,

자의 조화라고 볼 수도 있고, 다소 부족한 것으로

경찰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볼 여지도 있다.

임무로 일반통치권에 기한 명령과 강제력을 수반

결론적으로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인격성을

하는 작용(김남진 외, 2008:246-247)으로 지역주

수동형에서 능동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간이

민을 위한 위험방지 기능은 일반적인 자치권의 문

다. 국가경찰을 통해 제한된 통제권 속에서 법규를

제로 귀결되는 지역적 관련성을 가진다. 따라서 자

받아들이던 환경은 주민중심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치경찰은 주민선출에 의해 독임하는 지방자치단체

갖춘 치안행정으로 지방정부라는 주민공동체의 존

장의 사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수사권도 자치경찰에 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상적·희망적 필요성은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존

필요성 여부가 문제된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 뿌리

하던 국가경찰의 주권성이 이제 지방정부로 이전

내린 삼권분립 체계에 따르면 사법권을 행사하는

되어 주민에 근거하여 경찰권의 힘을 설명할 수 있

수사경찰은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사무가 될 수 없

는 상태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고, 자치사무가 아닌 위임사무로서 별도의 법적 위
임이 필요하다(조성규, 2017:100). 반면, 영미법계
는 법을 집행하고 범죄를 진압하며 질서를 유지하

2. 선행연구 검토

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경찰의 본질적 역할이기 때
문에 수사경찰을 포함한 제도적 경찰권이 모두 자
치경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자치경찰에 대한 도입 필요성과 운영 방
안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 크게

경찰권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질서 유지

구분하여 2018년 이원화 모델이 발표되기 이전에

라고 할 수 있다. 수사권이 분리된 경찰 활동은

는 제도적 관점에서 자치경찰 도입에 관한 필요성

그동안 한국의 역사적 경로 과정에서 볼 때 주민들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던 반면, 이후에는 국가경

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치안체계 역시 비효율적

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에 대한 평가와 운영 방안

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사무에 일반

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문별로 제주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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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

이원화 모델에 대해 이훈재(2018)는 자치경찰

필요한 서울시 자치경찰제 운영 방안에 있어 규모

제 도입은 자치경찰과 지역주민과의 신뢰 관계 선

등에서 차이가 있어 검토하지 않았다. 아울러 일원

순환구조 형성과 종합적 지방행정 실천을 위해 필

화 모델은 제시된 기간이 짧아 서울연구원 세미나

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지방경찰청의 조직과 기

(2020.8.13.) 등 일부에 불과하여 연구 자료가 부

능이 그대로 광역시・도지사 소속으로 편제되어

족한 실정이다.

자치경찰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서울시에서 제시한

우선,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 방안에 대해 안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제 모델을 지지하였다. 이기

영훈·강기홍(2008)은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정부가

춘(2018)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자치경찰제(안)

자치행정권을 갖고 관할지역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

는 경찰의 권력을 자치권력으로 옮기는 것에 중심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자치정부의 한 집행

을 두어 국민의 희망 사항 확인과 법이론적 근거

조직이고, 기구, 인력 및 재정, 지휘체계 등이 직접

확보에는 오히려 관심이 적어 보인다고 비판하며,

적으로 자치정부에 귀속되는 경우”라고 정의하며,

전국적 치안불균형 문제, 지자체 사이의 조정자 소

자치경찰의 인사권, 재정 운영 등이 직접적으로 기

임을 수행을 주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광역형 자

초정부의 수장인 시장에게 귀속된 프랑스, 스페인,

치경찰제도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이탈리아의 자치경찰제의 본래적 역할을 한다고 보

영남(2018)은 이원화 방식은 국가경찰이 현행 그

았다. 신현기(2010; 2017)는 지방자치제와 함께

대로 지방 치안의 대부분을 담당하면서 자치경찰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이 제한적인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

하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방향과 법안을 다양

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에서 제시한 전국

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사·조직·재정 등에 대

단위 경찰사무 외 전부 지방 이관 방식을 민주성에

한 세부적인 분석으로 서울형 자치경찰제 모형을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상훈(2019)은 홍익표 의원

제시하였다. 남재성(2010)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

발의안 모델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장의 책임성

요성 및 도입 단위와 범위, 그리고 관리유형과 인

을 강화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경찰권 남용에 대한

사, 재원, 기대효과 등 6개의 변수에 대하여 인식

통제방안으로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주문하고 있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경찰제의 조속

다. 김하경(2018)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

한 도입과 광역단위의 범위가 적절하며, 인권에 대

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경

한 존중과 대국민 치안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등

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무색해진다며, 자치

자치경찰제 도입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찰조직을 자치경찰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양영철(2013)은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분석하여

아울러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시 제기되는 광

사무, 조직, 재정, 인사 등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역범죄 치안 공백, 지방 토호 세력과의 유착 우려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방지를 위해 광역단위 시행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끝으로 김일봉·백석기(2011)의 연구는 제주자치경

엄응용 외(2020)는 제주자치경찰제와 광역단위 자

찰의 한계점을 분명하게 분석하면서 자치경찰제 도

치경찰제 도입(안)을 비교검토하고, 일원화 모델을

입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제주형 모델의 한계성을 일부 극복한 것으로 왔으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분권성 실현에서 미흡하다고

실질적인 자치경찰 제도의 의미는 퇴색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자치경찰 사무

비판하였다.

시정명령을 지방의회 권한으로 이전할 것을 주지

이처럼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

하였다.

구가 진행되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에 대한

그 외 허경미(2019)는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논의보다는 이원화·일원화 모델의 문제점과 해결

장의 자치권 또는 제한 여부에 대해 기술하며, 시·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군·구 자치단체장의 자치경찰대장 임명 추천권 등

본 연구에서는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질적

재량권 확대를 주장하였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의

으로 추진이 가능한 서울시 자치경찰제 운영 방안

정치적 중립성만을 강조하여 광역경찰위원회 제도

을 제안하고자 한다.

를 도입하는 것을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일원화 모델이 입법 발의되면서 김원중
(2020)은 일선 경찰기관의 국가화로 주민수요에

3. 서울시 치안환경

부응하는 자치경찰조직이 사실상 부재하였음을 강
2020년 11월 현재 서울시 인구는 약 971만

조하며, 지역 치안 수요에 대응한 전권한적 경찰사
무 부여를 제안하였다. 또한 황문규(2020)는 일원

명4)으로

화 모델은 경찰권의 분권화 취지가 퇴색되었고, 지

(1,335만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보

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및 지역 특성에 적합

여주고 있다. 비록 서울의 총면적은 605㎢5)로 한

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

국 전체면적의 0.6%에 불과하나, 정치·경제·사회·

한다. 박동균(2020)은 국가·자치경찰 조직을 일원

문화·교통의 중심지이자 국가 수도로서 인구 밀도

화한 데다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에 구체적이

(15,964명/㎢)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 않은 일반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인구수와 인구 밀집에 따라 범죄가 비례

국내 전체인구(5,178만 명) 중 경기도

<표 1> 광역단위별 범죄 발생 현황
구분

총계

강력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기타

서울

305,909

6,977

42,224

78,857

4,893

41,566

부산

119,267

1,716

14,497

31,357

1,773

21,714

인천

93,347

1,749

10,134

21,318

1,391

15,665

대구

75,707

1,095

9,249

18,218

997

8,450

광주

44.102

753

4,922

9,651

470

4,788

자료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19)

4) KOSIS(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5) 이는 일본 도쿄(622㎢)와 비슷한 규모로 영국 런던(1,572㎢)보다 작지만, 프랑스 파리(105㎢)보다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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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람이 많을수

세부적으로 살인죄는 영등포구에서 가장 많이

록 범죄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

실제로 <표 1>은 2019년 기준 전국 광역단위 지역

범죄는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

의 범죄 발생 통계 현황을 보여주는데, 서울시는 한

됐다. 아울러 서울시 전체에서 발생한 성 관련 범

해만 총 30만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

죄는 6,412건으로 강남구(600건), 마포구(473건),

계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부산(인구수: 340만 명),

서초구(470건), 영등포구(391건), 관악구(352건)

인천(인구수: 294만 명), 대구(인구수: 242만 명)지

등 5개 자치구가 약 35.6%(2,286건)을 차지하며,

역을 모두 합친 숫자보다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또한 서울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 특히 성범죄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에서

112신고 건수도 타지방보다 월등하게 높다. 2018

발생빈도가 높게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공

년 기준 서울은 총 4,145천 건의 신고접수·처리가

개하는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 위험도에 따르면 영

이루어졌는데, 경기도 전체 신고 건수 4,375천 건

등포구의 경우 당산역과 여의도역에서 높게 발생

과는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기타 지방 부산(1,309

하고, 강남구는 강남역과 서초역에서 성범죄가 가

천 건), 인천(1,213천 건), 대구(901천 건), 대전

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범죄 발생은 환경요인

(532천 건)과 비교하여 큰 격차를 보인다.

과 무관치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와 424개의 행정 동에서

강남, 중구, 종로구 등 도심 상업지역의 경우 상

발생하는 범죄 건수는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발

시적 거주 인구는 적지만, 유동 인구와 유흥시설이

생하는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서울지

상대적으로 많아 범죄 발생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

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봉구는 연간 2,249건(전체

다. 반면 광진구는 상시 거주 인구지역으로 정주인

2.2%)의 살인·강도 등 5대 강력범죄가 발생한 반

구 지역 중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면, 강남구는 7,513건(7.36%)으로 약 5,000건 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성동구와 도봉구는 비교

상의 격차가 발생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적 범죄 발생 숫자가 적은 편인데, 이는 유흥가보

강남구의 인구는 약 54만 명으로 도봉구의 32만

다는 일반주택가 중심의 주거지역이 많이 차지하

명에 비해 약 22만 명의 차이가 있으나, 강남구에

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유사한 주

이어 두 번째로 범죄 발생 건수가 많은 영등포구의

거지역임에도 노원구와 강동서는 폭력 건수가 높

경우는 인구 37만 명으로 도봉구와 큰 차이가 나

게 나타나고 있어 단순하게 인구에 따라 범죄 발생

지 않았음에도 발생 건수에선 약 3천 건 정도 차이

이 차이가 나는 절대적 접근보다는 유흥시설 등 치

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서울에서 가장 많

안 위험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67만 명)는 강남·

있다. 아울러 2019년 현재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

영등포구에 이어 3위에 머무르고 있어, 인구와 범

대수는 312만 대로 경기도(576만 대)에 이어 전국

죄 발생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에서 두 번째로 많고, 교통사고 인명피해 현황 역

점을 알 수 있다.

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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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울시 지역별 5대 범죄 발생 현황(2018년 기준)
구분
서울시 전체

합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101,948

143

143

6,412

39,175

56,075

7,513

10

14

600

3,004

3,885

영등포구

5,840

17

8

391

2,292

3,132

송파구

5,807

5

6

309

2,352

3,135

마포구

5,172

6

6

473

2,011

2,676

관악구

5,026

9

10

352

2,012

2,643

구로구

4,810

8

9

250

1,717

2,826

서초구

4,726

5

5

470

1,851

2,395

강서구

4,629

11

6

269

1,724

2,619

중랑구

4,288

4

3

174

1,526

2,581

중구

4,030

2

11

207

1,855

1,955

노원구

4,007

5

5

194

1,422

2,381

강동구

3,919

3

7

170

1,515

2,224

광진구

3,915

7

2

229

1,769

1,908
1,962

강남구

종로구

3,690

6

3

236

1,483

동대문구

3,680

2

5

145

1,447

2,081

은평구

3,590

8

1

188

1,278

2,115

양천구

3,515

2

4

120

1,384

2,005

강북구

3,437

8

7

188

1,112

2,122

용산구

3,411

1

3

331

1,096

1,980

금천구

3,293

6

7

200

1,168

1,912

동작구

3,100

3

7

288

1,151

1,651

성북구

3,042

7

1

183

1,164

1,687

서대문구

2,802

5

3

206

1,062

1,526

성동구

2,457

2

5

126

999

1,325

도봉구

2,249

1

5

113

781

1,349

자료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2020.8.16. 방문)

2019년 기준 서울시 전역의 일일 평균 교통량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물리적 환경이

은 10,586천 대로 이는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라 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과 별도로 특

도시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교통사

정 지역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준6)으로

높게 나

수 있다. 이처럼 서울시의 치안환경은 많은 인구와

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교통사고가 유독 다발적

인프라 등과 지역별 특성에 따른 범죄위험이 상대

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강남구이며, 매봉역사거리,

적으로 타 시·도보다 높게 나타난다. 지난 2019년

청화아파트, 청담사거리, 강남경찰서 앞, 역삼로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전국 지역안전지수 결과보고

고 사망자 수는 약 2~4배 많은

6)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20.8.23.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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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범죄 분야에서 최하위등급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범죄 발생률의 경

인 5등급을 부여받았다. 그 중 종로구와 중구지역

우, 지역마다 치안서비스 범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

은 2014년부터 5년 연속으로 계속 최하위등급을

역 특성에 따른 집중분야 및 인원 배치가 결정되어

받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자치구에 대

야 할 것이다. 이는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

한 치안환경에 매우 불안한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

과 자원투자가 필요하며, 가장 취약한 지역에 우선

음을 보여준다.

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전
략이 중요하다.

<표 3> 서울시 지역별 범죄지수 등급 현황
구분

지역

1등급(0)


없음

2등급(6)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노원구, 양천구

3등급(9)

동대문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4등급(8)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5등급(2)


종로구, 중구

Ⅲ. 자치경찰제 모델 비교

1. 이원화 모델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2019)

1) 주요 내용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주민의 체감안전 비율
은 대부분 3등급(9곳) 또는 4등급(8곳)에서 머무르
고 있는데, 치안에 있어 가장 안전을 느끼는 1등급
을 받은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없으며, 2등급도 6곳

이원화 모델은 기존의 국가경찰제 시스템을 유
지한 채, 광역단위 자치도별로 자치경찰을 새롭게
신설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혼재하는 운영방
식을 말한다.

에 불과하다. 이처럼 자치구별 치안안전에 대한 체
감률과 범죄 발생비율이 상이한 서울시는 해당 자

<그림 1> 이원화 모델 조직도

치구 하나가 지방 소도시 시·군보다 규모가 큰 경
우가 많고, 특정 범죄가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비율이 차이가 나고 있어 전국적 통
일성과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경찰제를 운영
하는 것보다 해당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를 분석하고, 그 유형과 패턴에 적합한 대책을 세
우는 것이 범죄 경감에 효율적일 수 있다.
이에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대책 마련
과 지속가능한 치안관리가 가능하도록 현재 시행
중인 국가경찰 치안정책과 다양한 자치경찰정책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하다.

자료출처: 머니투데이(2020.7.30.) 그래픽 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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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경찰 조직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점에
서 온전한 자치경찰제의 모습과는 다르며, 여전히

이와 근접한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사무를 분장하
였다.

경찰권력이 국가에 집중된 형태를 이어간다는 측
면에서 비판을 받았다(조성재·승재현, 2020:232).
또한 이 모델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경찰인 지
방경찰청과 경찰서가 시·도지사 소속으로 완전히
이관되어 운영되는 기초단위 자치경찰제와는 예산
과 조직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수정된 대
안적 모델로서 차이가 있다.

<표 4> 자치경찰 및 국가경찰 사무배분
구분

자치경찰

국가경찰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  정보·보안·외사·경비 및
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112 상황실
주요 형 사무 및 지구대·파출소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
사무  민생치안 밀접 수사(교통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협약으
사고, 가정폭력 등)
로 규정) 및 순찰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자치분권의 기본 취지를

이처럼 자치경찰의 주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구현하고자 하였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독

의 행정력과 연계하여 주민중심의 생활안전, 지역

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두어

내 교통안전, 공공시설 및 행사장 경비 등 주민밀

지역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자치경찰본부

착형 사무를 수행하고, 수사사무에 있어서는 성･가

장·대장 추천, 그리고 인사위원회 운영과 고충 심

정･학교폭력에 대한 수사,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

사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이는 자칫 시·도

행방해 수사, 뺑소니, 사망, 교특법상 12개 중대사

지사가 독점할 수 있는 경찰권 행사에 대한 견제와

고 및 물피 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사고 수사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를 담당한다. 특히 민생치안 수사권과 관련하여 현

아울러 시·도경찰위원회 관리 하에 시·도 단위에는

장보존 등 초동조치권 및 국가경찰에 적용되는 경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시·군·구 단위에는 자치경찰

찰관직무집행법을 전면적으로 준용한다.

대를 설치하며, 시·도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따

자치경찰 사무수행은 기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라 자치경찰대장 소속으로 지구대·파출소를 둘 수

준용하는데, 만약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지 않은

있게 하였다.

범죄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초동조치 후 국가경찰

이와 함께 국가경찰은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

에 관련 증거 또는 범인을 인계·인도한다. 따라서

서-순찰대 편제로 국가경찰기관에 112종합상황실

자치경찰도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무기를 휴대하

을 설치하여 국가･자치경찰 합동근무와 112 신고

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휴대 시에는 자치경찰

대응 및 경찰관의 출동･응원을 총괄 지휘한다. 국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 시에는 청장 또

가경찰의 순찰대는 국가경찰 사무의 일선 집행기

는 서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되어있다. 끝으

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로 자치경찰도 제복을 착용하나 국가경찰과는 구

특히 이원화 모델은 국가경찰은 수사･정보·보

별되게 착용함으로써 외관상 차이를 두고 있다.

안·외사기능과 전국단위 규모의 치안사무와 통일

또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상호 간 자료와 기

을 필요로 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경

술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두며, 유·무선 통

찰은 생활안전·교통 등 주민밀착형 치안활동 및

신망 및 시설물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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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치경찰 사무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주민기초
생활과
밀접

가정･학교폭력: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범죄
수사

성폭력: 공연음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
소 침입

교통사고: 뺑소니, 사망, 처벌특례 12개항, 물피
도주 제외한 사고조사
실종: 범죄의심 없는 가출인･단순 미귀가자(만
18세 이상)

현장
법집행력
확보


자치경찰이 단속한 음주･무면허운전 사건

자치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

관공서 주취소란 사범

특별사법
경찰수사


지자체 특사경 사무 36종

지자체
의무･책무 
개인정보 침해, 성매매, 사회복지 관련 수사 등
결부

2) 평가
강학상 이원화 모델은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을 말하며, 자치경찰
조직이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조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하지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은
국가경찰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신규인력과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국가경
찰 기능의 약화 혹은 조직 위상 격하에 대한 우려
와 경찰 내부의 반발을 지나치게 방어적인 측면에
서 대응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상훈, 2019:
66). 아울러 하나의 치안 현장에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이 중첩된 이중구조 치안 시스템으로 설계되
어 이에 따른 혼선이 치안 업무의 비효율성과 시민
불편을 자초할 수 있다는 비평을 받았다.

협조를 요구하고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상호 간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자치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
청을 거절할 수 없게 하였다. 아울러 응원에 파견
된 경찰관은 응원을 요청한 국가·자치경찰관서장
의 지휘에 따르며, 응원 절차와 규모, 경비부담 등
일체는 국가-자치경찰 간 협약으로 결정하도록 하
였다.
112신고의 경우, 상황실로부터 출동 요구를 받
은 경우 소관사무와 관계없이 즉시 현장에 임장하
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도지사는 112종합
상황실에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행정-치안행정 간 협의·조정을 위
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
고, 국가-자치경찰간 분쟁은 지방자치법 제168조
(총리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자치-자치경찰간
분쟁은 지방자치법 제148조(행정안전부 중앙분쟁
위원회)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국가경찰제로 유지된 현재의 치안력이 크
게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이 신설되어
그동안 국가경찰 활동이 미치지 못했던 치안안전
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황문규,
2020:14-15)도 있으나,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경
찰권 행사의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자
신의 불안과 위협요인을 해결해주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실례로 성폭력 범죄는 경찰이 주로
피신조서를 받지만, 그 외 나머지 사무처리는 해바
라기센터 등 지원기관에서 처리하므로 이를 자치
경찰이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로 가
정폭력 범죄가 단순 폭력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를 소지하는 사례가 많아 이는 적극적 수사권
을 가진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지난 세월 동안 경찰권 행사를 국가 사무의 일
환으로 생각하며, 치안안전의 주체는 당연히 국가
또는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여겼던 일련의 선입견
혹은 관행적 관념이 온전한 주민중심의 주체성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갖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의식적 주민주체성이

<그림 2> 일원화 모델 조직도

보장 우선하여 치안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영역
을 보장해 주고, 국가경찰은 보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한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상당수의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의 상급
기관으로 공존하게 되는 이 모델체계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통제권이 제대로
작동할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이 지역별
특화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국가경
찰에서 이관되는 사무 수행이 온전하게 시행되어
야 하며 사무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거나, 일반
행정사무에 불과한 사례가 없어야 한다.

자료출처: 머니투데이(2020.7.30.) 그래픽 수정 인용

일원화된 계급 체계를 그대로 승계한다. 물론 대통

2. 일원화 모델

령령에 따라 경찰청장이 임용권 일부를 시·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

1) 주요 내용

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도

일원화 모델은 현재 국가경찰시스템의 틀을 그

록 하고 있다.

대로 유지한 채, 자치경찰의 일부 요소를 첨가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상임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구성적 측면에서 국가경

위원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하였고,

찰 조직으로 경찰청을 두고, 시·도 경찰청, 경찰서

주요 심의내용과 의결사항은 자치경찰사무 관련

등 경찰기관을 지역적 분장 기관으로 구분하는데,

예산과 장비 등 주요 치안정책과 자치경찰사무와

경찰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경찰청

관련된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그리고 자치

장 소속으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 또한 현재

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이

지방경찰청의 명칭을 시·도경찰청으로 변경하고,

다. 또한 시·도경찰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과 시·도경찰청 소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속으로 경찰서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구

받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

대·파출소는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경찰서장 소속

록 규정하고 있다.

으로 설치·운영된다.

자치경찰은 경찰사무의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

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의 업무를

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

수행하며,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고 있으나, 자치경찰의 신분은 모두 국가직공무원

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대

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아울러 현 계급과 같이

로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사무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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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다만, 국가경찰사무는 시·

된다. 하지만 일원화 모델은 국가라는 명시적 조직

도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하

소속감을 부여해놓고도 행동과 행위는 지역자치단

는 반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경찰청장이 시·도자

체를 위해 봉사하라는 분리된 심적 감정을 강조하

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고 있는 셈이다.

직무수행은 사실상 현 체제와 큰 변화가 없고,

일원화 모델의 본질은 국가경찰의 큰 틀 안에서

조직 차원에서의 소속 변화만 있을 뿐이다. 예산의

자치경찰이 존재하는 형태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측면에서 국가는 지자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

로서 작용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기능에 한해

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 소요 비용에 대

자치단체에 위임해 지방경찰 수무를 수행하는 초

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자치경찰의

보적 단계의 방식을 말한다. 이는 자치경찰제의 전

예산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

면적 시행이 시기상조로 판단될 경우 일부지역에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하게 되

서 가능한 예비적·점진적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면

어 있다.

에서는 충분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일괄적 시
행으로 소속감만을 변경하는 수준으로는 아무런

2) 평가

성장을 하지 못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일원화 모델은 온전한 자치경찰 실현이라는 본
질적 의미에서도 방향이 많이 비켜가는 모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사례에서도 보기 힘든 구조

3. 서울시 모델

인데, 국가경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자치경찰
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지조차 의문이 들

1) 주요 내용

수 있다.

2018년 2월 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

무엇보다 일원화 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직

울시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안) 학술용역 결과

자체의 변화와 주민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이하

하는 것보다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 등 국가경찰의 모든 조직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점에 있다. 치안사무를 수행

과 인력, 사무와 재정을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것은 조직 그 자체가 아니라 조직을 구성하고

이관해 중앙-지방정부 간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

있는 경찰공무원들이다. 이들은 국가 또는 자치경

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찰사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기에 앞서 소속감과

또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자치경

동질감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서 작용하는 객체

찰청장·자치경찰서장 등의 주요 인사권을 합의제

이다.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의회의 동

인격이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의를 거쳐 3배수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행사하도

자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록 하였고, 자치경찰서장의 경우는 필요시 시·군·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주체성에서 에너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 역량을 산출하며, 헌신을 자발적으로 발산하게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그림 3> 서울시 자치경찰 모델

자료출처: 국민일보(2018.2.7.) “경찰 업무 80% 자치경찰에 이관해야”

자치경찰의 신분은 모두 지방직공무원으로 보

국가안보·국제범죄·전국적 사건에 대한 일부 사무

임하는 등 신분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 안

만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보충성 원칙을 제시하였다.

정화 시행에 신속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

이처럼 경찰권 행사의 전면적 이관을 요구하는

히 국가경찰에 배정된 경찰예산을 특별회계 또는

서울시 모델은 만약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병존

교부금 등의 형태로 활용하여 자치경찰에 전용하

하면 주민 입장에서 어느 기관으로 치안문제를 문

여 운영하면서 이후 지방세의 조정과 세외수입 발

의하거나 참여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굴 등을 통해 재원을 넓힐 것을 권고하여 시민 비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 활동을 중심으

용부담 최소화를 방안을 제시하였다.

로 하는 국가경찰을 일부사무 영역으로 축소 또는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감독기구인 시·도자치경

특화시키고, 광역단위 이하는 모두 자치경찰사무

찰위원회는 시·도자치단체장과 시·도지방의회와는

로 이관하여 치안공백 없이 안정화, 그리고 진정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나 위원은 시·도의회 동

주민참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

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임면한다. 시·도자치경찰위

되었다.

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와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결국 서울시 모델은 직무수행은 기존 국가경찰

간 협력적·우호적 관계를 가지며, 외부적 기능으로

의 임무를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공조하자는 것이고, 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가 주민중심의 근린

부적 기능으로는 자치경찰조직과 인력의 위법행위

치안에 집중하며, 대통령 경호를 위한 경비·경호

를 견제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는 등 감독자

경찰업무, 대규모 집회시위 시 동원되는 응원경찰,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이탈주민관리 등 안보업무 등 국가경찰사무를

서울시 모델은 기존의 국가경찰이 수행하던 모

제외한 모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업무를 수행한다.

든 사무 즉, 수사권까지 포함해 국가경찰은 특정

여기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에 통일성을 기하여야 하는

민생사법경찰단 업무인 디지털·방문판매·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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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서울시 모델 주요내용
구분
조직
시·도자치
경찰위원회

주요 내용
 현행 국가경찰 조직 중 경찰청만을 국가경찰로 남겨두는 형태
 시·도지사 소속하에 자치경찰위원회-시도 지방경찰청-경찰서를 두는 형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7인으로 구성, 시·도의회 동의 → 시·도지사 임면

시·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 제청권, 자치경찰의 인사권과 치안정책수립 사항 심의·의결

사무


원칙적으로 현 경찰사무를 모두 자치경찰 사무화

정보·보안·외사·전국적 수사사무만 국가경찰이 담당, 그 외 모든 사무(일반수사 포함)는 자치경찰이 수행

인사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시·도지사에게 부여

지방경찰청장은 시도 경찰위원회 3배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면

경찰서장은 마찬가지로 시도 경찰위원회 3배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면하되, 필요시 시·군·구청장 협의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

인력


현행 지방경찰청을 자치경찰로 그대로 이관하고 신규채용 최소화

단, 일괄적인 전환이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휘·감독권을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1단계 국가공
무원 유지 → 2단계 지방공무원화 검토

재정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과 연계 검토

세원조정 전까지 현행 지방경찰청 예산을 자치경찰에 재배정하는 방안

사무이관 시 국가경찰 건물·장비 등을 시·도에 이관

상호관계


수사관할조정위원회(가칭) 설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사우선권 문제 해결

자료출처: 정웅석, 2010:50; 김흥주·이시원, “세종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2019:53 수정인용

상표수사와 대부업·식품안전·보건의약·주택·복지수

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경찰은 예외

사를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제로의 전환하여 업무를

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치경찰이 관

수행하게 된다.

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

이에 필요한 재정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세원 조
정과 연계·검토하여 조정 전까지는 치안특별교부

도록 수사권을 부여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금 형태의 국가예산을 사용하는데, 기존의 국가경

다만, 지역특화중심이므로 경찰권 행사가 운영

찰 건물·장비 등도 시·도자치단체가 경찰권과 동시

되다 보니 다른 지역 자치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에 이관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에 자치경찰권이 예속될 경

2) 평가

우, 행정 권력에 경찰권이 휘둘리거나 토착 세력과

서울시 모델은 이원화·일원화 모델과는 자치경

의 결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충분히 우려된다. 지역

찰의 위상과 실질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내에서의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

<표 7>에서 보듯이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모델(안)

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치안서비스 수

을 제시하기 위해 별도로 추진계획을 세워 진행하

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 지원

였다.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

서울시 모델이 구성하고 있는 담당업무는 주민
과 가장 가깝게 밀착된 자치경찰이 모든 경찰 사무

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울시 모델의 주요
내용은 <표 7>에서와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표 7>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추진 연혁
일시

주요 내용

’17.6.9.


자치경찰제 도입 대비 ‘전문가 자문 간담회; 개최

7.18~19.


시민의견 수렴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조사인원 총 2,288명)
- 자치경찰제 시행 시 치안서비스 향상 기대(약 73%)
- 도입형태 선호도: 광역지자체(44.8%), 기초자치제(14.8%), 혼합형(40.4%) 응답

7.21.


자치경찰제 도입방향 모색 ‘대 시민 포럼 개최’
- 주민 중심 봉사행정,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자치경찰 도입 공감
- 실질적인 자치경찰 기능 유지를 위해 현행 지방경찰청의 조직, 인력 등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 적
극 검토 칠요

7.27.


자치경찰제 도입대비 ‘TF팀 구성(구성인원: 시 7, 외부 5 등 총 12명)’
- 자치경찰시민회의 지원, 학술용역 자문, 자치경찰 연구 등

8.17.~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학술용역 추진
- ’08.1.1. 도입된 서울시 특사경 10년 진단을 통한 향후 운영개선 방안 마련
- 서울시에 맞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안) 마련
- 서울시 특사경이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구상 및 제시

8.31.


서울시 자치경찰 8대 기본원칙 마련
- 시민의 신뢰와 지지 및 참여 기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협력, 인적․물적 시민부담 최소화
- 시민과 친근한 인권보호 경찰,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

10.19.


자치경찰 모델안 반영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건의

11.2.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 발표

자료출처: 서울시청 자치경찰제 모델(안) 결과보고회(2018), 재정리

4. 소결

미드 구조의 확장 우려, 외부적으로는 코로나 19
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자치경찰 창설 비용이 과

2018년 발표한 이원화 모델의 특징은 자치경찰

다하게 투입된다는 우려, 그리고 초기 정립되지 않

조직을 별도로 신설해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하

은 경찰업무 혼선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

는 것이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전

되었다.

체 경찰 인원의 36%인 4만 3,000명을 자치경찰로

하지만 일원화 모델은 경찰 조직의 외형은 지금

전환하고, 광역단위에선 자치경찰본부를 창설하고

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업무와 지휘체계에서만 구

기초단위에선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

분하는 것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기존 사무

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강화에 대한 견제

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와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는 현직 경찰관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지휘·감독 주

지금과 동일한 환경에서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서

체가 분리되었다는 점은 경계 사무가 뚜렷한 업무

에서 근무하면서 국가직-지방직공무원으로 신분이

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아동폭력 같은 지

구분된다는 점에서 상호 간 이질감 없는 업무처리가

역 사건이 국가적 관심 사안이 되는 경우 등에는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고, 조직 신설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이와 같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고위직 증가에 따른 피라

은 운영방식이 경찰의 비대한 권력화를 막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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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취지와 어느 정도의 밀접성을 가졌는지도 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 주요 논점이다. 결과적으

문이다. 물론 이원화·일원화 모델 모두 지휘 기관

로 이 모델이 추구하는 것은 한국 자치경찰에 대한

이 달라지는 만큼 조직체계는 분리되지 않았어도,

협소한 이해를 극복하는 온전한 자치분권의 실현

분권과 분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

이자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임을 강조한다. 이 때

국형 모델인 일원화 방식에 대해서는 학계와 당국

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일원화 모델은 서울시 모

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지속 가능 요인도 연구

델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일원화 방식이 국가경찰기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구를 그대로 둔다는 전제에서 출발함으로써 기존

이와 별도로 서울시 모델은 전혀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결합 또는 전환

의 특별사법경찰을 확장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
이다.

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모델은 지금까지 국가경찰

물론 서울시 모델의 전면적 도입은 시행 초기

제만을 운영하여 온 역사적 경로에 비추어 볼 때 다

한동안의 치안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구심

소 파격적인 대안모델로 볼 수 있다. 특히 국가경

이 있다. 그동안 축적되어 온 지휘체계가 한순간에

찰 소속의 지방경찰청 이하 단위를 모두 지방자치

바뀜으로써 가지는 혼란에 대한 걱정에 주민은 오

단체로 이관하여, 주민들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

히려 일원화 모델을 더욱 안심하다고 느낄 수 있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청장과 자치경찰서장 후보를

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계속 국가경찰제에 익숙하

3배수로 추천하여 시·도의 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면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얻게 될 치안서비스 향상

국가경찰 예산을 치안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시·

과 그 구성원들의 역할의 확장성이 오히려 간과할

도별 치안서비스의 차등 문제 및 자치경찰의 처우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치경찰제 논의에서 불필요한

<표 8> 3개 모델 비교표
구분

이원화 모델

일원화 모델

서울시 모델


現 국가경찰 조직의 지방청 이하를 모두
 現 국가경찰 조직을 그대로 유지, 시․도
시․도에 이관
現 국가경찰 조직을 그대로 유지, 민생
지사 소속의 별도 자치경찰조직을 신설 
주요
원칙적으로 모든 경찰사무를 자치경찰
치안 업무를 자치사무로 분리하여 업무

국가경찰은 모든 경찰사무 수행 가능
내용
사무로 이관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경비 및 특사 
국가직공무원 신분 유지

국가경찰은 법률에 열거된 정보․보안․외
경 사무의 일부 수행
사․전국적 수사 등만 예외적으로 담당

자치경찰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없음

국가경찰이 보지 못한 치안사각지대 발견

자치경찰의 이상적 모형에 부합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혼선
장점 
치안현장에 대한 이해도 증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헌법 개정에
방지, 치안역량 유지
부합하는 모형

주민중심 치안행정 자긍심 고취

경찰내부 만족

한계


범죄신고 시 주민혼란 가중

명확하지 못한 사무분장

자료출처: 정웅석, 2010:51 재정리


급격한 경찰체제 변동에 따른 주민불안
우려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음 국가경찰조직을 와해할 것이라는 경찰
내부 우려와 반발

주민중심 경찰활동이 가능한지 의문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사무에 대한 지휘․
통제 불응 시 실효적 대책 미흡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열린 자세로

지방재정의 열악성도 우려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단체

이런 점에서 일원화 모델은 국가경찰의 일선 행

의 특수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최근 자

정기관으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을 줄일 수 있다는

치경찰제 도입논의가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 대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지역주민이

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경찰

필요로 하는 행정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가까운 지

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자체가 제공하고, 광역이나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추진되고 있는데, 자치경찰제의 진정한 가치는 정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에 한해 보충적 수준에서

치적 입장 혹은 이해관계에 따라 조명되는 것이 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보면 일원화 모델

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속가능성 큰

은 타당성을 가진다.

주민자치를 위한 모색 방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비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중을 얼마로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아

없다.

야 한다. 오히려 지자체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

세부적인 형태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미 일본,

주는 방향으로 더 과감한 기능 이양과 함께 재원

유럽 일부 등 주요 선진국에선 자치경찰제가 시행

조정안을 마련해 자치경찰제를 논의하여야 한다.

중이다. 물론 한국도 지난 2006년 제주도민들의

따라서 경찰의 조직구조를 복잡하게 할 이유는 분

주민 투표를 통해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명하지 않게 된다. 국가경찰은 국제, 마약, 테러 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국내

국제적이거나 광역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에 한정

유일의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으나. 그마저도 제

하고, 자치경찰을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면 된다.

주도 전체에 대한 전면적 시행이 아닌 제주지방경

동시에 지방경찰청 이하의 조직은 자치단체장 소

찰청이라는 국가경찰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일부

속으로 넘겨 지역주민의 통제를 받도록 하면 될 것

사무만을 이관받아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제한

이다. 경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성을 극

적 수준에서 운영되는 실정이다.

대화하려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은 분명하다. 장점은 국가
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
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행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책임이 해당 지역민들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받을

Ⅴ. 바람직한 서울시 자치경찰제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 구현을 유도할 수 있다. 반면 지역특화
로 운영되다 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

기존 국가경찰제 조직 형태의 틀을 그대로 유지

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지

하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

역 간 경찰의 법 집행 기준이 달라 법 집행의 안정

감독하는 형태의 ‘광역·기초단위 일원화 모델’을 중

성을 해칠 수도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영향력에 휘

심으로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제도

둘리거나 토착 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과

도입에 따른 주민 혼선이 방지된다는 점과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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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됐던 국가 치안역량이 유동 없이 총량을 그대

위해 지역문제에 대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결정

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분명한 긍정요인으로

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작용할 것이다. 다만, 주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이에 본 장에서는 바람직한 서울시의 자치경찰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다각화된 치안역량을 구현하

제 운영 방안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며,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지역구를 위한 풀뿌리 민
주주의가 정착하여 지역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공헌

1. 온전한 자치경찰권 확립

한다는 거시적 과제가 발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
금증은 여전히 존재한다.

서울시 자치경찰권 행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

서울시라는 경제·사회 등 복잡하고 종합적인 요

해서는 그에 따른 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수행할

인을 모두 갖춘 거대도시에서 국가경찰이 동적 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서울은 다른 지역

체가 되어 여전히 치안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모

보다 범죄 발생이 높게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가지

색·시행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고 있는데, 이는 먼저 인구수와 범죄 발생의 연관

않다. 물론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라는 주민참여

성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인구 분산이라는 거시적

확대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과연 서

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실질

울시·자치구에 필요한 맞춤형 치안문제를 해결하

적인 대책 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존

갖게 한다. 따라서 상습적 범죄발생지 또는 범죄예

재한다. 이에 국가경찰제의 제한된 틀 속에서 벗어

방이 필요한 우범지대 파악 등 거주민만이 자세히

나 주민중심 자치경찰의 완전한 구현을 위해서는

알 수 있는 치안현장이야 말로 통찰을 기반으로 현

어떠한 제도와 의식 위에 자치경찰이 존립할 것인

재를 진단하고 평가하면서 미래 치안안전을 대비

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에 답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된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자치경찰은 국가가 부분적

진정한 주민중심 경찰권 행사를 위해서는 서울

으로 관리하는 자치가 아닌 실제 지방정부로서 자

시만의 고유한 치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체성

치경찰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

을 찾고, 치안문화를 구성하는 실천적 행위를 이행

다. 주민 공동의 이익을 대변할 주체는 국가라는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도덕적 질서

단일체가 아닌 지역이라는 서울이라는 고유명사가

는 법체계와 함께 민심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지닌 가치에서 파생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사회의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관리할 책임을 기반으

며 자치경찰제 업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방식보다

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정당과 이익집단의 당리

는 궁극적으로 책임자 선출과 수사권 부여 등을 포

당략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함한 온전한 경찰권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으로 전환되며 실로 위태로

일본 도쿄의 자치경찰제 경우 국가경찰이 개입

워질 수 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원칙과

할 수 있는 사무는 공안문제와 전국단위 통일을 기

충돌한다. 분명한 것은 서울시는 지역사회의 이익을

하는 수준의 업무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외 모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경찰권은 자치경찰이 수행하여 국가경찰의 직접적

치안행정구현을 위해 자치구의회의 심의로 자치경

인 경찰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자치경찰

찰을 설치 가능케 하여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

인 도도부현경찰은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온

때 자치경찰은 국가직공무원이 아닌 지방직공무원

전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격으로 볼 수 있

으로 임용하여 자치구 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한다.

다. 또한 영국의 잉글랜드·웨일즈 지역치안위원장

서울의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은 주민투표에 의해 임기 4년의 선출직으로 당선·

여러 단계나 차원의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제기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인 런던시티경찰의 경우는

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서울

아예 주민선거에 의해 당선된 시장이 지역치안위

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여러 자치구 사이

원장의 역할을 겸임하여 행정과 치안에 대한 실질

의 치안 격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조

적인 책임성을 지게하고 있다.

건을 평등하게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의 치안을 책임지는 조직

지금처럼 자치구별 범죄 발생 차이를 방치한다면

이 갖는 운영방식이 책임성 있는 자치경찰조직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더라도 치안이 불안한 지역주

로 운영되는 대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민의 불만은 팽만해지고, 지역불균등 해소는 복잡

함께 근무하는 일원화 모델은 별도의 자치경찰조

해진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서울시만의 치안체계

직이 신설되는 이원화 모델보다 오히려 지역치안

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에 대한 책임성 원칙에 덜 부합할 수 있다. 국가경

주민의 입장에서 자치경찰의 가장 큰 장점으로

찰 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

볼 수 있는 것은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가 시행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

되어 치안체감 만족도가 높아지는 변화이다. 이를

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신설될 국가

위해 서울시는 국가주도형 자치경찰 모델에만 의

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될 일원화 모델이 아

존하지 않고, 자치 경험과 사회적 환경, 치안상황

닌 현 국가경찰 조직의 지방청 이하를 모두 시도에

과 주민 의식에 따라 신중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

이관하여 자치경찰의 이상적 모형에 부합한 서울

다. 따라서 낡은 정체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체성

시 모델이 필요하다고 본다.

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로의 인식이 필

전면적 이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자치구별

요하다.

범죄발생률 차이에 따라 국가경찰-서울시 자치경
찰을 중첩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제언한다. 프랑스
의 경우 인구 2만 명을 기준으로 각 도시에 국립경

2. 서울시 자치경찰의 방향

찰과 국립 군·경찰이 구분되어 자치경찰제를 시행
하고 있고, 5인 미만의 자치경찰조직을 지자체가

1) 자치구 특성에 따른 치안행정 분권화 필요

독립적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서울시와 자치구 간 치안행정 계획추진의 분권

가 마련되어 있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화는 지역별 치안수요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도 방대한 영역을 일률적으로 시·도자치경

역할 분담을 새롭게 개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찰위원회에 일임하지 말고, 자치구별 책임성 높은

59

60

서울도시연구 제22권 제1호 2021. 3

국가경찰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중앙집중식 치

시가 직접 수행하고, 지역적 치안수요 및 주민 안전

안통제는 자칫 형평성을 위시한 차별적·비 주민접

만족도 제고, 생활서비스 등과 관련한 업무는 자치

촉형 치안행정이 될 수 있다. 국가경찰제도가 지향

구가 고유한 권한을 갖고 수행하는 역할을 분담하

한 방식이 효율적·일체적 치안 관리가 최우선 과제

여야 한다. 특히 치안 위험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였다면, 자치경찰은 지역 주권에 따른 삶의 질 향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자치

상을 위한 치안 패러다임으로 구축해야만 차별화

구에 부여하는 등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한데,

된 서울시 자치경찰로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는 제한속도 낮추기, 과속단속카메라 및 과

서울시처럼 다양한 주거와 상업 형태가 포진된

속방지턱 높이를 적용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미

지역도 많지 않다. 그렇기에 주거단지 밀집지역과

끄럼방지포장 등 위법행위 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

상업단지가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은 범죄 발생

치를 경찰이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

특성상 상대적인 치안유지 활동이 요구되며, 특히

료 처분 등 자치구만의 치안행정 권한이 필요하다.

신시가지·뉴타운에서와 달리 기성 시가지에서의

다만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일반 시·군보다 연

도보순찰, 가로등·CCTV 등 보전, 정비, 관리를 중

결화(Conurbation)되어 있고, 독립적인 생활권으

요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 생활과 밀착된

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치안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자치구별로

있다. 자치구별로도 재정 등 역량에도 분명한 차이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거주민들

가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서울시 권한 중 일

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동체치안의 협치를

부를 자치구로 위임하거나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자치구의 치안계획 수립 권한과 자

외국 사례 중 프랑스의 지자체는 자치경찰제 도

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이 없는 경우

가 서울시 전체를 위한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서울

에는 국가경찰이 해당 지역 치안업무를 대신하는

경찰이 이를 추진하지만,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중 프랑스 니스(Nice) 지역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

의 자치경찰은 다른 도시의 자치경찰보다 큰 규모

구에서 치안계획을 일부나마 수행하는 것이 더욱

로 범죄예방과 진압 분야에 실질적인 공권력을 가

적합하다. 서울시에서 주관한 치안행정 서비스는

지고 있다. 특히 니스의 조례는 보호자 동반 없는

자칫 주민밀착형 치안행정을 놓쳤던 국가경찰의

13세 미만 어린이 야간통행금지(23:00~5:00), 관

단점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

광지 구걸 행위 등 자체적으로 지엽적이지만 지역

로 자치구의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치안에 꼭 필요한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역할 분담이 규칙과 조례 등

하여 자치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

에 의해 분명하게 확정될 필요가 있다.

도 자치구 또는 자치구의회에 지역 특정 위법행위

세부적으로 서울시는 총체적 치안관리, 자치구
는 지역밀착형 치안계획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
도록 규정을 명시하고, 광역적 성격의 업무는 서울

에 대비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역량
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치안계획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회의와 자치

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 자치구에 필요한 충

구별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분한 경력과 장비를 이미 갖추고 있음에도, 불안한

거쳐 최종안은 자치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하

마음에 인력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만큼 치안불

는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 마을 단위에

균형을 초래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

설치된 통·반장 제도 등 행정체계를 통해 치안 의

으로 치안불안에 대한 신뢰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

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되겠으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

있다.

한 불균형성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일원화 모델이

하지만 이러한 조례가 법령에 대한 근거가 없거
나 일탈하고 바뀐 법령을 반영하지 않고 운영하는

도입되기 전에 서울시 치안환경을 보다 객관적으
로 진단하고 최적의 배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등 위법성이 있는 자치법규를 모두 혁파하여 불합

현재 서울시 내에는 31개의 경찰서, 96곳의 지

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령의

구대와 145곳의 파출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숫자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영업과 생활을

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찰서 31, 지구대 91, 파

규제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울시 전

출소 152)과 비슷하지만, 서울청 인원은 27,184명

체가 대도시인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지속적인

으로 경기남부청(16,884명)과 경기북부청(5,961명)

치안행정 분권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원을 합친 숫자보다 많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경찰서 인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일관적인

2) 경력배치의 합리성

평가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자치구별로 필요한 구체

대도시일수록 치안 인력(또는 경력)은 부족할 수

적인 치안정책 목표와 연계되지 않은 채 인원 규모

밖에 없다. 그렇다고 양산체제를 갖춰서 생산량을

가 산정되어 경찰 인력배치의 순효과(net effect)를

늘리는 물건처럼 경찰인력을 수요에 맞출 수도 없

평가할 만한 기준조차 모호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일원화 모델은 서울시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과 같은 특정 감축목

자체적으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표 달성을 위한 치안 수요가 높은 자치구라면, 서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투입된 인력이

시는 이를 고려하여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그동안

적정한지 살펴보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의 통계기반의 공급자 위주 인력투입이 아닌, 지역

경찰청과 협의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우선이다.

주민의 치안 목표를 확인하여 배치하는 인력 패러

자치경찰에 대한 인원 증원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

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따르며, 서울시민이 세금 인상으로 이 비용을 전
적으로 충당하는 것을 환영하지도 않을 것이다.

경찰청 내 정책부서별로 진행되는 단편적 판단
으로 경력배치 및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다 보면,

따라서 경력에 대한 과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중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세세한 치안유지나 치안 사

요하며, 인구수와 관계없이 치안환경에 따른 구분

각지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에 자

을 할 수 있게 서울시가 환경 분석을 명확하게 하

치경찰이 필요한 인력배치의 적정 규모를 산정할

고, 경력 운용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방안을 제

때, 그 기초가 되는 치안 목표를 기존과 같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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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제시하고 마련하는 방식보다 더욱 구체화할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조정은

필요가 있으며, 이에 적정 규모의 도출을 위한 체

자치구 행정과 연계될 때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

계적·과학적 방법론을 토대로 인력 운영·계획을 담

기존 국가경찰제 하에서의 경력 재조정을 통한 방

당할 전담부서를 서울시 주관으로 신설할 것을 제

식은 인력이 축소되는 경찰관서의 반발과 저항을

언한다.

초래할 수 있으나, 자치경찰은 사무에 따른 인력배

또한 본격적인 일원화 모델 시행 전에 경비경찰

치를 우선하여야 한다. 빈틈없는 치안안전망 구축

동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이

특히 서울시는 집회시위 발생비율이 매우 높으며,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양한 치안관련 사안을 공유·

경비활동에 동원되는 인원 비중도 타 시·도에 비해

분석·활용하는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많은 편이다. 실제로 의무경찰이 폐지되면서 대표

5대 강력범죄가 많은 강남구, 영등포구와 같은

적인 경비경찰인 서울시 경찰관 기동대(현재 38개)

지역은 수사경찰인 형사팀 인력과 장비를 더욱 집

만으로는 대규모 집회시위 발생 때마다 지구대·파

중적으로 투입하여 활동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도

출소 등 지역경찰(생활안전경찰)까지 추가로 동원

봉구와 같이 주거지역이 밀집된 곳은 오히려 가정

되어 지역치안안전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폭력 등 보이지 않는 범죄를 예방 및 조기 적발 하

있다. 여기에 국가수사본부 창설로 인해 수사인력

는데 필요한 자치경찰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

마저 자치경찰 인력 외 경력으로 활동한다면 주민

여야 한다. 아울러 출·퇴근길 교통 혼잡이 상시로

접점의 최전선에 있는 자치경찰 사무가 오히려 위

우려되는 지역과 교통사고 등이 많은 현장에는 교

축될 여지도 충분하다.

통경찰 경력을 늘리고,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주거

이에 자치경찰은 현장 중심 인력 운영 기조를

지역은 주민접촉형 순찰 요원을 더욱 많이 배치하

바탕으로 집회시위에 필요한 국가적 치안사무에

는 방향으로 인력을 탄력적․지역 특성별로 배치 운

동원되지 않아야 하며, 오직 지역 치안현장에서 활

영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하게 인구에 비례하여 경

동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물론

찰서 규모를 정할 것이 아니라 범죄별로 전문분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집회시위의 경우 자치경찰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주민

경력을 운용할 수 있겠으나, 국가경찰에서 필요한

의 처지에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빈도 높게 발생하

현원 충원을 자치경찰 사무에 필요한 인력에서 상

는 범죄에 대한 예방과 발 빠른 처리가 무엇보다

시로 차출하는 것은 명확한 법규 체계로서 방지하

중요하다. 또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련 부서가 불

여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필요하게 많고 절차가 다층적이고 복잡하지 않게

의 인력풀이 아니며, 주민을 위한 사무 주체라는

맞춤형 치안환경 전문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점이다.

전문화된 경력을 활용하면 지역 내 발생빈도에

경찰청은 지역별로 치안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따른 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 있도록 현 정원이 표준정원보다 많은 관서 인원

자치경찰이 필요 이상으로 배치되었거나, 다른 분야

의 일부를 현 정원이 표준정원에 미달하는 관서로

의 경력배치가 더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다시금 재배치를 통한 인력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유기적인 업무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것이다. 따라서 자치구별 경찰서 간 이동에 대한

이처럼 사회적 우려가 계속해서 고조되는 범죄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의 경찰

에 대한 치안행정도 국가주도형 경찰체제와는 다

서 인사이동을 거주지 우선으로 배려할지, 아니면

르게 운영되어야 한다. 우선 국가경찰과 지자체가

전문분야와 희망 배치로 고려할지를 분명히 하지

별도의 조직으로 각각 운영할 때는 상호 간의 협조

않고 제도가 시행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와 협의라는 별도의 연결고리가 필요하였지만, 자

끝으로 자치경찰은 24시간 상시 업무체계로 서

치경찰은 지자체와 하나의 소속감으로 동질성을

울시 내 치안상황에 대한 초동조치가 가장 용이할

가지며 공동연결망을 통해 모든 행정영역을 공용

수 있다.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무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타해 우려가 있는 고위

까지 모두 자치경찰에게 이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

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응급대응을 위해서는 시

며, 이를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

청뿐만 아니라 관내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요하다. 일원화 모델의 내용이 담긴 경찰법전부개

인 조치 편람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

정안 제4조 1항 2호에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

시는 정신보건담당부서와 자치경찰 간의 안전 시

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스템 연계를 위한 정신 응급 대응 협력 프로그램을

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자칫

마련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

경찰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빠른 집

라 자치경찰 사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

단이다. 하지만 국가사무로 인식하던 국가경찰제

다. 특히 민원업무의 경우 경찰은 오직 치안사무에

하에서는 지자체와의 관계성은 사실상 밀접한 관

한정하여야 하며, 일반 행정의 영역까지 포함해서

계라고 볼 수 없었다. 현재 위급상황 시 국가경찰

는 안 된다. 그것은 경계의 문제가 아닌 치안-행정

은 소방공무원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여 행정·응

의 엄격한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필요하다.

급입원 여부 판단 등 위기 평가, 안정유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치경찰 도입 이후에

3)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 사각지대 해소

는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지구대·파출소 내 이를

자치경찰이 필요한 이유는 치안 사각지대를 파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채용 또는 교육프로그

악하고 직접 현장에 임장하여 주민들 곁에서 치안

램으로 전문화하여 별도로 배치하여 운영할 것을

활동을 하는 것에 있다. 최근 범죄 발생은 통상적

제언한다. 이들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그

으로 알려진 범죄가 아니라 고위험 정신질환자 등

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요원이 하던 업무를

비이성적 행동에 따른 범죄요인이 크게 증가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서울시 내 국공립

있다. 하지만 비이성적 범죄는 신속한 보호와 치료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포함하

행위를 연계한 안전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여 행려병사자, 음주 만취자 등 내·외상 치료를 동

자치구별로 이를 치료 또는 감호할 수 있는 기반시

시에 병행하고, 퇴원 사실을 자치경찰이 즉각적으

설에 차이가 있어 경찰권 행사와 보건행정과의

로 알 수 있게 하는 치안-행정-의료시스템을 갖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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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조례 등으로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상 있는 권리가 아닌 실질적이고 안정화된 체계에

아울러 가정폭력, 스토킹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의해 명시되어야 한다. 자치구별 치안안전 경쟁과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관해 조례를 통한 실

신속한 정보화와 같은 외부 환경으로 인해 경찰사

효적 대책 마련하여야 한다. 고위험 아동을 안전하

무는 더욱 신속하게 환경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이

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예방-대응·수사-재

에 발맞추어 경찰지휘부의 의사결정도 과거보다

발 방지’ 등 단계별 협업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여

더욱 정확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분명 자

야 한다. 학교폭력·비행 예방 정책 수립에 청소년

치경찰은 직능과 사업부 중심의 피라미드 구조가

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학교 밖 위기청소년 조

아닌 평등하고 권력구조가 흐려진 수평화 네트워

기 발견 및 선도·보호 활동에 자치경찰-자치구 간

크 구조로 변화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은 지역에 대

동시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 더 많이 배우고 평등하게 소통할 기회를 다양하

길거리·병원·대중교통 등 일상과 밀접한 곳에서

게 누리게 되어야 하며, 경찰의 가치 역시 서울시

발생하는 생활폭력과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소규

의 발전과 함께 상승하여야 한다. 지리적 위치, 문

모 폐쇄 내집단 불법행위 엄단 및 불법 주·정차 단

화의 차이가 분명해지는 자치경찰 시대는 중앙에

속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하고, 초고령사회 대비

서 직접 통제와 감독이 불가능해지므로 의사결정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 마련이 우선 해결되어

권의 현장 권한위임이 필수적 요소가 된다.

야 한다. 최근 배달앱 이용 증가 등으로 이륜차 사
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4) 자치경찰 감독기능 강화

을 위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를

2017년 9월 8일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권한

강화하고, 상습 법규 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 업체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만을 전담하면서, 일반적인

는 업주의 관리 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

조사권에 더하여 수사권까지 보유하는 별도의 독립

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벌과 유기적인 연결이 필

적 시민 통제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

요하다.

청에 권고하였다. 당시 권고안은 2004년 영국이

여기에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 잦은 구

설치한 독립경찰민원조사위원회(IPCC)를 모델로

간·위험 구간 등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구간을 집

구성하면서, 최소 100여 명 정도의 규모로 국무총

중하여 개선하고, 선제적인 치안관리를 위해 자치

리실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칭 ‘찰인

구별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한 치안관리계획을 서

권·감찰 옴부즈맨’ 또는 ‘찰인권·감찰위원회’ 명명

울시와 함께 수립하여야 하며 도로관리기관의 교

한 이 조직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

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을 확대해 기반 미비 사항을

찰 수사권 일부를 경찰이 이양 받을 시 우려되는

적극 발굴 개선하고, 사고 예방·사고대응 수습 및

경찰의 권력 비대화와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시설제도 개선 등을 전담하기 위한 도로시설 안전

위한 자체 개혁방안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전담부서와 공동으로 사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에 대한 현장 권한 부여는 표면

영국은 내부통제 기관으로 경찰민원소(PCA)라
는 감찰기구가 있었으나, 내부통제 기관만으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경찰권을 견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IPCC눈

따라서 현재의 복잡하고 중첩되는 경찰 내·외부

경찰경력이 있는 인사를 철저히 배제해 위원의 신

통제장치를 모두 통합·정리하고, 영국과 같이 단일

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 공안위원회가

한 독립된 감독기구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 필

경찰의 민원조사처리 및 기강·징계 절차에 관여할

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 내 감찰기구 외에 자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과 달리 IPCC는 인권

치경찰의 경우 서울시 내에 있는 감사위원회, 시민

침해적 수사관행을 포함해 경찰에 의한 기본권 침

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감사

해와 비리 사항을 경찰 외부에서 감시·조사·수사하

기구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으나, 자치분권의 온전

고 인권정책을 권고함으로써 외부통제기구가 어떤

한 실현을 위해 도입하는 자치경찰에 대한 통제 역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방향성 제시 차원에서 시사점

시 주민 투표로 선출된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수

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권고안은 경찰이 주민

행하는 것이 일응 타당할 것이다. 물론 행정감사권

위에서 권력을 가지고 자의적 혹은 과잉 적으로 행

을 이미 가진 의회에 별도의 치안감찰권을 부여하

사할 수 있다는 의구심에서 출발한다. 실로 경찰이

는 것에 대해 과도한 권한 부여라는 측면도 있지

외부적 감시에 의해 통제받을 때 비로소 시민이 신

만, 자치경찰의 핵심적 사안은 바로 주민에 의한

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자유롭게 치안 현장에 매진

경찰이라는 점이다. 자치경찰제 시대의 핵심은 서

하여야 할 경찰관의 심리적 압박 요소이자 주민 중

울시와 서울주민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현

심의 능동적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적인 문제 없이 치안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의 예방과 척결을
위한 그리고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과 불만의

이것이 결국 자치 분권과 확대, 강화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선 부적합한 경찰권 행사에
대한 외부통제 기관은 내·외부적 신뢰 향상과 자기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일원화 모델 속

3. 장기적 발전

에서 경찰청 자체 감찰기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라는 상위기관이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또 다른 감

1) 치안책임자의 임명

시기구를 신설한다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의 연계

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강화를 보다 결속력 있게 하여 주민 주권적 치안시

경찰을 대상으로 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경

스템을 만들자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다. 이른바

찰의 자체 조사결과가 타당한지를 점검하고 감독하

현장밀착형 치안행정을 완성한다는 자치경찰제의

여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경찰에 대한 주민 신뢰도

본질은 국가가 아닌 주민책임의 원칙에 의해 스스

를 향상하는 한편,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는 억울

로를 올바르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어

한 경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권리 신장을

야 한다. 이는 자치와 분권, 그리고 전국적 치안균

보장해 주는 독립된 외부기구의 존재도 필요하다는

형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주

시각에서 합리적 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민의 민주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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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시키는 방안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주민이 치안정책보다 자칫 정치 성향에 따라 투표

수 있다.

하게 되는 우(憂)를 범할 수 있고, 당선자의 독단

일원화 모델은 자치분권이 구현하고자 했던 실

적·편향적 치안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가 고스

질적 내용, 즉 치안공동체로서 주민치안에 대한 공

란히 주민의 몫으로 전가될 수 있다. 그리고 막대

동 결정과 같은 문제에 관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한 선거비용에 대한 주민부담과 제도 자체에 대한

구현할지 의문이다. 일원화 모델에서 자치경찰을

사회적 논의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아 크게 문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도경찰위원회

될 수 있다. 이에 자치단체장에게 치안책임자의 임

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된 합의제 행정

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주민자치성을

기관이나, 시·도경찰청장의 인사권을 직접 수행하

고려하여 가장 타당할 것이다.

지 않고,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행

당연히 이 경우에도 지역 토호 세력이 및 지방

안부장관의 제청을 통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권력과 수사기관이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혀

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원화 모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 요인인 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방분권의 토대 위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견제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자치분권의 기본 취지를 구

장치를 마련해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경찰제

현하고자 했던 방식에 비해 오히려 주민자치성 측

를 유지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로서 작용해서는 안

면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된다. 정치 현실에서 발생하는 적실성의 문제로 자

주민은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시·도지사에게 행
정권한을 위임하고, 지역발전과 안전의 책임을 지

치경찰제의 순수하고 본질적인 요소를 만연히 배
제할 수만도 없을 것이다.

게 하는 대표권을 부여하였다. 이 때문에 주민은

실례로 지난 영국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이후,

자치단체장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역

2011년 법을 개정하여 지역치안위원장을 주민 투

구 안전에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게 된

표로 선출하고, 위원장이 예산‧재정 업무를 총괄

다. 이렇게 본다면 치안안전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하면서 지방경찰청장의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하였

방안의 정점은 치안책임자의 직접 선출에 있을 것

다. 이는 중앙정부 및 국가경찰의 개입을 최소화하

이다. 실질적인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 지역경찰의

면서 지역치안은 주민들의 감시 속에 지역에서 주

자치권이 시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정책이었다.

주민이 지역경찰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에 참여

시장의 치안책임자 임명제는 국가경찰제 요소

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경찰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

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민주적 정당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

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이 복수의 후보

환과 같은 자치행정에 필요한 주민자위권을 선출

자를 시의회에 추천하고,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검

직 치안책임자에게 행사할 수도 있어 보다 강도 높

증하고 동의한 후, 시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은 자치성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루어져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시의회가 복수의

물론 치안책임자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다 보면

후보자에 대하여 동의·추천한 후 시장이 한 명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선택하는 방법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중시하며 평가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범죄는 물론

경우처럼 시장이 표면상 자치경찰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영향력이 미치는 광범

서 활동하는 예도 있으나, 이는 자치경찰제에서 가

위성에 대비한 예방․선제적 치안연구 분야에 집중

장 고민되는 행정-경찰권 남용 문제에서 주민의 동

하여야 할 것이다.

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회민주

여기서 말하는 치안연구란 범죄의 취약성과 침

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경찰 책임자 역시 시의

해 수단에 대응한 연구 활동으로 선도적으로 사고

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 가능성과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일련의 노력을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한을 갖고

의미하는데, 심각한 범죄 위협을 없애거나 수용 가

있지 않아야 하며,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도·시정

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명령·직무이행명령 시에도 반드시 시도경찰위원회

있다. 그렇기에 치안연구 분야는 예상 효과를 고려

와 시의회를 거치도록 해 민주적으로 통제하여야

하여 치밀하게 계획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지

한다. 물론 한국 지방의회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않으면 안 되며, 전문적인 연구 집중성을 갖기 위

러한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 등 일련의 과정은 정치

한 민간 영역이 아닌 서울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적 세력 분포에 따라 좌고우면할 수 있는 위험이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있어 견제와 균형이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치안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분석하는

서울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교육과 실천을

연구방법론을 통해, 범죄의 행위나 의식, 범죄구조

위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역사

에 관한 객관성 있고 신빙성 있는 지식을 획득하고

적 발전의 하나로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자 노력해야 한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방법

있는 제도적 보완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자체를 확보하려는 급박성을 대변하는데, 이와 같

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은 치안연구는 범죄 현상에 관해서 설명하는 이론

생래적으로 정치권력인 시장에게 의존적으로 변질

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일련의 조사과정을 거

될 가능성을 온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

쳐 치안환경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여 주민

장에 의한 치안책임자 임명제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과 공유해야 한다.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민주적 정당성

대응 중심의 현 국가경찰체계에서 사고를 전환

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치

해 서울지역 분석역량 제고를 통해 예방·대비·대

경찰을 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 존재로 인정한다면,

응·복구 균형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

치안책임자의 시장 임명제가 아닌 이유는 분명하고

해 예방단계에서 취약요소를 수집·예측·제거하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 반대되어야 할 것이다.

대비단계에서 매뉴얼 내실화 및 교육·훈련·실시하
며 대응 단계에서 실태분석 및 점검하고 복구단계

2) 서울시 치안연구 전담기능 설치

에서 평가·개선 및 백서 제작을 한다.

그간 치안(治安, Policing)이라는 단일하고도

서울경찰이 가진 자료의 비밀화보다는 공개할 수

복잡한 개념이 ‘범인 검거’라는 기능적인 측면을

있는 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함께 정보를

67

68

서울도시연구 제22권 제1호 2021. 3

공유할 수 있는 치안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행정으

서울시가 운영하는 빅데이터 캠퍼스7)는 일반에게

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국가경찰에 의한 일방적 치

공개되지 않는 유용한 데이터와 분석 인프라를 갖

안행정이 아닌 치안공동체 의식을 가진 주민과 자

춘 곳으로 신용카드, 대중교통, 유동 인구 등과 같

치경찰 사이의 협력행정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

은 시민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민간 데이터부터 생

의를 실현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활인구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등 상세한

물론 국가동원체계가 지닌 일사불란함의 장점

단위까지 포함된 공공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어 학

을 경찰권 행사의 효율성과 동일시한 연유도 있지

술적·실무적 연구자원으로 유용할 것이다. 시민이

만,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 할 정도로 주민들의 치

확보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경제 등 다

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

양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집단지성의 장

의가 정립되지 않았다. 특히 교통·통신의 발달로

으로 이용자 편의 개선과 분원 확대로 데이터 격차

전국이 하나의 단위로 묶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닌 한국 사회에서 자치경찰의 불필요성은 논리적
으로 타당해 보이기까지 한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경제 불황으로 사회갈등이 심화되
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경찰권의 분산과 자치분

Ⅴ. 결론

권의 확대라는 자치경찰제 본연의 당위성 피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치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그 성격이

최근 코로나-19라는 급격한 감염병 확산에 따

다르지 않다. 동반자적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른 사회적 격리 운동이 가속화되면서, 점점 고립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면

화·원자화된 비대면(Untact) 사회로 진입하고 있

그로서 가지는 가치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무엇

다. 사회적 일원이 아닌 독립적 객체로서 세상과

이 진정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소통하는 이른바 랜선 문화의 확장은 정보의 신속

진실에 입각한 내용인지에 대해 자치단체가 스스

성과 다양성을 대변하지만, 지엽적이고, 음성적이

로 명확한 기준과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치안사무

며, 세분화·다원화된 치안환경을 창출하는 요인이

역량이 갖춰지는 것이 필요하다.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조감모형을 중시하는

주민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치안의식의 발전

국가경찰 제도에선 어느 정도 않은 한계성을 가질

은 언제나 그 필요성을 요구한다. 국가가 주도하는

수 있다.

형태의 치안체계는 전국단위의 광범위한 빅데이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전국

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처방전에는 능숙할 수 있

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치안서비스를 지자체의

다. 지역 내 자치구에서 필요한 세세한 소수의견은

7) 빅데이터 캠퍼스는 본원(마포구), 팀스타운(강남구), 서울시립대(동대문구), 서울연구원·AI양재허브(서초구) 등 5개소에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찾아내지 못할 수 있다. 큰 틀에서 통계 수치에 따

커뮤니티의 도구가 비대면 공간, 즉 온라인을 통한

라 치안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

다면 속도와 규모에서 많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회의 다양하고 비가시적인 치안 난제를 해결하기

자유롭게 자치의 문제에 관여할 수 있지만, 치안문

위해 시민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것

제는 그 누구보다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비용효

도 치안환경과 주민의 상황을 침착하게 되돌아볼

과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신중한 영역이

수 있는 자치경찰제만의 장점이다.

다. 이 때문에 치안안전 수호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

분명한 것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 흐름을 반영

하기 위해서는 적대적이고 편향된 인식을 거두고,

하고 안전한 치안강국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가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민의식

되려면 실질적인 인사·재정 권한이 확보돼야 한다

과 제도가 갖춰지어야 한다.

는 점이다. 경찰권 행사는 법률로 규정된 합법적인

어떠한 정책도 처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없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행해져야 한다. 법은 모든

듯이 시행에 대한 오류를 보완하면서 개선해나가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지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자치

닌다는 법치주의 원리는 국가경찰제와 차이를 갖

경찰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앞당기는 마중

지 않으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삶

물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안한 연방제 수준의

속에서 해당 지역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주체적

자치경찰제 모델을 도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으로 경찰권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자치경
찰제이다.

무엇보다 이 글은 자치경찰제 자체를 완벽한 제
도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주민을 위한 민주주의

자치경찰제 도입은 당장의 효과보다 장기적이

실현과 경찰이라는 공권력 행사에 관한 오남용 사

고 거시적인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본래 자치경

례를 미리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온전

찰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직접 운

하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책임지고 나아갈 수

영한다는 것으로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 되어야

있도록 전면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것을 주지하고

한다는 것을 말하지만, 일원화 모델은 국가직으로

자 함에 목적이 있다. 현실적인 제반 사항을 고려

임명된 자치경찰을 얘기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하여 일원화 모델을 도입하였다면, 그 기간을 정하

해당 지역이 직접 주도권을 갖고 운영되며, 경찰

여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이 시행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

될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는 경찰행정을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동일성을 가
져야 한다.
사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화를 완성하기 위한
필연적인 흐름이지만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엔 기초
연구와 실증자료가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
다. 아울러 지역의 상황에 맞는 치안공동체 활성화
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도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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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매로 인한 보건경제적 부담 연구
윤혜정*·손창우**

A Study on the Health-economic Burden of Dementia in Seoul, Korea
Hyejung Yoon*·Changwoo Shon**

1)
요약：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의 진입, 치매국가책임제의 도입 등 서울시를 둘러싼 치매환경 변화 속에서 서울시의 치매관
리체계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서울시의 치매로 인한 보건경제적 부담을 추정하고자 수행되었다. 사회적 관점에서 유
병률 접근법을 적용하여, 2015-2019년 치매를 주진단으로 한 의료이용에 대하여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치매로
인한 보건경제적 부담을 추정하였다. 직접비는 의료비와 교통비로 구분하였고, 간접비는 인적자본 접근법에 따라 질병이
환 및 조기사망에 의한 생산성 손실과 돌봄제공자의 돌봄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의 치매환
자와 이들의 의료이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서울시 전체의 보건경제적 부담도 연평균 9.1%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서울시의 치매로 인한 보건경제적 부담은 총 4,036억 원, 치매환자 1인당 약 53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
다. 전체 비용 중 직접비의 비중이 55.6%로 간접비보다 컸고, 연평균 증가율은 10.9%로 직접비의 증가속도가 더 가파
르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4세 이하 초로기 치매환자의 보건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향후 서울시 치매관리는 치매노인의 발굴과 치료와 더불어 치매예방 및 치매인식개선을 강화하고, 치매안심센터
를 중심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가용한 보건의료자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치매, 보건경제적 부담, 질병비용, 치매유병률
ABSTRACT：This study investigated the health-economic burden of dementia in Seoul to provide evidence
for reorganizing the dementia management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dementia patients. A prevalence-based approach was applied to estimate the direct and indirect costs of
dementia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revision codes of F00-F03, G30) from a societal
perspective. Direct costs were estimated by the medical care costs and transportation expenditures.
Indirect costs were measured by the loss of productivity by the patients or family caregivers due to
dementia-related morbidity and mortality. The study found that the number of dementia patients and
healthcare utilization in Seoul increased continuously during the 2015-2019 period. The total
health-economic burden of dementia increased from ₩ 284.7 billion to ₩ 403.6 billion. Direct costs
accounted for 55.6% of total burden of dementia, and the annual average increase rate of direct costs was
bigger than that of indirect costs. By age group, the early-onset dementia patients under 64-year-old were
under the largest health-economic burden of dementia.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prevention-oriented
dementia management system in community-based dementia-friendly environment.
KeyWords：Dementia, Health-economic burden, Cost-of-illness, direc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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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들의 삶의 질 저하, 우울 등의 문제는 자살, 가족
해체 등으로 연결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연결된다(Brodaty and Donkin, 2009; 김원경,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

2014; 이현주 외, 2015). 이러한 일련의 통계자료

장 빠른 국가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하여 고

와 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

령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는 우리나라에서 치매가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필

우, 고령사회 진입 후 불과 8년 만인 2025년에 초

요한 질환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통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우리나라에

청, 2020),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7.0%로

서는 2008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치매관리대책

일본을 넘어 전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

을 마련하여 5년 주기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19a). 이렇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치매국가책

듯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는 노년기의 대표적

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보건복지부, 2017)

질환인 치매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연결된다. 우리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등 치

나라의 치매환자 증가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관리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현저히 빠르며(고임석 외, 2020), 2050년에는 300

서울시는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이지수 외, 2020).

13만 5천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며, 전국 수준과 비

한편, 치매는 75-84세 후기 고령자의 입원 다빈

교하여 볼 때 치매유병률은 낮다. 하지만 노인인구

도 질환 중 내원일수와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환(이

의 크기와 치매환자 수는 경기도에 이어 우리나라

성우 외, 2018)이고, 치매로 인한 사망률도 매년 증

에서 두 번째로 많다(이지수 외, 2020). 서울시는

가하여, 2018년부터 10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자

2007년부터 자치구별로 치매안심센터(구 ‘치매지

리매김하였다(통계청, 2019b). 또한, 우리나라 코로

원센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주야간보호센터를 비

나19 사망자의 약 36.9%가 기저질환으로 치매를

롯하여 노인 돌봄과 관련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

포함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전체 사망자의

추어져 치매관리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대응해 온

약 31%가 노인이용시설을 통해 감염된 후 사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손창우･김정아, 2018). 하지

것으로 나타나는 등(질병관리청, 2020), 노년기 치

만 2026년 서울시 인구의 20.6%가 65세가 되는

매관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하고, 치매환자 급증이 예상됨

발병 이후 완치 또는 발병 이전으로의 회복이
어렵고, 기한 없는 돌봄과 간호가 필요한 치매는

에 따라 이에 대비한 서울시 차원의 치매관리 체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환자 뿐 아니라 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부담

한편, 특정 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은 접근방식

이 매우 큰 질환이다(김민숙·김정선, 2020). ‘보이

에 따라 경제적 부담, 즉 비용을 측정하거나 사망 또

지 않는 제2의 환자’, ‘숨겨진 환자’로 불리는 치매

는 장애로 인한 수명손실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

환자의 가족은 기한 없는 돌봄으로 인하여 신체적·

행된다(오인환 외, 2011). 수명손실을 통한 질병부담

정신적·경제적·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 이로 인한

측정은 주로 장애보정생존년(disability adjusted

서울시 치매로 인한 보건경제적 부담 연구

life year, DALY) 또는 질보정생활년(quality

환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용항목별 비중과 변화

adjusted life year, QALY) 지표를 사용하며, 세

양상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병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치매관리 및 지원체계는

부담 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GBD) 프

지역사회 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로젝트가 대표적이다(오인환 외, 2011). 본 연구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의 주제인 질병비용 연구는 주로 특정 질환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인한 사회적 부담을 측정하여 이를 화폐 단위로

케어)’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치매관

제시하는 것이 핵심인데, 한정된 보건의료자원 배

리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손창우･김

분의 우선순위 설정과 같은 보건의료 정책 결정

정아, 2018; 김춘남 외, 2018). 특히, 치매안심센

과정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오인환 외, 2011;

터의 설립과 운영은 서울시의 기존 치매관리 모형

Rice, 1994).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질병

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비용 연구는 주로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중증

치매 위험군의 발굴과 시민 인식개선 측면에서 큰

질환과 비만, 음주, 흡연 등 건강위험요인을 중심

성과가 있었다. 이에, 향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으로 수행되었다(현경래 외, 2017). 하지만 치매

치매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위한

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 치매관리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한다면, 현재 서울시민이 부

사회적 환경변화가 컸던 것에 반해, 치매로 인한

담하고 있는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낮출

질병비용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일부 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서울시의 치

구의 경우 분석자료가 최근 변화된 치매관련 보건

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 정도의 객관적인 추정은 중

의료 환경요인을 고려되지 못하였거나(e.g., Park

요하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치매관리

et al. 2013; Han et al., 2021), 자료원의 대표성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보다 효

이 낮은 등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e.g., 박보현 외,

과적으로 운영한다면, 서울시의 치매관리 체계가

2020).

한층 더 강화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동안의 질병부담 연구는 모두 국가단위

특히,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세대

에서 시도되어 왔다. 치매관리에 관한 국가적 관심

진입이 시작되고,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현

이 높아지면서 치매관리비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

시점에서 치매로 인한 서울시 차원의 사회경제적

보험공단(강임옥 외, 20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담 추정을 통해, 향후 서울시의 자원배분과 정책

(이성우 외,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고숙자 외,

적 우선순위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2016) 등에서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지수 외(2020)에서도 치매유병률과 치매환자 추계

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동안 서울시 치매환자의

와 더불어 추정치매환자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치매

의료이용 추이를 살펴보고, 치매로 인한 보건경제

관리비용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적 부담의 추이를 추정하고자 한다.

중앙 단위의 연구로, 우리나라 전체의 치매관리비
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서울시 차원의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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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그리고 치매환자 돌봄을 위
하여 가족 등 비공식 돌봄 제공자가 지불한 기회비
용까지 포함하여 간접비를 산출하였다(Jo, 2014).
모든 비용은 성별, 연령대별(5세 단위)로 산출

1. 연구설계

하였고, 결과에서는 64세 이하, 65-74세, 75세 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점(societal perspective)

상 3개 연령집단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에서 유병률 접근법(prevalence–based approach)

한편, 치매환자의 의료이용과 관련한 자료는 건

을 사용하여 서울시의 치매 관련 보건경제적 부담

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외래, 입원 및

을 추정하였다(Jo, 2014). 또한, 전 국민의 의료이

약제비 관련 청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치매’의 범

용 관련 자료인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

위는 보건복지부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기

는 하향식 방식(top-down approach)으로 비용

준에 따라 국제질병사인분류(The International

을 추정하였다.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치매의 보건경제적 비용은 알츠하이머 질환의

Related Health Problems, ICD-10’ 중 ‘알츠하

질병비용을 분석한 Davidson and Beeri(2000)에

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달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직접

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 ‘상세불명

비는 치매 치료를 위해 실제 비용이 지불된 재화

의 치매(F03)’, ‘알츠하이머병(G30)’, 이상 다섯 개

또는 서비스(Davidson and Beeri, 2000)로, 치매

진단코드 중 하나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였고, 치매

관련 의료비와 의료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교통비로

가 주진단인 경우만 포함하였다. 연도별 상기 5개

구성하였다. 간접비는 직접비와 달리 실제 비용 지

치매 진단코드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치매환자의

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치매로 인하여 간접적으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건강보험청구건

로 발생한 생산성 손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

에 한하여 성별, 연령별로 환자 수, 입원, 외래 진

본 접근법(human capital approach)에 따라 치

료건수, 입원일수, 그리고 입원, 외래 및 약국 총

매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생산성 손실과 조기 사망

진료비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1> 비용항목별 세부 변수 및 자료원
항목
직
접
비

간
접
비

세부 변수

자료원

성별, 연령별 입원, 외래, 약국 총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2015~2019)

입원, 외래 총진료비 대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비율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2015~2018)

교통비

입원 및 외래 방문일수, 환자 및 보호자 왕복교통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2015~2019),
한국의료패널(2015~2017)

질병비

성별, 연령별 입원일수 및 외래 방문일수, 일평균임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2015~2019),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사망비

성별, 연령별 사망자 수, 연평균임금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15~2019),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돌봄비

성별, 연령별 입원일수 및 외래 방문일수, 일평균 간병비,
일평균임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2015~2019),
서울시 간병인협회,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의료비

급여
비급여

서울시 치매로 인한 보건경제적 부담 연구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항목별

직접비  의료비  교통비

자료원은 <표 1>과 같다.
의료비 


 
  
   
  





교통비 

2. 직접비 추정
직접비는 ‘치매’ 치료를 위해 실제 비용이 지불
된 재화 또는 서비스(Davidson and Beeri, 2000)
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비는 치매 관련 의료비와
의료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교통비로 구성하였다.







 






 ×   × 
 ×  × 



  성별,   연령(5세 단위)
  비급여 본인부담률

  성별 연령별 입원 총진료비_급여
  성별 연령별 외래 총진료비_급여

의료비는 다시 입원 또는 외래서비스 이용 시 건강

  성별 연령별 약제비

보험공단과 환자가 분담하는 급여의료비와 환자가

  성별 연령별 입원 진료건수

100% 부담하는 비급여의료비, 그리고 약제비로 구

  성별 연령별 외래 진료건수

분하였다. 급여의료비와 약제비는 건강보험공단 청

  입원 왕복교통비

구자료의 입원, 외래 ‘심사결정총진료비’를 사용하

   외래 왕복교통비

였다.
비급여의료비는 연도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중 ‘치매 비급여본인부담률’을 사용하였

3. 간접비 추정

다. 2019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는 아직 공개 전
으로, 분석에서는 2018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

간접비는 의료이용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인

한,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치매는 입원과 외래 비급

질병비와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인 사망비, 그

여본인부담률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체 진료에

리고 돌봄비로 구성하였다(Davidson and Beeri,

대한 결과만 공개됨에 따라 입원과 외래에 비급여

2000). 생산성 손실 추정을 위한 치매환자의 일평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균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직무정보

교통비는 연도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하였다.

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 중 성별, 연령대별 평균임

한국의료패널 자료 중 입원과 외래서비스 이용을

금자료를 사용하였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맞춤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소요되는 평균 교통비를

형 임금정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최근 3

연도별로 산출하였다. 2018-2019년도 자료는 아

개년도 자료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연계하여

직 공개 전으로, 2017년 자료를 적용하였다. 모든

매년 당해 연도의 임금수준 추정값을 도출, 제공한

교통비는 왕복교통비로 포함하였고, 치매 질환의

다. 맞춤형 임금정보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간임금

특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시 보호자의 동행이

정보만 제공됨에 따라, 2019년 성별 연령별 임금

필요한 것으로 가정, 환자와 보호자 총 2인의 왕

총액에 2015-2019년 협약임금인상률 정보를 적용

복교통비를 산출하였다(Chang et al., 2012).

하여, 각 연도별 성별, 연령대별 연평균소득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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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하였다. 입원 관련 질병비는 재원일수

et al., 2016).

에 성별, 연령별 일평균소득을 곱하였고, 외래의 경
우, 외래 1회 방문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입원 1
일의 1/3 수준인 것으로 가정하였다(Oh et al.,
2011; Shon et al., 2016).
65세 이전 치매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조기

간접비  질병비  사망비  돌봄비
질병비 

매로 인한 사망자 수는 통계청의 연도별 사망원인





사망비 
돌봄비 



   


사망으로 인한 사망자 1인당 손실연소득을 65세까
지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망비용을 계산하였다. 치

 




 



 

× 



 
 × 



    





  ×   


 





×

×



 



통계자료 중 ‘알츠하이머’로 인한 사망자 수를 활
용하였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망원인통계자료

  성별,   연령(5세 단위)

중 ‘치매 사망자’ 통계의 경우 시도 단위로 통계가

  사망연령대

공개되지 않지만, ‘알츠하이머 사망자’의 경우 시

  사망 이후 65세까지의 년 수

도 단위로 자료가 공개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치

  성별 연령대별 일평균임금

매로 인한 보건경제적 비용 중 사망과 관련한

  입원일수

비용은 실제보다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외래 내원일수

미리 밝혀둔다. 질병비용과 사망비용 분석은 생산

  성별 연령대별 알츠하이머 사망자 수

가능연령인 15-64세 연령집단만 포함하였고, 사망

   성별 (k+t) 연령군별 연평균임금

시 나이는 각 연령 구간의 중간으로 가정하고, 64
세까지의 총 손실연소득을 산출하였다.

  일당 간병비
  50-54세 여성 일평균임금

돌봄비는 가족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가 치매환
자의 의료이용과 관련하여 돌봄을 제공하는데 사
용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Davidson and Beeri,
2000; Chang et al., 2015)이다. 입원 기간 발생한
돌봄비는 서울시간병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
고 있는 일당 치매간병비(90,000원/일)를 적용하

4. 보건경제적 부담
치매로 인한 보건경제적 부담은 최종적으로 직
접비와 간접비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였고, 외래의 경우, 50-54세 여성 일평균소득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질병비와 동일하게 돌봄비

치매 보건경제적 부담  직접비  간접비

산출 시 외래 1회 방문은 입원 1일의 약 1/3 수준
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외래 방문일

연도별 치매로 인한 보건경제적 비용은 치매환

수의 1/3을 재원일수와 합하여 돌봄제공자의 비생

자 수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모든 비

산일수를 산출한 뒤, 일평균소득을 곱하는 방식으

용항목과 관련하여 연도별 비용과 함께 2015년

로 돌봄비를 추정하였다(Oh et al., 2011; Shon

-2019년 5개년 간 연평균 증가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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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2. 치매로 인한 직접비용
치매 치료를 위한 의료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1. 서울시 치매 의료이용 현황

직접비는 2019년 기준 총 2,245억 원으로, 연평균
약 10.9%씩 증가하고 있었다. 세부항목별로는 직

연도별 서울시 치매환자 및 의료이용 현황은

접비 중 입원의료비가 가장 많았고, 약제비, 외래

<표 2>와 같다. 서울시 치매환자는 2015년 57,103

의료비, 교통비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명에서 2019년 75,06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

비용의 크기는 입원의료비가 압도적으로 컸지만,

고 있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약 7.1%였다. 전체 치

연평균 비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외래의

매환자 중 여자가 약 70%로 남자보다 많았고, 연

료비가 연평균 16.2%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약

도별 증가율은 남자가 7.7%로 여자(6.8%)보다 높

제비가 외래의료비 다음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났다. 연도별 서울시 치매환자의 항목별 직접

치매환자의 대다수가 65세 이상으로, 전체 환

비는 <표 3>과 같다.

자 중 7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가 가장 많았고,
2019년 기준 전체 치매환자 중 83.1%가 75세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4세 이하와 65-74세 치매

3. 치매로 인한 간접비용

환자 수는 본 연구에서 관찰한 기간 동안은 조금
감소한 반면, 75세 이상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

치매로 인한 간접비는 2019년 기준 총 1,791

고 있었다. 성별,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남자 치매

억 원으로 직접비보다 적었다. 2015-2019년 5개

환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년 간 간접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7.0%로 직접비보

치매환자 증가와 더불어 진료건수와 진료비도

다 증가율이 낮았다.

함께 증가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치매환자는 치매

간접비 중 돌봄비가 총 1,698억 원으로 간접비

와 관련하여 2019년 기준 1인당 평균 약 5.8회 진

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다. 질병비와 사망비는

료를 받고, 진료비의 경우, 약 283만 원인 것으로

돌봄비와 비교하여 절대적인 비용의 크기는 작았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1인당 진료건수의 차이는

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사망비의 경우 약 39.1%로

거의 없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로 인한 진료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고, 질병비 역시 돌봄비보다

건수가 증가하였다. 치매환자 1인당 진료건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연도별 치매환자의

64세 이하 치매환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1인당

항목별 간접비는 <표 4>와 같다.

진료비 75세 이상이 가장 많고, 64세 이하, 65-74
세 집단 순으로 진료비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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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5-2019년 서울시 치매환자 의료이용 추이
항목

성별

연령
계

57,103
≤ 64

1,189

65-74

4,395

≥ 75

11,855

소계

17,439

≤ 64

1,662

65-74

6,276

≥ 75

31,726

소계

39,664

남자

환자 수

여자

계
≤ 64
65-74
≥ 75
소계
≤ 64
65-74
≥ 75
소계

남자
1인당
진료건수
여자

계

5.4
4.4
4.9
5.2
5.1
4.2
4.8
5.8
5.6
2,44

≤ 64

2,249

65-74

1,982

≥ 75

2,159

소계

2,121

≤ 64

1,140

65-74

1,485

≥ 75

2,878

소계

2,584

남자
1인당
2)
진료비

(단위; 명(%), 건(%), 천 원(%), %)
1)

2015

여자

1)

1)

2016

2017

2018

61,713
(8.1)
1,223
(2.9)
4,272
(-2.8)
13,265
(11.9)
18,760
(7.6)
1,727
(3.9)
6,245
(-0.5)
34,981
(10.3)
42,953
(8.3)
5.5 (1.6)
4.7 (5.8)
5.1 (3.0)
5.3 (1.5)
5.2 (2.2)
4.2 (0.4)
4.7 (-0.6)
5.9 (1.2)
5.6 (1.3)
2,572
(5.3)
2,292
(1.9)
2,187
(10.4)
2,263
(4.8)
2,247
(6.0)
1,201
(5.4)
1,484
(-0.1)
3,009
(4.5)
2,714
(5.0)

65,858
(6.7)
1,248
(2.0)
4,108
(-3.8)
14,714
(10.9)
20,070
(7.0)
1,599
(-7.4)
5,660
(-9.4)
38,529
(10.1)
45,788
(6.6)
5.6 (2.1)
4.4 (-6.0)
5.1 (1.5)
5.4 (2.1)
5.3 (1.6)
4.3 (1.7)
4.8 (2.1)
6.0 (1.6)
5.8 (2.2)
2,658
(3.3)
2,441
(6.5)
2,233
(2.1)
2,352
(4.0)
2,333
(3.8)
1,343
(11.8)
1,585
(6.9)
3,039
(1.0)
2,800
(3.2)

71,408
(8.4)
1,234
(-1.1)
4,177
(1.7)
16,603
(12.8)
22,014
(9.7)
1,506
(-5.8)
5,779
(2.1)
42,109
(9.3)
49,394
(7.9)
5.6 (0.2)
4.8 (8.4)
5.0 (-2.2)
5.4 (0.5)
5.3 (0.6)
4.5 (6.0)
4.8 (-0.4)
6.0 (-0.3)
5.8 (0.1)
2,785
(4.8)
2,858
(17.1)
2,269
(1.6)
2,520
(7.1)
2,491
(6.8)
1,671
(24.5)
1,722
(8.6)
3,124
(2.8)
2,916
(4.1)

주 1) 괄호( ) 안의 숫자는 전년도 대비 증감률임.
2) 진료비 = 입원+외래+약제비, 비급여 진료비 미포함 금액임.

1)

2019

75,065
(5.1)
1,194
(-3.2)
4,227
(1.2)
18,007
(8.5)
23,428
(6.4)
1,476
(-2.0)
5,817
(0.7)
44,344
(5.3)
51,637
(4.5)
5.8 (2.3)
4.9 (1.7)
5.2 (3.7)
5.5 (2.2)
5.4 (2.6)
4.6 (2.3)
4.9 (1.3)
6.1 (2.2)
5.9 (2.3)
2,830
(1.6)
2,967
(3.8)
2,349
(3.5)
2,560
(1.6)
2,542
(2.0)
1,899
(13.6)
1,840
(6.8)
3,143
(0.6)
2,961
(1.5)

연평균 증감률
7.1
0.1
-1.0
11.0
7.7
-2.9
-1.9
8.7
6.8
1.5
2.3
1.5
1.6
1.8
2.6
0.6
1.2
1.5
3.7
7.2
4.3
4.3
4.6
13.6
5.5
2.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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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울시 치매 질병부담 – 직접비
구분

(단위: 천 원(%))

2015

2016

2017

2018

2019

148,257,053
(100.0)

169,684,611
(100.0)

186,110,355
(100.0)

210,445,116
(100.0)

224,485,038
(100.0)

(14.5)

(9.7)

(13.1)

(6.7)

입원의료비

105,343,578
(71.1)

120,927,683
(71.3)

132,109,319
(71.0)

147,828,150
(70.2)

152,548,313
(68.0)

9.7

외래의료비

12,223,456
(8.2)

13,902,663
(8.2)

15,540,461
(8.4)

18,848,026
(9.0)

22,278,740
(9.9)

16.2

약제비

27,566,323
(18.6)

31,058,512
(18.3)

34,319,792
(18.4)

39,184,805
(18.6)

44,963,960
(20.0)

13.0

교통비

3,123,695
(2.1)

3,795,753
(2.2)

4,140,784
(2.2)

4,584,135
(2.2)

4,694,024
(2.1)

10.7

2015

2016

2017

2018

2019

136,437,895
(100.0)

152,347,721
(100.0)

163,213,991
(100.0)

176,971,100
(100.0)

179,079,605
(100.0)

(11.7)

(7.1)

(8.4)

(1.2)

질병비

4,083,550
(3.0)

4,084,249
(2.7)

4,474,960
(2.7)

5,348,882
(3.0)

5,381,009
(3.0)

7.1

사망비

1,028,793
(0.8)

2,916,151
(1.9)

2,169,661
(1.3)

1,878,547
(1.1)

3,846,704
(2.1)

39.1

돌봄비

131,325,553
(96.3)

145,347,321
(95.4)

156,569,371
(95.9)

169,743,671
(95.9)

169,851,892
(94.8)

6.6

직접비
(전년도 대비 증감률)

<표 4> 서울시 치매 질병부담 – 간접비
구분
간접비

연평균 증감률
10.9

(단위: 천 원(%))

(전년도 대비 증감률)

4. 치매로 인한 보건경제적 부담

연평균 증감률
7.0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4세 이하 초로기 치매환자
의 1인당 질병부담이 77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도별 서울시 치매환자의 보건경제적 부담은
<표 5>와 같다. 서울시의 치매로 인한 보건경제적
부담은 2015년 이후 연평균 9.1%씩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약 4,03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직접비가 간접비보다 많았고, 직접비
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 역시 직접비가 10.9%로 간접비
(7.0%)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치매환자 1인당 보건경제적 부담은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 소폭 감소하여 약 538만 원

연평균 증가율 12.3%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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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서울시 치매 보건경제적 부담
구분

(단위: 천 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84,694,949
(100.0)

322,032,332
(100.0)

349,324,346
(100.0)

387,416,215
(100.0)

403,564,643
(100.0)

(13.1)

(8.5)

(10.9)

(4.2)

직접비

148,257,053
(52.1)

169,684,611
(52.7)

186,110,355
(53.3)

210,445,116
(54.3)

224,485,038
(55.6)

10.9

간접비

136,437,895
(47.9)

152,347,721
(47.3)

163,213,991
(46.7)

176,971,100
(45.7)

179,079,605
(44.4)

7.0

4,986

5,218
(4.7)

5,304
(1.6)

5,425
(2.3)

5,376
(-0.9)

1.9

4,862

5,456
(12.2)

5,732
(5.1)

6,727
(17.4)

7,732
(14.9)

12.3

3,108

3,237
(4.2)

3,359
(3.8)

3,433
(2.2)

3,505
(2.1)

3.1

5,453

5,636
(3.4)

5,638
(0.0)

5,703
(1.2)

5,577
(-2.2)

0.6

총 보건경제적 부담
(전년도 대비 증감률)

1인당

1)

1)

≤ 64

1)

65-74

1)

≥ 75

연평균증감률
9.1

주 1) 괄호( ) 안의 숫자는 전년도 대비 증감률임

Ⅳ. 논의

높아지고 있었다. 직접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9%
로 간접비(7.0%)보다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
타났다. 298개 전체 질병군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본 연구에서는 2015-2019년 서울시 치매환자

분석한 현경래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는

의 의료이용 추이를 살펴보고, 치매로 인한 보건경

2006-2015년 10년 간 사회경제적 총비용의 연평

제적 부담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산출하였

균 증가율이 28.0%로 질병 중에 가장 빠르게 증가

다. 분석결과, 서울시 치매환자 및 의료이용이 매

하는 질환이었다.

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서울시 전체의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했듯이, 서울시 치매

보건경제적 부담도 연평균 9.1% 증가하여 2019년

환자의 1인당 질병비용은 2019년 우리나라 65세

기준 약 4,03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

이상 노인 1인당 평균 의료비(약 491만원)에 비해

1인당 보건경제적 부담은 5개년 간 연평균 1.9%

약 14% 가량 높으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약 538만 원이었

서울시의 치매로 인한 총 질병부담은 2019년 서

다. 연령대별 1인당 치매의 보건경제적 부담은 64

울시 복지예산의 3.6%, 어르신 관련 복지예산의

세 미만 초로기 치매환자가 약 773만 원으로 제일

15.9%에 해당한다.

많았고, 연평균 증가율 12.3%로 가장 빠르게 질병

서울시 치매 질병부담의 연도별 증감률을 살펴

비용이 증가하고 있었다. 비용항목 중 의료이용으

보면, 2018-2019년의 경우 다른 연도에 비해 변화

로 인한 직접비가 간접비보다 더 많은 가운데, 직

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 직접비의 경우 2018년 대비

접비의 비중이 52.1%에서 55.6%로 매년 조금씩

2019년에 약 6.7%, 간접비는 1.2% 증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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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건경제적 부담은 4.2% 증가하였다. 세부항목

장기요양보험 자료까지 포함하고, 치매 관련 국가

별로는 직접비에서는 입원의료비와 교통비의 변화

정책 방향이 전환되기 이전 시점부터 최근에 이르

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간접비의 경우 질병비와 돌

기까지의 치매로 인한 질병부담을 분석하여 치매

봄비는 거의 변화하지 않은 가운데, 사망비가 2018

관리 및 치매로 인한 우리 사회 전체의 보건경제적

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의료

부담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연도별 치매환자 의료이용

한편, 질병부담 연구의 대부분이 국가 단위로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환자 수가 전년도 대비

이루어지고, 중증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중심(현

변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 수는 증

경래 외, 2017)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하되,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는 입원보다

질병비용 관련 연구들과 본 연구결과를 직접적으

는 외래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의 치매로

수 있다.

인한 질병부담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일련의 국가사업, 즉 치

점에서 도움이 된다(Shon et al., 2016). 65세 이

매국가책임제와 커뮤니티 케어에서 강조하는 지역

상 노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내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제공을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서울시 치매환자의 보

통한 치매관리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건경제적 부담($354.6 million, $1USD=1,138원)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치매안심센

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

터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치매관리

($149.3 million, Kim et al., 2016)보다 크고,

체계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손창우･김정아, 2018).

천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645.8 million, Lee

이에 덧붙여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한 예산 확충, 서

et al., 2020)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1인당 질병

울시 돌봄 SOS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같은 지

비용의 경우, 서울시 치매환자 1인당 질병비용

역사회 보건복지 인력 확충이 2018년 이후 본격적

($2,486)은 심부전($1,414, Lee et al., 2016)보

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의료이용으로 인한 치매의

다는 많지만, 당뇨병($4,090, Oh et al., 2020)

보건경제적 부담의 증가속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

보다는 적고, 흡연 또는 음주로 인한 암의 1인당 질

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보

병비용(Nguyen et al., 2019; Han et al., 2020)

건경제적 비용을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만 활용하

의 약 7% 수준이다.

여 추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비용을

질병부담은 이 연구에서처럼 화폐화를 통해서

포함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치매국가

도 가능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건강수준, 삶의 질

책임제 하에서 2018년 이후 장기요양보험 내 인지

저하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Park

지원등급이 신설되어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달리 장애보

스가 확충되고, 본인부담 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년수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

(곽숙영, 2019)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치매관리 서

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노인의 질병

비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분석에 반영하지

부담을 산출하였다. 질병부담 산출 방식의 차이로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자료 뿐 아니라

본 연구결과와의 직접적 비교는 불가하지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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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범위가 광범위하였다. 이성우 외(2018)의

구의 증가와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결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환자 비용 분석 연구

론에서는 동일하였다.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 경우 치매 상병코드의 정의와 주상병 또는 부상

외래 방문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환자 140명

병의 범위에 따라 연구마다 환자 수가 최소 5만에

을 대상으로 한 박보현 외(2019)의 연구에서는 병

서 최대 34만 명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원 청구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접비와 간접

Prince et al.(2015)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높은

비로 나누어 질병비용을 산출한 결과, 총 20,219천

국가인 경우, 치매 관련 비용에서 사회서비스를 통

원이었으며, 치매의 중증도에 따른 질병비용의 차

한 직접비용이 약 42%로 높고, 소득수준이 낮거나

이를 확인하였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또는 최경도

중간인 경우, 비공식 돌봄 비용의 비중이 더 큰 것

치매에서 경증으로 이환되는 과정에서 질병비용이

으로 나타났다. 국제알츠하이머협회의 보고서에 따

5.5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치매 초기 단

르면, 2015년 전 세계의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계에서 의학적, 사회적 중재를 통한 치매 진행 속

비용은 총 8,180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도를 최소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Prince

또한, 2016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데이터

et al., 2015). 국가별로는 호주에서는 2016년 기

를 활용하여 치매환자를 6개 집단으로 나눈 뒤, 의

준 총 142억 달러, 치매환자 1인당 약 35,550달러

료비, 장기요양급여비, 교통비, 식재료비, 보조물품

(Brown et al., 2017), 중국은 2020년 기준 약

비, 간병비 및 생산성 손실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

690억 달러(Xu et al., 2017), 영국에서는 2015년

을 추정한 Han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2016

기준 총 242억 파운드(Wittenberg et al., 2019)

년 치매환자 45만 7천여 명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총 9조 7,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치매로 인한 질병비용 분석결과는 각 국가 또는

비교할 때, 치매환자 규모와 전체 질병비용에 있어

사회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두 연구에서 적용

즉, 보건의료제도, 가용자원의 종류, 임금수준, 고

한 치매환자의 범위와 비용항목의 차이에서 비롯

용률, 물가상승률과 같은 국가 또는 사회의 경제

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경우 치매를 주진단

관련 지표, 그리고 치매의 경우 의료 이외에 지역

으로 의료이용이 발생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

사회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등 다양한

으로 하고, 무엇보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치매

사회경제적 제도 및 지표에 따라 치매로 인한 보건

환자들이 이용했을 수도 있는 장기요양급여에 관

경제적 비용 분석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 부분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Han et al., 2021; Schaller et al., 2015). 국내

반면, Han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치매환자

외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서울시 치매환자 만을

의 상병코드 범위가 본 연구보다 넓고, 부상병 및

대상으로 본 연구의 질병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치매관련 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그리고 의료이용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지역사회를

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치매진

중심으로 한 치매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는

단을 받은 경우까지 모두 포함, 본 연구보다 치매

현 시점에서 치매 관련 국가의 기본방향 전환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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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치매로 인한 보건경제적 비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치매안심

용을 분석하고, 서울시 치매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

센터 운영이 상당히 안정화, 전문화되어 있으며,

화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돌봄 SOS 등 지역사회 내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자원이 그동안 많이 확충됐다. 이와 같은

치매는 의료 이외에 사회서비스와 더불어 가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치매예방사업에 집중함

친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비공식 돌봄비용의 추정

으로써 치매의 발병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기존의

방식과 포함 여부에 따라 연구결과가 큰 차이가 있

조기발견 사업과 병행함으로써 치매의 중증화를

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병

방지하여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속도를

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

조금씩 완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비공식 돌

1인당 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분

봄 비용과 관련한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석기간 중 2018년까지는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e.g., Langa et al., 2001; Moore et al., 2001).

2019년 증가하였고, 특히 75세 이상 여자 치매환

향후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

자의 약제비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치매에 대한

하고, 비용 증가의 많은 부분이 비공식 돌봄비용과

비약물치료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최근 영국과

관련된 점을(Schaller et al., 2015) 고려할 때, 추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치매환자 관리에 있어서

후 연구에서는 비공식 돌봄비용을 포함하여 치매

비약물 접근방식인 사회적 처방이 확산되고 있다

환자와 가정, 그리고 사회 전체의 치매로 인한 보

(송그룸 외, 2019).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의료비

건경제적 부담을 측정할 수 있어야겠다.

중 약제비의 비율이 75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한편, 서울시 치매의 보건경제적 비용 세부항목

연령층에서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점은 치매관

별로 살펴보면, 직접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

리에서 비약물적 접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

었다. 직접비의 대부분이 의료이용과 직접적으로

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관련된 것으로, 입원, 외래, 약제비 모두 절대적인

한편, 본 연구의 치매환자 유병률은 2019년 서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이 중 연평균 증가

울시 인구 1,000명 당 7.8명, 65세 이상 고령인구

율은 외래-약제비-입원 순서였다. 본 연구에서 자

의 경우, 노인 1,000명 당 51.9명이었다. 이지수

료의 한계로 포함하지 못한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외(2019)의 서울시 추정치매유병률(9.4%)과는 상

공식 돌봄비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질병비용 중 직

당히 차이가 나는 결과로, 이는 중앙치매센터와 본

접비의 비중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직접비로

연구의 치매 상병코드 기준과 주상병 및 부상병 포

인한 부담을 낮추어 줄 수 있는 치매관리 방안이

함 여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

필요하며, 이는 곧 치매 예방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구는 치매가 주상병인 경우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그

하지만 치매환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으로

동안 검진을 통한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의 조기 발

고혈압과 당뇨를 비롯한 복합만성질환자가 대부분

견과 관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고(고숙자 외,

이라는 점(고숙자 외, 2016)에서 의료기관 방문의

2016; 손창우･김정아, 2018), 예방 관련 사업은

주된 이유가 치매가 아닌 다른 질환이었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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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치매환자의 의료이용

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반드시 등록하고, 치

과 질병비용은 치매환자의 조작적 정의, 즉 상병코

매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20%

드의 기준과 부상병 포함 여부에 따라 환자의 규모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한 것

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으로 안내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최근 40~

또한, 본 연구의 치매환자 증가율이 중앙치매센

50대 초로기 환자가 증가하고, 치매환자의 연령대

터의 추정치매환자의 연간 증가율(이지수 외,

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201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치매센터의

로 치매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높아져 가는 현실에

2015-2019년 서울시 추정치매환자(65세 이상) 연

서 중요한 문제이다. 진단 이후 사회복귀가 상대적

평균 증가율은 6.2%인 반면, 본 연구 분석결과,

으로 어렵고, 이로 인해 본인과 돌봄가족의 경제활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동, 사회활동의 폭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치매관리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에서는

및 지원에 있어서 초로기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범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치매국가책임제의 효

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과로 치매 진단을 위한 의료접근성이 높아진 것으

40~5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

로 해석할 수 있다. 중앙치매센터의 추정치매유병

을 개발하고,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

률은 매년 유병률을 산출하는 것이 아닌 추정치이

행하여 노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일상생활에서

고, 정해진 시기에 따라 기존의 추정 결과를 수정,

치매예방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

보완하는 것으로 특정 시기의 정책효과를 즉각 반

다. 이와 더불어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람중심 치

영하기 어렵다. 반면 실제 의료이용을 한 치매환자

매케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의 활발한 사회

를 기준으로 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2018년 치매

적 논의를 통해 초고령화시대 서울시 전체의 치매

환자는 전년 대비 약 8.4%, 65세 이상의 경우

질병부담을 낮출 수 있는 치매관리체계 재설정이

9.0% 증가하여, 관찰기간 중 치매환자 증가율이

필요할 것이다.

가장 컸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중증치
매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을 10%로 낮추고, 고비용
치매검사에 대한 급여화를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치매환자의 의료

Ⅴ. 결론

접근성이 개선되었고(보건복지부, 2017; 곽숙영,
2019), 이 효과의 일부가 서울시 치매환자의 2018
년 의료이용 증가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연령대별로는 64세 이하 초로기 치매환자의 진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치료하거나 돌

료비와 보건경제적 비용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현

보기 위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이 증가될 것으

재 치매관리비용 지원은 60세 이상 치매환자를 대

로 예측됨에 따라 서울시 치매환자의 의료이용과

상으로 하고 있다. 60세 미만 치매환자가 치매치

보건경제적 비용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치매환자와

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이들로 인한 보건경제적 비용이 점차 빠르게 증가

서울시 치매로 인한 보건경제적 부담 연구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의료이용과 관련한 직접
비가 간접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또
한, 64세 이하 초로기 치매환자의 보건경제적 비
용 부담이 가장 크고, 다른 연령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시는 2026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

이성우･한승진･안보령･박진관･진다빈, 2018, 「치매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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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강민지･남표정･김유정･이옥진･김기웅, 2020,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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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치매 조

현경래･최기춘･이선미･이수연, 2017, 「건강보장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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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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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통행행태 기반의 노동자 유형 도출 및 변화 탐색*
-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서울경기권 자료를 중심으로 조형욱**·김문현***·김태형****

Classification of commuting trips and their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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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연구는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가구통행실태조사 서울경기권 자료의 업무통행을 유형화하고 통
행 특성을 분석한다. 통행행태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횡단면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2002년, 2006년,
2010년, 2016년의 주중 통행자료를 이용하여 각각 업무통행을 유형화한 후 성, 연령과 소득의 사회경제 지표를 군집 별,
연도 별로 비교하여 통행행태의 변화 양태를 추적했다. 군집분석은 K-평균 군집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군집화 결과 서울
경기권의 업무통행이 발생하는 주요시간대를 기준으로 저녁형 노동자(16:15~18:50), 정오형 노동자(10:00~12:00), 표준형
장시간 노동자(10:00~20:30), 표준형 중시간 노동자(9:30~19:00), 표준형 단시간 노동자(9:25~16:30)의 다섯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 연도 별 업무통행 유형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업무통행의 유형 간에는 성, 연령 및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도 별 사회경제 특성의 변화 역시 군집 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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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among those groups by years. We used K-means clustering method for the classificati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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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n type(10:00~12:00), standard long hours type(10:00~20:30), standard middle hours type(9:30~19:00),
standard short hours type(9:25~16:30).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trip categories by years showed
similar results. But, differences among trip categori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gender, age and
income. Changes i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by years also varied among trip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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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통행행태 연구도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Järv et al., 2014; Ma et al.,
2013). 이러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실시간

통근, 통학 및 업무와 같은 의무통행의 패턴은

으로 통행행태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도시의 공간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

만 통행목적 및 수단과 같은 통행특성이나 개인/가

로 알려져 있다(Clayton, 1974). 이에 정책입안자

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는 통근통행패턴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02년,

한 도시개발을 추진한다(김현우･김호연, 2011). 전

2006년, 2010년, 2016년에 시행된 가구통행실태

통적으로 도시의 교통정책과 교통 인프라 건설이

조사를 이용한다. 특히 의무통행인 통근 및 업무통

주중의 통근 및 통학 통행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는

행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별 통행행태를 군집화한

데(Forsyth et al., 2007), 주로 교통체증을 개선

후 군집 간, 연도 간 발생하는 사회경제 특성의 차

하는 것이 목표였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체계의

이를 분석한다. 분석대상은 업무로 분류될 수 있는

도입과 압축적 건조환경 조성이 통근 및 통학을 제

통행이 1회 이상 발생한 개인이며, 0회인 개인은

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평균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와

통행거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이 밝혀졌다

경기도(인천 제외), 시간적 범위는 2002년, 2006년,

(서동환 외, 2011). 이와 같은 통행행태 분석을 위

2010년, 2016년에 시행된 조사를 대상으로 한다.

해 가구통행실태조사, 여객기종점통행량 조사, 국민

업무통행을 유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K-평

여행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가 활용되고 있다.

균 군집화(K-Means Clustering)를 사용한다. K-

한편 통행행태에 관한 연구는 건조환경(Ewing

평균 군집화는 기계학습에서 사용하는 비지도학습

and Cervero, 2010; Gim, 2016; Handy et al.,

방법 중 하나로, 미리 전제된 통행행태 분류로 표

2005), 개인의 태도(Kroesen et al., 2017; De

본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 자료만을 사용하

Vos et al., 2015; Cao et al., 2009)와의 관계를

여 통행 유형을 도출한다. 군집의 수는 군집화의

분석하거나, 기능지역의 변화(손승호, 2000; 조일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도출된 군집

환 외, 2011; 마강래･강은택, 2008)를 살펴보는

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데 관심을 두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가구통행실태

매우 간단하고 자명한 분류나 반대로 매우 세분되

조사와 같은 전통적 방식의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

어 일반의 이해에서 벗어나는 분류를 피할 수 있는

으로 한다. 설문조사 자료는 통행의 목적과 수단을

적정 군집 수를 선정한다. 분석은 2002년, 2006

알 수 있고 대표성 있게 표본을 추출하여 품질을

년, 2010년, 2016년 자료를 연도별로 군집화하고,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수시로 변화

최종적으로 모든 자료를 하나의 자료로 통합하여

하는 도시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계열 변화

군집화함으로써 자료의 정합성을 검토한다.

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최근에는

도출된 군집에 대해서는 소득과 사회경제 지표

실시간으로 방대하게 누적되는 휴대전화 기록이나

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여 통행행태에 대한

업무통행행태 기반의 노동자 유형 도출 및 변화 탐색

구체적 이해를 시도한다. 이후, 군집 별로 조사연

그와는 달리 통행과 관련된 속성으로 통행 패턴

도에 따른 변화를 도출하여 도출된 군집이 안정적

을 도출한 후, 각 통행 패턴 집단에 속한 개인의 사

으로 유지되는지, 특정 속성의 불균등성이 심화 또

회적 배경을 분석하는 방법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는 완화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정한다.

연구는 어떤 통행속성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구분
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통행 과정에서 물리적
으로 도출되는 속성이 아니라 통행과 연관된 속성
을 통해 통행 패턴을 도출하는 연구가 있다. 대표

Ⅱ. 선행연구 검토

적으로 Haustein and Nielsen(2016)은 통행에
영향을 주는 속성을 이용하여 통행행태를 나눈 연
구를 진행했다. 군집을 나누기 위해 유로바로미터

인간의 통행은 시간과 공간에서 규칙성을 보이

설문조사에서 통행과 환경 관련 질문의 응답을 사

며 재현 가능한 패턴을 따르는데(González et al.,

용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K-평균 군집화를 통해

2008; Schneider et al., 2013), 통행행태 분석은

총 8개의 통행 방식(mobility style)을 도출하였

바로 그 규칙성을 찾아내고 모형화하는 시도라고

다. 이들 군집 간에는 통행 관련 속성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 통행행태에서 발견한 시공간 규칙은

군집 기준과는 무관한 사회경제적 배경도 다르게

도시계획의 정책 방향 설정 및 인프라 공급의 기초

나타났다. Prillwitz and Barr(2011)은 지속가능

자료가 된다. 이에 지역별, 사회경제 계층별 통행

성과 관련해 특정한 인구 집단에 정책적 소셜 마케

패턴을 찾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전통적

팅을 적용하기 위한 통행 스타일 도출을 목표로 연

으로 통행행태와 관련된 연구는 통근, 통학 통행과

구를 수행하였다. 10회의 초점집단인터뷰와 사우

같이 강제성이 높은 의무통행을 중심으로 이루어

스 웨스트 잉글랜드 거주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졌는데, 이는 의무통행이 다른 통행목적보다 규칙

통행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

적이며 개인의 통행행태 및 거주지 선택에 큰 영향

를 토대로 통행 및 통행 관련 태도에 대해 각각 군

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간 진행되어온 한국의 통행

집화를 실시하였다. 통행을 군집화할 때는 통행목

행태 분석은 통행거리나 통행시간에 초점을 둔 연

적별로 가장 자주 이용하는 통행 수단을 군집화하

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신상영, 2003; 전명진･

였으며, 태도에 있어서는 대중교통, 자가용, 걷기

정명지, 2003; 전명진･강춘령, 2009; 김현우･김호

및 자전거, 지속가능성과 환경 등에 대한 설문을

연, 2011; 오병록, 2014). 이 외에도 통행목적(윤

시행 후 설문 결과를 군집화하였다. 이후 도출된

대식, 1997), 통행량(김태호 외, 2008), 통행 수단

군집에 대해 정치 성향, 통행목적을 포함한 인구사

(서종국, 2018)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복합적으

회학적, 사회경제학적 변수를 비교하였다.

로 고려한 경우도 있다(추상호 외, 2013). 이러한

한편 통행거리, 통행시간 등 통행과정에서 발생

연구는 대부분 거주지, 연령 등 사회적 배경을 통

하는 자료를 사용해 통행행태를 유형화하는 연구

제한 후 해당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통행특성을 분

가 있다. 장태연(2007)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342

석한다.

명을 대상으로 주말(토요일, 일요일)의 통행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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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군집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당 군집의 대표적인 통

하였다. 군집을 나누는 데 사용한 자료로는 개인의

행행태를 제시하고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사회경제적 속성, 통행목적, 교통수단, 활동 시작

Cui et al.(2018)은 2012∼2013년 California

시간, 동행인 수, 일일 통행발생 수를 사용하였으

Household Travel Survey의 자료를 사용하여 통

며, 이를 통해 4개의 통행행태를 도출하였다. 서동

행행태를 군집화하였다. 통행일지 데이터를 통해 9

환 외(2011)는 2006년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사용

개의 통행목적을 사용하여 개인별로 시간에 따른

하여 통근통행거리를 기준으로 개인을 군집화하였

활동행렬(Activity matrix)을 제작하였다. 이후 개

다. 분석결과 평일통근통행과 주말여가통행 사이

인 사이의 자카드 유사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

에 보상적 관계가 나타남을 밝혔다.

축하여 딥러닝 기반의 커뮤니티 검출(Community

도시 및 교통 분야 외에서도 노인학, 가족학 등
특정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분야에서 사람들

detection) 과정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를 통
해 총 7개 군집을 도출하였다.

의 통행목적과 통행시간을 유형화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최종후 외(2005)는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사용해 노인들의 생활유형을 군집화
하였으며, 권소영(2019)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

Ⅲ. 분석 방법

로 근로시간을 유형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러나 앞선 연구들은 시점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며
시간 사용량에 대한 정보만으로 분석을 실시하였

1. 군집화 알고리즘: k-평균 군집화

고,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특정 지역 거주
자로 제한하여 공간적 분포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

군집분석은 분석 개체들을 동질적인 그룹으로

었다. 더불어 통행의 목적이 세분되어 있지 않아

구분해 자료의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본 연구

도시 및 교통계획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는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가구통행

한계가 있다.

실태조사 응답자의 통행행태를 군집화 하였다. K-

한편 통행행태 군집화 연구에서 활동기반의 통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행태 군집화 연구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가상의 군집중심점을 설정해야 한다. 군집중심점

Jiang et al.(2012)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 완전 무작위로 설정될 경우 초기 군집중심점이

Chicago에서 실시된 Activity survey data의

비슷한 지점으로 설정될 수 있는데, 이때 불안정한

10,552가구의 설문자료를 사용하여 통행행태를 군

학습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

집화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통행목적과 통행시간

기 위해 무작위 배치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초기 군

을 결합해 목적별 시간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K-평

집중심점을 분산시켜 배치하는 k-means++ 알고

균 군집화를 실시했으며 분석 결과 총 통행행태는

리즘을 사용하였다.

평일 8개 군집, 주말 7개 군집으로 군집화되었다.

<그림 1>은 자료셋이 군집화되는 과정을 도식

이후, 활동목적과 활동 시간에 따라 군집을 명명

화한 그림이다. 가상의 군집중심점이 지정되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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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평균 군집화의 개요

자료는 군집중심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군집

대해 목적, 수단, 시간, 위치 등을 기록하고 있다.

중심점과 같은 군집으로 배정된다. 이때 가까움의

통행 기록에서 이전 통행과 다음 통행 사이의 시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유클리드 거리 제곱을

을 이전 통행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는 기준을 바꾸어 군집된 자

다면, 통행일지 자료는 개인이 하루에 시간을 어떤

료를 기준으로 군집중심점이 군집의 중심으로 이

목적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자료

동한다. 이후 다시 군집중심점을 기준으로 각 자료

로도 사용할 수 있다. 즉 통행을 기록하는 자료이

들을 가장 가까운 군집중심점으로 배정시켜 군집

지만 하루의 모든 통행을 기록하므로 통행과 통행

을 형성한다. 이 과정은 각 군집의 군집중심점이

사이의 시간 활용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군

의 시간 사용 형태를 파악하는 자료로 사용 가능하

집중심점 이동 횟수를 10,000회로 지정하여 군집

다. 또한 가구통행실태조사는 1996년부터 실시되

중심점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어 약 5년 단위로 2016년까지 실시되어왔는데 이
를 통해 통행행태를 분석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
른 변화를 관찰하기에도 적합하다.

2. 자료

분석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통행일지 자료 중 통
행 순서와 통행 시각이 어긋나는 등의 통행 시각

1) 가구통행실태조사

기입 오류와 결측치를 제외한 후 2002년 21,721

가구통행실태조사는 “조사 가구의 가구원에 대

명, 2006년 55,684명, 2010년 233,857명, 2016

해 평일 하루의 통행일지(Trip Diary)를 조사함으

년 125,450명으로 총 436,712명을 대상으로 실

로써 지역 내 통행 행태를 파악하고 교통 SOC 투

시하였다.

자의 기초자료인 여객 기종점 통행량 자료 구축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조사이다(한국

2) 자료의 가공

교통연구원,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의 통행일지 원시자료는 한

통행일지는 개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의 사회적

명의 개인이라도 통행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통행

배경과 함께, 개인이 하루에 행하는 모든 통행에

정보를 기록해두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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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통행행태를 K-평균 군집화 기반으로 유형

전처리된 통행시간과 통행목적은 결합하여 하나의

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통행행태를 하나의

성분이 된다.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개인별 통행
목적과 통행시각을 결합해 벡터를 구축하여 개인

3) 최적 군집 수 선정

의 하루 활동을 하나의 벡터로 나타냈다. 이는

최적 군집 수를 선정하기 위해 군집을 나누지

Jiang et al.(2012)가 제시한 자료 표현 형태를 가

않은 1개 군집부터 최대 19개까지 군집까지 설정

구통행실태조사의 형태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군집이 효율적으로 이

정하여 적용한 것이다.

루어졌는지 검증하였다. 군집화의 타당성은 오차

자료는 <그림 2>와 같이 가구 및 개인식별번호,

제곱합의 감소폭을 통해 적정 군집 수를 판단하는

통행순서, 통행목적, 통행시작 및 종료시간과 출발

엘보우 방법과 군집화의 효율을 판단할 수 있는 실

지 종류로 구성된다. 가구통행실태조사는 하루의

루엣 계수를 사용하여 판단하였다. 오차제곱합의

모든 목적통행을 기록하는데 이때 통행과 통행 사

경우 군집중심점이 3개가 될 때까지 크게 감소하

이는 이전 통행의 목적으로 시간을 사용했다고 볼

며, 9개가 넘어가는 경우 오차제곱합의 감소율이

수 있다. 따라서 출근, 귀사, 업무통행은 해당 목적

미미하여 군집중심점은 3~9개 중에서 이해하는 것

통행 이후 업무 활동이 지속되므로 다음 목적통행

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실루엣 계수를 통한 군집

이 발생하기 전까지 업무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가

화 효율 판단에 있어서 군집중심점의 수가 3, 4개

정하였다. 벡터 표현은 업무 목적을 위한 업무통행

일 때는 그 이상의 군집중심점 대비 비대한 군집이

시간과 이후의 업무 시간은 1, 업무 외 목적을 위

존재하였으며, 6개 이상의 군집중심점 설정시 매

한 통행시간과 이후의 비업무 시간은 0으로 범주

우 세분된 군집이 나타났다(<그림 3> 참조). 한편,

화 하였다. 통행 시간은 하루(1,440분)를 5분 단위

본 연구는 다중의 독립된 자료셋을 비교하는 연구

로 나누어 288개(1,440분/5분)의 새로운 시간 단

로 군집의 실제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군집

위로 구축했다. 예컨대, 00:00~00:05는 새로운 시

의 실제 통행 양상을 확인해본 결과 군집 개수 5

간 단위에서 0, 23:55~24:00은 287로 표현된다.

개1)에서 유사한 통행행태가 관찰되었다(<그림 4>

<그림 2> 자료 구축 개요

참조). 이에 최종적으로 군집 개수를 5개로 설정하
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1) 2006년 자료의 경우 군집중심점이 4개 이상일 때부터 실루엣 계수가 유독 높은 군집이 발생한다. 실제 통행행태를 확인한 결과 이 군집은
24시간 전체가 업무로 기록된 군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행행태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며 군집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6개로 군집화 후
24시간 업무통행 군집을 제외한 5개 군집을 사용해 비교 과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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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 자료셋별 군집 수에 따른 실루엣 계수

<그림 5> 독립된 자료셋 간의 군집분석 시 문제

하고 군집 간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면, 결국 모
든 자료셋을 합쳐 단 한 번의 군집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이
를 위해 몇 개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각 자
료셋을 따로 군집화했을 때의 결과와 모든 자료셋
을 합쳐서 군집화한 결과가 같은 군집수로 도출되
어야 하며, 군집의 위치가 유사해야 한다. 예컨대,
자료셋 A와 자료셋 B를 각각 군집화한 결과가 유
사하지 않다면 A와 B를 합친 자료셋(A+B)의 군집
중심점은 A와 B 중 어느 것에도 최적화된 군집중
<그림 4> 도출된 통행행태 군집

심점이 될 수 없다. 반면 A와 B의 군집화 결과가
유사하더라도 A와 B 자료 자체의 차이로 인해 자
료셋(A+B)의 군집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A+B)의 군집중심점을 A와 B에 적
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즉 A, B, (A+B) 세 군집
의 결과가 같은 군집 수로 모두 지표적으로 타당하
면서 동시에 군집의 분포가 충분히 유사하다고 판

4) 다중 자료 비교의 유의점
본 연구에서는 2002년, 2006년, 2010년, 2016
년의 업무통행행태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한
다. 이때 각각을 군집화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도
출되더라도 군집 간 비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사한 분류 기준이더라도 완전
히 동일한 군집중심점이 아닌 이상 결국 다른 기준
에 의해 구분된 것이기 때문이다(<그림 5> 참조).
군집 분류 기준을 하나로 맞추기 위해서는 1회
의 군집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여
러 개의 독립된 자료셋을 비지도학습을 통해 군집화

단할 수 있을 때 위와 같은 방법이 제한적으로 사
용 가능하다. 이를 요약하면 <그림 6>과 같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각 자료셋을 하나
로 합쳐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자
료셋별로 나누어 군집 간 비교를 실시해야 한다.
<그림 6> 독립된 자료셋 간의 군집 비교를 위한 군집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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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1회의 군집분석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2. 군집 별 인구사회 특성 비교

군집을 나눈 기준이 동일하므로, 같은 기준에 의해
나뉜 군집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서울경기권 거주민의 통행목적 및 통행시간을
기반으로 업무통행을 도출한 결과 총 5개 군집으
로 도출되었다. 5개 군집은 업무통행의 발생 및 소
멸 시점, 평균 업무시간 등 통행행태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속성에서도 유

Ⅳ. 분석결과

의한 차이를 보였다.

1) 저녁형 노동자

1. 군집의 명명 및 통행 특성

저녁형 노동자는 11시 무렵 통행이 발생하기
시작해 다음 날 오전 3시에 통행이 소멸하는 것으

분석 결과 군집은 총 다섯 가지로 도출되었다.

로 나타난다. 군집된 인원은 4개 연도 총 인원의

<그림 7>은 군집의 유형과 이를 토대로 명명한 군

약 4.93%를 차지하며, 구성원의 95% 이상이 16시

집명을 보여준다. 군집명은 해당 군집의 노동자 수

15분부터 18시 50분까지 업무 목적으로 시간을

가 가장 많은 시간대와 평균노동시간을 고려하여

사용한다. 눈여겨 볼 점은 모든 연도의 총 조사 인

명명하였다.

원에서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가 96명으로 나타
나 유일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여성의 비율은
2002년 43.72%에서 점차 상승해 2016년에는
53.74%로 나타났는데, 2006년과 2016년은 각각
이전 조사연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

<그림 7> 군집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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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16∼25세 인구가 타 군집보다 높은 비율로

각 15% 내외, 51∼55, 56∼60세 그룹이 각 10%

나타났고, 26∼35세 그룹의 경우 표준형 3개 군집

내외를 차지하는데 이는 이하 표준 중기, 표준형

보다는 낮지만 정오형 노동자보다는 유의하게 높

단시간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사연도에 따

은 비율을 나타냈다. 조사연도에 따라 16∼35세

라서는 56세 이상 그룹에서 그 비율이 점차 증가

그룹의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51세 이상 그룹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4) 표준형 중시간 노동자
2) 정오형 노동자

표준형 중시간 노동자는 6시 무렵 통행이 시작

정오형 노동자는 2시 40분 무렵 통행이 시작되

되어 20시 30분에 통행이 소멸하는 군집으로, 군

어 16시 20분에 통행이 마무리되는 군집으로, 군집

집 구성원의 95% 이상이 9시 30분부터 19시까지

구성원의 95% 이상이 10시부터 12시까지 업무 목

업무 목적으로 통행한다. 이들의 출근 시간을 포함

적으로 통행한다. 평균 노동시간은 4.84시간이며,

한 총 근로시간은 평균 11.56시간이다. 이 군집은

전체 업무통행 유형 중 7.60%를 차지한다. 모든 연

전체 군집 중 30.76%를 차지해 두 번째로 높게 나

도의 총 조사인원에서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가

타난다. 모든 연도의 총 조사 인원에서 여성 100

118명으로 다소 불균등하게 나타나지만 여성비율

명당 남성의 수는 276명으로 모든 군집 중 가장

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는 군집이다. 2016년에는

불균등한 성비를 보이지만, 연도 별로 살펴보면 여

여성의 비율이 55.23%으로 남성을 역전했다. 연령

성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대의 경우 51세 이상이 타 군집보다 많고, 56세 이

다. 상승폭은 적지만 모든 조사연도에서 통계적으

상은 조사연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3) 표준형 장시간 노동자

5) 표준형 단시간 노동자

표준형 장시간 노동자는 6시 무렵 통행이 시작

표준형 단시간 노동자는 5시 50분 무렵 통행이

되어 23시 55분에 통행이 마무리되는 군집으로,

시작되어 18시 40분에 통행이 마무리되는 군집으

군집 구성원의 95% 이상이 10시부터 20시 30분

로, 군집 구성원의 95% 이상이 9시 25분부터 16

까지 업무 목적으로 시간을 사용한다. 출근 시간을

시 30분까지 업무 목적으로 통행한다. 출근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은 평균 13.29시간이다. 이 군

포함한 총 근로시간은 평균 9.90시간이다. 이 군집

집은 전체 업무통행행태 군집에서 17.70%를 차지

은 전체 군집에서 39.02%로 모든 군집 중 비율이

한다. 이 군집의 여성 비율은 2002년 23.29%에서

가장 높다. 모든 연도의 총 조사 인원에서 여성

2016년 38.90%로 점차 상승하고는 있지만 모든

100명당 남성의 수가 173명으로, 성비가 불균등

연도의 총 조사 인원에서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하지만 표준형 통행으로 분류되는 군집 중에서는

가 231명으로 나타나 크게 불균등하다고 평가할

낮은 수치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 31.49%에

수 있다. 연령대에서는 26∼30, 31∼35세 그룹이

서 2016년 38.77%로 해가 갈수록 여성 비율이 상

각 10% 내외, 36∼40, 41∼45, 46∼50세 그룹이

승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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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군집 별 인구사회 특성 비교 결과
군집명
(크기비중)

통행
1)
형태

여성
2)
비율

연령대
특징

저녁형 노동자
(전체 군집의 4.93%)

정오형 노동자
(전체 군집의 7.60%)

표준형 장시간 노동자
(전체 군집의 17.70%)

표준형 중시간 노동자
(전체 군집의 30.86%)

표준형 단시간 노동자
(전체 군집의 39.02%)

통행 시작 및 종료:
통행 시작 및 종료:
통행 시작 및 종료:
통행 시작 및 종료:
통행 시작 및 종료:
11:00∼익일 3:00
2:40∼16:20
6:00∼23:55
6:00∼20:30
5:50∼18:40
주요업무시간대:
주요업무시간대:
주요업무시간대:
주요업무시간대:
주요업무시간대:
16:15∼18:50
10:00∼12:00
10:00∼20:30
9:30∼19:00
9:25∼16:30
평균근로시간: 8.54시간 평균근로시간: 4.84시간 평균근로시간: 13.29시간 평균근로시간: 11.56시간 평균근로시간: 9.90시간

43.72% → 49.56% →
50.40% → 53.74%

35.46% → 43.19% →
44.41% → 55.23%
(여성 비율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

23.29% → 26.70% →
26.97% → 38.90%

20.89% → 24.07% →
25.91% → 29.65%

31.49% → 34.49% →
36.40% → 38.77%

(모든 조사연도에서 가장
낮은 여성 비율)

(가장 느린 여성 비율 증가
속도)

16∼25세 인구 높은 비율
16∼25세 인구 감소 경향
51세 이상 인구 높은 비율
45세 이하 인구 감소 경향
16∼35세 인구 감소 경향
56세 이상 인구 증가 경향
41∼45세 인구 감소 경향
56세 이상 인구 증가 경향
51세 이상 인구 증가 경향
51세 이상 인구 증가 경향
56세 이상 인구 증가 경향

학생/주부/무직/미취학아동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학생/주부/무직/미취학아동 서비스 종사자
높은 비율
서비스 종사자
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
직업군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관리자 및 사무종사자
낮은 비율
기능원/장치기계조작/
4)
직업군
단순노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리자 및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관리자 및 사무종사자
관리자 및 사무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단순
기능원/장치기계조작/단순
노무종사자
노무종사자

학생/주부/무직/미취학아동
학생/주부/무직/미취학아동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단순
판매 종사자
판매종사자
노무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문가 및 관련 종사자 감소
학생/주부/무직/미취학아동 학생/주부/무직/미취학아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감소
경향
감소 경향
경향
감소 경향
직업군
감소 경향
서비스종사자 증가 경향
5)
변화 경향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감소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감소
관리자 및 사무종사자의 관리자 및 사무종사자 증가
기능원/장치기계조작/단순
증가 경향
경향
경향
경향
노무종사자 감소 경향
표준통행형 대비 낮은 미 표준통행형 대비 낮은 미 비표준 통행형 대비 높은
취학아동 보유 가구 비율 취학아동 보유 가구 비율 미취학아동 보유 가구 비율
가구 관련 미취학아동 보유 가구 비 미취학아동 보유 가구 비 미취학아동 보유 가구비 율 가장 높은 미취학아동 보 비표준 통행형 대비 높은
속성
율의 감소 경향
율의 감소 경향
의 감소 경향
유 가구 비율
미취학아동 보유 가구 비율
타 군집 대비 다세대/다가구 타 군집 대비 단독주택 거 타 군집 대비 아파트 거주
주택 거주자의 높은 비율 주자의 높은 비율
자의 높은 비율
1) 통행 시작은 전체 군집 구성원의 누적 5% 최초 달성 시점, 통행 종료는 최고치 이후 전체 군집 구성원의 5% 지점의 최후 달성 시점, 주요 업무
시간대는 군집 구성원의 95%가 업무목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시간대이다.
2) 처음부터 순서대로 2002, 2006, 2010, 2016년의 여성 비율이다. 화살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실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화임을
나타낸다.
3) 타 군집과 비교하여 직업군 별 비율 상위 2개 군집에 표기하였다.
4) 타 군집과 비교하여 직업군 별 비율 하위 2개 군집에 표기하였다.
5) 모든 조사연도에서 일관된 변화를 보이거나, 비교적 뚜렷한 변화를 나타낸 항목만을 기록하였다.

업무통행행태 기반의 노동자 유형 도출 및 변화 탐색

3. 가구소득의 비교

반해, 유일하게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그룹에서는 연도

<표 2>는 조사연도의 소득분위를 나타낸다.

변화에 따른 비율 감소가 모든 군집에서 유의하게

2002년은 10분위, 2006년, 2010년, 2016년은

나타난다. 그러나 이 그룹에서도 정오형 노동자의

6분위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서 2016년

비율 감소 폭이 타 군집과 비교해 적다. 타 군집의

까지 발생한 물가 변동을 반영하면 2006년, 2010

경우 2006년 25% 내외의 수치에서 2016년 10%

년과 2016년의 소득분위 응답내역도 사실상 일치

내외의 수치로 약 15%p 이상 감소하지만 정오형

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자는 27.12%에서 16.91%로 10.21%p 만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조사연도 별 가구소득 문항 선택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그룹에서는

분위

2002년

2006∼2016년

1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

90∼119만 원

100∼200만 원

3

120∼149만 원

200∼300만 원

다. 우선 2006년의 경우 저녁형 노동자와 정오형

4

150∼179만 원

300∼500만 원

노동자의 비율 차이가 유의하지 않고, 표준형 통행

5

180∼209만 원

500∼1,000만 원

간의 비율 차이도 유의하지 않지만, 나머지 비율

6

210∼239만 원

1,000만 원 이상

7

240∼269만 원

8

270∼319만 원

자 사이의 차이가 확인된다. 2010년에서도 표준형

9

320∼399만 원

군집이 저녁형 노동자와 정오형 노동자보다 낮게

10

400만 원 이상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서
도 정오형 노동자 군집에서만 특이한 모습을 보인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 표준형과 비표준형 노동

나타나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2016년에
는 저녁형 노동자가 다른 표준형 군집과의 비율 격

따라서 가구소득 분석에서는 소득분위가 동일
한 2006년, 2010년, 2016년 3개 연도의 조사 자
료만 사용하며, 각 분위의 퍼센트포인트 증감 정도
를 통해 통행행태에 따른 가구소득의 변화를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8>은 군집 별 가구소득 비율을 연도별로
나타낸 결과이다. 100만 원 미만의 그룹은 정오형
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해가 갈수록 비율
이 감소한다. 반면, 정오형 노동자의 경우 2006년
에서 2010년으로 갈 때 다른 군집보다 작은 폭으로
비율이 감소하며, 2010년과 2016년에서 나타난 증
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대부분의 군집에서
연도별로 변화의 수준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데

차를 줄인 반면, 정오형 노동자는 여전히 다른 통
행형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 결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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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군집 별 가구소득 비율의 연도 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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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노동자와 정오형 노동자의 경우 2016년의 여성 비
율이 각각 53.74%, 55.23%로 오히려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신영민･황규성

업무통행이 통행 시간대, 노동량 등 업무의 특

(2016)은 한국의 노동시간에 대한 계층화 연구에

성에만 의존한다면 업무통행 유형 간 사회경제 특

서 노동시간은 저임금-단시간, 중위소득-장시간,

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고소득-표준시간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소득 하

연구에 따르면 업무통행의 유형에 따라 성, 연령,

위 20%는 시간제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

소득 및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 특성에서 유의한 차

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시간

이가 발견되었다.

제 형태로 종사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성비의 경우 모든 군집에서 시간 흐름에 따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3개의 표준형 업무통행

여성 비율이 증가하였다. 2002년과 2016년의 결

군집이 시간제 양상을 띠는 저녁형 노동자, 정오형

과를 비교할 때 가장 높게는 정오형 노동자 군집의

노동자보다 통상적으로 유리한 업무통행행태라고

여성 비율이 19.77%p 증가하였으며, 가장 낮은

본다면, 50%를 초과한 저녁형, 정오형 노동자의

증가폭을 보인 표준형 단시간 노동자 군집에서도

여성 비율을 해석함에 있어서 표준통행형 일자리

7.28%p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저녁형 노동

경쟁에서 밀린 여성들이 저녁형, 정오형 노동자로

자의 2010년 조사결과와 정오형 노동자는 2016년

일부 옮겨갔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저

조사 결과에서는 여성비율이 50%를 상회한다. 또

녁형, 정오형, 표준형 장시간, 표준형 중시간, 표준

한, 약 5년 단위의 매 조사결과에서 모든 군집의

형 단시간 군집에 속한 총 인원수의 비는 대략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율 증가의 상당수

5:5:20:30:40 정도로 근사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한 양상은 성비의 개

성 비율이 균등한 집단은 약 10%에 불과하며 나머

선이 어느 특정한 해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 90%는 여전히 성 비율이 불균등한 상태이다.

지속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로 꾸준하게 개선
되어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연령대의 증감 경향은 군집 별로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45세 미만 집단에서

서울과 경기지역의 업무통행에 반영된 성 불평

감소, 51세 이상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등 문제는 지속해서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 개선의

이는 고령화가 업무통행행태에도 반영되어 나타난

여지가 남아있다. 여성 비율은 조사연도에 따라 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군집 별로 살펴보면 표준 3

속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군집에서 가장 여성 비율

개 통행형은 증감의 경향과 더불어 비율 자체의 값

이 높은 조사연도는 2016년이다. 이 2016년 결과

도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구분되는 것은 저

를 기준으로 볼 때, 표준형 장시간, 표준형 중시간,

녁형 노동자와 정오형 노동자인데 저녁형 노동자

표준형 단시간 노동자 군집의 여성 비율은 38.90%,

는 25세 미만 집단이 다른 군집보다 높은 비율로

29.65%, 38.77%로 불균등한 성비를 보인다. 한

나타났고, 정오형 노동자는 56세 이상 집단이 다

편, 비교적 불리한 통행행태로 볼 수 있는 저녁형

른 군집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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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업무통행에 관한 연구이므로 소득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한 정보는 그 행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

추가로 정오형 노동자와 저녁형 노동자를 비교

게 고려해야 할 자료이다. 가구소득 자료에서 유의

해보면, 야간통행형의 경우 젊은 계층의 비율이 높

해서 보아야 할 점은 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 저분

고 정오형 노동자의 경우 장년층 이상의 비율이 높

위는 줄어가는 경향을, 고분위는 늘어가는 경향이

게 나타난다. 또한, 저녁형 노동자는 조사연도가

기본값이므로 저분위에서 얼마나 줄었는지 고분위

지남에 따라 다른 표준통행형과 유사한 가구소득

에서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정보로 비교해야 한

으로 수렴해가는 경향을 띤다. 이는 표준통행형과

다는 점과 한 가구의 전체 소득이기 때문에 연령대

한 가구에 속한 젊은 가구 구성원이 야간업무통행

자료와 병행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

가구소득 분석에서 나타난 정보에 따르면 우선

다. 이에 반해 정오형 노동자의 경우 표준통행형과

정오형 노동자의 100만 원 미만 그룹의 비율 변화

의 가구소득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 즉 정오형

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오형 노동자의 100만 원

노동자 유형의 높은 장년층 비율과 낮은 가구소득

미만 그룹의 비율은 2006년, 2010년, 2016년 모

은 장년층의 열악한 일자리 현황과 더 나아가 고령

두에서 가장 높다. 또한, 다른 군집에서는 100만 원

인구의 빈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만 집단에서 조사연도가 지남에 따라 비율 감소

이상에서 업무통행행태를 바탕으로 사회경제

가 유의하게 드러났지만, 정오형 노동자는 2010년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노동은 대다수 사람들

에 소폭 감소한 후 2016년에는 오히려 증가한다.

이 삶을 이어 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행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의 저분위에서 이전 조사

동으로,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반영한다. 즉 업무

연도에 비해 비율이 증가하는 군집은 정오형 노동

통행행태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를 다층적으로 이

자의 100만 원 미만 집단이 유일하다. 100∼200

해하기에 적절하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만 원 집단에서도 정오형 노동자는 모든 조사연도
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조사연도에 따른
비율 감소 폭도 타 군집보다 낮게 나타난다. 반면
300∼500만 원, 500∼1,000만 원 집단에서는 모

ⅤI. 결론

든 조사연도에서 정오형 노동자가 가장 낮은 비율
을 보여준다.
낮은 소득의 집단이 정오형 노동자에 집중되어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가구통행

있다는 측면에서, 정오형 노동자에서 나타나는 최

실태조사의 서울경기권 자료를 통해 업무통행을

저소득층의 높은 비율은 정오형 노동자가 자기의

유형화하고 조사연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선택으로 정오에 단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

업무통행유형 도출을 위해 업무 시간대를 기준으

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표준통행형 경

로 K-평균 군집화를 수행하였으며, 도출된 군집에

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 계층으로

대해 연도 간, 군집 간 사회경제 특성을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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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통행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통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업무통

행 특성만으로 군집화를 시도해 가구통행실태조사

행 유형 간의 성 불평등, 노동 연령대 및 소득 차이

의 모든 표본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서울

와 관련된 지표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

경기권 거주자의 대표적인 통행 유형을 도출한 것

서 도출된 성 불평등, 연령대별 주요 업무통행 시

이 본 연구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횡단면

간 및 통행 유형 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적 통행 유형 도출에서 나아가 여러 조사연도의 통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행행태를 도출하여 군집 간, 연도 간 변화를 분석

보다 다양한 연령과 소득계층을 포용하는 데 도움

한 점 역시 본 연구가 다른 연구와 비교해 가진 강

이 될 것이다.

점이다.

본 연구는 업무통행행태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군집 결과 저녁형 노동자, 정오형 노동자, 표준

제시하지만 몇 가지 면에 있어서 추가 연구를 필요

형 장시간 노동자, 표준형 중시간 노동자, 표준형

로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분석과정에서 가구통행실

단시간 노동자까지 총 5개의 업무통행행태가 도출

태조사 일부만을 사용하였다. 이후의 분석에서 업

되었다. 업무 시간대에 따른 군집 결과였지만 성, 연

무 목적 외의 다양한 통행목적을 고려하거나, 주말

령,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통행실태조사를 함께 활용한다면 통행행태에 대한

발견되었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해 성별 불평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지역적 범위와

등, 고령화, 노인 빈곤, 소득 격차 등 한국 사회가

통행 시간에 있어서도 발전의 여지가 있다. 통행 시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결부 지어 논의해볼 수

간이 업무 시간에 포함되는 본 연구의 자료 변형

있었다.

특성상 광역 통행 비율이 높은 인천의 자료를 포함

한편 이처럼 업무통행에서 군집 간 차이가 현격

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추후 통행시간을 함께 고려

함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도시계획의 핵심 지표에

한 수도권 전체의 업무통행을 연구한다면 보다 풍

잘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30 서울플랜

부한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행

은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를 실행

경로 및 위치에 대한 분석을 폭넓게 시행하지 못했

하기 위한 핵심 계획 지표로 최저소득기준 보장률,

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관점의 통행행

지역 공공보건기관수, 노인여가복지시설수, 평생교

태 도출에 집중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

육경험률, 국공립어린이집보육분담률을 제시하며,

고려할 수 없었던 점은 한계로 남는다. 추후 위치

또 다른 주요 이슈인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

자료를 포함한 통행행태 연구를 진행한다면 통행행

로벌 상생도시”를 위해서는 창조계층 비율, 사회경

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 일자리 비율, 고용률을 핵심 계획 지표로 제시
하고 있다. 비슷하게 경기도종합계획은 복지여성·
안전·교육부문에서 아토피클러스터의 개수, 사회적
기업의 개수, 공공도서관 개수, 산업경제부문에서
는 경기도 1인당 GRDP와 고용률을 계획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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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에게 지각된 전통적 소매공간의 문화사회적 의미
– 서울시 전통시장 방문 기록을 대상으로 한 정성적 내용분석 이윤명*

The Perceived Socio-Cultural Meanings of the Traditional Retail Space
-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the Text Narratives on Visiting
Traditional Retail Markets in Seoul Yun-Myong Yi*

1)
요약：본 연구는 전통적 유통공간의 현대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화 사회적 의미를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서울시에 위치한 대표적인 근린 전통시장 세 곳에 대한 방문 기록으로 온라인 블로그 게시물의 텍스트 부분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정성적 내용분석의 단계를 따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theme)의 도출 및 범주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시장의 문화 사회적 의미는 1) 인간적 교류, 2) 추억, 3) 대안적 공간이란 총 3개의 범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전통시장 방문자들은 인심, 생명력, 포용성을 시장 고유의 특성으로 경험하고 기억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주로 방문자와 시장 상인들 간의 사회적 교류를 통하여 생성되며, 훈훈함, 정감, 인간적임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함께 동반하고 있었다. 둘째, 전통시장은 과거 기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공간으로 경험되고 있다. 시
장의 과거적 특성은 전통시장 안에 내재한 다양한 요소들을 통하여 체험되며, 또한 과거의 긍정적 정서를 함께 소환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셋째, 전통시장은 마트로 대표되는 현대적 유통공간과 대조적인 장소로 방문자들에게 대안적 의미
가 있었다. 특히 전통시장은 현대화의 여러 부정적 측면들을 상쇄 시키는 공간으로 깊은 의미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통시장의 사회문화적 특성들은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유통공간의 실존주의적 의미와 경쟁력, 지속 가능한 방
향성이 무엇인지 시사한다.
주제어：전통시장, 소비공간, 공공 공간, 질적 내용분석,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블로그
ABSTRACT：Analyzing online blog contents posted by the visitors, this study extracted themes and
categories on the socio-cultrual meanings and the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markets in
modern society. The blog contents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pproach. From the
analyses, three categories of repetitive socio-cultural themes were found: 1) human interaction, 2) past
memories (nostalgia) 3) alternative space. First, the visitors perceived the markets as humane place. When
the visitors experience social interaction with the vendors at the markets, positive sentiments such as
humane, inclusiveness, and liveliness evolved and were perceived as the market’s unique characteristics.
Second, the markets are perceived as space for past memories. The visitors often recall their past
memories and positive sentiments regarding their visits to the markets in the past or in their youth. Third,
recognizing the contrasts between markets and modernized retail chains, visitors perceive markets as an
alternative space to rectify negative aspects of modern society and its retail space. These finding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on how traditional retail space should be planned in the future.
KeyWords：traditional market, public place, sociality, retail,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social media

* 펜실바니아 대학교, PennIUR 방문 연구원(Associate Visiting Scholar, Institute of Urban Research, University of Pennsylvania,),
E-mail: yunnis1220@gmail.com, Tel: +1-267-800-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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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들은 낙후된 경영 체제의 개선과 시설 현대화 부
문에 우선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물리적 시
설개선이나 경영혁신 부문에 비해 전통시장의 사

본 연구는 전통적 소매공간의 일종인 전통시장
에서의 소비 활동이 현대인들에게 제공하는 문화

회문화적 기능과 같은 비경제적 특성에 대한 분석
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였

본 연구는 현대인들에게 인식된 전통시장의 사

다. 시장은 물품 거래가 일어나는 유통시설이며 동

회문화적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시에 사람들 간의 사회적 교류 및 문화적 특색이 담

하여, 근린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향을

겨있는 공공 공간(public space)이다(La Pradelle,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에 위치한 근린 전통시장

2006; Mcgrath and Sherry, 1993; Mele, et

중 활성화 된 세 곳들을 연구 대상지로 선택하였으

al., 2015; Watson, 2009). 이러한 시장의 비경제

며, 분석 자료는 각 시장 방문 후 게시된 블로그 컨

적 특성에 주목한 사례연구로서 프로방스의 시장

텐츠들의 텍스트 부분을 수집하였다.

을 연구한 La Pradelle(2006)은 시장은 그 문화적

소비공간과 소비 경험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기능(cultural function)으로 말미암아 현대 사회

설문과 인터뷰를 데이터로 분석하여 온 경향이 있

에서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다(Bing et al., 2007).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수의 연구들이 시장의 비경제적 기능을 문화적

이용자가 직접 생산하는 소셜 미디어 매체들의 확

기능 또는 사회성(sociality)으로 개념화하여 이를

산은이 확산되며, 소비문화와 연관된 대화의 채널

전통적 유통공간이 현대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이

(communication channel)이 온라인 공간으로

유로 조명하고 있다(Yolande and Daniel, 2013;

이동되는 추세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소비공간과

Morales, 2011; Watson, 2009). 예를 들어, 시장

소비문화를 읽는 연구분석 자료에 이러한 온라인

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경험, 사회적 순기능, 또는 사

게시물들의

람들 간의 다양한 사회적 교류(social interaction)

(Karaosmanoglu, 2013; Volo, 2009; 이선령

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전통적 유통공간의 비유통

외, 2010)1). 본 연구도 이러한 경향에 주목하여

적 기능들이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경쟁력으로 인식

전통시장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읽는 자료로 온라

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Yolande and Daniel,

인에 게시된 블로그의 텍스트 부분을 분석 하였

2013; Morales, 2011; Mele, et al, 2015).

다. 그 다음, 수집된 블로그 글들의 분석은 귀납적

활용도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시장 역시 현대인들의 생활양식과

방법론을 따르는 정성적 내용분석의 절차를 따라

선호도에 맞추어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어 왔다(소

수행 하였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급속히 변화하는

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러나, 전통시장 지원정책

도시환경 속에서 전통적 유통공간이 현대인들에게

1) 설문 자료는 연구자가 이미 설정한 프레임 안에서 분석의 결과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방문자 대면 인터뷰는 시공간적 제한으
로 인한 한계가 존재한다. 블로그 텍스트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없고 또한 작성자의 솔직한 의견이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서의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다(Sahota and Sankar, 2019).

현대인들에게 지각된 전통적 소매공간의 문화사회적 의미

실존주의적

나타나는 사회적 교류를 사람들 사이의 부대낌

(existentialism)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본고의

(rubbing along), 포용적 태도(inclusive sociality),

구성은 먼저, 제 2장에서 시장의 문화 사회적 특성

연극적 연출(theatre and performance), 서로 다

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 후, 이어 제3장에서 연구

름에 대한 차이의 중재(mediating differences)란

대상지의 소개 및 자료 수집 과정 및 분석 방법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였다.2) Watson(2009)의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도출된 분석 결과에 대한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시장의 사회적 특성은 다른

설명과 논의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장은 분석

국가의 사례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다.

제공하는

의미와

역할에

대한

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La Pradelle(2006)은 시장의 문화 사회적 기능
을 연구한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의 지역 시장인
프로방스(Provence) Carpentras 시장에 대한 질
적 연구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는 상품거래 이외의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비유통적 기능들을 시장
의 문화적 기능(cultural function)이라고 최초로
정의한 연구로, 전통적 유통공간인 시장이 현대 사

전통적 소비공간의 문화 사회적 특성에 대한 연

회에서도 지속하는 이유가 바로 시장의 문화적 기

구는 주로 마트와 대형 쇼핑몰이 기 도입된 미국과

능에 있음을 밝히었다. 예를 들어, 시장에 모인 사

서유럽의 분석 사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람들 간의 북적거림은 거래의 즐거움, 소속감, 유

연구들은 주로 현대 유통 공간(modern retail

토피아적 정서와 같은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space)의 발달 과정 중 나타난 거대 자본화, 체인

데, 이 과정에서 방문객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

화, 그리고 공간 획일화 현상에 대한 부작용과 이를

(nostalgia), 유년 시절의 긍정적 추억과 연관된

상쇄 보안하는 기능으로서 시장의 문화 사회적 측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 이것이 사람들의 지속적인

면에 주목하였다(La Pradelle, 2006; Mcgrath

시장방문의 이끌어 내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

and Sherry, 1993; Mele et al., 2015; Morales,

(La Padelle, 2006).

2011; Watson, 2009).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Somer et al(1981)은 실제로 시장이 슈퍼마켓

시장 공간에서 나타나는 인간적 교류, 즉 상인들과

과 비교하였을 때에 상대적으로 더 인간적이고 친

고객들 간의 만남, 대화, 직간접적 교류 및 포용적

절하며 따듯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공존과 같은 사회성(sociality)에 대한 구체적인 분

Mele et al.(2015)은 싱가폴 근린시장을 분석한

석을 하였다(Watson, 2009; Morales, 2011). 대

결과 시장이 현대적 유통공간에 비하여 훨씬 더 비

표적으로 Watson(2009)의 영국 사례는 시장에서

형식적(casual)인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시장

2) 특히 네 가지 유형 중 포용성(inclusiveness)과 차이의 중재적 효과(mediating effects)는 다른 공공 공간과 비교하였을 시, 시장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Watson, 2009). 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에도 서로 간의 차이
(difference)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상품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Moral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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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다양한 세대 간, 계층 간의 교류가 지속

음식의 품질, 다양성과 같은 볼거리 및 쾌적한 쇼

되는 것을 의미한다(Mele et al., 2015: 105). 또

핑 환경을 중요한 부문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김

한 시장이란 재개발, 도시화 및 상업화 과정에서

흥렬(2017)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 효율성

현대화의 압박에 순응(conformality)하지 않고 남

제고를 위하여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먹거리, 살

아 있는 자유의 공간으로서 싱가폴 시민들에게 깊

거리, 볼거리 요소와 같은 여가문화 부문을 개발,

이 인식되고 있다(Mele et al., 2015: 105).

다양한 서비스 및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통시

그밖에 미국의 파머스 마켓을 분석한 Hunt

장 육성을 강조하였다(김흥렬, 2017). 반면, 전통

2006)는 주기적으로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시

문화 행사나 문화 및 풍속 체험, 이벤트는 상대적

장방문 시 상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으로 방문자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

지역상품의 소모 등과 같은 소비 스타일 또는 라이

났다(강혜숙·문정인 2014; 윤세환·박진영, 2009).

프스타일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 하였다(Hunt,

한지수(2020)의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6)3).

Zukin(2008)의 연구에서도 파머스 마켓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통시장에서의 행동 의

의 성공 요인은 진정성을 소비하고자 하는 현대인

도 및 관광 매력성에 대한 매개역할을 분석하였다.

들의 생활양식과 맞물려 작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물품구매 또는 전통문화의 계승보다 먹

체인화된 유통공간에서 판매되는 대량생산된 상품

거리, 볼거리, 추억과 같은 놀거리가 담긴 공간 구

의 소비보다 로컬푸드와 같은 “진짜 먹거리(real

성이 젊은 소비자들의 방문에 더욱 유효할 것으로

food)”를 추구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요구가 파머스

예측 하였다(한지수, 2020).

마켓의 특성에 잘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Zukin,
2008).

이처럼, 다수의 연구들이 전통시장의 문화관광
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볼거리, 놀거리, 추억거리

한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 역

와 같은 요소들이 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부문으로

시 이러한 시장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등장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통시장 연구들은 특히 시장의 문화 관광적 측면

상품과 먹거리, 또는 환경요인들이 방문자들에게

에 주목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이 주요

체험성과 신기성, 정감성과 같은 체험을 창출하여

하였다. 김흥렬․허중욱(2012)은 관광지 속성평가에

내는지는 제한적으로만 알려져 있다. 이는 대부분

이용하는 IPA 기법을 사용하여 방문자 설문자료를

의 전통시장 연구들이 문화관광성을 측정함에 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시장은 체험성, 신기성,

어 설문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변수들

정감성, 쾌락성, 고유성 부문에서 방문객들에게 높

사이의 인과관계 규명을 주목적으로 하였기 때문

은 중요도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서울 동대

일 것이다.

문 시장을 분석한 김흥렬·허중욱( 2012)은 시장 방

한편, 전통시장 자체의 문화 사회적 특성에 대

문자들이 편의성(유흥, 쇼핑, 위락, 식당시설)과

한 심층연구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박봉두․노정구

3) 파머스 마켓은 정기 시장이란 점에서 일반 상설 시장과는 차이가 있으나, 두 종류 모두 전통적 유통공간의 유형으로 분류된다(Muhammad
Faishal and Soh Kok, 2003).

현대인들에게 지각된 전통적 소매공간의 문화사회적 의미

(2007)는 전통시장 방문객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에서 시장의 문화적 측면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결과,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1차 상품 품질 및 저

를 연구자가 이미 설정한 틀(frame) 안에 제한하

렴한 가격 이외에도 심리적 연대감, 즉 단골, 덤,

기 때문일 것이다. 즉 계량 연구방법론을 사용할

지인과의 동행, ‘정’과 같은 관계적 요인들이 시장

시, 이미 정의된 범위 안에서 시장의 문화 관광적

의 경쟁력으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수원 지동시장

요인들을 측정(유무 또는 강도)하고, 이를 재방문

사례연구는 상인들의 친숙성과 시장 자체의 개성

의사, 구매 의사 혹은 만족도와 같은 타 요인들과

이 재방문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추명

의 연계성을 분석에 주력한 경우들이 많다. 이러한

조․김강규, 2012). 심완섬(2016)은 소비자와 상인

연구들은 전통시장의 문화 사회적 요소가 어떻게

들 간의 독특한 관계인 ‘정’ 문화가 실제로 방문객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방문자들의 경험과 시

들의 재방문과 구매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각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방향과

을 규명하였다.

는 차이가 있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외 연구들 모두 시

석을 시행한 박봉두․노정구(2007)는 시장 방문객들

장 활성화의 주요인으로 시장의 문화 사회적 기능

을 대상으로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여 전통시장의

에 주목하고 있다.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차별화 된 경쟁력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은 많은 부분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다층적이고 복

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

합적인 시장 공간 본래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세부

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들을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이들은

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주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구체

본고는 서울시에 위치한 근린 전통시장 중 활성

적인 묘사와 방문자들의 생각이 담긴 인터뷰 자료

화된 곳들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 자료는 방문자들

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였다. 그리고, 해외 연구

이 업로드(uploade)한 전통시장 블로그 게시물의

들은 시장의 관광지 매력성에 대한 분석 보다는 시

일 년 분량을 전수수집, 분석하였다. 블로그 텍스트

장을 공공 공간의 한 분류로 조명하여 그 안에서

는 자료 구득 범위에 시공간적 제한이 없으며, 데이

나타나는 인간적 교류와 문화적 현상을 설명하는

터의 전수수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용이하다.5) 또

추세에 있다.

한 블로그 텍스트는 빅 데이터의 일종으로 그 속성

반면, 국내 전통시장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이

이 연구자의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단 점

러한 문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설

에서 설문(또는 일부 인터뷰 자료)가 지닌 한계를

명을 제공한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4)

이는 설문

보완할 수 있다(Rubin and Rubin, 2012).6)

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 연구의 경우 자료 수집 과정

4) 이는 전통시장을 현대인들의 문화공간으로 변환시키려는 시도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시장의 기능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난 30여 년 간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한 경향이 있다.
5) 한편, 블로그 데이터는 온라인 빅 데이터의 일종이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데이터를 옮겨오는 과정은 그 도구의 마련과 수집된 데이터의
정제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다른 연구 방법에 비하여 매우 크다. 때문에, 명확한 필요와 연구의 방향성 없이 반복하는 데이터의 수
집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을 권장한다(Akehurs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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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대상지 특성 및 연구 방법

는 남쪽 정문 입구를 기준으로 약 328m로, 지하철
역으로부터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근린 종합시장인 망원시장, 우
림 골목시장, 그리고 새마을 시장은 모두 활성화되
어 있는 곳들로 규모와 특성 면에서도 유사한 특성
을 보인다.7)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근린시장인 망원시장은
2015년 이후 시장 주변 주거지와 상업지 모두 급

<표 1> 대상지 특성 개요
시장 특성

망원시장

새마을시장

우림시장
일반종합

시장품목

일반종합

일반종합

총 영업점포수

79

109

146

상권 유형

주택상업

고밀주거상업

중밀주거

가구수(500m)

14,890

13,927

11,907

직장인구(500m)

22,446

24,571

22,783

지하철역 거리

328

63

412

인근소매업체 수
(500m)

566

638

530

이 주변 지역 개발을 의식한 분위기 조성 의도가

대형유통업수
(500m)

0

0

2

의심되는 내용들이 게시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활성도*

68.9(A)

69.62(A)

55.02(B)

따라서, 블로그 포스팅의 생성 시점을 2016년 이

공실률

0

0

0

전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료의 질적(quality)

블로그 포스팅 수
(2015년)

490

381

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15년
이후 망원시장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의 상당 부분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고
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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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평가지표임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E: 낙후)
(통계자료의 출처: 소상공인 상권분석 정보시스템)

새마을 시장은 송파구 잠실동 신천역 인근에 위

1. 대상지 개요 및 특성

치한 근린 골목시장이다. 새마을 시장은 점포 수
119개로 망원시장보다는 규모가 작으나, 마찬가지

망원시장(망원동)은 1980년대 초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지점에 자연발생적으로 상권을 이
루며 생성된 시장이다.8) 망원시장 주변은 저밀 주
택지로, 반경 500m 기준 주거 밀도는 14,890가
구, 직장 인구수는 22,446명으로 집계되었다
(2016년 4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로 근린 중형시장에 속한다. 이 시장은 1970년대
초 잠실 주공아파트 건립 시기에 맞추어 아파트 단
지 주변의 근린 상업 시설로 설립되었다. 현재는
시장 주변에 고밀 주거지(아파트단지)와 주택가 그
리고 상업 시설들이 혼재되어 높은 보행자 밀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입지 특성으로 인하여 반경

6) 블로그 게시물과 같은 텍스트 기록물들은 연구자의 시각에 의하여 생성, 수집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이터란 점에서 현실
을 더 잘 반영한다고 평가된다(Sahota and Sankar, 2019).
7) 소상공인진흥공단(2015)이 평가한 활성화 등급(A, B)에 해당하는 곳으로 종합시장 중 근린시장 중에서 선택하였다. 이 세 곳은 또한 업로드
된 블로그 포스팅의 분량이 가장 상위권에 속하는 전통시장들로 본 연구의 대상지로도 적합한 곳들로 판단되었다.
8) Traveli, 2020. 망원시장. http://www.traveli.co.kr/look/contentsView/96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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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내의 직장인구의 밀도는 새마을 시장이 망

게시된 전통시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그림 1). 그

원시장보다 조금 더 높게 집계된다(표 1). 반경

림 1의 히스토그램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많은

500m 내 가구 밀도는 새마을 시장이 13,927가구

수의 전통시장이 게시된 블로그 포스팅이 40에서

로 망원시장(1,4890가구)보다 약 1,000가구 가량

150개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12개 전통시

낮다.

장들 역시 260개 미만으로 대상지로 선택된 전통

우림 골목시장(망우동) 역시 1970년대 지역 상

시장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인들이 집결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상권에서
유래하였다.9) 우림 골목시장은 입지 유형이 중밀

<그림 1> 서울시 근린 전통시장의 블로그 게시물의 분포(2015)

주거지로 분류된 곳이지만, 앞의 두 시장과 비교하
였을 때 500m 반경에 입지 한 상업 시설들의 밀
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 가구 밀도와 직장인구 수
도 망원시장과 새마을 시장에 유사한 수준이다. 반
면, 우림 골목시장 반경 500m 안에는 대형 유통시
설 두 개점이 입점하여 있다. 2000년대 초를 기점
으로 우림시장은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적극
적인 재투자를 시도하여, 대형마트 입점 위기를 극
복한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알려져 있다.10)
망원시장과 새마을 시장은 2015년 기준 소상공
인시장진흥공단(SEMA)에서 평가한 전통시장 활성

2. 블로그 텍스트의 특성

도에 있어 우수 등급으로 분류된 매우 활성화된 시
장들이다(표 1). 우림 골목시장도 활성화 등급에

소비 공간에서의 체험 및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있어 양호를 기록하여 활성화를 지속하고 있는 전

주로 소비자 일기, 인터뷰 또는 설문을 통한 자료

통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분석이 보편적이었다(Yip et al., 2012). 하지만,

각 전통시장의 블로그 포스팅 게시량을 기준으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중들이 직접 콘텐츠

로 인지도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새마을 시장과 망

(contents)를

원시장은 각각 1년간 업로드 된 게시물의 수가

Generated Contents) 및 SNS가 확산, 소비와 관

553개와 490개, 우림 골목시장은 381개로, 그 차

련된 정보와 의견(오피니언) 소통 채널이 소비자

이가 다른 서울시에 입지 한 근린 전통시장들과 비

경험과 후기에 기반한 온라인 게시물들로 상당 부

교 하였을 때 가장 높은 수치의 블로그 포스팅이

분 이동하였다(Ahuja and Medury, 2011).

작성하여

9) Traveli, 2019. 우림골목시장.http://www.traveli.co.kr/look/contentsView/9765/1/1/3
10) Traveli, 2019. 우림골목시장.http://www.traveli.co.kr/look/contentsView/97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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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C(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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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포함한 UGC 게시물들은 개인의 일상

날짜를 2015년 1월 1일부터 일 년으로 설정한 후,

을 바탕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전달하는

각 전통시장의 이름(공식 명칭)을 키워드로 사용하

메시지보다 더욱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대중들에

여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나타난 블로그 포스팅의

게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선령 외, 2010). 블로그는

수집은 각 게시물의 콘텐츠 중 텍스트(본문) 부분만

다른 UGC 매체들 보다 비교적 일찍 확산되어 일

을 수집하였다. 게시물의 텍스트 수집은 파이선

찍이 오피니언 리더들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

(python)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여 사용하였

아 왔다. 특히 블로그는 주제 범위가 카페, 레스토

다.11)

랑, 식당, 관광목적지 등 소비공간과 장소, 목적지

수집된 텍스트들은 먼저 텍스트 파일로 저장된

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게시되는 특성이 있다

후, 엑셀 파일로 변환하였다. 이는 질적 내용분석

(Bing et al., 2007; Karaosmanoglu, 2013). 블

을 수행하기 이전의 준비 작업(tidying)으로, 텍스

로그는 또한 작성자 개인의 경험 및 일상을 기반으

트 데이터의 노이즈(noise)들을 삭제하고 불필요

로 한다는 점에서 일기와 유사한 장르의 글로 분석

한 글들을 판별해 내기위함이다(LeCompte and

되고 있다(Lindgren, 2009; 이선령 외, 2010; 이

Schensul, 2013). 즉, 엑셀의 필터(Filter) 기능을

정훈, 2014).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블로그

사용, 본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광고,

기록물들은 전통시장과 같은 도시 내 소비공간에

신문기사, 중복된 포스팅들을 판별, 제거하였다.

서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분석하기

게시물 중 광고, 공지, 안내문, 신문기사의 경우,

위한 주요 자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Volo, 2010;

특정 기호, 표현, 단어들이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

Bing et al., 2007; Karaosmanoglu, 2013).

고 있다(김승범, 2015). 본 연구의 자료로 수집된
블로그 게시물에도 광고성 글들은 전화번호 (02-,
010-), 안내, 메일주소와 같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

3. 블로그 텍스트의 수집 방법

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12). 따라서 이와 같은
단어 및 표현들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게시물들을

본 연구는 대상지로 선택된 전통시장 세 곳에

판별하고 제거해 낼 수 있었다. 필터링 결과 최초

대한 1년간의 블로그 게시물 전수를 수집하여 분

수집된 블로그 게시물들의 약 30%인 1,424개의

석하였다. 블로그 포스팅의 검색은 인터넷 검색엔진

게시물만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네이버(naver.com) 홈페이지에 게시물의 업로드

11) 파이선 프로그래밍과 텍스트의 수집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네이버 검색엔진의 검색 창에서 각 전통시장의 이름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검색
한 후,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각 블로그 포스팅의 url 주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하였다. 그 다음, 역시 파이선 언어를
프로그래밍하여 각각의 url 주소에 해당하는 블로그 페이지의 텍스트를 오프라인의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도록 설계하였다. 이 두 단계를 각
시장별로 따로 수행하였다.
12) 시장의 이름들 검색어로 사용하였을 시, 검색 결과 대리운전, 네일샵 광고들 그리고 버스노선 안내문과 같은 전통시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공지글들이 다수 섞여 나타났다. 용어 및 기호들은 다음과 같다: 02, 010, 031, 070, 분양, 부동산, 아파트, 입주, 매물, 원룸, 경매, 주소,
시장 근처에, 시장 맞은편에, 대리운전, 네일, 연락처, 보증금, 열쇠, 광고, 차고지, 배차간격, 젤아트, 첫차, 막차, 칭다오, 청도, 3종 세트,
속눈썹, 문의주세요, 기자, 콜센터, 전화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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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성적 텍스트 분석의 접근 및 과정

기반한 귀납적 방법론에 기초한 정성적 내용분석
의 절차를 적용하여 수집된 텍스트들을 분석하였

1) 연구 접근

다(Rubin and Rubin, 2012; LeCompte and

수집된 블로그 포스팅들은 정성적 내용분석

Schensul, 2013).

(qualitative text analysis)의 연구절차를 따라 분
석하였다.

정성적

내용분석은

민족지

연구

2) 질적 연구분석의 절차

(ethnographic research)에서 비롯된 자연주의

내용분석의 절차와 기준은 Rubin and Rubin

적 패러다임(naturalistic paradigm)에 기반한 연

(2012)과 LeCompte and Schensul(2013)에 나

구 방법론으로 진실이 유일하게 하나의 사실로만

타난 절차를 참고하였다. Rubin and Rubin(2010)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받아들인다. 즉, 진실이란

에 따르면, 코딩을 진행할 때 코드의 대상이 되는 내

인식하는 개체(사람)에 따라 복수의 버전(version)

용은 주로 사건, 예시, 개념(concept), 주제(theme)

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모든 발견된 사실이란 궁

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제의 경우 주로 어

극적으로 관찰자의 인식과 해석을 거치어 비로소 존

떠한 일(사건)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재하게 됨을 가정한다(Rubin and Rubin, 2012).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어떠한 의미를 인식하였는

즉, 동일한 현상일지라도 인식하는 개체에 따라 진

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Rubin and Rubin,

실/사실이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13)

2012)14).

실증주의는 가설 검정을 통한 사실의 일반화

본 연구는 텍스트상에 나타난 주요한 개념 및

(generality)와 예측을 목적으로 하지만, 반면 자

주제들을 포착하여 코드를 생성 하였다. 분석을 진

연주의는 새로운 주제(theme)의 발견을 통하여 잘

행하며 발견된 코드들은 코드북의 체계로 발전되

알려지지 않은 복잡한 현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었다. 새로운 코드가 발견될 시 이미 분석이 진행

유리하다(Rubin and Rubin, 2012: 15~16).

된 텍스트들을 오가며 재검토하는 단계를 거치었다.

어떠한 연구철학에 기반한 방법론이 적합한 것

그리고 새로운 코드는 별도의 코드로 추가되거나

인지는 오로지 연구의 목적과 질문에 따라 달라진

아니면 이미 생성된 코딩 체계를 세분화하는 방식으

다고 하였다(Rubin and Rubin, 2012). 본 연구

로 분석을 진행하였다(LeCompte and Schensul,

는 전통시장의 문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

2013).

히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전통시장을 이용한 사람
들의 경험과 인식에 기반한 현실(reality) 또는 현
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실의 일반화보다 자연주의적 접근에

13) 예를 들어 한 개인에게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된 현실이 다른 한 개인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한다.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서도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에 따라 무엇이 어떻게 체험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르기 때문에 한 개의 가설로 요약하여 검정하는 것이 어렵다.
14) 표 2의 2번째 열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결과 나타난 코드들은 대부분 개념(concept)과 주제(theme)의 유형을 띄고 있다.

117

118

서울도시연구 제22권 제1호 2021. 3

<표 2> 내용분석의 결과
범주(category)

하위 범주(Subcategory)

코드(themes)

◇ 인심(상인들과의 교류)

∙ 덤과 푸짐함의 인심
∙ 시장 고유의 특성
∙ 시장 인심은 상인들과의 직간접적 교류로부터 경험하게 됨
(상인들과의 대화/교류 → 훈훈함, 따뜻함 → 인심)☨

◇ 포용성(낯선 사람들과의 교류에 대
한 긍정적 시각)

∙ 시장에 모인 인파가 주는 활력
∙ 자연스러운 합석으로부터 느끼는 정겨움

◇ 과거 시장 기억이 불러일으키는 긍
정적 정서들

∙
∙
∙
∙

과거에 대한 향수(노스텔지어)를 느낌
이색적임/특별함의 경험
훈훈함 또는 정겨운 곳
친숙한 곳

◇ 시장에서 소환되는 추억의 내용

∙
∙
∙
∙

과거 풍경 및 분위기(옛날, 시골)
추억의 상품들
가족(엄마, 아빠)
과거에 만났던 아주머니(시장 상인)

◇ 마트와 전통시장 차이에 대한 인식

∙ 마트는 편리함, 편의, 정돈됨이 있음.
∙ 마트에 부재한 전통시장의 장점들
- 시장 고유의 분위기(운치, 이색적 풍경)
- 인간성, 인간적임
- 훈훈함, 정감을 체험할 수 있음
- 현대화, 상업화 이전으로 기억되는 모습들(저렴한 가격, 허름한
인테리어)

◇ 마트에 대한 비판적 시각 표출과
현대 소비문화에 대한 자성

∙ 현대 사회의 극심한 상업화에 대한 회의감
∙ 현대 사회에서 느껴지는 삭막함
- 인간성 부재
- 계산적(물질주의)

◇ 전통시장의 대안적 의미

∙ 비규격화, 비정형화의 미덕이 있음
∙ 소탈함(꾸밈이 없음)
∙ 현대적 소매 공간들(음식점, 카페)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편안함

I. 인간적 교류의 장소

II. 정겨운 추억의 공간

III. 대안적 공간

☨ 각자 발견된 두 개의 코드(concpet)들이 인과관계를 이루어 하나의 주제를 형성한 경우임

한편, Rubin and Rubin(2012)은 무엇을 코
딩에 포함할 것인가는 해당 연구 질문에 따라 채

문화 사회적 측면에 대한 내용이 함께 나타날 경
우, 유의미한 주제로 간주하여 코딩하였다.15)

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블로그 글

발견된 코드들은 LeCompte and Schensul

들의 많은 부분이 전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

(2013)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패턴 분석

거리 상품과 소비에 관한 것들이었다. 본 연구의

(Pattern Level Analysis)의 단계를 거치어 분석

코드북에는 이러한 먹거리 소비 내용 중 시장의

하였다. 패턴 분석은 발견된 코드들 간의 연관성을

15) 블로그 포스팅의 글은 개인의 일기형식임과 동시에 공공게시물로 공개되는 장르이다. 이러한 이중적 블로그의 특성 때문에 다른 글들보다 더
욱 진실성이 있다고 여겨짐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타인이 보기에 무리가 없게 포장하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블로그 작성자들은 시

현대인들에게 지각된 전통적 소매공간의 문화사회적 의미

분석하고 이를 범주화시키는 과정이다. 분석 패턴

하였다. 예를 들어, 훈훈함과 정감이란 정서적 체

으로는

빈도

험은 독립적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인간적 교류,

유사성

마트와의 대조, 혹은 추억의 소환과 같은 다른 코

상호연계

드와도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빈번히 관찰되었

(corroboration), 등장 순서(sequence)가 나타날

다. 이런 경우, 텍스트 문맥 상 서로 인과 관계를

수 있다고 하였다(LeCompte and Schensul,

나타내는 경우가 자주 관찰되었고, 이러한 패턴은

2013). 이러한 기준을 참고한 결과, 본 분석에서

두 개 코드들을 하나로 묶어 한 개의 주제로 분류

최초 나타난 코드들은 서로 간에 유사성, 등장 순

하였다. 예를 들어, 표 2에서 볼 수 있듯, 정겨움이

서와 같은 패턴을 통하여 범주화할 수 있었다. 표

란 코드는 정겨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되는 인과

2는 블로그 텍스트 분석결과 나타난 주제와 개념,

관계 상의 코드에 따라 각각 3개의 다른 주제로 서

그리고 범주화 결과이다.

로 다른 상위 범주로 분류되었다.

정보의

(frequency),
(similarity),

명시(declaration),
생략(omission),

공존(co-occurrence),

분석 결과 나타난 세 개의 상위 범주는 각각 인
간적 교류, 추억의 공간, 대안적 공간으로 명명하
였다. 첫 번째 범주인 인간적 교류 안에는 인심과

IV. 분석 결과

포용성이란 두 개의 하위 범주가 있다. 둘째, 추억
의 공간은 과거와 연관된 긍정적 정서와 시장에서
소환되는 추억이란 두 가지 하위 범주로 형성되어

블로그 텍스트에서 23개의 코드들은 대부분 주

있다. 세 번째 범주인 대안적 공간은 다시 마트와

제 혹은 개념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표 2). 패턴 분

전통시장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 현대화에 대한

석 결과, 이들은 총 7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될 수

비판 및 자성, 그리고 시장의 대안적 의미란 하위

있었으며, 다시 3개의 상위 범주로 귀결되는 체계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를 나타내고 있었다(표 2). 분석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독립된 개념(concept)으로 도출된 코드 중,

아래는 각 범주를 블로그 텍스트의 예시를 들어
도출된 주제와 개념을 심층 분석 결과이다.16).

등장 순서(sequence)와 상호연계(corroboration)
의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표2). 이러한
코드들은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연계된
코드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 주제(theme)로 분류

장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소비자 고발성 내용을 다루기보단 자신이 체험하였을 때 만족스러웠던 경험, 즉 주로 긍정적이었던 장소나
아이템들을 남들에게 추천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게시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블로그의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장르적 특성으
로 해설될 수 있다. 전통시장에 대하여서도 자신의 경험, 생각, 기억들을 자세하고 매우 다양하게 기술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내용분석의
과정에서 시장의 문화 사회적 특징 중에서 부정적 측면에 대한 내용들은 반복되는 주제로 도출되지 않았다.
16) LeCompete and Schensul(2013)는 정성적 연구분석의 결과는 연구자의 해석이 수반되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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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적 교류

이처럼 전통시장 방문자들은 “인심”을 타 유통
업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시장 고유의 것으로 인

1) 인심

지할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구매와 소비 활동 중

첫째, 전통시장 방문자들은 상품의 저렴한 가격

이러한 ‘인심’을 통하여 따뜻함, 훈훈함, 정감 또는

과 푸짐하게 공급되는 상품의 양(또는 “덤”)에 대한

유쾌함 같은 긍정적 정서를 빈번히 경험하고 있다.

만족을 ‘인심’이란 인간적 요소와 연관하여 경험한
다. 전통시장에서의 저렴한 상품 가격과 푸짐한 재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물건과 반찬들이

화의 양은 시장의 유통, 경제적 측면이지만, 방문

아주 좋아요! 한 숟가락 더! 한 주먹 더! 푸짐

자들은 이를 시장 고유의 따뜻함과 넉넉한 인간성,
훈훈함이란 정서적 체험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매
우 빈번하게

나타난다.17).

즉 “인심”에 대한 언급

하고 따듯한게 시장 인심이죠~
비도 오고 쌀쌀한 주말 저녁 넉넉한 시장 인
심에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이 있는 블로그 네러티브(narrative)에는 “시장 인
심”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함을 볼 때, ‘인심’은 시
장 고유의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야채며 공산품이며 음청 저렴하게 팔고 있습
니다. 게다가 훈훈한 시장인심에~ 기분 좋은
장보기입니다.

가격은 저렴하고 양은 푸짐하고 이런 게 시장

많은 양인데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인심인가 이렇게 둘이 먹었더니 배가 너무

역시 시장에서 먹는 점심이 마음까지 따뜻하

불러서 저녁은 패스했다.

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거 같아요

큰 컵으로 하나~ 역시 이것이 재래시장 인심~
진짜 많이 주십니다!!!

이러한 “인심”을 통한 긍정적 정서의 체험은 시
장 상인과 대면 혹은 대화와 같은 사회적 교류

빵 두개 천원이면 한 끼 식사 넉넉히 할 수

(social interaction)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었

있는 망원 시장의 넉넉한 시장 인심을 맛볼

다. 아래 인용문의 문맥에서도 관찰할 수 있듯이,

수 있는 고로케 집

인심을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을 언급한 내용들은

역시 시장에 있는 떡볶이 집 답게 푸짐한 인심

주로 상인과 방문자들 간에 주고받았던 직간접적
교류에 관한 일화와 연동되어 기록되곤 하였다.

칼국수와 수제비~ 양도 많아서 다 먹기 힘들
정도예요 ㅋㅋㅋ 직접 수타로 만드는 면이라서

오호홋! 서비스로 주시는 순댓 국물. 요놈 때

그런지 쫄깃쫄깃한 식감! 수제비도 엄청 크

문에 여기 왔지요~ 부족하면 계속 주시는 아

쥬ㅋ 시장 인심이 이런 게 아니겠어유

주머니! 역시 전통시장 인심이란

17) '인심'에 대한 내용은 정겨움, 따뜻함, 추억과 함께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였던 내용들 중 하나이다.

현대인들에게 지각된 전통적 소매공간의 문화사회적 의미

제가 망원시장에 가는 이유는 ‘덤’ 때문입니다.

2) 포용성

망원시장에 다녀오면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

전통시장에서의 인간적 교류는 시장에서 마주

고 계시는 상인분들에게서 ‘열정’을, 3000원
짜리 닭강정 위에 떡을 얹어주시는 따뜻한
‘인심’을, 상인분들과 나누는 일상 이야기 속
에서의 유쾌한 ‘웃음’을 덤으로 얻고 오기 때
문이에요

치게 되는 낯선 사람들과의 공존 속에서도 형성된
다. 아래 망원시장 방문기록에서도 나타나듯이, 자
칫 불편할 수도 있는 타인들과의 마주침 혹은 부대
낌이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이는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활력, 북적거림, 혹은 “사람

한번 가보면 그 맛이 기억이 나서 찾아 가게

사는 냄새”로 표현되며 대부분 방문자들에게 시장

되요~ 정말 맛있게 먹고 왔는데~ 이모님도

만의 긍정적 분위기로서 인식되고 있다.

친철하시고 고기 모자르지 않냐고 더 하고~
인심도 그만큼 좋아요~

특히 여행 다니면서 그 지역의 시장구경 하
는게 제일 좋아요. 그 지역의 특산물도 볼 수

위의 텍스트 전후 관계에도 나타나듯, 방문자

있고 질 좋은 상품들도 구입할 수 있고 사람

들의 인심에 대한 언급과 훈훈한 감정은 시장 상

사는 냄새가 나잖아요. 붐비는 지하철은 짜

인이란 인간적 요소를 매개로 형성되고 있음을 관

증나지만 붐비는 길거리 시장은 너무 좋아요.

찰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심’과 ‘덤’에 대한 경험은
시장 방문 중 상인들과의 대화 내용과 함께 자주
등장한다.

위의 망원시장 방문자는 모르는 사람과의 합석
이 다른 곳에서는 불편하고 무례함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시장에서만은 매우 자연스러운 시장만의

가격도 다들 너무 저렴하구!! 진짜 좋아요…

특색으로 기억하였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시장을 분

깻잎 닭강정 사장님께서 후라이드도 맛보라고

석한 Watson(2009)의 사례 연구는 이러한 시장

조각 하나씩 주셨어요! 진짜 인심 굿! 너무

공간에서의 자연스러움을 시장의 포용성이라고 하

좋으셔요!...담엔 후라이드 깻잎 닭강정도…

였다. 즉, 다른 공공 공간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는
타인과의 부대낌이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

이러한 현상은 선행연구(심완섬, 2016; McGrath
and Sherry, 1993)에서도 강조된 소비자와 상인
들 간의 사회적 교류로서 시장 내재한 일종의 관계
적 측면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통적 소매공간의 인
간적 요소에서 말미암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볼
수 있다. 즉, 현대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에서 형성
되는 인간적 관계로부터 타 유통업태가 제공할 수
없는 정감, 훈훈함과 같은 정서적 이점들을 경험,
인식하고 있었다(McGrath and Sherry, 1993).

여진다. Morales(2011)는 이러한 시장 공간의 포
용성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차이를 수용하고, 궁
극적으로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의 순기
능으로 강조하였다.
시장 공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포용적 특성은
역공간(liminal space)으로 정의된 바 있는 사회심리적 현상과도 상통한다고 알려져 있다(Morales,
2011). 역공간이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도 공존
을 이루며, 사회적 규범의 타협이 포용적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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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공 공간에서의 사회 심리적 현상을 의미한

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향수와 추억

다(Morales, 2011). 현대화된 유통공간과는 대조

에 관한 주제는 대부분 방문자가 유년시절 또는 학

적으로 시장은 과거 그 형성 과정의 역사와 공공성

창시절에 방문하였던 전통시장을 상기하는 내용들

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독특한 특성이 내재되어 있

이다. “어릴 때 엄마 따라 장보러 다녔던 추억의 장

다고 알려져 있다(Morales, 2011; Mele et al.,

소, 어릴 적 추억이 생각나는 장소” 혹은 “학창시

2015).

절”과 같은 표현들로 방문자들은 과거 시장에서 보
았던 풍경을 연상하고, 전통시장에서 과거 경험하

재래시장의 정에 집중해 보자.,, 저 사진의

였던 훈훈한 감정을 함께 기억해 내고 있다. 아래

문구가 보이는가. 다른 손님과 합석은 공장

텍스트에서도 나타나듯이 방문자들은 과거 기억을

에서 찍어내는 듯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회상하며 과거 체험하였던 시장에 대한 긍정적 감

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별미였다. … 언젠
가 부산에서 돼지국밥을 혼자 먹을 때, 자연
스레 합석한 아저씨가 떠오른다. 그 누가 이
러한 전통을 무례하다 단정지을 것인가. (인
용문 축약)

위 전통시장 블로그 텍스트에서도 이러한 시장
공간의 포용적 특성이 매우 상세하게 나타나 있었
다. Morales(2011)에 의하면, 시장의 이러한 포

성을 현재 방문하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재경험하
곤 한다.
엄마를 따라 시장에 나오면 사장님이 작은
손 가득 쥐어 주던 진미 오징어 채~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때랍니다. 그때쯤 노태우 대
통령 선거 모습도 기억나고요, 전주식당의
야채 빵은 지금도 맛나답니다. 첫사랑이 국
대에서 첫 휴가를 나와서 전주식당에 앉아서

용성은 보다 원활한 상품거래를 도모하는 과정에

함께 밥을 먹었었죠.. 그날은 추석이었습니

서 사회적 규범과 틀 또는 기대치(expectation)가

다. 새마을 시장에는 저의 추억이 뻥뻥 터지

중화 또는 타협되어 오면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

는 곳이랍니다.

였다.
전통시장 방문자들이 유년 시절 기억들을 소환
하는 매개체로는 오래된 점포, 특색 있는 상품, 전

2. 추억의 공간

체적인 풍경 혹은 분위기(ambience)들로 시장 내
부의 다양한 물리적 요소들이 언급되고 있다. 식품

둘째, 전통시장은 현대 소비자들에게 과거의 기

소비자들의 경우, 아래 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 바

억을 소환시키는 공간으로 개인의 추억과 노스텔

와 같이 “옛날 맛”, “정겨운 맛”, “추억의 맛”, “추

지어와 같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

억 돋는” 혹은 “변하지 않는 맛”, “엄마가 요리해

소로 경험되고 있다. 이와 연관되어 전통시장에서

주던 맛”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한 식

느끼는 정겨움, 훈훈함, 친숙함과 같은 정서적 체

품의 고유한 특성이 과거의 따듯한 추억과 연계되

험들이 추억에 대한 주제들과 동반되어 매우 빈번

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어린 시절

현대인들에게 지각된 전통적 소매공간의 문화사회적 의미

시장에서 소비하였던 시장 음식은 가족, 친구, 친

La Pradelle(2006), McGrath and Sherry

절하였던 시장 상인 등 시장의 인간적 요소들과 연

(1993), 그리고 Morales(2011)의 연구는 소비자

관된 긍정적 기억들이 함께 등장하는 패턴이 자주

들이 시장방문 시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 이 과정

발견되었다.

에서 향수(nostalgia)와 유년 시절에 경험하였던
시장에서의 긍정적 감정들도 함께 소환하고 있음

시장에 있는 빵집이지만 맛도 좋고 가격도

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전통시장 방문

착해서 참새 방앗간처럼 자주가곤 (한다). 옛

기록에도 방문자 개인의 유년 시절의 기억 회상과

날버터크림 슈크림 앙금팥 옛날 추억 돋는

함께 시장과 연관된 긍정적 감정들이 재경험되고

빵도 많고….
어릴 적 엄마랑 시장가서 먹던 잡채 생각이 난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시장 이
용자들의 시장방문 의미가 상품구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에서 개인의 추억과 연관된

… 단촐한 찬이지만... 막된장도 그렇고... 시
래기 나물이며... 엄마 생각나는 찬들이었다.
… 다음엔 재래시장 가는 거 좋아하는 울 딸
손잡고 장도 보고... 길거리 음식도 함께 먹
으면서... 봄이 오기 전에 따뜻한 추억 하나
선물 해야겠다~

정서적 체험이 함께 동반되는 정서적 공간으로의
의미도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래 기록에서도 유년 시절의 시장방문 기억들
이 각 개인들에게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한 장소적
의미를 형성하는 주요 모티브가 되고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 이러한 과거 회상 기록들 속에는 유년

...추억의 과자 오슈는 저거 알록달록 초코볼
뒤에 갈색깔 동그란 과자 뭉쳐 만든거 되게

시절의 행복, 즐거움, 향수, 가족(또는 상인)이라는
요소들이 서로 연계되어 반복 등장한다.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해요 어릴 땐 아부지가
많이 사주셨능데 ㅋ

어린 시절 토요일 아침이 되면 엄마 손을 잡

그 맛은 어릴 적 아버지 월급날에 작은 갈비

고 목욕탕에 갔다. 내가 그 날을 기다렸던 건

집에 가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먹었던 돼지

목욕이 끝나고 들리는 시장 나들이 때문이었

갈비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시리 어린

다…“막내야~ 시장 고소 참기름 집 가서 기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추억의 맛이 느껴져

름 한 병만 달라고 해~”엄마의 말이 떨어지

요. 사실 반찬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면 나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심부름을 해 왔

고 분위기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

다. 슈퍼도 마트도 별로 없었던 시절 시장은

릴 적 추억의 맛을 곱씹어볼 수 있었고…

우리 가족에게 가장 가깝고 친숙한 곳이었
다.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에도 괜히 시장을

명절이면 유난히 북적이던 전통시장의 시끌

거쳐서 오곤 했다.

벅적함. 겨울에는 그냥 지나만 가도 내 이름
을 부르며 뜨끈한 오뎅 국물을 건네던 아주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와 줄곧

머니. 나에게 시장은 늘 정감 어린 목소리와

함께해온 추억이 가득한 정겨운 곳이기에

말랑말랑한 가래떡의 따스함으로 기억된다.

매일 지나다니는 전통시장이고 다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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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똑같은 전통시장일 뿐이겠지만 우림

지금은 대형마트가 동네 구석구석 존재해 사

시장은 나에게 조금 특별하다… 그중 생각이

람들이 깔끔하고, 편리한 대형마트를 찾는

나는 것은 어렸을 때였는데 유치원 또는 초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 속 한켠엔

등학교를 다닐 때였다. 잠을 자려고 잠옷을

재래시장에 대한 좋은 추억 하나쯤은 있을

입고 있다가도 엄마가 시장가자~라고 부르

것이다.

시면 신나서 잠옷을 입은 채 쫄래쫄래 따라
나서곤 했던 모습이다… 그냥 시장을 간다는
것 자체가 좋았던 것 같다….

방문자들에게 마트는 편리한 공간이지만 시장
에서와 같은 색다른 재미를 경험하기 어렵다. 또한
마트에는 인간적 요소와 같은 “생명력”이 부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래 인용문은 전통시장이

3. 대안적 공간

이러한 현대적 유통공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곳으로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문화 사회적 체험

셋째, 현대인들에게 전통시장은 마트로 상징되

을 제공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는 현대화된 유통공간과 대조를 이루는 장소로도
현대인들에게 문화 사회적 의미가 있었다. 전통시

나는 딸아이를 데리고 한 주에 한 번 꼴로 우

장 방문에 대한 많은 블로그 텍스트 기록들이 시장

림시장에 갑니다. 군것질거리도 많거니와 대

에서 소비 활동 중 나타난 마트와 시장 사이의 대

형마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날 것의 신선한

조적 특성을 서술하고 있었다. 아래 블로그 기록에

느낌을 받기 때문이지요. 같은 물품이라도

서도 볼 수 있듯이 현대인들은 마트를 편의성 때문

대형마트의 정갈하고 딱 떨어지는 진열과는

에 이용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와 같은 정감이나
인간성, 혹은 색다른 재미는 경험할 수 없다고 설
명한다.

다른 투박한 재래시장의 진열 물품을 보고
있자면 어딘가 모르게 낯설면서도 생명력이
좀 더 느껴집니다.
아이들도 볼거리가 많아서 좋아하고 구경하

요즘에는 대형마트가 동네마다 있어서 거의

다 호떡도 사먹고 신난 아이들입니다. 쭈꾸

대부분 편의상 마트 쪽으로 가는 편인데 옛

미가 가끔 인형이나 엘사 잠옷을 보고 사달

추억도 느끼고 싶어 망우동 우림시장으로 가

라 졸라댈 때 빼곤 마트보단 재래시장이 사

봤습니다. 너무 오랜만의 재래시장 나들이라

람 사는 맛이 있잖아요.

그런지 쏠쏠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싱싱한
야채도 한가득~ 이번에는 건어물 가게입니

이처럼 방문자들은 전통시장의 인간적 요소들이

다. 대체적으로 야채들은 대형마트보다 싸거

마트로 상징되는 현대화된 유통공간에 부재한 요인

나 비슷합니다...마트는 여러 가지 물건을 정

이란 점에 주목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McGrath

돈된 분위기 장점이 있지만 시장은 또 구경
하고 사람 냄새 나는 느낌이라는!

and Sherry(1993)는 전통적 소매공간이 현대화된
유통공간에 부재한 인간적 교류를 제공한다고 하였
다. Somer et al.(1981)의 연구는 친근함(friendly)

현대인들에게 지각된 전통적 소매공간의 문화사회적 의미

과 따뜻함(warmth)의 정서가 슈퍼마켓에는 상당 부

현대사회의 상업화가 아직은 극대화되지 않은 곳

분 제한되어 있는 반면, 시장 공간에는 매우 강하게

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전통시장 방문자들은 인간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Somer et al., 1981).

적인 전통시장과 현대화 속에서의 삭막한 현실을

현대적 유통공간과 대조되는 전통시장의 과거

대조적으로 체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조적 특성

적 분위기는 전통시장에 남아있는 풍경, 운치, 허

속에서 전통시장 방문의 가치를 발견하곤 한다.

름한 인테리어, 식품의 맛, 신선식품의 저렴한 가

이는 전통시장 방문객들이 평소 현대 유통공간에

격 등 다양한 요인들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다

서 느꼈던 한계점들을 전통시장 방문을 통하여 대

양한 요인들이 전통시장에 아직도 존재한다는 점

안적 실마리를 찾는 것과도 같다.

역시 방문자들에게 시장방문 그리고 재방문의 이
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허름한 식당에서 먹는 갈비나 삼겹살이 꾸밈

더 나아가 전통시장 방문 기록에는 현대화된 상

없어 참 맛있게 느껴지고 계산적이지 않아서

업공간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현대 소비문화에 대

사장님이 잘해주고 정이 깊은 느낌을 많이

한 자성의 목소리들이 표출되고 있다. 아래 인용문
에서 한 시장 방문자는 현대인들이 마트에 익숙해

받았지만 어딜 가서나 똑같은 계산적인 사장
님들에게 상처도 받고…

지면서 상업화된 공간에 “길들여져” 가는 반면, 시

재래시장의 정에 집중해 보자. 저 사진의 문

장에는 “아직까지” 정겨움과 인간적인 요소들이 남

구가 보이는가. 다른 손님과 합석은 공장에

아 있다며 시장을 매우 이색적으로 경험하였다. 현

서 찍어내는 듯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는

대인들에게 시장 방문은 현대사회의 상업화, 삭막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별미였다.... 바쁜 현대

함, 좌절감과 같은 부정적 측면들이 중화될 수 있

사회를 살아가며 스마트폰에만 눈을 맞추고,

는 긍정적 정서체험의 공간으로 구별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도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 대부분 마트에만

지나치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는 현대인들에겐 어쩌면 다시 사람의
눈을 보고 낯선 이와 자연스레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누가 욕할 수 있을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장이 가
고 싶더라구요… 들어서기만 해도 정겨운 시

전통적 유통공간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에서도

장 풍경 그래도 아직은 사람냄새 가득한 곳,

현대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더불어 시장의 대안

거기다 비까지 내려주니 괜히 더 운치있게

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프로방스 카펜트라

느껴지네… 요즘 이런 분위기 시장 아니면

(Carpentras) 시장을 연구한 La Pradelle(2006)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인테리어 가득한 식

은 많은 이들이 슈퍼마켓을 이용하지만, 쇼핑 편의

당에 얼마나 길들여졌으면 고작 이런 거에

가 극대화된 마켓의 상품 진열방식과 운영에 반감

이색적인 느낌이 들까요

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현대화된 유통공간

아래 인용문에서 마트는 획일성과 삭막함 그리
고 상업화를 대표는 공간인 반면에, 전통시장은

의 운영방식을 “얼굴 없는 퍼레이드”라고 표현, 실
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삭막함과 획일성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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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설명하였다(La Pradelle, 2006: 68~69). 많은

그리고 현대화에 대한 대안적 공간이란 3개의 범

소비자가 현대 사회의 획일성으로 인해 같아지는

주로 귀결되고 있었다.18)

것에 대하여 “비참(misery)함”을 느낀다고 하였으

첫째, 현대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인간적 교류

며, 이와 동시에, 대량생산되고 체인화 되어버린

의 장소로서 정겨움, 친근함, 훈훈함의 정서를 경험

유통공간에서 겪는 선택 불가능에 대하여서도 반

하는 곳으로 인식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한 사람들

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반대로 현대적 유통공간에

은 시장 상품의 저렴한 가격과 푸짐하게 제공되는

서 상실된 쇼핑의 재미와 기대감, 인간적, 사회적

양에 대한 만족감을 “인심”이란 정서로 경험한다.

교류를 현대인들이 시장방문을 통하여 찾고 있다

이러한 “인심”은 또한 시장 상인과 방문자 간의 직

고 하였다(La Pradelle, 2006: 68~69).

간접적 교류 속에서 형성되고 있었으며, 특히 시장
고유의 특성으로 방문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었다.
인심은 소비자들에게 훈훈함, 넉넉함, 따뜻함이란
긍정적 감정들을 동반하는 긍정적 경험으로 기억되

V. 결론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을 방문하는 다양한 소
비자들 간에는 포용성이라는 시장 고유의 공간적
특성 또한 내재 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UGC 미디어 확산

둘째, 전통시장은 사라져가는 과거의 모습들이

은 소비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온라인 공간

아직까지 존재하는 곳으로, 방문자들에게 추억과

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마련하였다. 이후 온라인 매

향수 등 과거와 연관된 정서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

체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이 학술 연구의 주요 분석

었다. 전통시장에 내재한 과거 풍경과 다양한 아이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Humphreys and Wang,

템들은 개인이 과거 방문하였던 전통시장에서 경

2017). 이중 블로그 게시물은 특히 장소와 연관된

험한 긍정적 기억들을 회상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현상과 문화를 읽어내는 텍스트 자료로 분석되고

소비와 구매 활동을 하면서 시장 방문자들은 또한

있다(Lindgren, 2009; Karaosmanoglu, 2013).

과거에 대한 향수, 유년 시절의 기억과 연관된 긍

본 연구는 현대인들에게 전통시장의 문화 사

정적 감정들도 함께 경험하게 되곤 한다(McGrath

회적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and Sherry, 1993).

방문기록이 담긴 블로그 포스팅을 수집하여 분석

셋째, 전통시장은 현대적 유통공간과 뚜렷한 대

하였다. 분석 결과, 현대인들에게 전통시장이 갖

조를 이루는 곳으로 현대인들에게 대안적 공간으

는 실존주의적 의미는 인간적 교류, 추억의 정서,

로서 의미를 제공한다. 전통시장의 인간적 특성과

18) 실존주의(existantialism)의 사전적 정의는 어떠한 대상의 살존주의적 의미는 그 대상이 인간의 존재(human existence)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자연주의 연구 접근법은 그 분석 방법 자체가 실존주의를 추구하는 것에서 발현되어, 분석결과 자체가 연구 대
상에 대한 실존주의적 의미이다. (사전적 의미 참조: “If something is existential, it has to do with human existence. If you
wrestle with big questions involving the meaning of life, you may be having an existential crisis. (Vocabulary.com))

현대인들에게 지각된 전통적 소매공간의 문화사회적 의미

과거적 면모는 삭막함과 비인간성, 솔직하지 못함

신뢰도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 같은 현대사회의 부정적 측면들을 상쇄, 대안

본 연구는 해당 연도에 게시된 블로그 포스팅의 전

할 장소로 기억되고 있다.

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러한 샘플 편중(bias)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통적 유통공간인 시장은

으로 말미암은 결과의 타당도(reliability) 문제를

그 문화 사회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현대사회에서

최소화하였다(김승범, 2015). 한편, 전통시장 쇠

경쟁력을

2009;

퇴의 가장 큰 요인이 소비자들의 생활양식과 선호

McGrath and Sherry, 1993; Morales, 2011;

(preference)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한다

Somer et al., 1981).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서울의

면, 전통시장 방문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선

근린 전통시장들 역시 상품거래 이외에도 다양한

호도와 구매특성의 차이를 읽어내는 연구 역시 추

교류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현대인들에게 의미를

후 요망되는 바이다.

지속한다고

하였다(Watson,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방
향에 있어서도 시장을 단순히 상품판매 공간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교류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공 공간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특히 전통시장에서
나타나는 인간적 교류, 과거 모습 등이 방문자들에
게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었다. 온라인 유통업태의 등장과 함께 소매업
공간에서의 체험적 요소들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
한 추세를 감안할 때에, 본 연구에서 밝힌 전통시
장에서의 정서적 체험과 사회적 교류에 대한 내용
은 전통시장을 현대인들에게 더욱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로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된 블로그 게시물은
장소와 공간 안에 나타난 문화적 트렌드를 읽어내
는 유용한 자료이다(Lindgren, 2009; Volo, 2010;
Karaosmanoglu, 2013). 반면, 온라인 텍스트의
수집과 분석은 그 과정에 들어가는 기술적 비용과
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수행할 것
이 지적되고 있다(Akehurst, 2008). 블로그 게시
물은 또한 작성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내는 것
이 어렵다는 한계 때문에 샘플 편중(bias)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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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투 고
1. 원고의 대상 및 종류
1) ｢서울도시연구｣는 서울 및 도시관련 분야의 연구성과를 수록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은 창의적인 연구결과 및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
동향･전망을 학술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을 말한다.
2)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문헌에 게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
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
위를 말한다.
4) 본지에 투고한 후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재투고할 수 없다.
2. 원고의 분량
1) 논문의 분량은 그림 및 표, 사진을 포함해 A4 용지 15매 내외로 한다.
2) 원고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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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작성
1) 모든 원고는 본지의 원고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작성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는 워드프로세서(글)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의 첫 페이지에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 국문 주제어와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각주에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직위(직급)를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1인일 경우 그 저자의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소속 뒤에 기재하며, 저자
가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의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기재한 후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표
기한다.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에도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기재한 후 이메일주소
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5) 그림 및 표, 사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작성해야 하며, 수정 없
이 바로 인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림 및 표, 사진에 있는 글자와 숫자 등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6) 투고자는 논문 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
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원고의 접수
1)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본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이메일(E-mail)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본지의 투고신청서에 논문제목, 주저자의 이름･소속 및 직급/직위･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와 함께 원고의 주요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교신저자(해당 원고 관련 문
의에 응할 수 있는 공동저자)가 별도로 있다면 교신저자의 이름･소속 및 직급/직위･주민등록상
의 주소･연락처 등도 기재해야 한다.
4)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본지 편집위원회에 연구윤리서약 및 저작권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최종 심사를 거쳐 서울도시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학술 및 홍보를 위해 일부 인용 및 활용
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대한 저작권 활용에 동의해야 한다. 저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5) 접수된 원고 중 본지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방법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본지 편집위원
회에서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투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본지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 시 표절검증절차를 운영한다.
(1) 본지 편집위원회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표절률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판명된 논문은 저자
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원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Ⅱ. 원고작성방법
1. 논문의 구성
1) 국문논문의 구성
(1) 국문논문의 경우 국문제목, 국문저자명,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영
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본문, 참고문헌,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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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의 소속/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국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영문을 작성한다.
2) 영문논문의 구성
(1)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국문제목, 국문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
문 키워드(Key Words),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References), 부록(필요
한 경우) 등의 순으로 구성한다.
(2) 저자의 소속/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영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국문을 작성한다.
2. 논문제목 표기
1) 논문제목은 연구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1) 국문논문의 경우 국문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국문저자명 아래에 영문제목을 작성한다. 한
자 또는 영어로 표기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어
를 병기한다.
(2)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영문 저자명 아래에 국문제목을 기재한다.
영문제목(부제목 포함)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문장 중의 단어는 전치사와 접속
사, 관사를 제외하고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한다(예: Review of Administrative
Reform in Seoul).
2) 논문에 부제목이 있는 경우 국･영문 논문 공히 주제목 아래에 부제목을 기재하고, 부제목 양
옆으로 하이픈(-)을 표기한다.
3. 저자 표기
1) 국･영문 논문 공히 국문제목 밑에 국문 저자명을 기재하고, 영문제목 밑에 영문 저자명을 기
재한다.
2) 표기 방법
(1) 영문저자명은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성을 기재한다.
(예: Gildong Hong, Gil Dong Hong, Gil-Dong Hong)
(2) 저자가 복수일 경우,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주저자(제1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저자명의 오른쪽 어깨에 *, **, ***, … 을 표기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
어 구분한다.
4.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 교신저자 연락처 표기
1)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2) 표기 방법
(1) 저자가 1인일 경우에는 * 다음에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를 표기하고, 저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 **, ***, … 을 표기하고, 주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2) 저자가 1인일 경우 소속 뒤에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저자가 복수일 경우 교신저
자의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주
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에도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주소
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교신저자는 여러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논문의 투고 및 심사과정에
있어서 연락과 수정을 책임지며, 논문이 출간되었을 때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
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저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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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는 국문으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4) 국문 표기방법은 소속기관, 부서(또는 학과), 직급(또는 직위)의 순으로 한다. 그리고 영문
표기방법은 직급(또는 직위), 부서(또는 학과), 소속기관의 순으로 한다.
(5) 이상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 교신저자 연락처 작성요령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① 저자가 1인일 경우
* 서울연구원 도시경영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Urban
Management, Seoul Development Institute), E-mail: paper@sdi.re.kr, Tel:
02-2149-1234
②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
* 서울연구원 도시경영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Urban
Management, Seoul Development Institute), 교신저자(E-mail: paper@sdi.re.kr,
Tel: 02-2149-1234)
** 서울연구원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Metropolitan Planning
Research Group, Seoul Development Institute)
③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 서울연구원 도시경영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Urban
Management,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서울연구원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Metropolitan Planning
Research Group, Seoul Development Institute), 교신저자(E-mail: paper@sdi.re.kr,
Tel: 02-2149-1234)
5.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ABSTRACT) 작성
1)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ABSTRACT)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의 시사점, 향후 연
구방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2) 국문요약은 ‘요약’이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700자 내외의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3) 영문초록의 경우 ‘ABSTRACT’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20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
을 작성한다.
6. 주제어(Key Words) 표기
1) 국문요약과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5개 내외의 국문 주제어와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함
께 첨부하여야 한다.
2) 국문 주제어는 ‘주제어’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3) 영문 키워드는 ‘Key Words’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7. 본문 작성방법
1) 본문은 논문의 통상적인 전개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원고의 읽기와 교정이 용이하도록 용지의 상하좌우 및 행간에 여백을 두도록 한다. 논문의
요약 부분을 제외하고는 2단 편집으로 한다(글자체 #신명조, 글자크기 10.5pt., 장평 95%,
자간 -10%, 줄간격 168%로 하고, 용지 종류는 A4(국배판), 용지여백은 위 32mm, 머리말
12.5mm,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31mm, 아래쪽 32mm, 꼬리말 12.5mm로 한다).
3) 각주는 반드시 본문 해당면의 하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4) 본문의 단락 표기는 왼쪽 들여쓰기 2칸으로 한다.
5) 기타 사항은 각 항목별 세부작성방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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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기 언어 및 표기 방법
1) 국문원고의 경우, 의미 전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 및 외래어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2) 목차 및 본문의 장, 절, 항 등의 번호 전개는 Ⅰ., 1., 1), (1), ①의 순으로 한다.
3)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모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9. 도표 및 사진
1) 표번호는 <표 1>, <표 2>의 순으로 표 상단 좌측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2) 그림번호는 <그림 1>, <그림 2>의 순으로 그림 하단의 중앙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3) 사진번호 표기방법은 그림번호 표기방법에 준한다.
4) 본문에 들어가는 도표 및 사진은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컬러인쇄를 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흑백으로 선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5) 인용한 도표 및 사진의 경우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출처 표기방법은 인용문헌이나 참고문헌
작성방법에 준하며, 참고문헌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0. 인용문헌,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법
1) 인용문헌
(1) 본문 중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
한 쪽수(page)를 밝힐 수 있다.
① 단독연구 : 장병권(2000)에 의하면 … , Smith(1992: 82~83)는 … , 이들 연구(유승호,
1996; 임창호, 1998)에 의하면 … , … 라는 견해도 있다(황혜선, 1999: 25~27).
② 공동연구(2명인 경우) : 김주찬･민병일(2003)에 의하면 … , Getis and Ord(1992)는 … ,
… 라고 말하고 있다(Howe and Linaweaver, 1967; Weeks and Mcmahon, 1973)
③ 공동연구(3명 이상인 경우) : 이동필 외(2001)는 … , … 라고 지적하였다(Maidment
et al., 1985), Maidment et al.(1985: 50~52)은 ….
(2) 국문 저자명은 성과 이름을 다 밝히고, 영문저자명은 성만 기재한다. 중국, 일본 등 한자
표기 저자명은 국문 저자명의 표기방법에 준한다.
(3) 인용문헌은 본문에 인용표시를 하고 참고문헌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각주
(1) 본문 중에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
어깨에 일련번호(예: 1), 2), 3), … )를 붙이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2) 각주에는 가능한 한 인용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지 않는다. 자료 출처는 본문에 인용표시를
한 뒤 참고문헌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문에 인용표시를 하기 힘들 경우 각주에 출처를 기
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인용자료를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참고문헌
(1) 국문 참고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열거한 후 동양문헌을 기재한다. 그 다음 서양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기재한다.
(2) 논문의 경우 저자, 출판연도, 제목, 출처 및 페이지를 밝히고, 논문 제목은 “ ”으로 표시
한다.
(3) 단행본의 경우 저자, 출판연도, 서명(書名), 페이지(필요한 경우), 출판자의 순으로 기록하
고, 서명은 ｢ ｣ (국문 및 동양문헌) 또는 이탤릭체(서양문헌)로 표시한다.
(4)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
는 순서(가나다 또는 abc순)에 따라 연대 뒤에 a, b, c …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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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6) 저자가 복수일 경우 모든 저자를 다 밝힌다.
(7) 이상 참고문헌 작성요령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① 국문단행본 및 보고서
노융희, 1987, ｢한국의 지방자치｣, 서울: 녹원출판사.

②

③

④

⑤

⑥

고재경･정규호･김희선, 2008,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 경기개발
연구원.
서울특별시, 1992,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보고서｣.
국문논문
최상철, 1992, “동북아 연안역의 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협력”, ｢환경논총｣, 30:
65~106,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운수･정숙영･조용현･김경배, 2007,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도시연구｣, 8(1): 107~125.
김미연, 2005, “삼성동 코엑스 복합 문화공간 확장 기본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영문논문
Moss, M. L., 1987, “Telecommunications, World Cities, and Urban Policy”,
Urban Studies, 24(6): 634~546.
Waket, D. and Odam, S., 1982, “The older women: Increased psychological
benefits from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53(3): 34~35.
영문단행본
McShane, W., 1990, Traffic Engineering,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Pleffer, Jeffrey and Salancik, Gerald R., 2003,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
A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Sherif, C. C., Sherif, M., and Nebergalle, R. E., 1965,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The social judgment-involvement approach, Philadelphia: W.
B. Sauders.
번역서
송경현･박용훈(역), 1994, ｢교통과 도시계획｣, 서울: 명보문화사(Blunden, W. R. and
Black, J. A., 1984, The Land-use/Transport System, 2nd ed., New
York: Pergamon Press).
Internet Web 자료(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통계연보 2003을 참고하였을 경우)
http://www.metro.seoul.kr/kor2003/main/index.html

11. 감사의 말 등 표기
1) 연구비의 출처와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논문 첫 페이지 각주에 필자의 소속과 직
위에 앞서 기재한다.
2) 논문의 접수일, 심사완료일 및 최종원고채택일은 논문의 참고문헌 다음에 편집위원회에서 기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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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논문 심사
1. 심사대상
1) ｢서울도시연구｣에 게재하려는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심사절차
1) 1차 심사 :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논문을 심사한
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적합성 검토를 하여 투고된 논문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하면 1차 심사
전에 반려할 수 있다.
2) 재심사 : 1차 심사 결과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1차 심사위원이 저자의 원고 수정 후 재심사
를 수행한다.
3. 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편집위원을 선정한 뒤 해당 편집위원에게 심사
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편집위원은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위원 3명 이상을 추천한
다.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의 참고문헌 등을 검토해 투고논문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공
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전공자를 추천해야 한다.
3) 편집위원장은 추천받은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해 심사를 의뢰한다.
4) 만일 투고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추가 선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편집
위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 다른 편집위원이나
전공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서울연구원 직원이 투고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연구원 직
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7)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경우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한다.
8) 1차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사’로 나온 논문의 경우 1차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수행해야 하
는데 연락 두절, 사망 등의 이유로 재심사를 의뢰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해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9)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위원의 신분은 심사위원 상호간 및 투고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논문심사 기준
1)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해 심사를 하되 본지의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
에 맞춰 다음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① 논문 주제의 적절성
② 연구의 창의성과 독창성
③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연구자료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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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논문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⑤ 연구결과의 학술적･실천적 기여도
⑥ 표･그림･사진･지도･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
⑦ 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
⑧ 국문･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2)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의 익명성
1)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저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자와 심사위
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논문심사 판정
1) 1차 심사결과는 ‘현 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1) ‘현 상태 게재’는 원고 내용 그대로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2) ‘수정후 게재가’는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일부 수정 보완하면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3) ‘수정후 재심사’는 논문이 대폭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4) ‘게재불가’는 본지의 논문으로 게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2) 재심사 결과는 ‘현 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판정의 이유와 근거를 본지의 논문심사의견서에 작성, 소정의 기간 내에 본지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7. 논문심사결과의 처리
1) 논문심사결과가 나오면 본지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의견서 사
본을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논문의 최종게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심사판정과 저자의 논문수정 여부에 대한 편
집위원회의 검토결과에 의거해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심사결과가 동일할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그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현 상태 게재, 현 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가(또는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경우 ‘수
정후 게재가’로 판정한다.
② 1차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인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2) 심사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올 경우 차악(次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현 상태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경우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다.
(3) 1차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사’로 나올 경우 재심사는 1차 심사 때 수정후 재심사로 판
정한 심사위원 이 1차 심사 때와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1회에 한해 수행한다.
(4) 재심사의 심사위원이 1인일 경우 그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을 처리하고, 2인 또는 3인일
경우 게재불가가 둘 이상일 경우에만 게재불가로 처리한다(논문심사결과 처리 일람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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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차 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수정후 게재가’ 판정이 나와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해 제출
한 경우, 수정보완 여부 확인은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현 상태 게재’ 판정이
나온 논문이라도 수정보완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이 절차에 따른다.
3)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
와 근거를 제시할 경우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한 수정 확인
과정에서 분명한 이유와 근거 없이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지적사항대로 원고를 수정하지 않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
4)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본지 편집위원회의 명의로 ‘게재불가’ 사유를 명기
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지 편집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6)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는 이의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차기 발
간일 전까지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7) 논문의 심사평은 필요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
8) 논문심사결과 처리절차를 일람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심사 결과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결과

판정

심사위원 3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함

-

게재하지
않음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함

-

게재 불가

-

게재하지
않음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함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게재하지
않음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함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하지
않음

게재 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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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부정 행위의 처리
1) 투고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었을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는 즉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발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
해야 한다.
2)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부정
행위 내용을 투고자, 투고자 소속기관장,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3) 연구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해당 논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본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9. 투고논문 심사위원 위촉, 심사, 수정보완, 수정확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다.
1) 논문 심사위원 위촉 :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후 10일 내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투고논문
이 서울도시연구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주 내로 연장한다.
2) 1차 심사 : 심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심사를 의뢰받은 후부터 2주 내로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
회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거절, 심사 지연 등의 이
유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본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재심사 : 심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심사를 의뢰받은 후부터 10일 내로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
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연락 두절, 사망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본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논문 수정보완 : 1차 심사 및 재심사 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외하고 수정보완
요구사항이 나온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보완을 의뢰받은 후부터 10일 내에 수정보완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수정보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5) 논문 수정확인 :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수정보완한 논문에 대해 수정확인을 해야 하는데, 1
차의 경우 10일 내에, 그 이후에는 7일 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
다. 부득이한 경우 기한을 얼마간 연장할 수 있다.
6) 수정확인 결과에 따른 논문 수정보완 :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확인 및 검토의견에 따라
1주 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수정보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Ⅳ. 발 간
1. 원고 교정
1) 본지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의 심사 결과 및 편집위원회의 수정 확인 결과 ‘현 상태 게재’로 판
정난 논문에 대해 최종 교정을 담당한다.
2) 본지 편집위원회는 오탈자, 비문(非文), 논리 전개의 오류, 기타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직
접 교정하거나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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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게재
1) 편집위원회에서는 교정 및 편집 일정 등을 고려해 해당 호 발행일 이전 적절한 시기에 게재
원고를 확정해야 한다. 논문 수정 및 편집상의 이유로 해당 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편
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2) 원고의 게재순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 확정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지원비 지급
1) 채택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연구지원비를 지급한다. 단, 연구지원비는 실제 게재된 후에 지급하고
게재 당시의 연구지원비 지급기준에 기초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행 횟수와 시기
1) 본지는 1년에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본지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발행횟수를 조정할 경우
발행일은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5. 발행 부수
1) 본지의 발행부수와 인쇄의 질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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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연구윤리규정

2009년 6월 1일 제정
2011년 5월 27일 개정
2018년 5월 24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서울도시연구｣에 연구결과를 게
재하고자 논문 등을 제출하거나 이를 심사, 출판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
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서울도시연구｣에 제출된 논문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이 윤
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주체는 편집위원, 논문 심사위원, 저자이다.

제2장 편집위원 윤리지침
제3조 (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
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 (논문 취급의 공정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서울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
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저자와의 친분, 적대
적인 관계 등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 (논문심사 과정의 비공개성) 논문심사 과정에서 저자와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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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심사위원 윤리지침
제7조 (논문심사의 성실성과 적실성) 심사위원은 서울도시연구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일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이 논문을 평
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제8조 (논문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
나 해석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9조 (논문심사의 타당성) 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중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
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논문심사의 비밀 보장과 사전 인용 금지)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제4장 저자 윤리지침
제11조 (저자의 의무) 연구자는 학문추구에서 정직하고, 정확하고, 성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에 따라 표절, 위조, 변조,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
아야 한다.
제12조 (타인의 표절) 타인의 표절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이 쓴 글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
든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아이디어), 독특한 표현(단어, 어구, 절, 문장, 그래프, 도표, 사진 등),
연구 착상(가설)이나 방법(분석 체계 또는 논리), 이론 및 연구결과, 데이터, 조사자료 등이다.
제13조 (자기표절) 비록 자신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된다. 또한 출처를 표시한다고 해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지 않는 경우도 표절에 해당한다.
제14조 (이중 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타 학술지를 통해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
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게재나 중복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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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조 및 변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하며,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
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조와 변조는 일종의 사기행위로서
연구자는 절대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반면 연구나 저술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17조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또는 각주를 통하여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
야 한다.
제18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 본지 편집위원회는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해서는 저자가 사전
에 소속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을 받아 연구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자가 IRB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간 대상 연구를 투고할 경우 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윤리서약) 연구자는 저자 윤리지침에 따라 논문 투고 시 본지 편집위원회에 연구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제20조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① 투고논문에서 표절, 위조, 변조,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즉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
수하여 발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부
정행위 내용을 투고자, 투고자 소속기관장,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③ 연구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해당 논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향
후 3년간 본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