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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회경제  속성과 보행목 이 보행활동량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서울시 직장인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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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acts of Individual Socio-Economic Status and 
Walking Purposes on Walking Amount : 

The Case of Workers in the City of Seoul
Hyun-Gun Sung*․Jin-Yoo Kim**2)

요약：본 연구는 직장인의 사회경제  속성과 보행목 이 보행활동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으며, 다 선형회귀모형과 토빗

모형을 용하 다. 종속변수는 1주일 동안 10분 이상 보행한 일수와 하루 평균보행시간을 사용하 다. 

토빗모형을 분석모형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모형이 종속변수 값의 범 가 무한인 연속변수가 아니라 상

한 한 하한의 범 를 가지고 있을 경우 선형회귀모형에 의한 OLS 추정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분

석 결과, 직장인의 보행활동량은 개인의 사회경제  속성뿐 아니라 보행목 에 의해서도 통계 으로 유

의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인의 보행활동량에는 보행목  에서 출퇴근  업무통행

이 더 요한 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시 이면서 비규칙 인 쇼핑 등의 통행수요보다는 

지속 이면서도 규칙 인 통근 등의 통행수요에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보행활동의 증진효과가 

더 큼을 시사한다.

주제어：보행활동량, 보행목 , 사회경제  속성, 토빗모형, 선형회귀모형 

ABSTRACT：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he impacts of individual socio-economic status and 
walking purposes on walking amounts for workers in the city of Seoul. After surveying the information 
of workers on the amount and time of walking by purpose as well as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residing housing characteristics, both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d tobit modeling are employed 
to estimate impact factors on walking amount. Dependent variables are number of walking days per 
week over ten minute a bout and on-average walking time a day. The tobit model is employed because 
dependent variables have a feature containing either or both upper- and lower-limited values. The 
analysis results demonstrate that walking amount is not only likely to be affected by individual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status, but also to be very closely related to what purposes 
individuals takes for walking. Especially, they indicates that walking amount is more affected by 
job-related walking activities like commuting and daily business trips. Such results indicate that it 
would be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walking activity if improvement efforts in walking built 
environment could be more focused on travel demand with continuous and regular frequency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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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ommuting than that of irregular activity.
Key Words：Walking amount, Walking purpose, Socio-economic status, Tobit model, Linear 

regression model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

Jacobs(1961)는 ｢미국도시들의 죽음과 삶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에

서 보행을 도시생활을 함에 있어 보도에서의 발

(sidewalk ballet)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보

행활동은 신체활동 증진 등 그 자체로 요할 뿐 

아니라 생동감 있는 도시공간의 상징으로서 요

하다(Joe Cortright Impresa Inc., 2009). 특히, 최

근에는 환경 으로 지속가능한 발 (Environ-

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압축도시

(compact city), 교통 심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 등을 강조하는 패

러다임의 변화로 보행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즉, 보행활동 증진은 공동체의 건강편익과 활발

한 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교

통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 등의 환경  편익도 

제공하여 다. 

그러나 지 까지의 보행 련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보행환경 지표 개발  평가, 보행환경의 개

선 연구에 집 되었고, 보행자의 특성이 보행의사

결정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미흡하 다. 

보행에 한 의사결정은 물리  보행환경뿐 아니

라 개인의 사회경제  속성과 통행행태에 의하여서

도 이루어진다(이인성, 1998). 한 보행(walking)

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제공하고 건강을 증진시키

는 등 요한 행태이지만, 특정한 통행목 을 

하여 그 행 가 수반된다. 즉, 보행활동량은 개인

의 사회경제  속성뿐 아니라 통행목 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게 됨을 의미하므로 이에 한 연구가 

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경제  속성과 통행목

에 의하여 보행활동량이 어떠한 향을 받고 있는 

지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후 다 회귀모형과 토빗모형

을 용하여 그에 한 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보행활동량은 일주일당 10분 이상의 보행일수와 

하루 평균 보행시간이 되며, 설명변수는 개인의 

사회경제  속성, 가구  주택 속성, 그리고 보행

목 으로 구성하 다. 

2. 연구의 범   방법론

개인의 사회경제  속성과 보행목 이 보행량 

 보행시간의 차이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에

서 60세 미만의 직장인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9개의 

생활권별로 별하여, 생활권별 4〜6개 동을 무작

로 선정하여 화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

조사는 행정동별 인구수와 성별을 고려하여 각각 

최소 40부 이상의 층화표본추출을 수행하 다. 설

문 상지역의 행정동을 그림으로 표 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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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 곤 외(2010)

<그림 1> 설문 상지역

설문조사 자료 에서 직장인의 보행특성을 

악하기 하여 학생, 가정주부, 무직 등을 제외한 

결과, 총 1,145명이 분석 상이 되었으며, 이  소

득수  등에 한 결측치가 존재하는 상자를 제

외하여 총 998명이 최종분석 상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 선형회귀모형과 토빗모형을 

모두 사용하고자 한다. 다 선형회귀모형과 더불

어 토빗모형을 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문에서 

더 구체 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고찰

보행과 련된 연구는 건축계획, 도시설계, 도

시계획, 교통계획, 건강  보건계획 등 다양한 분

야에서 근해왔다. 왜냐하면 보행활동은 건물과 

단지설계, 그리고 도시의 물리  환경과 한 

련이 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 인 통행수단이기도 하면서, 한

편으로는 가장 손쉽게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 

국내 선행연구는 부분 보행의 물리  환경에 

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최근 보행과 건강의 

연 성을 탐구하는 분야로 확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먼  자의 연구는 가로  보도 공간의 

물리  환경과 그 주변 시설물에 연구의 심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건축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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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도시의 물리  환경

을 요 주제로 다루는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도시의 상업가로 활성화를 한 보행환경 

개선요소들을 분석한 연구(최강림, 2008), 보행에 

향을 미치는 도시 주거지의 물리  환경요소의 

지표화를 수행한 연구(박소  외, 2008), Space 

Syntax 지표들과 보행행태의 연 성을 분석하고, 

공간구조의 특성을 해석한 연구(김 욱ㆍ신행우, 

2004)를 로 들 수 있다.  다른 연구분야로는 

보행의 물리  환경에 한 계획요소의 분류, 지

표의 추출, 그리고 보행환경의 계획요소 평가를 

목 으로 수행한 연구(주용진 외, 2011; 김태호, 

2008; 김건  외, 2002; 이인성ㆍ김 옥, 1998 등)

가 있다. 이 연구는 주로 보행의 물리  환경에 

한 분류와 그 분류의 정성, 그리고 보행환경

의 평가를 다루고 있다. 

한편,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보행과 련된 연

구는 보행의 물리  환경과 보행을 통한 신체활동

량  건강증진과의 연 성 연구를 들 수 있다. 압

축도시  교통 심 도시(TOD) 등의 물리

 계획요소가 보행시간과 한 계가 있음을 

서울시 거주민을 상으로 실증분석한 연구(이경

환ㆍ안건 , 2007), 그리고 보행활동과 건강 련 

지표의 연 성 분석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한 연구(성 곤, 2009)가 표 이

다. 후자의 연구는 10분 이상 지속된 보행활동량

이 그러한 보행행 를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비만과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

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보행활동의 

건강증진효과는 테니스 등 ㆍ고강도의 신체활

동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행활동이 건강

증진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보행활동과 개인의 사회경제  속성의 연 성

에 한 연구는 해외연구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

어져 왔다. 이는 개인  가구의 사회경제  속성

의 차이가 보행활동에 향을 주는 결정요인임과 

동시에 도시의 물리  환경과 연 성이 높다는 주

장에 기인한다. 즉, 후자의 도시환경과 보행수

의 높은 상 성은 주거지 선호선택(self-selec-

tion)의 결과이기 때문에 도시의 물리  환경 변

화가 실질 인 보행활동수 에 커다란 향이 없

다는 비 에 따른 것이다(이수기, 2010). Ewing 

et al.(2008)은 이러한 비 에 하여 다양한 실증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도시의 물리  환경과 

보행활동은 선호선택을 통한 간  향뿐 아니

라 직 인 인과 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 보행과 사회경제  속성(Socio-Economic 

Status)과의 인과 계에 한 요성은 Manaugh 

and El-Geneidy(2011)와 Cerin et al.(2007)에서 

악할 수 있다. 자의 연구는 보행으로 이루어

지는 통행결정은 통행거리, 나이, 성별, 소득수 , 

자동차 소유 수와 물리  환경에 향을 받고 있

으며, 쇼핑, 통학, 여가통행 등의 목 에 따라서 보

행횟수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근을 보이고 있는 후자의 연구는 직장과의 근

성, 성별, 교육수 , 미취학 아동수 등이 보행활동

과 높은 연 성이 있음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해외의 연구가 보행활동에 한 개인의 사회경

제  속성뿐 아니라 도시의 물리  환경과의 연

성 는 인과 계를 다루고 있다는 에서 본 연

구보다 더 종합 으로 근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

다. 즉, 이들의 연구는 교통에서의 보행은 사회경

제  속성뿐 아니라 목 지의 유형, 직장과의 인

성, 주변지역 보행의 물리  환경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는 보행의 물리  환경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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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그리고 근성이 보행행태에 요한 요인임

을 강조하면서 TOD나 압축도시 등의 도시형태는 

보행활동 수 을 제고하여 건강한 도시를 창출하

는 데 기여하게 됨을 주장하고 있다. 

해외의 연구와 달리 보행활동에 한 물리  

계획요소의 분류와 보행행태, 보행활동과 건강의 

연 성에 한 국내의 선행연구가 주로 보행과 도

시환경의 계를 더 강조하고 사회경제  속성에 

한 계를 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연구들과는 달리 보행

활동의 요한 결정요인  하나인 개인의 사회경

제  속성과 보행목 과 련한 보행활동에 한 

실증분석에 을 두고 있다는 에서 국내의 연

구와 차별화된다. 이인성(1998)은 보행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에 한 범 한 문헌 분석을 통

하여 보행의 물리  환경뿐 아니라 개인의 속성과 

보행을 통한 통행목 도 보행활동에 한 결정요

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속성과 보

행목 이 보행활동량과 보행시간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 이면서 더 근원 인 보행활동 결정요인을 

집 으로 탐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Ⅱ. 분석자료 특성  상 계 분석

1. 보행특성과 개인속성의 통계치 요약

보행활동량의 측정에는 만보계 등의 객 인 

측정도구를 이용하거나 개인의 주  인식에 의

존하게 된다. 자의 경우에는 드물지만 특정한 

소수의 집단을 상으로 특정 목 을 하여 사용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다수의 무작  조사에서 

일반 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는 후자의 방법을 

통하여 보행활동량을 측정하 다. 

보행활동량에 한 주 인 지표는 제4기

(2008)의 “국민건강 양조사” 설문조사 항목을 

거하 다. 이 조사에서는 ‘지난 1주일간 10분이

상 보행일수’와 ‘하루 평균 보행시간’ 등 두 항목으

로 보행활동량을 측정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ㆍ질병 리본부, 2010). 이러한 조사항목은 신체

활동의 수 을 악하는 데 있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 화한 IPAQ(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를 참조한 것이며, IPAQ

는 한국어를 포함한 21개 언어로 번역되어 국제표

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행활동일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 10분 이상 소요된 보행활동만을 포함하는 

것은 건강유지나 개선을 하여 필요한 신체활동 

지속시간의 최소가 10분이라는 연구결과에 근거

한 것이다(성 곤, 2009). 한 보행목 별 보행

활동량은 당해 보행목 별로 지난 일주일간 최소 

10분 이상 보행한 이 있는 경우로 하여 복수응

답하게 하 다. 

한편, 설문조사 상자  결측치를 제외한 총 

998명의 유효샘 에 한 보행특성과 개인속성의 

통계치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먼  보행특성

에 하여 살펴보면, 1주일간 10분 이상 지속한 보

행활동일수는 평균 5.54일이며, 하루 평균 보행활

동 시간은 65.2분으로 나타났다. 한편 10분 이상 소

요된 보행활동을 목 별로 살펴보면, 출퇴근에 의

하여 10분 이상 보행활동을 수행한 경우가 80.1%, 

쇼핑에 의하여서는 68.5%, 외식  회식에 의하여

서는 49.2%, 운동  산책에 의하여서는 32.4%, 문

화활동에 의하여서는 27.0%, 업무목 의 외근과 

출장 등에 의하여서는 23.8%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상자의 개인속성에서는 평균연령이 

만 39.4세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비율(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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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변수명  속성

평균
/빈도

표 편차/
백분율

보

행

특

성

일주일간 10분 이상 보행일수 5.54 1.71

하루 평균 보행시간[분] 65.2 41.87

출퇴근
없음 199 19.9

있음 799 80.1

업무(출장, 외근 등)
없음 760 76.2

있음 238 23.8

쇼핑
없음 314 31.5

있음 684 68.5

운동/산책
없음 675 67.6

있음 323 32.4

문화활동(공연, 

화보기 등)

없음 729 73.0

있음 269 27.0

외식/회식
없음 507 50.8

있음 491 49.2

개

인

속

성

성별
남자 686 68.7

여자 312 31.3

만 나이[세] 39.4 9.64

직업형태 사무ㆍ행정직 579 58.0

리ㆍ 문직 61 6.1

서비스ㆍ 매직 304 30.5

생산ㆍ노무직 54 5.4

가
구 

 

주
택
속
성

가구원 수[명] 3.54 0.747

직장인 수[명/가구] 2.00 0.688

승용차 소유 수[ ] 0.94 0.382

소득수 [만원/월] 411.1 114.67

주택

유형

아 트 461 46.2

단독주택 129 12.9

다가구ㆍ다세 ㆍ연립 379 38.0

복합용도 주택 29 2.9

주택 유

형태

자가(소유) 628 62.9

ㆍ월세 370 37.1

근

성

주거지 철도역 

도보시간

10분 이하 677 67.8

10분 과 321 32.2

직장 철도역 

도보시간

10분 이하 815 81.7

10분 과 183 18.3

주: 연속변수는 평균과 표 편차, 명목변수는 빈도와 백

분율로 각각 표기함.

<표 1> 보행특성과 개인속성 통계치 요약 

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직장인으로 분석 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 으로 남성이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직업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무ㆍ행정직이 체의 58.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ㆍ 매직(30.5%), 

리ㆍ 문직(6.1%), 생산노무직(5.4%)이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  주택 속성에서 가구원 수는 평균 3.54

명이며, 가구원  직장인 수는 평균 2.0명으로 나

타나고 있다. 가구당 직장인 수가 평균 2명으로 높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조사 상자의 연령이 

20~50 로서 ‘경제활동인구’를 조사 상으로 함

으로써 맞벌이 가구가 상 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구당 승용차 소유 수는 

평균 0.94 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공제 후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은 411.1만원으로, 가구원당 평균 

100만원의 소득수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득

수 은 2008년 기  서울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수 (382.24만원)과 임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서

울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과 유사한 수 이라고 

단할 수 있다. 

주택유형에서는 아 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체의 46.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다가구ㆍ다

세 ㆍ연립주택의 유형이 38.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상가 내 주택, 주상복합건물, 그리고 오피스

텔 등 주거와 비주거가 하나의 건축물에 혼합되어 

있는 주택유형도 체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 유형태에서는 임차보다는 자가가 약 25.8%p 

정도 높은 유율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의 보행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지하철 

근성을 설문항목에 포함하여 조사하 다. 지하

철 근성은 직장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지 

 근무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의 도보

시간’을 조사하 다. 그 결과, 주거지에서의 도보

근시간은 10분 이하가 체의 67.8%를 차지하

고 있음에 반하여 근무지에서의 10분 이하 근시

간은 81.7%이다. 철도역에 한 10분 이하의 도보 

근시간의 높은 분포는 서울시의 철도시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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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일수 보행시간 출퇴근 외근/출장 쇼핑 운동/산책 문화활동

보행일수 1.0000

보행시간 0.3997 1.0000

출퇴근 0.3228 0.1556 1.0000

외근/출장 0.0816 0.2070 1.0000

쇼핑 0.2225 0.1159 -0.1424 1.0000

운동/산책 0.0627 -0.1372 0.0903 -0.1124 1.0000

문화활동 0.1802 0.1723 0.0955 1.0000

외식/회식 0.1461 0.1426 -0.1024 0.1204

주: 상 계수는 유의수  5%(P-value<0.05) 이내만 기재하 음.

<표 2> 보행특성의 상 계 분석결과

가 1970년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꾸 히 이루

어졌기 때문이다(김경철, 2010). 한 주거지에 

비하여 근무지의 지하철 근성이 높은 이유는 근

무지가 도심과 강남 등 지하철 네트워크가 양호한 

곳에 집되어 있는 서울시 공간구조의 특성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보행활동량과 보행목 과의 상 성 분석 

보행활동은 신체활동 증진을 통하여 건강편익 

증진에 기여하며, 통행목 에 의한 보행활동은 

성인의 신체활동량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 이다

(Cerin et al., 2007). 그러나 이러한 보행활동량의 

크기는 보행목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보행활동을 한 목 별로 그러한 차이가 뚜렷하

게 비될 경우에는 보행환경 개선은 그 향이 

큰 보행목 에 우선 으로 을 맞출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보행목 에 따른 보행활동량의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한다면, 도시설계와 도시계

획  측면에서 도시의 물리  환경 변화를 보행

활동량을 더 증가시키는 목 과 연계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즉, 한정된 재원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비용효과  근이 가능하게 되

는 장 이 있다. 이러한 에서 보행활동량과 보

행목 과의 연 성은 교통계획뿐 아니라 도시설

계와 도시계획  측면에서 실증 으로 분석되어

질 필요가 있다. 

보행활동량이 보행목 별로 다를 수 있음을 

악하기 하여 상 계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 보행활동량을 보여주는 10분 이상 지속된 

보행일수와 하루 평균보행시간 지표들과 보행목

별 상 계의 분석결과는 보행목 별로 상

성이 통계 으로 유의하며, 그 강도가 차별 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주일간 10분 이상 지속된 

보행활동 일수와의 계에서는 ‘출퇴근’이 가장 

높은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

로는 ‘쇼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하루 평균 보

행시간의 경우에는 ‘외근/출장 등으로 10분 이상 

보행활동 수행여부’가 보행목  에서 가장 높은 

상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운

동과 산책을 통한 보행활동의 경우에는 1주일간 

10분 이상의 보행일수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

으나, 하루 평균 보행시간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상  정도는 다른 보행 목 에 비하여 

높지 않다.

한편, 보행일수와 보행시간의 상 계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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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행활동량의 분포

과를 보면, 우선 1주일간 최소 10분 이상 지속한 

보행활동일수와 하루 평균 보행활동시간에서는 

0.3997의 값을 가지고 있어, 양의 상 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행일수와 보행시간에 하여 보행

활동량의 정도를 악하기 해서는 두 변수에 

하여 각각의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

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0분 이상 보행활동을 한 통행목  간 분석결

과를 살펴보면, 부분 통계  유의수 이 낮거

나 있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수 의 상 계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 계

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운동/산책을 통한 10분 이

상 보행활동의 여부는 출퇴근, 쇼핑, 외식/회식에 

하여 음의 상 성을 보이고 있다. 쇼핑 목 의 

10분 이상 보행활동 경험 여부는 외근/출장목

의 보행활동과 미약한 음의 상 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보행목  간 10분 

이상 보행활동 여부에 한 상 계 분석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크지 

않고, 이러한 결과는 회귀분석모형을 구축할 경

우 다 공선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간 으

로 시사한다. 

Ⅲ. 분석모형 구축과 결과 해석

1. 분석모형의 구축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1주일간 10분 이상 지

속된 보행활동의 일수와 하루 평균 보행시간 등 

보행활동량이 개인의 사회경제  속성, 주택  

주거입지 속성, 그리고 보행목 과의 계를 악

하기 해 다 선형회귀모형과 토빗모형(tobit mo-

del)을 용하고자 한다. 다 선형회귀모형은 종

속변수가 최소와 최 의 범 에 한 한계가 없는 

연속변수에 일반 으로 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사용되고 있는 두 종속변수, 특히 지난 1주일

간 10분 이상 지속한 보행활동의 일수는 최소 0일

에서 7일의 범 로 한계가 정하여져 있다. 한 하

루 평균보행시간은 최댓값에 한 한계는 없으나, 

최소가 0보다 크다라는 범 를 가지고 있다. 그러

므로 최소와 최  범 의 한정된 종속변수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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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토빗모형의 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토빗모형은 단된 회귀모형(censored regre-

ssion model)으로 불려지며, Tobin(1958)에 의하

여 최 로 제안되었다. Tobin의 로빗모형(pro-

bit model)으로 알려져 있는 토빗모형에서 기본

으로 하한 값을 0으로 가지는 종속변수()는 

측값(
)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0보다 크면, 

의 

값을 가지도록 모형을 아래와 같이 이원화하게 된

다(Baum, 2006; Wooldridge, 2002). 


 

   i f  ≤ 

 i f   

이 모형은 값의 한계가 있는 종속변수를 최

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

으로 추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측값의 오류를 보

정하고, 잔차의 분산을 이는 데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한(7일)과 하한(0일)이 존재하는 1

주일간 10분 이상 보행일수와 하한(0보다 항상 

큼)이 존재하는 하루 평균 보행일수에 한 토빗

모형을 용하게 된다.

설명변수는 주당 10분 이상 보행일수와 하루 

평균 보행시간의 두 모형에서 최소한 1개 모형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할 경우 최종분석모형에 포함

하 다. 설명변수  가구원수, 주택 유형태, 그

리고 근무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의 도

보시간 등의 변수는 최종분석모형에서 제외되었

다. 왜냐하면 비  분석 결과 보행활동량인 두 

종속변수에 하여 다 선형회귀모형과 토빗모형

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속변수에 한 설명변수의 함수 계는 최종

분석모형 이 에 통계  유의수 을 고려하여 

하게 조정되었다. 먼  가구당 직장인 수의 경

우에는 연속변수보다는 명목변수로 표 하는 것

이 더 하고, 통계  유의성이 높았다. 마찬가

지로 가구당 승용차 소유 수도 명목변수로 처리

함으로써 모형의 설명력과 변수의 통계  유의성

이 높아짐을 악할 수 있었다. 

2. 보행활동량 결정요인의 분석결과와 해석

비  분석을 통하여 최종 으로 선정된 설명

변수와 종속변수에 한 함수 계를 고려하여 최

종분석모형을 구축한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최근 1주일간 최소 10분 

이상 지속한 보행활동 일수는 다 선형회귀모형

과 토빗모형 두 가지 분석결과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하루 평균 보행시간은 다 선형회귀

분석모형의 결과만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하루 평

균보행시간은 최댓값의 한계가 없고, 최솟값이 하

루 10분 보행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

빗모형의 분석결과와 같기 때문이다.

1) 1주일간 10분 이상 보행일수

최근 1주일간 10분 이상 보행일수에 한 분석

결과는 다 선형회귀모형과 토빗모형을 모두 보

여주고 있다. 자는 통상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 OLS)으로 추정한 선형회귀모형이

고, 후자는 로그우도(Log Likelihood) 함수로 

MLE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 으로 두 모형  

어느 하나가 우월한 모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종속변수가 최소와 최 의 범 가 제한되

어 있다는 을 고려할 때, 토빗모형의 추정치가 

제한범 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분산이 감소한다

(Baum, 2006)는 에서 후자의 모형 분석결과를 

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 지만 OLS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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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OLS) TOBIT(MLE)

Coef. t VIF Coef. Beta t

개

인

속

성

성별 여자 -0.270 -2.35 ** 1.25 -0.484 -0.225 -2.74 ***

만 나이[세] 0.005 0.94 1.27 0.016 0.151 1.81 *

직업형태

리ㆍ 문직 -0.535 -2.48 ** 1.16 -0.938 -0.223 -2.96 ***

서비스ㆍ 매직 0.156 1.36 1.22 0.394 0.181 2.24 **

생산ㆍ노무직 0.137 0.6 1.17 0.096 0.022 0.28

가
구

 

주
택

속
성

직장인 수[명/가구]
1명 0.225 1.78 * 1.75 0.403 0.201 2.12 **

2명 이상 0.535 3.37 *** 1.99 1.165 0.494 4.71 ***

승용차 소유 수[ ]
1 -0.451 -2.62 *** 1.66 -0.751 -0.268 -2.71 ***

2  이상 0.086 0.27 1.95 0.436 0.091 0.86

소득수 (세 공제 후)[만원/월] 0.000 0.58 1.54 -0.001 -0.059 -0.66

주택 유형

단독 0.234 1.49 1.22 0.085 0.029 0.36

다가구ㆍ다세 ㆍ연립 0.262 2.32 ** 1.33 0.307 0.149 1.79 *

복합용도 주택 0.661 2.24 ** 1.08 1.304 0.219 2.7 ***

주거지 철도역 도보시간 10분 이상 -0.008 -0.08 1.09 -0.113 -0.053 -0.69

보

행

목

출퇴근 있음 1.212 9.81 *** 1.07 1.586 0.633 8.66 ***

업무(출장, 외근 등) 있음 0.333 2.81 *** 1.08 0.597 0.254 3.25 ***

쇼핑 있음 0.779 7.21 *** 1.12 1.171 0.544 7.17 ***

운동/산책 있음 0.263 2.46 ** 1.11 0.316 0.148 1.95 *

문화활동(공연, 화보기 등) 있음 0.424 3.81 *** 1.10 0.659 0.293 3.8 ***

외식/회식 있음 0.434 4.38 *** 1.08 0.874 0.437 5.75 ***

상수 3.268 9.43 *** 2.905 5.45 ***

/Sigma 2.127 ***

모형통계치 요약

F(24, 971)=15.59

R-Squared=0.2422

Adj. R-Squared=0.2267

Root MSE=1.5026

Log likelihood=-1633.98

LR Chi2=274.48

Pseudo R2=0.0775

Lower-limited(=0):20

Upper-limited(=7):360

주: 1. 성별은 남자, 직업형태는 사무ㆍ행정직, 가구당 직장인 수는 1명, 승용차 소유 수는 0 , 주택유형은 아 트, 주거

지 철도역 근성은 10분 이하, 보행목 은 개별 목 을 한 10분 이상 보행활동이 없음이 거변수임.

    2. * p-value<0.1, ** p-value<0.05, *** p-value<0.01

<표 3> 최근 1주일간 최소 10분 이상 지속된 보행일수 모형 분석결과

에서는 다 공선성 여부를 악하기 한 분산팽

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의 사후진단

과정을 제공하여 다는 에서 그 결과를 제시하

다. VIF의 최댓값이 1.99이며, 평균이 1.31로 극

히 어, 다 공선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개인속성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리고 나

이가 많을수록 1주일간 10분 이상 보행하는 일수

가 많아지는 경향을 악할 수 있다. 직업유형에

서는 사무ㆍ행정직에 비하여 리ㆍ 문직 직장

인은 1주일간 10분 이상의 보행일수가 고,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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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ㆍ 매직은 보행일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가구  주택 속성에서는 가구당 직장인 수가 1

명일 경우에 비하여 2명 이상일 경우 보행일수가 

많다. 가구당 승용차 소유 수의 경우에는 소유하

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1 를 소유하는 경우 더 

게 걸을 확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2  이상 소유

할 경우와 비교해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 

한편, 세 공제 후 가구당 소득수 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1주일간 10분 이상 보행일수는 

소득수 과 연 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

택 속성에서 주택 유형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아 트에 

거주하는 직장인에 비하여 다가구ㆍ다세 ㆍ연립

주택 는 상가용 주택이나 주상복합 건물에 거주

하는 직장인의 경우 10분 이상 보행하는 일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 트 거주 

비 단독주택의 거주는 통계  유의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거지에서 철도역까지의 도보 근

성에서는 10분 이하일 경우에 비하여 10분 과일 

경우 10분 이상 보행일수가 어지는 경향이 있지

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10분 이상 보행한 보행목 별 1주

일간 10분 이상 보행일수와의 계에서는 모든 설

명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

히, 회귀계수를 표 화(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하여 볼 경우, 출퇴근 목 으로 10분 이상 

보행할 경우에는 1주일간 보행일수가 많을 확률

이 다른 목 에 비하여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쇼

핑을 한 보행활동이 보행일수에 정 인 연

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직장인의 경우에는 운

동이나 산책을 통한 보행일수의 연 성은 제일 낮

게 나타나고 있다.

2) 하루 평균보행시간

하루 평균보행시간에 한 분석모형은 다 선

형회귀모형만을 제시하고 있다. 하루 평균보행시

간에 한 주거지에서의 철도역 근성을 제외한 

부분의 설명변수는 통계  유의성에서는 1주일

간 10분 이상 지속된 보행일수에 한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먼  개인속성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하루 평균보행시간이 많을 확률이 높다. 

직업유형에서는 사무ㆍ행정직보다는 리ㆍ 문

직이 하루 평균보행시간이 짧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사무ㆍ행정직과 서비스ㆍ 매직과의 비교에

서는, 1주일간 10분 이상 지속된 보행활동 일수에 

한 토빗모형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 으나, 

하루 평균보행일수와는 통계 으로 유의성이 없

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  주택 속성에서는 가구당 직장인 수와 

승용차 소유 수에 한 분석모형의 결과는 1주

일 동안 10분 이상 지속된 보행활동일수의 모형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당 소득수 은 

하루 평균보행시간 분석모형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수 이 높아질수록 

하루 평균보행시간은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주하는 주택유형에서는 하루 평균보행

시간 모형에서 복합용도 주택만이 통계 으로 유

의함을 알 수 있다. 단독주택보다는 복합용도 주

택에 거주하는 직장인의 경우 하루 평균보행시간

이 약 27.1분 정도 높다.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으로의 도보를 

통한 근시간에 한 변수는 도보로 10분 이하인 

거주지에 치한 직장인보다 10분 이상 소요되는 

주거지에 치한 직장인이 약 7.1분 정도 보행시

간이 높아질 확률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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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OLS)

Coef. Beta t

개

인

속

성

성별 여자 -5.495 -0.061 -1.92 *

만 나이[세] 0.588 0.135 4.22 ***

직업

리ㆍ 문직 -11.272 -0.064 -2.09 **

서비스ㆍ 매직 1.307 0.014 0.46 

생산ㆍ노무직 -1.094 -0.006 -0.19 

가
구 

 

주
택
속
성

직장인 수
2명 10.793 0.129 3.43 ***

3명 26.115 0.265 6.60 ***

승용차

소유 수

1 -12.218 -0.104 -2.85 ***

2 -2.148 -0.011 -0.27 

소득수 -0.044 -0.121 -3.44 ***

주택 

유형

단독 0.424 0.003 0.11 

다가구ㆍ다세 ㆍ연립 0.761 0.009 0.27 

복합용도 주택 27.090 0.109 3.68 ***

주거지역 

도보시간
10분 이상 7.104 0.079 2.68 ***

보

행

목

출퇴근 있음 13.933 0.133 4.52 ***

업무 있음 17.747 0.180 6.00 ***

쇼핑 있음 10.272 0.114 3.81 ***

운동/산책 있음 8.353 0.093 3.13 ***

문화활동 있음 11.671 0.124 4.20 ***

외식/회식 있음 8.419 0.101 3.40 ***

상수 25.121 2.90 ***

모형통계치 요약

F(20, 975)=13.21

R-Squared=0.2132

Adj. R-Squared=0.1981

Root MSE=37.511

주 1: 성별은 남자, 직업형태는 사무ㆍ행정직, 가구당 직

장인 수는 1명, 승용차 소유 수는 0 , 주택유형은 

아 트, 주거지 철도역 근성은 10분 이하, 보행목

은 개별 목 을 한 10분 이상 보행활동이 없음

이 거변수임.

   2. * p-value<0.1, ** p-value<0.05, *** p-value<0.01

<표 4> 하루 평균보행시간 분석결과

1주일간 10분 이상 지속된 보행일수에 한 분석

모형에서 통계  유의성이 없었다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10분 이상 지속된 보행목 별 결과

에서는 모든 설명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면서 

보행시간에 정 인 향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

나 1주일간 10분 이상 지속한 보행일수와 다르게 

출장, 외근 등 업무통행에서 10분 이상 보행활동

이 이루어진 경우의 향력이 가장 높고, 출퇴근

과 쇼핑통행 목 이 그 다음으로 높은 연 성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결과가 다소 차별 이다. 

1주일간 10분 이상 지속된 보행일수와 하루 평

균보행시간에 한 두 모형의 분석결과를 종합하

면, 직장인의 경우에는 출퇴근  업무를 한 보

행활동이 보행활동량에 가장 큰 향요인임을 시

사한다. 이는 직장인의 경우 주말을 제외하고는 

하루  부분의 시간이 직장을 심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직장인에게 보

행활동량 증가를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략은 더 친환경 인 통근수단이면서 보행과 보

행활동이 동반되는 ‘ 교통의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Ⅳ. 결론  정책  시사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경제  속성과 보행목  

특성이 보행활동량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먼 , 개인속성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리ㆍ 문직보다 사무

ㆍ행정직과 서비스ㆍ 매직종일 경우 더 많이 걷

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  주택 속성

에서는 가구당 직장인 수가 많을수록,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일 경우, 소득수 이 낮을수록, 

아 트보다 복합용도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행활

동량이 높았다.

주거지와 근무지의 철도역 도보 근성에서는 

주거지의 경우만이 하루 보행시간에 한 분석모

형에서 통계  유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 결과

는 철도역에 근 하여 거주하는 경우 하루 평균보

행시간이 짧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



개인의 사회경제  속성과 보행목 이 보행활동량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서울시 직장인을 상으로  85

거지 역세권에서 철도역 도보 근성이 좋기 때문

에 직장인들이 게 걸을 확률이 높음을 시사한

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더 신 하게 근할 필

요가 있다. 일반 으로 압축도시나 TOD 계획이

론 측면에서는 역세권에 가까울수록 보행빈도와 

보행시간이 높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이러한 

기 효과는 역세권의 물리  근거리와 함께 토

지이용의 복합성과 보행친화 인 가로  도시설

계  요소가 구비되었을 경우를 의미한다. 결과

으로 물리  근거리만을 고려한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토지이용과 도시설계  요소를 

히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에서 향후에는 

토지이용패턴과 보행의 물리  환경을 고려하여 

보행활동량과의 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한편, 직장인의 보행활동량은 개인의 사회경제

 속성뿐 아니라 보행목 에 의해서도 통계 으

로 유의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

인의 보행활동량에 해서는 보행목  에서 출

퇴근  업무통행이 더 요한 향요인으로 분석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행목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통근통행을 상으

로 과도한 승용차 의존을 감하는 압축도시  

TOD 정책은 보행활동량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통행목 에 따른 보행활동량의 차이가 통근  업

무통행에 의하여 크게 향을 받음을 실증함으로

써 한정된 재원하에서 더 효과 인 보행활동 진

에 한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은 요한 정책  시사 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직장인의 사회경제  속성과 

보행목 에 따른 보행활동량의 향요인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가 있다. 즉, 본 

연구가 직장인 이외의 학생, 업주부, 노약자 등 

체 인구를 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

구 결과의 활용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 최근의 요한 정책  패러다임인 TOD와 

압축도시와 같은 도시의 물리  환경이 보행활동

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하여 주는 국내외 

연구가 다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의 연구

에서는 분석 상자의 확 와 더불어 도시의 물리

 환경과의 계에 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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