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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재해들이 발생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20%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교통에너지 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특히, 승용차를 이용한 통행이 행정구역을 넘어 점차 광

역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행패턴을 기초

로 지역생활권을 설정하고, 지역생활권별 교통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자동차를 이용한 통행권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통근통행권과 일상통행권을 설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지역생활권을

설정하였다. 1인당 주행거리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생활권별 교통에너

지 소비량을 추정하였다. 또한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한 지역생활권별 프로파일(profile)을 구축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지역생활권을 유형화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울릉군을 제외한 우리나라 162개 시·군은 23개의

지역생활권으로 분류되었다. 지역생활권별 1인당 주행거리를 비교해

보면 중소도시 생활권이 대도시 생활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군 단

위와 1인당 주행거리를 비교해보면 대도시 인접지역의 1인당 주행거

리가 더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는 지역

생활권 단위로 교통에너지 소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잘 말해준

다. 교통에너지 소비요인 특성에 따라 23개 지역생활권을 군집분석한

결과 5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각 유형별로 교통에너지 소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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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전략도 차

별화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결과, 교통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과적인 탄소저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생활권을 공간단위로 삼아야 하며, 일괄적인 정책

보다는 각 지역생활권 교통에너지 소비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지역생활권, 통행패턴, 교통에너지, 탄소배출량, 주행거리

학 번 : 2011-2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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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05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발효된 이후, 지구온난화

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요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

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 사

용량을 줄이기 위한 절약 정책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 9위의 온

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에너지소비 감축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보고서1)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9위로 51만 5465천톤이지만, 1인당 배출량은 세계 4

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총배출량 중 16.5%(8만 5163천톤)은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의 약 94%정도가 자동차에서 배출

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소비량2)은 2009년 182,066천TOE에서

2010년 193,832천TOE으로 6.5% 증가했으며, 교통 부문은 총 소비량

의 약 1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 부문은 온실가

스 배출이 많은 석유류 소비량 중 3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

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을 위해서는 교통 부문, 특히 자동차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를 이용에 따른

1) IEA, 2011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년 에너지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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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 자동차는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는 건물과 달리 이동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실제 에

너지 소비량 산정을 위해서는 자동차가 주로 이동하는 권역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통에너지 소비량 측정연구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 통행의 주된 흐름인 통근통행의

경우 행정구역을 넘어선 이동이 빈번하며, 특히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권에서는 행정구역 간 이동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당

수의 생활 범위가 중심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을 넘나드는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권용우, 2001).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에서도 이러한 변화과정을 겪고 있으

며,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간 기능적 연계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권창

기 외, 2007). 따라서 기존 행정단위의 분석보다는 통행패턴을 고려

한 지역생활권을 설정하여 교통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통행패턴을 기초로 지역생활권을

설정하고, 지역생활권별 교통에너지 소비현황 및 탄소배출량의 차이

를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세부 목적으로는 첫째, 지역 간

통행량 자료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통행권을 지역생활권으로

설정한다. 둘째, 지역생활권별 1인당 주행거리 산정하고, 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셋째, 주행거리를 토대로 지역생활권

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차이를 비교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사람들의 이동패턴을 토대로 지

역생활권에서의 주행거리를 이용하여 정확한 교통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배출량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생활

권별 탄소배출량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생활권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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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통행패턴에 따른 각 지역생활권별 교통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배출량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2010년을 기준으로 하

여 울릉군을 제외한 전국 162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통행에 대한 자료는 한국교통연구원의 2010년 전국 지역 간 목적별

기종점(O/D)통행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교통에너지에 관한 자료 중

휘발유 소비량 자료는 한국석유공사의 2010년 석유류 수급통계를,

주행거리 자료는 교통안전공단의 2010년 자동차 주행거리 실태조사

자료를 시·군 단위로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밝히고, 연구

의 범위 및 방법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

해 도시권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통행패턴

과 권역 설정방법을 고찰한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교통에

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존 연

구의 한계점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도출한다. 또한 실증분석에

대한 분석틀을 확립하여 향후연구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실증분석은 크게 지역생활권 설정과 교통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

배출량 분석으로 나누어진다. 지역생활권 설정은 통행목적별로 지역

간 통행패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통행권을 추출

하고, 그 결과를 비교·종합하여 지역생활권을 설정한다. 교통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배출량 분석에서는 각 지역생활권별 1인당 자동차 주

행거리를 교통에너지 소비량 지표로 이용하여 지역생활권별 교통에

너지 소비량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후 주행거리를 기초로 탄소배출

량을 산정하고, 지역생활권을 유형화하여 그 차이를 비교해본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정리 및 요약하고, 정책적 시

사점 및 연구의 한계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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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1) 지역생활권 개념 및 설정에 관한 이론

도시성장의 가속화 및 소득 증대 등으로 인해 인구가 분산화되

면서 탈도심화, 도시 교외지역의 재편성으로 인한 활동의 공간적 분

산이 일어났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교통·통신의 발달로 통근지역

이 확대되고, 인구 및 경제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도시광역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김동주, 2010). 이와 같이

통근권 및 일상통행권 확대, 광역화 등 현대도시들의 공간구조가 변

화하면서 도시(city)만으로는 도시의 특성을 설명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1940년대에 등장하였던 도시권(city region)이 다시 주목을 받

게 되었다. 도시간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도시권을 중요한

공간패턴으로 보고 이를 이해하려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노승철

외, 2012). 이렇게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도시권은 경제혁신의 역동

적인 중심이며 글로벌 공간에서 도시 간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

을 창출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추진전략의 핵심대상

으로 인식되고 있다(Healey, 2009).

그러나 도시권이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적인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분명한 정의

없이 글로벌 도시, 기능적 도시권과 같이 유사하거나 보완된 개념으

로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권에 대한 정의는 아

주 광범위하게 여러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Rodríguez, 2008).

또한 연구자나 정책에 따라, 정치·경제·사회적 특징 및 행정체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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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여건에 따라 공간적 범위, 규모 등 구성요건과 구분형태가 다

양하게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도시권은 산업시대 이전의 시장과 행

정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지역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전원 배후

지를 연결하여 주거와 노동시장을 통합적으로 포함하는 지리적 공간

을 도시권으로 여겼다(Healey, 2009). 최근의 도시권 정의와 인식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도시권 정의에서 배후지와 기능적으로 연결된

중심도시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중심도시와 배후지 관계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의 조합, 주택 시장, 통근거리, 마케팅

또는 소매수용력의 요소가 포함된다. 다른 저자는 중심도시의 사회

및 문화적 지배력까지 포함하기도 한다(Rodríguez, 2008). 즉, 핵심지

역과 인근지역이 직장 및 쇼핑, 교육, 건강, 레저 여가 등 서비스 활

동 등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확장된 공간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Scott, 2001).

일반적으로 도시권은 일상적인 활동 중 정기적으로 또는 빈번하

게 발생하는 통근활동을 토대로 중심도시와 그 주변지역 간의 기능

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권역으로 정의된다(통계청, 2007). 도시가

단지 형태상으로 탐지할 수 있고 확실한 경계가 쳐진 독립체이기보

다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통근통행의 흐름이나 일상적인 통

행을 통해 도시 중심지역과 넓은 주변지역이 연결되는 커뮤니티들의

기능적인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이다(Vasenen, 2012). 이는 경쟁력

의 원천을 가져오는 영역적 규모가 종래의 지역단위가 아니라 보다

광역적인 영역단위가 되고 가고 있음에 따라 도시가 아닌 도시권 차

원에서의 분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Neuman and Hull,

2009).

현대 도시들의 공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도시권이 새롭게 대두

되는 배경은 크게 정치적 요인과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Rodríguez, 2008). 우선, 도시권 규모가 최근에 강조되는 이

유의 대부분은 정치적 성격 때문이다. 최근의 세계화는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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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와 지역 단체들의 수평적 협력을 더욱 강조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재정의 하였다. 지역 및 대도시로 정치적

권력이전을 이루었고, 하위국가계층에 대한 자원의 이전에 공헌하고

있다. 세계 투자의 자유화는 도시권이 주목받게 된 또 다른 원인이

다. 자유화 이전의 중앙정부는 국가의 특정 지역 내로 투자자를 이

동시켰으나, 투자에 대한 이동제한이 없어지면서 도시권 간의 큰 경

쟁이 발휘되었다. 국제기구 및 국제공동체 역시 도시권의 대두에 기

여하였다. 국제기구는 중앙 국가기구의 손상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

으로써 사람과 지역 사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분권 전략을 주도

하였다.

정치적 이유와 유사하게 다수의 사회·경제적 힘은 무역의 향상

된 수준,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 지역 기금의 향상, 저소득 및 중산

국가의 도시권 중심 크기의 상승, 세계화의 결과 등을 중심으로 도

시권을 새롭게 대두시키고, 경제적 활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Rodríguez, 2008). 기업들이 집적하여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규모의

경제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구조가 유지됨으로써

도시가 활력을 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Davoudi, 2003;

Greene et al., 2007). 도시권의 영역적 규모가 보다 넓어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하

였기 때문이다(이희연, 2011). 20세기 말부터 세계의 각 지역은 지식

기반경제, 정보화, 세계화, 경제의 서비스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변

화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도 새로운 지식을 활용한 기술

혁신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는 지식기반산업의

집중과 세계적인 혁신중심지의 등장을 가져왔으며, 세계도시 및 대

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다(임은선 외, 2010).

도시권 접근에 대한 장점을 살펴보면, 우선 의사결정자가 정책

및 공공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당하게 한다

(Rodríguez, 2008). 개별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인근 도시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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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자원을 연계·활용하게 되면 규모도 커지고, 네트워크 경제가 나

타난다. 이러한 수평적 네트워크와 협력적 측면의 상호보완성을 통

해 시너지 효과가 증대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Meijers, 2005). 또한 도시권은 정책혁신을 위한 이상

적인 규모로 간주된다. 도시권 내부의 다양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혁

신이 가능하고, 혁신과정에서 불확실성과 실패비용의 가능성을 감소

시킨다. 도시 간 네트워크에 의한 기능적 보완성, 신속한 인프라 연

결, 지식기반 활동의 창조적 네트워크, 전문화된 도시 간 노동분업

등도 도시권 단위에서 실질적 작동이 용이하며 보다 효율적이다. 더

불어 도시권 차원의 상향식 의사결정은 도시권 전략의 설계 및 구현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결정자와 시민들,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서 파트너십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협상을 통해 더 정기적으

로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며, 지역 신뢰뿐만 아니라

갈등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Rodríguez, 2008).

그러나 탄탄한 수익기반 없이 구축된 도시권 거버넌스의 접근방

식은 자율협정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도시권 차원의 정책결정은 재

정적인 제약에 의해 위험해질 수 있고, 그 결과 재정기반에 대한 지

출증가의 책임을 맡도록 강요받는다.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부족을 감안한다면 도시권 개발전략 실행에 따른 부채상승의 가능성

이 있다. 또한 도시권 차원의 정책결정은 기존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생산 효율성의 손실을 의미할 수 있다. 도시권 차원의 공공정책 적

용은 국가수준의 동일한 정책 및 서비스 제공에 비해 비용은 더 높

고 잠재적 이익은 낮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규

모가 작고, 접근성이 낮으며, 재정이 약한 도시권의 경우, 공개적으

로 경쟁할 수 없어 자주 재정적 인센티브와 보조금에 의존해야 한

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권의 영역적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권 차원에서 개발 목적을 위한 정책 결정은 부적

절한 재정 및 부채의 위험, 규모경제의 부족, 용량 제약, 제로섬(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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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영역 경쟁을 최소화하면서도 더 나은 정책과 강화된 정책혁신,

향상된 거버넌스 권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 정책을 보완

해야 한다(Rodríguez, 2008).

최근 도시권을 통해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은 지역적 활동연합

의 수준이 상승하면서 지역 간 관계의 불안정성과 정치문제의 특정

한 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연합의 형성이 제외되는

지역들은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의 자산을 자신의 지리적 영역으로 끌어오려는 지역 대표들의

시도들은 종종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

의 문제들은 지역 간 문제 해결 및 적절한 대화창구 제공을 위한 규

칙의 틀을 세우려는 국가적·세계적 수준의 정치적 협력이 필요하다

(Scott, 2001). 또한 도시권역이 부각됨에 따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경제 분야의 직접적인 활동은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도

시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 간의 이익, 지역과 지역 국

가 간의 이익에 대한 법 또는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Harrison,

2007). 즉, 도시권을 수평적인 거버넌스의 발전 도구로써 경제와 시

민사회의 관계적 연결고리를 강조하면서 더욱 열린 개념으로 발전시

켜야 한다. 결국 도시권은 국가기금의 지원과 조절적 힘을 통한 수

직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력

적이고 다면적으로 지역적 동원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Healey, 2009).



- 9 -

2) 압축도시와 에너지 소비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

도시 내에서 자동차의 이용과 에너지 소비는 도시의 형태 및 구

성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도시 구성요인들은 인구밀도, 인구·

도시배치, 도시규모, 도시형태, 혼합토지이용, 기반시설 접근성 등이

대표적으로 교통에너지 소비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수단 체계 및 정보통신의 발달, 사회·경제적 특성 등

또한 교통에너지 소비를 결정짓는 요인들이다. 이처럼 도시공간구조,

교통·토지이용 체계는 교통에너지 소비, 환경과 상호영향을 주고받으

므로 이를 각 요소별로 에너지 소비와의 관계를 연구하거나, 이들의

관계를 종합하여 만든 도시구조가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에너

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개발 밀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압축개발

이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보편적 대안으로 여겨지면서 압축개발과

에너지 소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김승남, 2009; 안건혁,

2000).

1940년 대 후반부터 저밀개발과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진행되었

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지역이 확장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진 주

택 소유주들이 보다 넓은 생활공간을 요구하면서 교외화가 시작되었

다. 더불어 고속도로와 교통수단이 혁신적으로 개선되면서 통행비용

마저 저렴해졌다. 이와 함께 직장의 교외화 또한 공간적인 확장의

원인이 되었다. 도시 외곽에 공장이나 일자리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도심으로부터 인구를 배출시키는 유인효과(pull effect)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스프롤(sprawl)현상은 보행접근성의 악화, 교통거리의 증가,

대중교통 이용의 감소 등을 야기하여 자동차 이동에 따른 대량의 에

너지 소비를 조장하였다(안건혁, 2000; Breheny, 1997; Brueckner,

2000). 이에 대해 Brueckner(2000)는 도시 스프롤은 토지의 생산성만

을 고려하여 너무나 많은 오픈 스페이스를 잠식해버렸고, 통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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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가시켜 환경오염 및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등 시장실패가 일어났으며,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사회적 유대가 약

해졌다고 보았다.

압축도시(compact city)는 스프롤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의 반성

에서 시작된 것으로 교통에너지 절약적 도시공간구조의 대안으로 출

현하였다. Mindali(2004)의 연구에서 살펴본 압축도시 추진의 논리적

근거들을 보면, 고밀도를 통해 주거, 산업, 서비스 부문을 집중시킴

으로써 총 이동거리와 이동량을 감소시켜 에너지 소비를 줄일 것이

라 생각했다. 또한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보행 및 자전거 이용을 통

해 개인 자동차 이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압축도시는 고밀

도 개발을 통해 도시기능을 집중시키고 개발밀도를 높이면서 이동거

리를 줄이고, 자동차 의존도를 감소시켜 교통에너지 소비를 낮출 것

이라 기대하며 고밀도, 직주근접, 복합용도개발 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고밀개발이 자동차 이용을 줄여 교통에너지 소비를 줄인

다는 압축도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이견이 있

다. Breheny(1997)는 정치·경제·기술적인 측면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

하였다. 중앙정부는 압축도시 추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재구축 등

으로 인한 많은 예산 투입의 문제,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이러한 정

책 결정을 수용하고 따를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 정치적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경제적으로는 교외지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술적으로 도심의 브라운필드(brownfield)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Gordon & Richardson(1997, 2000, 2001)의 연구도 압축도시 추

진의 필요성과 도시의 교외화 현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항목별로

비판함으로써 압축도시 정책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였

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주택의 합리적인 가격과 질을 고려하여 저

밀도의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도심지역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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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지체되거나 쇠퇴하고 있는 추세로 도심으로 인구이동의 가능성

은 희박하며, 오히려 높은 세금과 압축도시 추진을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이 기업들이 외부로 빠져나가게 하는 동기만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압축도시 개발을 통해 통행거리가 짧아질 수 있지만, 그 결

과 절약된 통행 비용은 오히려 자동차 통행수요를 증가시켜 결국은

통행량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중교통 지향적 개발(TOD) 중심의 고밀개발은 교통정체

와 최악의 공기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압축적 개발은 차량

배기가스 배출을 낮출 수 있지만,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과 흡입이

압축적인 도시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다(Schweitzer and Zhou,

2012). 높은 인구밀도가 이미 공기질이 좋지 않고, 잠재적으로 건강

문제가 증가할 수 있는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위치하게 하기 때

문이다(Cervero, 2000).

Echenique et al.(2012)도 고밀도 개발로 아파트가 새로운 주거유

형이 되면서 주거유형 선택의 기회가 상당히 감소한 점을 지적하였

다. 개발토지의 제한된 사용으로 고용성장과 이용 가능한 토지의 위

치가 일치하지 않으며, 고용이 번성하고 있는 지역은 토지개발에 심

각한 제약이 발생했다. 더불어 개발토지의 공급제한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생활비용 및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일부 산업의 경제 경쟁력

을 감소시켰다. 토지와 교통에 관한 정책들은 장기적인 자원과 에너

지소비에 실제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았으며, 부족한 주택선택, 과밀,

교통혼잡 등 잠재적 부정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압축의 수준을 증

가를 촉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에너지소비 저감을

위해서는 기술개선이나 자동차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 등의 실

질적인 행동변화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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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찰

1) 우리나라 통행패턴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권 차원의 분석을 위해 도시들 간의 기능적 네트워크, 그 중

에서도 통근통행 및 일상적인 통행의 흐름을 기반으로 하는 권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권역설정에 앞서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통행패

턴의 변화로 인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서울대도시권의 통근통행패턴에 따

른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통·통신 기술이 발달

함에 따라 서울이 거느리는 배후지역의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그 결

과 수도권의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손승호 외,

2006). 인구 및 직장 교외화가 나타남에 따라 통근거리가 길어지고

있으며(전명진 외, 2003), 서울도시권의 공간적 확장이 진행되면서

광범위한 도시 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현곤

외, 2007). 계속되는 신도시 개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의 영향으

로 2005년에는 50km 권역인 용인시까지 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서울

대도시권은 광역적으로 확산되고, 통근구조도 점점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송기욱 등, 2008). 이러한 인구 및 고용 분산에 따라

1995년 서울 중구권, 서울 영등포권, 이천권, 인천 남구권, 수원권, 의

정부권 6개의 권역에서 2005년 서울 중구권, 서울 영등포권, 서울 강

남권, 인천 남동권, 화성권, 의정부권, 안양권 7개 권역으로 통근권의

변화가 나타났다(김광익, 2009).

우리나라 4대 대도시권(대전, 대구, 부산, 울산)의 현황을 보면,

도시발달 및 교외화에 따라 일상적인 경제, 사회 활동이 도시행정구

역의 경계를 넘어 도시-지역 간을 연계한 도시권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권내 중심도시와 인근지역간의 연계와 이동이 활발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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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인근지역의 역할이 확대되는 광역화,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심도시 발생통행량 중 중심도시 내부 통행량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인근지역으로 통행량 비중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김동주, 2010).

전국 시·군의 통근권 변화를 1995~2005년 시계열로 분석한 김두

환 외(2010)의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역 간 연계성이 강화되어

통근권에 포함되는 지자체가 124개에서 166개로 증가하였고, 외부통

근율도 2.1배 증가하였다. 2005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통근권에서

고립된 지자체는 울릉군을 제외하고는 없으며, 지자체 2개 이상이

연계된 일정한 권역을 형성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통행패턴 현황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인구, 주거, 직장 등이 교외화되고 공간적 범위가 주

변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통근통행 및 일상적인 이동이 행정구

역 경계를 넘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심도시와 주변지

역 간에 기능적 연계성이 증대되는 광역도시권을 형성함에 따라 기

존의 행정단위가 아닌 교통에너지가 주로 소비되는 권역으로 지역생

활권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2) 권역 설정에 관한 연구

권역 설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통근통행을 고려하여 도

시 간 기능적 연계체계를 분석하고 권역을 설정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범위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많으

며(권용우, 2001; 김광익, 2009; 손승호, 2003; 신윤철 외, 2003; 조일

환 외 2011 등), 광주·대구·부산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와 그 주

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권창기 외 2007; 김동주 외, 2010; 김범

수, 2010, 김호철 외, 2004; 노경수, 2001; 이희열 외, 2007; 장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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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 

범위

권역 

기준
권역지표 설정기준 분석결과

수도권 광역 

도시권의 

설정(권용우, 

2001)

광역권 설정 관련 

논거검토 후, 논리

적 틀을 마련하여 

광역도시권 설정함

수도권  

광역 

도시권

연계성(2) 통근율, 통근율+역통근율 연계성 

1개 이상, 

도시성  

2개 이상 

인 지역,

　도시성(3)
전업농가율, 인구밀도,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제도(1) 개발제한구역설치 여부

광주 

대도시권 내 

주변교외 

지역의 

광역도시화

분석(노경수,

2001)

광주 주변지역의 

광역도시화 현상을 

요인별로 유형화하

고 공간적 분포 분

석

광주  

대도시권

연계성(2) 통근통학률, 운행회수

요인점수  

0.5 이상
　도시성

(11)

인구밀도,인구증가율,가구수,비

농가인구증가울,겸업농가인구증

가율,비농업취업인구율 ,전업농

가감소율,도시적토지이용비율 ,

주거용지의지가 .제조업체수 ,제

조업종사자수 

서울 

광역도시권

의 계보적 

설정(신윤철, 

이종상, 

2003)

광역도시권 설정을 

위한 지역간 연계

성, 도시성을 측정

하는 기법제시

서울  

광역 

도시권

연계성(1) 통근통행 OD행렬
지역간 

연계성

기준, 

도시성 

지표의  

주성분 

분석

　

도시성(8)

농가인구비, 경지면적비,단독주

택 보급률, 주간인구밀도, 통근

연결도, 노령화지수, 인구이동

비율, 사업체밀도

　

광역계획권 

설정지표에 

관한 연구

(김호철, 

김철수, 

2004)

통합성지표에 의한 

권역설정의 기준과 

방법으로서 주변지

역을 설정하고, 이

를 기존 대구광역

계획권 사례와 비

교평가

대구  

광역 

도시권

연계성(4)

상호통근통학인구수, 총유출입 

통근통학인구수, 총유출입 통근

통학인구비율, 총인구대비 통근

통학인구비율, 중심도시 연접성

3개 지표  

중 각각 

평균기준 

1개 이상 

만족하는 

시·군과 

중심도시

와 연접한 

시·군

대구를 

중심도시

로 경산, 

영천,구미

,칠곡,고

령, 

청도가 

주변지역 

설정됨

접근성(2) 공간적 거리, 시간적 거리

도시성(6)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공동주

택 점유율, 공동주택 증가율, 

도시용지 점유율, 도시용지구성

비증가율

외, 2012 등)등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

두환, 2010; 김효성 외, 2011 등)도 이뤄지고 있다.

권역 설정방법으로는 지표분석과 요인분석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수위연계 또는 다중연계분석법, 비모수적인 방법을 사용한 분석도

있다. 지표를 이용한 연구들은 통근율을 통한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및 도시적 특성을 주로 설정하며, 그 외에 접근성과 개발제한구역

설치여부 등 제도적 특성을 권역기준으로 고려하기도 하였다(권용우,

2001; 권창기 외 2007; 김동주 외, 2010, 김범수, 2010, 김호철 외,

2004; 노경수, 2001; 이희열 외, 2007; 장환영 외, 2012 등). 지표를

이용한 선행연구의 기준 및 지표는 [표 2-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1] 지표분석을 이용한 선행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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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 

범위

권역 

기준
권역지표 설정기준 분석결과

부산 

광역도시권 

설정에 관한 

연구(이희열, 

주미순, 

2007)

부산을 중심도시로  

부산영향권에 포함

될 수 있는 주변  

배후지역의 범위를 

파악하여 부산광역

도시권 설정함

부산  

광역 

도시권

연계성(2)
통근율, 통근율+역통근율 5%이

상과 군부평균값 이상

연계성 

군부 

평균값 

1개 이상, 

도시성 

지표 

군부평균

값 모두 

만족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창원

,마산, 

진해,김해

,밀양,양

산 7개 

주변 지역

도시성(4)
농가율, 전업농가율, 인구밀도, 

도시적 토지이용율

대도시 

광역도시권 

설정과 

권역별 

공간특성 

비교(권창기, 

정현욱, 

2007)

기능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대도시 

광역도시권을 설정

하고, 권역별 특징

을 중심도시와 주

변 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대도시권

연계성(3)

주변지역의 중심도시 직업의존

도, 중심도시의 주변지역 직업

점유율, 도시간 통근통행량

각 지표별

5% 이상.

적어도 

2개 이상 

만족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I) 

(김동주 외, 

2010)

광역시 등 거점도

시를 중심으로 인

근 시·군과의 연계

성,  접근성, 도시

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권의 

공간범위를 설정함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

기능적 

연계성(3)

통근율 또는 역통근율 5%이상, 

통근율+역통근율 10% 이상, 일

상통행율 20%이상

기능적 

연계성 및 

도시적 

활동성 

각각 

2가지 

이상 충족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전,광주,

대구,부산·

울산4개대

도시가 

설정됨

지리적 

근접성(2)

지리적 인접성, 100만 이상   

도시와 연담성

도시적 

활동성(3)

농가율, 인구밀도, 도시적 토지

이용율

강원 도시권 

설정 연구 

(김범수, 

2010)

규모의 경제를 확

보하기 위해 도시

가 갖는 기능적 연

계에 기초해 도시

권을 설정함

강원 

도시권

중심도시

속성(4)

도시화율,도시인구규모,주간인구

규모,주간인구지수 중심도시 

2개 이상 

평균이상

도시 선정, 

춘천,원주,

강릉,동해,

속초 5개 

도시권과 

기타권역 

구분

연계성(3)
통근통학량, 역통근통학량, 

여객통행량

연계성에 

따른 지방 

광역도시권

의 설정과 

발전방향 

(장환영, 

문태헌, 

2012)

지방 4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계성을 

통해 광역도시권의 

광역화 실태를 파

악하고, 연계성 차

원에서 지역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정

책틀 제공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중심  

연계성(3)
통근통학, 인구전출입, 지역간 

화물물동량

지역간 

상호 

이동비율

평균이상, 

3개 지표 

공통포함/

반경 

50km안 

대전권을 

제외한 

모든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확대가 

일어남

/부산권은 

연계성이 

뛰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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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설정에 대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각 지역마다 다른 명

칭과 설정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인구규모와 주변

지역에서 중심도시로 통근 및 역통근율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며, 통

행시간을 제한한 권역도 있다. 권역설정에 대한 해외사례의 선행연

구의 기준 및 지표는 [표 2-2]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2] 권역설정에 대한 해외사례 선행연구 요약

구분 도시권 명칭 도시권 설정 기준

광역도시통계권 

설정에 따른 

지역경쟁력과 

특성분석

(김동수 외, 2009)

미국 MS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 카운티(county)의 집합 개념

- 중심도시는 인구규모 5만명 이상,

- 도심인구 밀도 1000명/mile2 이상, 

- 주변 카운티의 경우 중심도시에 인접한 카운티 중에

서 통근율이나 역통근율이 25% 이상인 경우

영국 SMLA

(Standard 

Metropolitan 

Labor Area)

- 고용밀도 2.12/ha 이상, 인구 2만명 이상의 지방자

치구역

- 취업률로 계산한 중심도시와의 연계성과 주변 도시의 

도시성이 15%이상인 경우

도시권 획정

(통계청, 2007)

미국 CBSA

(Core Based 

Statistical 

Area) 

- 중심카운티는 인구 1만명 이상, 상주인구 50%이상 

- 주변카운티는 상주취업인구 중 25% 이상이 중심도시

로 통근 및 역통근

노르웨이 

Labor Market 

Area

- 중심도시로의 통행시간이 20~75분 거리

- 중심도시에 상주 취업인구의 10% 이상 통근 지역

프랑스 

Functional 

Urban Area 

- 일자리가 5000개 이상인 지자체를 중심도시로 선정

- 상주 취업인구의 40%이상 중심도시로 출근하는 지역

- 중심도시의 인구가 1.5만명 이상, 총인구 5만명 이상

독일 LMR

(Labor 

Market 

Region)

- 중심도시는 유입 통근자수가 유출 통근자수보다 

1000명 많은 지역

- 중심도시로 최대 통근시간이 편도 45분 거리

- 최소 상주인구 100,000명

Looking Backward, 

Looking Forward: 

The City Region of 

the Mid-21
st
Century

(Peter Hall, 2009)

유럽 FUR

(Functional 

Urban 

Regions)

- 중심부 고용인구와 밀도가 높은 중심부와 중심부를 

둘러싼 매일 통근이 가능한 링

- 중심부는 5NUT으로 이루어져있고, 7/ha 이상 노동

자, 최소 20000명/NUT 노동자가 존재

- 중심부의 노동자 중 10% 거주하며 통근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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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표설정을 통한 권역설정은 첫째, 간접 연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둘째, 주변지역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셋

째, 미리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설정하고 있다(신윤철 외,

2003). 또한 지표 적용에 대한 형평성이 없으며, 변수를 찾아 선정하

는데 어렵고, 분석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김호철 외, 2004).

인자분석을 이용한 선행연구(김광익, 2009; 김효성 외, 2011; 노

승철 외, 2012; 손승호, 2003; 조일환, 2011 등)는 통행O/D자료를 이

용하여 도착지나 출발지의 패턴이 유사한 지역들을 파악하고, 주요

연계지역을 밝혔다. 인자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부하량과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진 권역을 설정하였다. 수

위연계분석을 이용한 선행연구(김두환, 2010; 김효성 외, 2011)는 특

정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여러 흐름 중에서 가장 큰 흐름을 중심으

로 지배-종속관계를 파악하여 권역을 설정하였다. 인자분석 및 수위

연계분석을 이용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표 2-3]과 같다.

인자분석은 통근통행과 같이 복잡하고 방대한 유동데이터를 분

석하여 복잡한 상호작용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자들로 설정된 지역 간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이들의 네

트워크를 기능지역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3).

특히 유의미한 부하량과 인자점수의 분포를 지도화하여 기능적 연관

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조대헌, 2011)4). 그러나 인자분

석은 통행량이 아닌 상관계수에 의해 권역이 설정되므로 실제적인

유동패턴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역 간 연계분석을

위해서는 상관계수와 더불어 통행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김효성 외, 2011).

3) Pandit, K.(1994), “Differentiating between subsystems and typologies in the

analysis of migration regions: A U.S. examples”, The P rofessional Geographer, 46(3),

331-345 재인용

4) Claton, C.(1977), “The structure of interstate and interregional migration:

1965-1970”, Annals of Regional Science, 11(1), 109-12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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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요인분석 및 수위연계분석을 이용한 선행연구 요약

구분 연구목적
연구

범위

연구

방법

통근권

설정기준
주요내용 분석결과

수도권의 

통근통학 

통행과 

지역구조의 

변화

(손승호, 

2003)

1990-2000년 

수도권 인구 

재배치에 따른 

통근통학패턴 

변화 및  지역 

구조변화 고찰

수도권
R-기법의 

인자분석 

- 배리맥스회전

-인자별부하량:

절대치 0.3이상 

- 인자득점:  

절대치 1.0이상

도착지유사성 

→인자부하량

출발지유사성

→인자득점

1990년 5개 인자도출/  

2000년 6개 인자도출

서울

대도시권의 

통근권 

변화 특성 

(김광익, 

2009)

서울대도시권의

1995~2005년 

대도시권 내 

인구 및 고용 

분산현상에 

따른 통근권 

형성과 변화 

특성을 밝힘

서울

대도시권

요인분석

(도착지

중심)

- 배리맥스회전

- 고유치 1이상

1차 통근 

중심지 및 

2차 통근 

중심지 등의 

분석을 통해 

서울 

대도시권 

통근권구분

1995년 서울 중구권, 

영등포권, 이천권, 인천 

남구권, 의정부권, 

수원권 등 6개 권역/

2005년 서울 중구권, 

영등포권, 강남권, 인천 

남동권, 화성권,안양권, 

의정부권 등 7개 권역

우리나라 

지방행정 

체제 개편 

방안

(김효성, 

구동회, 

2011)

지역 간 

연계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

전국

(서울,  

제주 

제외)

요인분석 

수위연계

분석  

- 전국 248개 

시군구를 163개 

시군단위 구분

- 요인별 상관

계수 0,5이상

- 고유치 1이상

Q기법  사용

→중심도시 

(도착지)의 

주요연계지역(

출발지)파악

<통행패턴>

:18권역, 31소권역

<통근패턴>

:137개 시·군, 33권역

<통근+통행패턴>

:전국 21개 광역도시권

통근통학 

업무 목적 

통행으로 본 

수도권의 

지역구조 

변화

(조일환, 

2011)

2002, 2008년  

통근, 통학, 

업무 목적 

통행별 유동 

패턴 인자분석,  

군집분석으로 

교통에 의한 

수도권 지역 

구조를 구분함

서울,  

인천

(구단위)

경기도

(시,군)

인자분석

군집분석

- 배리맥스회전

- 인자 부하량 

절대치0.3이상, 

- 인자득점 

절대치 1이상을  

주요 도착지와 

출발지로 지정

인자득점  

행렬을 

이용한 

O/D행렬의 

워드법에 

의거한 

계층적 

군집분석 

실시

<요인분석>

2002년: 통학7,업무6, 

통근6개→2008년:

통학8,업무6,통근5개 

<군집분석>

2002년:통근7,통학7, 

업무7개 →2008년: 

통근16, 통학19, 업무 

15개 군집 

수위연계 

분석법에 

의한 전국 

시·군 

통근권 변화 

분석

(김두환, 

2010)

전국 시·군 

통근권변화를  

시계열분석으로 

지자체연계의 

구조적 경향과 

지방중소도시의 

위상변화 파악

전국  

시·군

수위연계

분석
　

<통근권>

:1.4배 증가 　

1995년 26개, 

2000년 30개, 

2005년 36개 

<통근권에 포함되는 

지자체 수>:1.3배 증가

1995년 124/165개, 

2000년 135/165개, 

2005년 166/167개, 

지역 간 

기능적 

연계성에 

기초한 

도시권설정 

방법론 

연구

(노승철 외, 

2012)

통근 및 일상 

통행, 주거 

이동 측면에서 

지역간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시권을 

설정하고자 함

전국  

시·군

지표분석

- 직업의존도

- 직업점유율

- 통근통행량

통근통행권 세 가지 유형의 

통행권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도시권은 

5개 대도시권과 

16개 중소도시권으로 

설정됨

Q기법의 

요인분석

- 배리맥스회전

- 고유치 1이상

-부하량 .4이상

일상통행권

사회네트

워크분석

- 60분 이내 

권역 네트워크 

외부효과 지수

주거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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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 국외 선행연구

도시공간구조가 통근통행과 교통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국내·외 많은 실증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도시밀도

와 교통에너지 사용에 대해 대표적인 Newman&Kenworthy(1989)의

연구는 세계 32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특성과 자동차 연료소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도심 거주인구비율은 교통에너지 소

비와 음(-)의 상관관계를, 자동차 출근통행량, 1인당 도로연장, 종사

자당 주차면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인구밀도와 1인당 연

간 석유에너지소비량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고밀의 토

지이용이 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토지 사용의 고밀화가 교통에너지 사용량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분명한 결론

을 내리고자 한 Mindali et al.(2004)의 연구에서 도시밀도, 고용밀도,

교외밀도, 도심밀도는 교통에너지 소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1000명당 총 자동차수, 1인당 승객이동거리,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근로자 비율 등은 교통에너지 소비와 양(+)의

상관관계를, 도심 지역 고용율, 1인당 대중교통을 통한 승객 이동거

리,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승객이동거리 비율,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

는 근로자 비율,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교외화가 강화되는 것은 여전히 에너

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인구밀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Bento(2005)는 도시 형태와 대중교통 공급이 통근방법 선택과

이동거리(VMTs)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도시형태는 도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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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출근을 증가시키고 대중교통공급은 철도, 버스의 이용을 증가

시키지만, 자동차 통근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

로 운전을 해서 갈 가능성은 인구집중과 철도공급이 클수록, 도로밀

도가 낮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차량 당 평균 이동거리의 결정요인은

인구집중, 직주균형, 도시형태, 도로망 밀도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연

간 가구 이동거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도시형태 뿐만

아니라 교통서비스 수준, 주거시스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추가

적으로 고려하여 이동거리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Coevering(2006)

의 연구도 있다. 승용차의 경우, 인구밀도, CBD 고용집중성이 개인

차량 이동거리에 통계적으로 상당한 연관성을 보였다. 대중교통의

경우, 대중교통 비율, 철도 밀도가 대중교통에 의한 거리에 긍정적

상관관계를, 높은 지역총생산(GRP)은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통근거리에 경우, CBD의 일자리 비율이 높을수록 통근

거리는 줄어들고, 인구규모가 클수록, 남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통근

거리가 더 길게 나타났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주로 인구밀도와 고용밀도가 교

통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직장접

근성이 높을수록 자동차를 덜 활용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대중교통

접근거리가 증가할수록 자동차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n et al., 2008). 또한 보행자 친화적인 디자인이 통행발생과 자

가용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Jen-Jia et al.,

2009) 접근성 및 교통서비스의 공급, 인근지역 설계가 교통에너지 소

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의 소유 및 소득, 나이,

성별,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향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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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선행연구

국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압축도시의 공간구조특성과 교통에너

지 소비와의 관계를 주로 다루었다(김선희 외, 2003; 김승남 2009;

송기욱 2009; 안건혁, 2000). 안건혁(2000)은 우리나라 22개 중소도시

를 대상으로 도시형태적 변수와 1인당 교통에너지 소비량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통에너지소비는 총밀도, 순밀도와는

음(-)의 관계로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에너지 소비가 감소하였

다. 도로관련 변수는 교통에너지 소비량과 모두 음(-)의 관계로 나타

나, 도로확충이 도로효율을 증진시켜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

로 해석된다. 또한 인구분포 지니계수와 평균편차거리, 산업분포 지

니계수와 평균편차거리의 증가에 따라 교통에너지소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의 과도한 집중은 교통에너지 소비에 비효율적이

며, 인구의 분포가 중심에 근접할수록 에너지 효율적임을 보였다.

54개 시급 도시를 대상으로 한 김승남(2009)의 연구에서는 밀도

증가가 차량이용과 차량보유, 1인당 교통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태의 경우 다핵도시, 압축형 도시, 도농통합

시 순으로 에너지 소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조성과 우수한 가로의 연결성은 도시의 혼잡을 완화시키고, 도

시에서의 차량통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

수준의 개선은 개인의 차량 의존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에너지 절감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송기욱(2009)의 연구 결과,

교통에너지 소비는 인구밀도, 거주밀도, 3차 산업비율, 혼합토지이용

율, 대중교통수단 분담율과 음(-)의 상관성을 보였고, 1인당 승용차

대수, 1인당 지방세 납부액, 1인당 도시공원면적, 간선도로 연장비율,

재정자립도 등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국토 및 도시공간 차원에

서 교통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김선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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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의 연구에서는 국토공간차원에서 인구밀도, 면적, 1인당 지방

세 등이 교통에너지 소비와 양(+)의 관계, 도시 분산도와는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도시가 분산되고 인구가 집중된 곳에서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에너지소비가 증가하는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도시공간차원에서는 인구와 고용의 집중 및 총면적 등이 교통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국내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밀도가 높아지고, 도

로가 확장되고, 토지이용이 집중될수록(안건혁, 2000), 인구밀도가 높

고, 면적이 작고, 1인당 지방세가 적을수록(김선희 등, 2003) 교통에

너지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조성과 가로의 연결성이 우수할수록(김승남, 2009), 공동주택 비율,

직주근접비, 3차 산업비율, 혼합토지이용, 압축성의 비중이 높을수록

교통에너지 소비는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송기욱, 2009). 즉

공간구조·밀도·혼합적 토지이용·대중교통 등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특

성요소들이 대체적으로 교통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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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교통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저자 연구목적 종속변수 독립변수 결과

Newman & 

Kenworthy

(1989)

세계 32개 도시대상 

도시특성과 자동차 

연료소비의 관계

휘발유 

소비량

도심거주 인구비율
음(-)의 

상관관계

자동차 출근통행량, 1인당 

도로연장, 종사자당 주차면수

양(+)의 

상관관계

Mindali et al. 

(2004)

토지 사용의 

고밀화가 교통에너지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휘발유 

소비량

도심 고용율, 1인당 대중교통을 

통한 승객 이동거리, 대중교통 

수단을 통한 승객 이동거리비율, 

대중교통 이용 근로자 비율, 

자전거나 도보 이동 근로자 비율

음(-)의 

상관관계

1000명당 총 자동차수, 1인당 

승객 이동거리,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근로자 비율 

양(+)의 

상관관계

Bento

(2005)

도시 형태와 대중 

교통공급이 통근방법 

선택과 이동거리에 

미치는 효과

차량 당 

평균 

이동거리

(VMTs)

인구집중, 직주균형, 도시형태, 

도로망 밀도, 대중교통공급

음(-)의 

상관관계

Coevering 

(2006)

교통서비스,주거시스

템,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이동거리와의 

상관관계 조사

차량당 

연평균 

이동거리

인구밀도, CBD의 고용집중성
음(-)의 

상관관계

대중교통 

이동거리
대중교통 비율, 철도 밀도

양(+)의 

상관관계

Chen et al. 

(2008)

교통수단선택결정에

서 건조환경의 역할

자동차

활용경향

직장접근성, 고용밀도
음(-)의 

상관관계

대중교통 접근거리
양(+)의 

상관관계

Lin et al. 

(2009)

도시 구조와 교통 

수요에 대한 태국의 

173개 교통분석

통행발생 

자가용 

사용

보행자 친화적인 디자인
음(-)의 

상관관계

안건혁

(2000)

도시형태적 변수와 

1인당 교통에너지 

소비량과의 상관관계

휘발유

소비량

총밀도, 순밀도, 도로관련변수

(도로율, 노선밀도, 도로밀도)

음(-)의 

상관관계

총면적, 인구분포 지니계수, 

산업분포 지니계수, 인구분포 

평균 편차거리, 산업분포 평균 

편차거리

양(+)의 

상관관계

김승남

(2009)

압축도시 공간구조 

특성이 교통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1인당 

도로부문 

유류소비량

인구밀도, 고용밀도, 가로의 

연결성, 대중교통 수준 개선

음(-)의 

상관관계

송기욱

(2009)

압축형 도시특성 

요소가 교통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연간 

1인당 

휘발유 

소비량

인구밀도, 거주밀도, 대중교통 

수단 분담율, 혼합토지이용율,   

3차 산업비율,  

음(-)의 

상관관계

1인당 승용차대수, 1인당 지방세 

납부액, 1인당 도시공원면적, 

간선도로 연장비율, 재정자립도

양(+)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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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를 통해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인구 및 고용의 교외화

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활동 및 통행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중심도시와 주변도시들 간의 기능적 네트워크를 통해 광역

적인 권역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동하는 자동차의 특성상 교통에너

지는 행정구역 내에서만 소비되지 않으며,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서고 있다. 따라서 교통에너지 소비의 정확한 현황파악 및 대처를

위해서는 교통에너지가 주로 소비되는 권역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실증연구 대부분은 교통에너지 소비량 산정을 위해 휘발

유 판매량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총량 개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지자체 단위의 연료 판매량은 실제 소비량과 다를 수 있다. 휘발유

가 판매된 지역과 소비된 지역은 다를 수 있어 공간적 분배에 적합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에너지 소비량을 직접적으로 나

타낼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교통에너지 소비의 분석단위로 통행패턴

을 기초로 하는 지역생활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대도시 위주로 미리

행정구역을 임의적으로 한정했던 것과는 달리 전국 162개 시·군(울

릉군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2010년 지역 간 O/D통행량 자료를 이

용하여 통행목적별로 통근통행권과 일상통행권을 설정하고, 이를 비

교·종합하여 최종적인 지역생활권을 설정하도록 한다. 평일(월~금)의

평균통행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

나는 통행의 범위로 생활권을 설정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휘발유 판매량 대신 교통에너지 소비를 잘 나타내

주는 1인당 주행거리 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역생활권별 소비량을 비

교해본다. 이를 토대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각 지역생활권별 차

이를 살펴보고, 이를 프로파일(profile)화 및 유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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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통행패턴에 기초한 지역생활권 설정

1. 지역생활권의 설정 방법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통근통행 및 일상적인 이동의 범위가 확

대되고, 중심도시와 주변도시들 간 기능적 연계성이 증대되는 광역

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통행의 흐름을 분석하고, 지역 간 기능

적 연계성 및 동질성을 밝히기 위해 지역 간 목적별 통행량을 활용

하여 지역생활권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방법으로 유동

패턴을 파악하고 지리적 연속성을 지니는 동질적 기능지역을 밝히는

데 유용한 인자분석을 이용한다.

인자분석이란 변수들 간의 공통분산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양

한 변수들 사이의 잠재적 구조를 밝혀 단위지역들에 대한 다량의 변

수들을 소수의 인자들로 요약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통행패턴 또는

속성을 갖는 지역들을 추출하여 권역을 설정한다. 즉, 지역 간 통행

량을 그 지역(변수)의 속성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 간 통행을 설명

하는 몇 개의 인자(중심도시)를 추출한다. 인자분석을 통해 각 변수

들은 상관성이 높은 요인으로 묶이게 되는데, 각 변수들과 추출된

인자와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인자 부하량(factor loading)이라고 하

며, 각 인자에 대한 변량을 측정한 것을 인자 점수(factor score)라고

한다. 인자 부하량을 통해 추출된 각 인자와 상관성이 높은 지역들

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인자 점수를 통해 각 인자에 대해 개별단위가

갖는 변량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볼 수 있다.

요인분석 유형에는 R기법과 Q기법이 있는데, R기법은 출발지가

단위 지역(행)을, 도착지로의 이동량이 변수(열)를 나타낸다. 반면에

Q기법은 도착지가 단위 지역(행)을, 출발지로의 이동량이 변수(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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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서로 상관성이 높은 출발지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축약되

고, 출발지 패턴의 유사성이 인자 부하량으로, 도착지의 각 요인에

대한 비중이 요인점수로 나타난다. 즉, 인자 부하량이 높은 변수가

주요 출발지가 되고, 요인점수가 높은 관측치가 주요 도착지가 된다

(김효성 외, 2011; 조일환 2011). 본 연구에서는 중심도시(도착지)로

통행패턴이 유사한 주요연계지역(출발지)을 파악하기 위해 Q기법을

사용한다.

인자분석을 통해 각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의 정도를 나타내

는 고유치가 높은 지역들이 인자로 추출된다. 각 인자별 인자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도착지(중심도시)로, 각 인자에 높은 부하량을 보

이는 지역들은 출발지(연계지역)로 나타난다. 유사한 출발지가 많을

수록 도착지를 나타내는 인자의 고유치 및 설명량이 높아지게 된다.

즉, 주변지역으로부터 유입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 중심도시로 추출

되고, 그 중심도시와 통행량이 많고 통행패턴이 유사한 지역들이 연

계지역으로 설정되어 하나의 통행권역을 형성한다(노승철 외, 2012).

지역생활권 설정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의 2010년 전국 지역 간

목적별 O/D 통행량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월～금)

의 평균통행량을 측정한 자료로, 지역 간 통행목적을 출근, 등교, 업

무, 귀가, 쇼핑, 여가·친교·오락, 기타통행 등 총 7개로 구분하고 있

다. 출근 목적의 통근통행권을 설정하고, 쇼핑과 여가·친교·오락 목

적의 일상통행권을 설정한다. 통행목적별로 지역 간 통행패턴이 차

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통행권 설정결과를 비교·종합

한 후 최종적으로 지역생활권을 설정한다.

[표 3-1] 지역생활권 설정 방법

통행목적 통행권역 최종 설정권역

출근 통근통행권
지역생활권 

쇼핑+여가·친교·오락 일상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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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연계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분석기준을

따른다. 우선 전국 시·군·구 251개 존(zone) 단위 자료를 163개 시·

군 단위지역으로 구축한다. 163개 시·군 중 선행연구들을 통해 별도

의 지역생활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

귀포시)와 울릉군을 제외하고 총 160개 시·군으로 구분하였다. 2010

년 7월 1일 행정구역이 통합된 창원, 마산, 진해시의 경우는 통합창

원시로 분석하였다. 도착지를 중심으로 하는 Q기법의 인자분석을 위

해 O/D 행렬을 D/O 행렬로 변환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기준은 주성분 방식을 이용하였고, 인자추출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인자추출 기

준은 고유치 1 이상의 인자들을 추출하였고, 인자 부하량 0.4 이상

나타나는 지역들을 선정하여 각각 주요 도착지(중심도시)와 출발지

(연계지역)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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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생활권의 설정 과정

1) 통근통행권 설정

전국 163개 시·군 중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와 울릉

군을 제외한 16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국 지역 간 목적별 통행량

O/D자료 중 출근을 목적으로 하는 통행(이하 통근통행)의 인자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 1 이상의 인자 51개가 추출되었으며

이들의 누적설명력은 81.8%로 나타났다.

각 인자별 인자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을 중심도시로 선정했으나

51개 중심도시가 모두 개별 통행권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었다. 인구

규모가 더 큰 중심도시의 통행권에 속해있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중심도시의 고유치를 기준으로 고유치가 작은 중

심도시가 고유치가 더 큰 중심도시의 연계지역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는 중심도시에서 제외하는 통행권 정리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

이 중심도시를 선정하고 각 중심도시에 0.4 이상의 부하량을 보이는

지역들은 1차 연계지역으로 나타내었다. 중심도시와 연계성이 강하

지 않으나 통행권 내의 연계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지역들은 각

통행권의 2차 연계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초기 분석 결과, 고유치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특별시(20.597)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총 26개 시·군이 연계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연계지역으로 나타나는 포

천시(1.526)와 남양주시(1.355)가 고유치가 1 이상의 중심도시로 추출

되었다. 포천시를 중심도시로 철원군이, 남양주시를 중심도시로 가평

군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행권

정리기준에 따라 포천시와 남양주시를 중심도시에서 제외하였다. 대

신에 서울특별시의 1차 연계지역으로 포천시와 남양주시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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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들 지역과 통행권을 이루던 철원군, 가평군을 서울특별시의 2

차 연계지역으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를 중심

도시로 총 28개 지역이 연계된 거대한 통근통행권이 설정되었다.

분석기준으로 배리맥스 인자회전을 통해 각 지역이 하나의 중심

도시와 강한 상관성을 갖도록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연계

지역이 두 개 이상의 중심도시에서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의

성군의 경우, 대구광역시의 연계지역으로 부하량이 0.422로 나타났

고, 안동시의 연계지역으로 부하량이 0.59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추출된 인자와 상관관계의 정도인 부하량이 더 크게 나타나는 중심

도시의 연계지역으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따라서 의성군은 부하량

이 더 크게 나타난 안동시의 연계지역으로 포함되었다.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음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나타났다. 부

산광역시의 경우 통합창원시의 1차 연계지역으로 통근통행권을 형성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인구규모 면에서 부산광역시

(330만명)가 통합창원시(102만명)보다 훨씬 더 크고, 광역시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부산광역시를 중심도시로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인구규모면에서 더 큰 지역이 작은

지역의 연계지역으로 나타난 청원군(14만명)청주시(64만명), 동해시

(9만명)강릉시(21만명), 영주시(10만명)안동시(17만명), 여주군(10만

명)원주시(31만명), 고창군(5만명)정읍시(11만명)의 경우도 인구규모

가 더 큰 도시로 중심도시를 조정하였다.

또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이 권역으로 묶인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아닌 통행량을 확인하여 통행권을 조정하였다. 거창군의

경우, 김해시의 연계도시로 나타났으나 김해시는 부산광역시의 1차

연계지역이므로 김해시와 통행량이 많은 거창군은 부산광역시의 2차

연계도시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실제 부

산광역시와는 연계성이 없다. 통행량을 확인한 결과, 거창군은 진주

시의 1차 연계지역인 함양군과 인접해있고 통행량도 많이 나타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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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주시의 2차 연계도시로 조정하였다. 영천시도 대구광역시 부하

량 0.364, 구미시 부하량 0.475로 나타나 구미시의 연계도시로 나타

났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대구광역시와 인접해있고, 대구광역시권 통

행량(2622)이 구미시권(790) 통행량보다 더 많이 나타나므로 대구광

역시의 연계도시로 조정하였다.

통행권 정리기준에 따라 인자들을 취합한 결과, 총 25개의 통근

통행권이 설정되었다. 25개 중심도시 중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가 중심도시로 선정됐으며, 광역시 중 인천

광역시는 서울통근권에, 울산광역시는 부산통근권에 포함되었다. 나

머지 20개 권역은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통근통행권을 이루었

다. 중심도시와 시·도가 다른 지역이 통행권으로 연계된 경우도 나타

났는데, 강원 철원군은 서울특별시, 충북 영동군은 경북 구미시, 경

기이천시와 여주군은 강원 원주시의 연계지역으로 권역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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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통근통행권 설정 결과

광역권 중심도시 1차 연계지역 2차 연계지역

서울

경기

서울특별시

광명시, 과천시, 하남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양평군,

김포시, 부천시, 구리시, 군포시, 용인시, 양주시, 의왕시, 

안산시, 광주시, 수원시, 시흥시, 화성시, 포천시, 연천군, 

의정부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인천광역시, 

강원 철원군

가평군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부울 

경남

부산광역시 
통합창원시, 울산광역시, 함안군, 밀양시, 김해시, 의령군, 

양산시 

진주시 산청군,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경산시, 고령군, 성주군, 청도군, 영천시, 경남 창녕군, 

경남 합천군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상주시, 
문경시, 

충북 영동군

안동시 청송군, 영주시, 의성군, 영양군
봉화군, 예천군, 

군위군

포항시 영덕군, 경주시, 울진군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곡성군, 장성군, 함평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구례군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영암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전북
전주시 임실군, 완주군, 장수군, 익산시, 김제시, 진안군, 순창군

군산시, 남원시, 

무주군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전남 영광군

대전

충남

대전광역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공주시, 충북 옥천군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서산시 당진군, 태안군

천안시 아산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 충남 연기군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제천시 단양군, 강원 영월군 강원 정선군

강원

춘천시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 홍천군 횡성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평창군

원주시 경기 여주군, 경기 이천시

총 25개 도시권 분산의 설명비율 81.811% 

1) 음영표시가 된 지역은 중심도시와 시·도가 다른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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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통행권 설정

일상통행권은 지역 간 목적별 통행량 O/D자료 중 쇼핑 및 여가·

친교·오락 목적의 통행을 권역으로 설정하였다. 쇼핑 및 여가·친교·

오락 목적의 통행은 다른 목적(업무, 기타 등)에 비해 비교적 통행목

적이 분명하며, 주말이 아닌 평일(월~금)의 평균통행량으로써 일상적

으로 통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통근통행권

을 보안하여 지역생활권을 설정하는데 적합할 것이라 판단하여 일상

생활권을 설정하였다.

인자분석 결과, 고유치 1 이상의 인자 42개가 추출되었으며, 이

들의 누적설명력은 83.5%로 나타났다. 고유치가 가장 큰 지역은 서

울특별시(23.319)로 총 35개 시·군을 포함한다. 수원시(2.959), 안산시

(2.308), 안양시(2.277), 용인시(1.972), 고양시(1.785)도 고유치 1 이상

의 중심도시로 추출되었으나, 중심도시와 연계지역 모두 고유치가

더 큰 서울특별시의 연계지역으로 나타나 중심도시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천

안시, 아산시, 음성군, 철원군까지 35개 시·군이 포함된 가장 큰 통행

권으로 통근통행권보다 넓은 통행권을 형성하였다.

앞서 통행권 정리기준에 따라 하나의 연계지역이 두 개 이상의

중심도시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 부하량이 더 크게 나타나는

중심도시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하량이 더 큰 중심도시의

2차 연계지역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부하량은 더 작지만 1차 연계지

역으로 나타나는 중심도시를 우선하여 통행권을 설정하도록 한다.

곡성군의 경우, 남원시와 광주광역시의 연계지역으로 중복되어 나타

났다. 남원시(고유치 2.624) 연계지역으로 부하량이 0.718, 광주광역

시(고유치 7.667) 연계지역으로 부하량이 0.673으로 나타났다. 앞선

기준에 따르면 곡성군은 부하량이 더 높게 나타난 남원시의 연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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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포함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남원시가 고유치가 더 큰 전주

시(고유치 4.749)의 1차 연계지역으로 나타나 중심도시에서 제외되면

서 남원시에 연계된 곡성군은 전주시의 2차 연계지역으로 포함되게

된다. 반면에 부하량은 작게 나타나지만 광주광역시로 포함될 경우,

광주광역시의 1차 연계지역으로 나타나게 된다. 2차 연계지역에 비

해 1차 연계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중심도시와 연계성이 보다 높다고

판단되므로 곡성군을 광주광역시의 1차 연계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음에도 권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

져 나타난 정선군의 경우, 영주시의 연계도시로 제천시의 2차 연계

도시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천시와 정선군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

져 있고, 상호통행량도 없다. 오히려 강릉시와 인접해 있고, 특히 강

릉시의 1차 연계도시인 태백시와 통행량도 많이 나타나므로 강릉시

의 2차 연계도시로 조정하였다. 예산군과 홍성군도 대전광역시의 1

차 연계도시로 나타났으나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다. 그러나 군산시

생활권과 인접해있고, 연계지역과 통행량도 많이 나타나므로 군산시

의 2차 연계도시로 설정하였다.

인자들을 취합한 결과, 총 18개의 일상통행권이 설정되었다. 군

산시와 논산시가 중심도시로 새롭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통근통행권

에서 중심도시로 나타났던 몇몇 도시들은 업무통행권의 중심도시로

나타나지 않았다. 천안시와 평택시는 서울특별시로, 구미시와 안동시

는 대구광역시로 포함되어 이들과 연계된 지역들이 2차 연계지역으

로 포함되었다. 그 밖에 통영시는 진주시, 목포시는 광주광역시, 정

읍시는 전주시, 보령시는 대전광역시 등으로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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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여가통행권 설정 결과

광역권 중심도시 1차 연계지역 2차 연계지역

서울

경기
서울특별시

광명시, 의정부시, 포천시, 구리시, 김포시, 성남시, 양평

군, 하남시, 고양시, 안양시, 남양주시, 과천시, 부천시, 

수원시,  동두천시, 안산시,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파주

시, 용인시, 가평군, 인천광역시, 충남 음성군, 충남 천안

시, 강원 철원군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양주군, 연천군, 

충남 아산시

부울 

경남

부산광역시 양산시, 울산광역시

통합창원시 함안군, 밀양시, 창녕군, 김해시, 합천군, 의령군

진주시 산청군, 사천시, 남해군, 통영시, 하동군, 고성군, 거제시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경산시, 안동시, 문경시, 청도군, 김천시,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 군위군, 상주시, 영양군, 구미시, 영주시, 고령군, 

경남 거창군

성주군, 예천군, 

청송군, 봉화군, 

경남 함양군, 

충북 영동군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경주시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목포시, 곡성군,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해남군, 

함평군, 전북 

고창군, 

순천시 보성군,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장흥군 

전북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정읍시, 남원시, 임실군, 김제시, 익산시, 

장수군, 부안군
순창군, 구례군

군산시 충남 서천군, 충남 청양군, 충남 보령시
충남 예산군, 

충남 홍성군

대전

충남

대전광역시 금산군, 계룡시, 충북 옥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무주군 

논산시 공주시, 부여군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충북 청주시 증평군, 청원군, 괴산군, 진천군 충남 연기군

강원

춘천시 양구군, 홍천군, 화천군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 양양군, 

강릉시 태백시,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경기 여주군,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단양군,영월군,  

경북 영주시, 

경북 봉화군

총 18개 도시권 분산의 설명비율 83.507% 

1) 음영표시가 된 지역은 중심도시와 시·도가 다른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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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생활권의 최종 설정

지금까지 분석한 통근통행권, 일상통행권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지역생활권을 설정하였다. 통근통행권을 기초로 하였는데, 통근통행

은 가장 규칙적으로 매일 발생하므로 통행패턴 및 공간구조를 명료

하게 인식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지역이 통

행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생활권에 속해있는 지역은 통행량으로 지

역생활권을 조정하였다.

[표 3-4] 각 생활권별 결과 비교·종합

광역권 통근통행권 일상통행권 지역생활권

서울 

경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평택시 - -

부산

경남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통합창원시 -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통영시 - 통영시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구미시 - 구미시

안동시 - 안동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순천시 순천시 순천시

목포시 - 목포시

전북

전주시 전주시 전주시

정읍시 - -

- 군산시 -

대전

충남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산시 서산시 서산시

보령시 - 보령시

천안시 - 천안시

- 논산시 -

충북

청주시 청주시 청주시

충주시 - 충주시

제천시 제천시 -

강원

춘천시 춘천시 춘천시

속초시 속초시 속초시

강릉시 강릉시 강릉시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

제주 - - 제주특별자치도

권역 수 총25개 총19개 총23개

총 설명량 81.8%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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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통근통행권이 25개, 일상통행권이

18개 권역으로 구분되었다. 총 설명력은 일상통행권이 83.5%로 통근

통행권 81.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근통행권에 비해 쇼

핑 및 여가오락 등 일상통행권의 권역이 보다 더 광역적으로 전개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통근통행권과 일상통행권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몇

몇 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나 그에 따른 권역의 차이가 있었다. 통근

통행권에서 평택시, 통영시, 안동시, 구미시, 목포시, 정읍시, 보령시,

천안시, 충주시는 중심도시로 나타났지만 일상통행권에서는 나타나

지 않았다. 그러나 통행량을 기준으로 구미시, 안동시, 천안시, 충주

시는 별도의 지역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인구규모와 기능

을 가졌다고 판단하여 지역생활권의 중심도시로 설정하였다. 이와

달리 통영시와 목포시는 다른 지역과의 통행보다 연계된 권역 내 통

행량이 월등히 많이 나타나므로 별도의 지역생활권으로 설정하였다.

반면에 통근통행권에서 중심도시로 나타나지 않았던 군산시, 논

산시, 통합창원시가 일상통행권에서는 중심도시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합창원시와 논산시는 더 큰 통행권인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여 지역생활권에서는 제외하였다. 군

산시의 경우, 연계지역들이 통근통행권의 보령시의 연계지역들과 중

복되므로 통근통행권 중심도시인 보령시를 중심으로 연계지역들을

설정하고, 군산시를 전주 생활권을 조정하였다.

조정된 지역을 제외하고, 통근통행권과 일상통행권별 중심도시가

다른 시·군은 16곳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리적 인접성 및 해당지역

과 주변지역 간 통행량을 기초로 지역생활권을 조정하였다. 이 중에

서 7개 시·군(이천시, 영광군, 고창군, 진천군, 정선군, 횡성군, 평창

군)은 통근통행권과 다른 지역생활권으로 조정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행정구역 상 다른 시·도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통행목적과

통행특성에 따라 권역설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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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통행권별 중심도시가 차이가 나는 16개 시·군

구분 통근통행권 일상통행 최종 지역생활권

경기 이천시 원주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남 창녕군 대구광역시 통합창원시 대구광역시

경남 합천군 대구광역시 통합창원시 대구광역시

경남 함양군 진주시 대구광역시 진주시

경북 영주시 안동시 제천시 안동시

경북 봉화군 안동시 제천시 안동시

전남 영광군 정읍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남 구례군 순천시 전주시 순천시

전북 군산시 전주시 군산시 전주시

전북 무주군 전주시 대전광역시 전주시

전북 고창군 정읍시 광주광역시 전주시

충북 보은군 청주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충북 진천군 충주시 청주시 청주시

강원 정선군 제천시 강릉시 강릉시

강원 횡성군 춘천시 원주시 원주시

강원 평창군 강릉시 원주시 원주시

1) 음영표시가 된 지역은 통근통행권과 다른 지역생활권으로 조정됨

통근통행권, 일상통행권의 비교·종합 및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

으로 총 23개 지역생활권이 설정되었다.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5개 권역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18개 권역이다. 권역별로 보

면, 서울·경기 지역은 서울특별시가 중심도시로 나타나고, 부울·경남

지역은 부산광역시, 진주시, 통영시가 지역생활권의 중심도시로 나타

났다. 대구·경북 지역은 대구광역시, 안동시, 구미시, 포항시, 광주·전

남은 광주광역시, 순천시, 목포시가 중심도시로 설정되었다. 전북 지

역은 전주시 지역생활권을 이루며, 대전·충남 지역은 대전광역시, 서

산시, 보령시, 천안시, 충북 지역은 충주시, 청주시를 중심도시로 하

여 생활권이 형성되었다. 강원 지역은 춘천시, 속초시, 강릉시, 원주

시가 지역생활권의 중심도시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

리적 특성과 특별자치구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하나의 중소도시 권역

으로 지역생활권에 추가하였다. 지역생활권 명(名)은 중심도시의 명

칭을 따라 설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울릉군을 제외한 전국 162개 시·

군이 23개 지역생활권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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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지역생활권 설정 결과

광역권 중심도시 연계도시 지역생활권

서울

경기
서울특별시

광명시, 과천시, 하남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양평군, 

김포시, 부천시, 구리시,수원시, 동두천시, 군포시, 시흥시, 

용인시, 파주시, 양주시, 의왕시, 안산시, 광주시, 화성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이천시, 연천군, 가평군, 인천

광역시, 강원 철원군

서울 생활권 

부울 

경남

부산광역시 
통합창원시, 울산광역시, 밀양시, 김해시, 의령군, 양산시, 

함안군,
부산 생활권

진주시 산청군,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진주 생활권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통영 생활권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경산시, 고령군, 성주군, 청도군, 영천시, 경남 창녕군,  

경남 합천군
대구 생활권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상주시, 문경시, 충북 영동군 구미 생활권

안동시 청송군, 영주시, 의성군, 영양군, 봉화군, 예천군, 군위군 안동 생활권

포항시 영덕군, 경주시, 울진군 포항 생활권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곡성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광주 생활권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구례군 순천 생활권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영암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목포 생활권

전북 전주시
임실군, 완주군, 장수군, 익산시, 김제시, 진안군, 순창군, 

군산시, 남원시, 무주군,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전주 생활권

대전

충남

대전광역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공주시, 충북 옥천군 대전 생활권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보령 생활권

서산시 당진군, 태안군 서산 생활권

천안시 아산시, 경기 평택시, 경기 오산시, 경기 안성시 천안 생활권

충북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충남 연기군 청주 생활권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강원 영월군 충주 생활권

강원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춘천 생활권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속초 생활권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강릉 생활권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경기 여주군, 원주 생활권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생활권

총 23개 도시권

1) 음영표시가 된 지역은 중심도시와 시·도가 다른 지역임



- 39 -

통근통행권 일상통행권

최종 지역생활권

[그림 3-1] 최종적으로 설정된 지역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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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통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량 분석

1. 지역생활권별 교통에너지 소비량 분석

1) 교통에너지 관련 지표

각 지역생활권 단위로 자동차 주행거리 지표를 이용하여 교통에

너지 소비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휘발유 판매량

을 주로 이용하였지만, 이는 교통에너지 소비량 산정에 한계점이 있

다. 우선 휘발유가 판매된 지역과 소비된 지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4-1]의 산점도를 보면 휘발유 판매량은 적으나 주행거리

가 많거나, 휘발유 판매량은 많으나 주행거리가 적은 이례지역들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동하는 통행의 특성상 판매된 휘발유

가 그 지역 내에서 모두 소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생활권       시·군

[그림 4-1] 지역생활권/시·군 1인당 휘발유 판매량-주행거리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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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판매량 지표는 영업이나 관용 차량들의 소비량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승용자가용의 소비량만을 추출해내기 어렵다. 또한

휘발유 판매량은 LPG나 경유를 이용하는 승용차의 소비량을 고려하

지 않는다. 차량의 종류 및 연료별 소비추세를 살펴보면, 휘발유 소

비비중이 2002년 84.3%에서 2011년 57.0%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

다. 반면에 경유와 LPG 소비비중은 2002년 15.7%에서 2011년 43.0%

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휘발유 판매량만으로 교통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표 4-1] 승용자가용 연료별 에너지 소비량

(단위:109kcal)
연도 구분 휘발유 경유 LPG 합계

2002년

승용일반 88,615.1 　 6,603.7 95,218.8 

승용다목적 　 9,923.5 　 9,923.2 

합계 88,615.1 9,923.5 6,603.7 105,142.0  

2005년

승용일반 81,260.0 　 8,739.7 90,359.7 

승용다목적 　 28,037.0 6,971.4 35,008.5 

합계 81,260.0 28,037.0 15,711.1 125,368.2  

2008년

승용일반 81,040.4 　 12,478.6 93,519.0 

승용다목적 　 37,132.3 7,718.4 44,850.7 

합계 81,040.4 37,132.3 20,197.0 138,369.7  

2011년

승용일반 91,324.2 　 16,982.1 108,306.2  

승용다목적 　 44,500.8 7,478.1 51,978.9 

합계 91,324.2 44,500.8 24,460.2 160,285.1  

출처: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2002, 2005, 2008, 2011년

[그림 4-2] 자가용 연료별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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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행거리 지표를 이용하여 교통에너지의 소비량을 측정

한다면, 사람들이 주로 움직이는 권역 내에서 연료에 상관없이 승용

자가용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행거리를 바탕으로 탄소배출량까지도 산정할 수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소비량 산정을 위해 1인당 주행거리 지

표를 사용하여 교통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도록 한다.

2) 지역생활권과 시·군의 교통에너지 소비 비교

지역생활권과 시·군 단위에서 휘발유 판매량과 주행거리의 상관

관계를 비교하였다. 지역생활권에서 0.813, 시·군에서 0.649의 양(+)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시·군 보다는 지역생활권 단위에서 상관

계수가 더 높으며 교통에너지 판매지역과 주행지역이 보다 일치한

다. 시·군 내 보다 지역생활권 내, 즉 시·군 간에서 더 많은 교통에

너지가 소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생활권 단위가 주행거리

에 따른 교통에너지 소비정도를 보다 잘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지역생활권/시·군 지표 간 상관계수

 

지역생활권 시·군

1인당 

휘발유 판매량 

1인당 

주행거리 

1인당 

휘발유 판매량

1인당 

주행거리 

1인당 

휘발유 판매량
1.000** 1.000**

1인당 

주행거리  
.813** 1.000** .649** 1.000**

１）**.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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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주행거리 지표로 지역생활권과 시·군 단위의 공간적 차이

를 보기 위하여 Moran’s I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생활권

의 모란지수는 0.140으로 임의적(Random)인 분포를 보이는 반면,

시·군 단위의 모란지수는 0.358로 군집된(Clustered) 것으로 나타났

다. 인접한 시·군 지역들이 서로 유사한 주행거리 값을 보이며 공간

적 군집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시·군 단위보다는 권역 내에서 비슷한 주행거리를 보이며

상호통행량이 많은 지역생활권으로 묶어서 분석해야함을 시사한다.

[표 4-3] 지역생활권/시·군 Moran's I 비교

지역생활권 시·군

Moran's Index 0.140 0.358

z-score 1.132 7.359

p-value 0.258 0.000

지역생활권 시·군

[그림 4-3] 지역생활권/시·군 1인당 주행거리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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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지역생활권별 시·군 교통에너지 소비현황

순위 지역생활권 
1인당 

주행거리(km)

지역생활권 

인구(인)
최대값 최소값

1 서산 생활권 4,103 347,737 충남 당진군(4,417) 충남 서산시(3,835)

2 원주 생활권 3,820 487,972 경기 여주군(4,491) 강원 원주시(3,553)

3 천안 생활권 3,774 1,605,479 경기 평택시(4,196) 경기 오산시(3,518)

4 구미 생활권 3,764 858,097 경북 칠곡군(4,462) 경북 상주시(3,325)

5 포항 생활권 3,752 851,076 경북 경주시(3,915) 경북 영덕군(3,370)

6 충주 생활권 3,696 485,213 충북 음성군(4,512) 충북 제천시(3,475)

7 보령 생활권 3,645 342,080 충남 예산군(3,860) 충남 청양군(3,288)

8 강릉 생활권 3,585 464,037 강원 정선군(4,065) 강원 강릉시(3,479)

9 청주 생활권 3,577 1,047,480 충북 청원군(4,486) 충북 청주시(3,352)

10 순천 생활권 3,567 792,394 전남 광양시(4,227) 전남 고흥군(2,810)

11 전주 생활권 3,537 1,777,220 전북 진안군(4,600) 전북 남원시(3,138)

12 속초 생활권 3,514 133,019 강원 양양군(4,044) 강원 속초군(3,271)

13 대구 생활권 3,510 3,013,442 경북 성주군(4,663) 경남 합천군(3,408)

14 대전 생활권 3,470 1,955,028 충남 계룡시(4,613) 충남 부여군(3,338)

15 부산 생활권 3,448 6,488,079 통합창원시 (4,623) 부산광역시 (2,886)

16 진주 생활권 3,443 658,424 경남 함양군(4,204) 경남 남해군(2,810)

17 안동 생활권 3,385 461,130 경북 군위군(4,552) 경북 봉화군(3,196)

18 춘천 생활권 3,377 409,367 강원 인제군(4,174) 강원 춘천시(3,266)

19 광주 생활권 3,320 1,803,107 전남 장성군(4,261) 광주광역시 (3,245)

20 통영 생활권 3,230 412,340 경남 고성군(3,565) 경남 통영시(3,045)

21 제주 생활권 3,152 531,905 - -

22 목포 생활권 3,111 621,743 전남 영암군(3,747) 전남 신안군(2,695)

23 서울 생활권 2,978 23,026,160 경기 광주시(4,729) 서울특별시 (2,529) 

교통에너지 소비량 측정을 위해 지역생활권별 1인당 주행거리를

살펴보면, 23개 지역생활권에서 서산 생활권이 4,103km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서울 생활권이 2,978km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생활권은 하위권

에 속하며 평균(3,511km)보다도 짧게 나타난다. 오히려 인구가 적은

중소도시 생활권이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행거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군 단위의 1인당 주행거리는 경기 광주시가 4,729km로 가장

길게 나타난다. 광주시가 속한 서울 생활권의 주행거리가 가장 짧게

나타나는 것과는 상반된다. 이는 시·군 내 통행보다 인접한 지역으로

통행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 광주시의 주행거리를 줄이고, 탄

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서울 생활권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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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상위 20%에 해당되는 시·군 교통에너지 소비현황

순위 구분
1인당 

주행거리(km)
인구(인) 순위 구분

1인당 

주행거리(km)
인구(인)

1 경기 광주시 4,729 228,747 17 경기 포천시 4,270 140,997 

2 경북 성주군 4,663 36,859 18 전남 장성군 4,261 38,507 

3 통합창원시 4,623 1,058,021 19 경기 김포시 4,251 224,350 

4 충남 계룡시 4,613 41,528 20 전남 광양시 4,227 137,810 

5 전북 진안군 4,600 20,446 21 경남 함양군 4,204 38,002 

6 경남 함안군 4,563 60,794 22 경기 평택시 4,196 388,508 

7 경북 군위군 4,552 19,993 23 강원 인제군 4,174 28,765 

8 경기 양평군 4,538 82,802 24 경기 이천시 4,157 195,175 

9 충북 음성군 4,512 84,088 25 충북 진천군 4,157 61,915 

10 경기 여주군 4,491 101,203 26 경기 파주시 4,148 328,128 

11 충북 청원군 4,486 143,762 27 강원 정선군 4,065 35,980 

12 경북 칠곡군 4,462 114,246 28 충남 태안군 4,056 53,888 

13 경기 화성시 4,459 488,758 29 강원 양양군 4,044 25,475 

14 강원 평창군 4,435 37,522 30 경기 용인시 4,024 856,765 

15 충남 당진군 4,417 137,006 31 경남 하동군 4,014 41,862 

16 경북 고령군 4,317 31,817 32 전북 김제시 3,999 83,302 

평균 4,335 167,719

1인당 주행거리가 상위 20%에 해당되는 시·군 지역을 살펴보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주행거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통합창원

시와 용인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들이다. 평균

인구 17만명으로 하위 20%의 230만명과 비교하면 훨씬 적다. 이처럼

인구가 적은 시·군에서 주행거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기능적으

로 연계되어 있는 주변지역으로 통행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상위 20%에 속하는 32개 시·군 중 14개 지역이 서울, 부산,

대구,대전, 광주 등 대도시 생활권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능적으로는 보다 고차위에 속하며 인접해있는 대도시로 통행

이 많음을 보여준다. 즉, 대도시 인접지역에 위치한 인구규모가 작은

중소 시·군에서 시·군간 통근통행 및 일상통행이 많이 일어남에 따

라 주행거리가 길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주행거리를 줄이기 위

해서는 지역 간 이동을 다루는데 적합한 지역생활권 단위 내에서 방

안이 다루어져야 한다. 즉, 단일 시·군 단위가 아닌 권역 내 이동이

많은 지역들로 묶인 지역생활권 단위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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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하위 20%에 해당되는 시·군 교통에너지 소비현황

순위 구분
1인당 

주행거리(km)
인구(인) 순위 구분

1인당 

주행거리(km)
인구(인)

161 서울특별시 2,529 9,794,304 145 경기 군포시 3,086 278,083 

160 경기 광명시 2,574 329,010 144 경기 성남시 3,102 949,964 

159 전남 완도군 2,695 46,777 143 전북 남원시 3,138 78,770 

158 경기 부천시 2,711 853,039 142 제주특별자치도 3,152 531,905 

157 경기 의정부시 2,729 417,412 141 경기 안산시 3,169 728,775 

156 전남 목포시 2,795 249,960 140 경북 봉화군 3,196 31,242 

155 전남 고흥군 2,810 63,392 139 경기 과천시 3,200 66,704 

154 경남 남해군 2,810 43,919 138 전북 정읍시 3,201 110,352 

153 부산광역시 2,886 3,414,950 137 광주광역시 3,245 1,475,745 

152 경기 동두천시 2,918 91,828 136 경기 수원시 3,251 1,071,913 

151 경기 안양시 2,920 602,122 135 강원 춘천시 3,266 276,232 

150 전남 신안군 2,931 33,222 134 강원 속초시 3,271 80,791 

149 인천광역시 2,964 2,662,509 133 경남 거제시 3,276 231,271 

148 경기 구리시 2,988 185,550 132 경북 예천군 3,277 43,015 

147 경남 거창군 3,023 57,323 131 충남 청양군 3,288 29,755 

146 경남 통영시 3,045 129,366 130 경기 의왕시 3,289 144,501 

평균 3,022 2,297,867

1인당 주행거리가 하위 20%에 해당되는 시·군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2,529km로 가장 짧게 나타난다. 부산, 인천, 광주 등

광역시 3곳이 포함되며, 인구 100만명에 육박하는 수원시, 성남시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도 평균인구가 27만명으

로 상위 20%의 평균인구인 17만명보다 높게 나타나 인구가 많은

시·군들이 하위 20% 지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 20%에 속하는 시·군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

시, 목포시, 통영시, 춘천시, 속초시 등은 지역생활권의 중심도시로

나타나는 지역들로 이들 7개 도시의 주행거리는 해당 지역생활권의

평균보다 더 작게 나타나고 있다. 시·군 단위로 교통에너지 소비 및

탄소저감방안을 세울 경우, 이들 지역은 주행거리가 작으므로 교통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배출량이 적게 산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역생활권의 중심도시로서 직장 및 쇼핑, 여가 등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적 상호작용에 의해 주변지역으로부터 중심도시로 활발한 통행

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도시 내에서 소비되는 것보다 중심도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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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주행거리(km) 총 주행거리(km)

지역생활권 3,511 158,240,172,393 

시·군 3,645 158,861,373,476 

차이 134 621,201,082 

동해오는 차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비되는 교통에너지와 탄소배

출량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통행이 이루어지는 출발지와

목적지, 즉 중심도시와 연계도시 모두에서 주행거리 및 탄소배출량

을 줄이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군 단위보다는

지역 간 통행을 다루는 적합한 지역생활권 단위의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시·군 단위에서 측정되는 주행거리를 지역생활권 단위로

조정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지 산정하여 보았다. 각

단위별 주행거리를 합산한 결과, 지역생활권이 시·군 보다 약 621백

만km 정도 과소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총 주행거리의 0.39%에 해당

하는 수치로 지역생활권 단위로 조정하여도 전체적인 주행거리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에 진행될 주행거리에

기초한 탄소배출량 산정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4-7] 지역생활권/시·군 총 주행거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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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변수 선정

교통에너지가 주로 소비되는 지역생활권에서 1인당 주행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론 및 선행연구 검

토를 통해 도출된 요인들을 정리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 교통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변수
Newman& 
Kenworthy

(1989)

Mindali 
et al.
(2004)

Bento
(2005)

Coevering 
(2006)

Chen
et al.
(2008)

Lin 
et al.
(2009)

안건혁
(2000)

김승남
(2009)

송기욱
(2009)

빈도

인구밀도 ∎ ∎ ∎ ∎ ∎ ∎ 6

고용밀도 ∎ ∎ ∎ ∎ 4

거주밀도 ∎ 1

도로밀도 ∎ ∎ ∎ ∎ ∎ 5

대중교통 
승객이동거리

∎ 1

대중교통
이용율

∎ ∎ ∎ ∎ ∎ 5

인구당 
자동차 수 

∎ ∎ 2

철도밀도 ∎ 1

대중교통 
접근거리

∎ 1

직장접근성 ∎ 1

보행자친화
디자인

∎ 1

총면적 ∎ 1

인구분포 ∎ 1

산업분포 ∎ 1

3차 산업비율 ∎ 1

혼합토지
이용율

∎ 1

1인당 
지방세 납부액

∎ 1

1인당 
도시공원면적

∎ 1

재정자립도 ∎ 1

자동차 
출근통행량

∎ 1

종사자당 
주차면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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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빈도가 높을수록 교통에너지 소비를 설명

하는 변수로 적절하다고 간주하여 인용빈도가 높은 변수들을 선정하

였다. 그 결과,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변수는 인구밀도로 총 6

개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도로밀도, 대중교통 이용률, 고

용밀도, 인구당 자동차 수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

에서는 빈도수가 높은 5개 변수를 교통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1차 선정하였다.

1차적으로 선정된 5개의 변수 중 각 변수의 데이터 구득 및 지

표의 적절성을 고려하였다. 인구밀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고용

밀도를 제외하여 [표 4-7]과 같이 총 4개의 변수를 1인당 주행거리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최종적으로 설정되었다.

[표 4-9] 선택 변수 및 변수 측정방법

변수 지표 단위 출처

인구밀도 총 인구수/시가화 면적 인/km2 국가통계포탈

도로밀도 총 도로연장/총 인구 km/인 한국도시통계

대중교통 이용률 수단별 O/D중 버스, 지하철, 철도이용 비율 % 국가교통DB

자동차 등록대수 총 자동차 등록대수/인구 1000명당 대/천인 국가통계포탈

1인당 주행거리 자동차 주행거리/인구 km/인 국가교통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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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권

1인당 

주행거리
인구밀도 도로밀도

대중교통 

이용률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

1인당 

주행거리
1.000     

인구밀도 -.515 1.000    

도로밀도 .032 -.441 1.000   

대중교통 

이용률
-.342 .452 -.770 1.000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
.766 -.195 -.269 -.134 1.000

2) 상관관계 분석

교통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된 인구밀도, 도

로밀도, 대중교통 이용률,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 등 4개의 변수와

1인당 주행거리의 상관관계를 지역생활권 단위로 분석하였다. 그 결

과, 1인당 주행거리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설명변수는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 인구밀도, 대중교통 이용률, 도로밀도 순으로 나타

났다. 인구밀도와 대중교통 이용률은 음(-)의 상관관계로, 도로밀도

와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인

구밀도가 낮을수록,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을수록, 도로밀도가 높을수

록,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가 많을수록 1인당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였다.

인구밀도와 도로밀도의 상관계수는 -0.441로 인구밀도가 낮을수

록 도로밀도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와 대중교통 이

용률의 상관계수는 0.452로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대중교통 이용률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밀도와 대중교통 이용률 간에는

-0.770의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4-10] 교통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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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생활권별 특징

도시권 규모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대도시권에 속하는 지역생

활권은 인구밀도는 높고, 도로밀도는 낮으며,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

게 나타난다. 서울과 광주생활권을 제외하고, 대체로 등록대수는 많

으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 1인당 주행거리가 적게 나타난다.

반면에 중소도시권에 속하는 지역생활권은 대체로 도로밀도가

높으며,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고, 1인당 주행거리가 높게 나타난다.

천안, 포항, 구미 생활권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률은 높게 나타나지

만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도 많아 1인당 주행거리가 길게 나타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대도시권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특히

통영 생활권은 중소도시권 중 대중교통 이용률이 예외적으로 높게

나타나 1인당 주행거리가 짧게 나타난다.

[표 4-11] 도시권에 따른 지역생활권별 특징

구분 지역생활권
인구밀도

(인/k㎡)

도로밀도

(m/인)

대중교통 

이용률(%)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    

1인당      

주행거리(km)

대도시권

서울 생활권 20,314 1.022 38 255 2,978 

부산 생활권 11,218 1.996 30 290 3,448 

대구 생활권 12,493 2.006 23 291 3,510 

광주 생활권 10,205 2.863 29 263 3,320 

대전 생활권 14,995 2.619 21 289 3,470 

중소 도시권

춘천 생활권 10,654 7.233 10 282 3,377 

원주 생활권 11,012 5.221 14 296 3,820 

강릉 생활권 5,680 6.433 10 287 3,585 

속초 생활권 9,984 6.765 08 275 3,514 

청주 생활권 9,457 3.157 16 286 3,577 

충주 생활권 8,044 6.545 13 285 3,696 

천안 생활권 10,696 2.117 24 299 3,774 

보령 생활권 7,908 5.780 12 270 3,645 

서산 생활권 3,787 4.297 16 297 4,103 

전주 생활권 8,974 4.472 17 273 3,537 

목포 생활권 6,817 5.652 16 238 3,111 

순천 생활권 4,193 4.947 21 274 3,567 

포항 생활권 6,153 3.206 19 306 3,752 

안동 생활권 10,411 8.344 14 256 3,385 

구미 생활권 6,878 4.378 22 295 3,764 

진주 생활권 9,962 5.843 18 265 3,443 

통영 생활권 8,597 4.038 36 265 3,230 

제주 생활권 9,017 6.028 11 276 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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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생활권별 탄소배출량 산정

지역생활권별 교통에너지 소비에 따른 탄소배출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1인당 주행거리를 기초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경유나 LPG 등 사용연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자료수집의 문제

로 휘발유를 기준으로 하였다. 산정과정은 [그림 4-4]와 같다. 우선

1인당 주행거리를 2010년 자동차 연비5)로 나누어 휘발유 소비량을

구하고, 휘발유의 순발열량6) 기준 석유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석유환

산톤(TOE)으로 환산한다. 여기에 탄소배출계수7)와 (CO2분자량/C원자

량)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한다.8)

1인당 주행거리(km)

÷8.63km/L

1인당 휘발유 소비량(L)

×7,230L/Kcal (석유환산계수=0.723)

순발열량(kcal)

÷10
7
kcal

석유환산톤(TOE)

×0.783(TonC/TOE) 탄소배출계수

TC

×44/12(CO2분자량/C원자량)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TCO2)

[그림 4-4] 탄소배출량 산정 과정

5) 교통안전공단, 2010년 주행거리 실태분석 연구, p.178

6)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2011.12.30 개정) 참고

7) IPCC, 탄소배출계수 참고

8) 에너지 관리공단, http://co2.kemco.or.kr/toe/toe.aspx 참고 및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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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권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인당 주행거리는 적으나

인구가 많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하는 대도시 생활권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다. 전주, 천안, 충주 등 인구규모가 비교적 큰 중

소도시가 그 다음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반면, 1인당 이

산화탄소 배출량은 1인당 주행거리가 많은 중소도시권에서 대도시보

다 1인당 50kgCO2 정도 더 많이 배출된다.

교통에너지 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

감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일괄적인 정책보다는 지역생활권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생활권별 교

통에너지 소비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표 4-12] 지역생활권별 탄소배출량

지역생활권 1인당 주행거리(km)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kgCO2)
순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kgCO2)
순위

서산 생활권 4,103 987 1 343,204,300 19 
원주 생활권 3,820 919 2 448,406,865 14 
천안 생활권 3,774 908 3 1,457,415,349 6 
구미 생활권 3,764 905 4 776,802,586 9 
포항 생활권 3,752 902 5 768,054,652 10 
충주 생활권 3,696 889 6 431,392,188 15 
보령 생활권 3,645 877 7 299,897,615 22 
강릉 생활권 3,585 862 8 400,121,542 17 
청주 생활권 3,577 860 9 901,260,930 8 
순천 생활권 3,567 858 10 679,905,616 11 
전주 생활권 3,537 851 11 1,511,880,277 5 
속초 생활권 3,514 845 12 112,430,986 23 
대구 생활권 3,510 844 13 2,543,888,057 3 
대전 생활권 3,470 835 14 1,631,857,173 4 
부산 생활권 3,448 829 15 5,381,106,742 2 
진주 생활권 3,443 828 16 545,230,482 12 
안동 생활권 3,385 814 17 375,450,646 18 
춘천 생활권 3,377 812 18 332,537,441 20 
광주 생활권 3,320 799 19 1,439,795,163 7 
통영 생활권 3,230 777 20 320,347,904 21 
제주 생활권 3,152 758 21 403,229,591 16 
목포 생활권 3,111 748 22 465,239,189 13 
서울 생활권 2,978 716 23 16,491,303,424 1 

[표 4-13] 도시권에 따른 탄소배출량

평균
평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kgCO2)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kgCO2)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kgCO2)

대도시권 805 5,497,590,112 27,487,950,560 

중소도시권 856 587,378,231 10,572,80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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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지역생활권의 탄소배출 특성 분석

1. 지역생활권별 프로파일 구축

지역생활권별 탄소배출 특성을 분석하고자 앞서 선정된 인구밀

도, 도로밀도, 대중교통 이용률에 대하여 도식화하고, 지역생활권별

프로파일(profile)을 작성하였다(그림 5-1 참조).9) 더불어 도시화 지

역10)과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를 중첩하여 나타내었다.

인구밀도(인/km2) 도로밀도(m/인)

0-5,000 0-2

5,000-10,000 2-4

10,000-15,000 4-6

15,000-20,000 6-8

20,000+ 8-10

대중교통 이용률(%) 지역생활권 프로파일

[그림 5-1] 프로파일 구성 예시

9) The World Bank, Cities and Climate Change(2010) 참고 및 인용

10) 통계청,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gis.kostat.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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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생 활 권
� 1인당 2,978km� 주행 총 1,649천만KgCO2� 배출

20,314

인/km2
1.022m/인 38%

부 산 생 활 권
� 1인당 3,448km� 주행 총 538천만KgCO2� 배출�

11,218

인/km2
1.996m/인 30%

대 구 생 활 권
� 1인당 3,510km� 주행 총 254천만KgCO2� 배출

12,493

인/km2
2.006m/인 23%

대 전 생 활 권
� 1인당 3,470km� 주행 총 163천만KgCO2� 배출

14,995

인/km2
2.619m/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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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생 활 권
� 1인당 3,320km� 주행 총 144천만KgCO2� 배출

10,205

인/km2
2.863m/인 29%

[그림 5-2] 대도시 생활권

먼저 대도시 생활권의 프로파일을 보면 [그림 5-2]와 같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생활권이 대도시 생활권에 포함된다. 대체로

인구밀도는 높고, 도로밀도는 낮으며,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게 나타

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서울 생활권의 경우, 인구밀도가 가장 높

으며, 도로밀도는 가장 낮게 나타난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가장 높

고,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는 적어 1인당 주행거리가 가장 짧다. 부

산, 대구, 대전 생활권은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는 많으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 1인당 주행거리가 짧게 나타난다. 반면, 광주생활권은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가 적은 특성을 보인다.

중소도시 생활권을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강원권의 지역생활권은

[그림 5-3]과 같다.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생활권이 강원 생활권에

포함된다. 지형적인 특성상 도로밀도가 높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

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속초 생활권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률은

8%로 지역생활권 중 가장 낮게 나타난다. 원주 생활권은 도로밀도는

그리 높지 않으나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가 많은 편으로 1인당 주

행거리가 길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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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생 활 권
� 1인당 3,377km� 주행 총 33천만KgCO2� 배출�

10,654

인/km2
7.233m/인 10%

원 주 생 활 권
� 1인당 3,820km� 주행 총 45천만KgCO2� 배출

11,012

인/km2
5.221m/인 14%

강 릉 생 활 권
� 1인당 3,585km� 주행 총 40천만KgCO2� 배출

5,680

인/km2
6.433m/인 10%

속 초 생 활 권
� 1인당 3,514km� 주행 총 11천만KgCO2� 배출

9,984

인/km2
6.765m/인 8%

[그림 5-3] 강원 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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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안 생 활 권
� 1인당 3,774km� 주행 총 146천만KgCO2� 배출�

10,696

인/km2
2.117m/인 24%

보 령 생 활 권
� 1인당 3,645km� 주행 총 30천만KgCO2� 배출

7,908

인/km2
5.780m/인 12%

서 산 생 활 권
� 1인당 4,103km� 주행 총 34천만KgCO2� 배출

3,787

인/km2
4.297m/인 16%

청 주 생 활 권
� 1인당 3,577km� 주행 총 90천만KgCO2� 배출

9,457

인/km2
3.157m/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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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주 생 활 권
� 1인당 3,696km� 주행 총 43천만KgCO2� 배출�

8,044

인/km2
6.545m/인 13%

[그림 5-4] 충청 생활권

충청권의 지역생활권을 보면 [그림 5-4]와 같다. 천안, 보령, 서

산, 청주, 충주 생활권이 충청 생활권에 포함된다. 대체로 천명당 승

용차 등록대수가 많고, 1인당 주행거리가 많은 특성을 보인다. 특히

서산 생활권은 인구밀도가 낮고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가 많아 주

행거리가 가장 길게 나타난다. 천안 생활권은 인구밀도가 대도시권

수준으로 비교적 높고, 수도권과 인접하여 통행량과 대중교통 이용

률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가 많고, 생활권

내에 도시화된 지역들이 많으며 넓게 분포되어 있어 1인당 주행거리

가 길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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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생 활 권
� 1인당 3,537km� 주행 총 151천만KgCO2� 배출

8,974

인/km2
4,472m/인 17%

순 천 생 활 권
� 1인당 3,567km� 주행 총 68천만KgCO2� 배출

4,193

인/km2
4.947m/인 21%

목 포 생 활 권
� 1인당 3,111km� 주행 총 47천만KgCO2� 배출

6,817

인/km2
5.652m/인 16%

[그림 5-5] 호남 생활권

호남의 지역생활권을 보면 [그림 5-5]와 같다. 전주, 순천, 목포

생활권이 호남 생활권에 포함된다. 목포 생활권의 경우, 천명당 승용

차 등록대수가 가장 적어 1인당 주행거리가 서울 다음으로 가장 짧

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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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항 생 활 권
� 1인당 3,752km� 주행 총 77천만KgCO2� 배출�

6,153

인/km2
3.206m/인 19%

구 미 생 활 권
� 1인당 3,764km� 주행 총 78천만KgCO2� 배출

6,878

인/km2
4.378m/인 22%

안 동 생 활 권
� 1인당 3,385km� 주행 총 38천만KgCO2� 배출

10,411

인/km2
8.344m/인 14%

진 주 생 활 권
� 1인당 3,443km� 주행 총 55천만KgCO2� 배출

9,962

인/km2
5.843m/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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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영 생 활 권
� 1인당 3,230km� 주행 총 32천만KgCO2� 배출�

8,597

인/km2
4.038m/인 36%

[그림 5-6] 영남 생활권

제 주 생 활 권
� 1인당 3,152km� 주행 총 40천만KgCO2� 배출

9,017

인/km2
6.028m/인 11%

[그림 5-7] 제주 생활권

영남의 지역생활권을 보면 [그림 5-6]과 같다. 포항, 구미, 안동,

진주, 통영 생활권이 영남 생활권에 포함된다. 포항과 구미 생활권은

대중교통 이용률은 높지만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도 많아 1인당 주

행거리가 길게 나타난다. 반면 안동 생활권은 도로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가 적어 1인당

주행거리가 짧게 나타난다. 특히 통영 생활권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서울 생활권 다음으로 높아 1인당 주행거리가 짧은 특성을 보인다.

제주 생활권의 프로파일은 [그림 5-7]과 같다. 지리적 특성상 도

로밀도가 높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특성을 보이며, 다른

생활권의 특성과 달리 예외적으로 1인당 주행거리가 짧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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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생활권의 탄소배출 특성에 따른 유형화

지역생활권별 탄소배출 특성에 적합한 저감방안을 모색하고자

교통에너지 소비특성에 따라 지역생활권을 유형화하였다. 인구밀도,

도로밀도, 대중교통 이용률,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 1인당 주행거

리 등 5개 변수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유사한 지역생활권들을 하나

의 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표 5-1]과 같이 23개 지역생활

권이 5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표 5-2]를 통해 각 유형별로 교통에

너지 소비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1] 군집분석에 따른 지역생활권

구분 해당 지역생활권

1군집(1) 서울 생활권

2군집(4) 대구 생활권, 대전 생활권, 부산 생활권, 천안 생활권

3군집(2) 광주 생활권, 통영 생활권

4군집(14)

춘천 생활권, 속초 생활권, 제주 생활권, 강릉 생활권, 충주 생활권, 보령 생활권, 

전주 생활권, 진주 생활권, 청주 생활권, 순천 생활권, 포항 생활권, 구미 생활권, 

서산 생활권, 원주 생활권

5군집(2) 목포 생활권, 안동 생활권

[표 5-2] 유형별 교통에너지 소비특성 평균치

구분
인구밀도

(인/km
2
)

도로밀도

(m/인)

대중교통 

이용률(%)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대)

1인당 

주행거리(km)

1유형 20,314 1.022 38% 255 2,978 

2유형 12,351 2.184 25% 292 3,551 

3유형 9,401 3.451 32% 264 3,275 

4유형 8,058 5.519 15% 279 3,564 

5유형 8,614 6.998 15% 247 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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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유형

인구밀도

도로밀도

천명당승용차

등록대수
1인당주행거리

대중교통이용률

[그림 5-8] 1유형 특징

1유형은 서울 생활권이다.

인구 밀도와 대중교통 이용

률은 매우 높게 나타난 반

면, 도로밀도와 천명당 승용

차 등록대수는 낮게 나타나

1인당 주행거리가 가장 짧

게 나타난다.

(2)　2유형

인구밀도

도로밀도

천명당승용차

등록대수
1인당주행거리

대중교통이용률

[그림 5-9] 2유형 특징

2유형에는 부산, 대구, 대전

등 광역시 중심이거나, 수도

권과 가까이 위치한 천안

생활권이 포함되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도 많으나 대중교

통 이용률이 높아 1인당 주

행거리가 짧게 나타난다.

단, 천안 생활권만 1인당 주

행거리가 길게 나타난다.

(3)　3유형

인구밀도

도로밀도

천명당승용차

등록대수
1인당주행거리

대중교통이용률

[그림 5-10] 3유형 특징

3유형은 광주, 통영 생활권

이다. 천명당 승용차 등록

대수가 적은 반면, 다른 생

활권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

률이 매우 높아 1인당 주행

거리가 짧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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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유형

인구밀도

도로밀도

천명당승용차

등록대수
1인당주행거리

대중교통이용률

[그림 5-11] 4유형 특징

4유형에는 중소도시 14개

생활권이 포함된다. 대체로

인구밀도와 대중교통 이용

률이 낮으며, 도로밀도가

높고, 천명당 승용차 등록

대수가 많아 1인당 주행거

리가 크게 나타난다. 단, 지

리적 여건상 제주 생활권만

주행거리가 짧게 나타나고

있다.

(5)　5유형

인구밀도

도로밀도

천명당승용차

등록대수
1인당주행거리

대중교통이용률

[그림 5-12] 5유형 특징

5유형에는 목포와 안동 생

활권이 해당된다. 지리적으

로 접근성은 낮은 생활권들

이다. 도로밀도는 매우 높

으나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

수가 매우 적어 1인당 주행

거리가 짧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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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저감방안

유형별로 교통에너지 소비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탄소저

감방안 또한 차별화 되어야 한다. 각 유형별 탄소저감방안을 간단히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1, 유형2, 유형3은 주로 대도시 생활권

으로 인구밀도와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지역이다. 주행거리가 짧

아 1인당 탄소배출량은 적으나, 인구가 밀집해있어 총 탄소배출량이

많은 지역들이다. 반면, 유형4, 유형5는 중소도시 생활권으로 도로밀

도가 높으며,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다. 주행거리가 길어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많은 지역들이다.

유형1, 유형2, 유형3과 같이 대도시 생활권의 경우, 에너지 절약

적인 대중교통수단을 보급하거나 대중교통의 접근성 및 서비스를 개

선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승용자동차와 비교하여 이용효율을

증진시키므로 자발적으로 수요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간

선급행버스체계(BRT)나 경전철(LRT)등을 통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더욱 높이는 방법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승용차 요일제,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 등 합리적 자가용 이용을 통해 자동차 의존도

를 낮추고, 그에 따른 탄소배출저감에도 기여하도록 한다.

반면, 유형4와 유형5에 해당하는 중소도시 생활권은 시·군 간의

연계된 교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광역적인 범위 및 지역

여건으로 인해 모든 시·군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불합

리할 수 있다. 이런 지역은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청정연료를 사용하

거나 탄소배출량이 적은 차를 타도록 유도하고, 에코 드라이빙을 통

해 차량연비를 향상시킨다. 자전거 도로 및 공영자전거 도입,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조성 등을 통해 자전거 및 보행을 활성화시킨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카풀(car pool), 카 셰

어링(car sharing) 등을 활성화시켜 자동차 사용을 줄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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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따라 국내 온실감축을 위해서 교통

부문, 특히 자동차 사용에 따른 교통에너지 소비감축이 필요하다. 인

구, 주거, 고용 등 교외화에 따라 통행의 범위가 행정구역을 넘어서

고 있으며, 도시 간의 기능이 증대되는 광역도시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교통에너지 소비량

및 소비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행패턴에

기초한 지역생활권을 설정하고, 지역생활권별 교통에너지 소비현황

및 탄소배출량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행패턴에 따른 권역설정을 위해 인자분석을 이용하여 통

근통행권과 일상통행권을 설정하였다. 25개 통근통행권과 18개 일상

통행권이 설정되었으며, 그 결과를 비교·종합하여 23개 지역생활권을

설정하였다.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광역시를 중심

으로 하는 5개 권역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18개 권역이다. 울

릉군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전국 162개 시·군이 23개 지역생활권으

로 설정되었다.

둘째, 기존의 휘발유 판매량 대신 1인당 주행거리 지표를 사용하

여 교통에너지 소비현황을 분석하였다. 지역생활권에서는 인구가 적

은 중소도시 생활권의 1인당 주행거리가 길게 나타나며, 대도시 생

활권은 평균 주행거리보다도 짧게 나타났다. 시·군과의 비교에서는

각 지역생활권 평균보다 주행거리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상위 20%에 해당하는 32개 시·군 중 14개 지역이 대도시

생활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대도시 인접지역의 1인당 주행거리가 크

게 나타났다. 이는 시·군 내 이동보다는 인근 시·군과의 통행으로 인

한 주행거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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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통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밀도, 도

로밀도, 대중교통 이용률, 천명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선정되었다. 1

인당 주행거리와의 상관분석 결과,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늘어날수록 1인당 주행거리가 줄어들고, 도로밀도가 높고,

승용차 등록대수가 많을수록 1인당 주행거리가 늘어났다. 회귀분석

결과, 지역생활권과 시·군 단위에서 각 변수들이 주행거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를 제

외한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지역생활권 0.496%, 시·군 0.096%로 지역

생활권 단위에서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1인당 주행거리를 기초로 지역생활권별 교통에너지 소비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였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주행거

리가 많은 중소도시 생활권에서 더 많으며, 대도시 생활권의 평균보

다 1인당 50kgCO2 정도 더 배출되었다. 이에 같은 지역생활권 특성

에 맞는 탄소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교통에너지 소비특성에 따라 지

역생활권을 유형화하여 비교·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프로파일 작성

및 군집분석을 통해 23개 지역생활권이 5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는 통행목적에 따른 통행량을 기초로 지역생활권을 설정

하였으며, 주행거리 지표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교통에너지 소비

량 및 탄소배출량의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는 지역생활권내 여러 행정단위들이 협력함으로써 기존 단일 시·군

의 노력만으로 힘들었던 실효성 있는 교통에너지 저감대책을 수립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탄소배출 특성에 따라 분류된 5개 유

형별로 교통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감방안도 차별화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주행거리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이동을

고려하는 지역생활권을 기초로 교통에너지 소비 특성에 맞는 방안을

수립하여 보다 효과적인 탄소저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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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우선 지역생

활권 설정시 2010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세종시 및 청주·

청원통합시11)와 같이 새로운 도시의 출현 및 통합 등으로 인해 지역

생활권은 변화될 수 있다. 또한 인구 및 자동차 등록대수, 국토면적

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생활권이 조정될 가능

성이 높다. 2010년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인 분석으로 통행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보다 정확한 지역생활권의 공간구조와 통행패턴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통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도시특성들을 고

려하지 못한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빈도만을

고려하여 다양한 도시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탄소배출량 계산과

정에서는 자료부족으로 인하여 휘발유를 기준으로 연료별 석유환산

계수 및 탄소배출계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하

였다. 추후 차량 사용연료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구축한

다면 보다 정확한 탄소배출량을 환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1) 2014년 7월 도시통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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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지역생활권별 탄소배출량 산정

지역생활권 

1인당 

주행거리

(km)

1인당 

휘발유 

소비량(L)

순발열량

(kcal)

석유환산

(TOE)
TC tCO2 kgCO2

서산 생활권 4,103 475.43 3,437,392 0.344 0.269 0.987 986.88 

원주 생활권 3,820 442.64 3,200,301 0.320 0.251 0.919 918.81 

천안 생활권 3,774 437.31 3,161,764 0.316 0.248 0.908 907.74 

구미 생활권 3,764 436.15 3,153,386 0.315 0.247 0.905 905.34 

포항 생활권 3,752 434.76 3,143,333 0.314 0.246 0.902 902.45 

충주 생활권 3,696 428.27 3,096,417 0.310 0.242 0.889 888.98 

보령 생활권 3,645 422.36 3,053,691 0.305 0.239 0.877 876.71 

강릉 생활권 3,585 415.41 3,003,424 0.300 0.235 0.862 862.28 

청주 생활권 3,577 414.48 2,996,722 0.300 0.235 0.860 860.36 

순천 생활권 3,567 413.33 2,988,344 0.299 0.234 0.858 857.95 

전주 생활권 3,537 409.85 2,963,211 0.296 0.232 0.851 850.74 

속초 생활권 3,514 407.18 2,943,942 0.294 0.231 0.845 845.21 

대구 생활권 3,510 406.72 2,940,591 0.294 0.230 0.844 844.24 

대전 생활권 3,470 402.09 2,907,080 0.291 0.228 0.835 834.62 

부산 생활권 3,448 399.54 2,888,649 0.289 0.226 0.829 829.33 

진주 생활권 3,443 398.96 2,884,460 0.288 0.226 0.828 828.13 

안동 생활권 3,385 392.24 2,835,869 0.284 0.222 0.814 814.18 

춘천 생활권 3,377 391.31 2,829,167 0.283 0.222 0.812 812.25 

광주 생활권 3,320 384.70 2,781,414 0.278 0.218 0.799 798.54 

통영 생활권 3,230 374.28 2,706,014 0.271 0.212 0.777 776.90 

제주 생활권 3,152 365.21 2,640,494 0.264 0.207 0.758 758.09 

목포 생활권 3,111 360.49 2,606,319 0.261 0.204 0.748 748.27 

서울 생활권 2,978 345.08 2,494,895 0.249 0.195 0.716 716.28 

1) 2010년 기준 자동차 연비 8.63 (km/L)

2) 석유환산톤 0.723 (10-3TOE)

3) 탄소배출계수 0.783 (Ton C/TOE)

4) CO2분자량/C원자량 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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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any meteorological disasters caused by global warming,

multilateral efforts are being made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2 emissions

according to transportation energy consumption. It is targeted at the

transportation sector which accounts for about 16 percent of domestic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is study, it sets city-regions on the basis of travel

patterns. This is to reflect that traffic patterns used by passenger car

are becoming wide beyond the administrative district. So it sets

regions of commuting trips and daily trips, and sets city-region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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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ng them. Then this study analyzes the city-regional

transportation energy consumption and CO2 emissions by using

VKT(Vehicle Kilometer Travelled) per person. Futhermore, it makes

city-regional profiles and classifies the city-regions by aggregating

factors to affect CO2 emissions.

As a empirical analysis result, Korea's 162 cities and

countries set to 23 city-regions except for Ulleung-gun. Compared

with each city-region, average VKTs are higher in small-medium

sized city-regions than metropolitan. Also VKTs per person are

longer in the cities and countries located nearby metropolitan. It

suggests that the city-region is needed to measure the transportation

energy consumption for reducing CO2 emissions. This study builds up

the city-regional profiles and classifies into 5 types according to the

transportation energy consumption factors. Each typ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factors affecting the transport energy consump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ity-region should be

considered the unit to reduce the transport energy consumption and

establish more effective CO2 emissions reduction.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based on the transportation energy

consumption characteristics of each city-region than uniform standard.

Keywords : City-Region, Travel Patterns, Transportation Energy,
            CO2 Emissions, VKT(Vehicle Kilometer Travelled)
Student Number : 2011-2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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