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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鼎究텀的 

A口移動은 社會的， 人口學的 변수(social anà 

demographic variables) 의 공간 패 턴을 변화시 키 

는 중요한 媒介體이다1) 따라서 人口移動昭究는 

공간패턴올 이해하는 중요한 연쿠수단이 되고 있 

다. 그련데， 종래 안쿠이동 연쿠는 地域間 移動。l

나 國際的 移動을 주요 대상으로 했으므로2) 지역 

칸 이동이나 국제척 이동에 판해서는 많은 모멜 01 

나 理論이 성립되어 있지만， 都市內 人口移動 맑 

究는 그다지 활발하지 뭇댔었다. 그러냐， 1960 년 

대 후반이래， 都市內部 居住地 分化가 都市地理.學

의 주요 연쿠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도시내부 거 

주지 분화의 체 제 적 인 틀을 만들고 (structuring) 

유지하는 過程(process)에 대한 연구가 판심을 끌 

꺼1 되 었다 3) 都市內 人口移動(intra-urban mob

ility) , 즉 도시 내 에 서 의 家 口 (household)의 이 동 

이 이러한 過程의 하나로 언식되어， 이 방변에 대 

한 활발한 연쿠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人間의 行顯

(human behavior)에 대 한 판성 이 高漸됨 에 따라 

도시내 인쿠이동 연쿠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도시내 안군이동 연쿠는 。1 러한 背景·下에서 출 

발하였으므로， 자연히 도시내 안쿠이동의 過程，

原因， 했果， 都市構造와의 상호판련성 등이 주요 

연쿠대상이 되었다 4) 여기서 인구이동(mobility) 

을 ‘안간이 거주하는 장소의 변화’로 보는 것파 

‘안간이 내라는 立地에 대한 意思決定의 변화’로 

보는 것， 즉 形態(form)에 중점을 두는 것과 過

程(process)에 중점을 두는 것의 두가지 관점이 

있는데 5) 이에 따라 연쿠의 接近方法이 달라잔다. 

도시내 안구이동 연쿠의 懶流는 初期에는 이동의 

起 • 終點(origin-destination) 分析파 이들간의 총 

체척인 상호작용빛 이동패턴의 分析에 중점을 두 

었었다. 그 후， 가원지 (origin)와 대 상지 (destin

ation)의 경제적 요소에 판심을두게 되었는데， 이 

本 論文은 筆者의 碩士學位論文엄 • 故 金康星敎授의 指導에 感謝블 드렵 니 다. 
1) Simmons, ]. W. , 1968, “Changing residence in the city. A review of intraurban mobility," Georgraþhica/ 

Review, vol. 58, p. 622. 
2) ibid. , p. 623. 
3) Short, ]. R., 1977, "The intra-urban migration process: comments and empirical findings," TtjscJmft 

voa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vol. 68, p. 362. 
4) Clark, W. A. V.. 1976, “Migration in Milwaukee," Economic Geograþhy, vol. 52, p.48. 
5) Gale, S. , 1973, “Expianation theory and models of migration," Economic GeograPhy, vol. 49, p. 25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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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한 연구는 社會地域分析(social area analysis) , 

生顧要因分析(factorial ecology) 등의 職念的 플 

(framework) ~ 에 서 이 루어 졌 다. 이 러 한 巨視的

핍究는 移動者(migrant)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 

성 과 언쿠학적 특성 의 상호관련정 , 空間構造， 이 

동의 거리 및 방향 偏倚 (bias) 등에 중점올 두었 

다. 최근에는 이동하는 각 개인의 행동을 중심대 

상으로 하는 微視的。1고 行動科學的언 接近方法

(behavioral approach) 이 많이 시 도되 고 있 다 6) 

都市地理學에서의 이러한 微祖的이고 行動科學的

接近方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의 하냐는 家활 

(home)이며7) 또 기본적안 意思決定單位는 家口

(household) 이 기 때 문에 8) 도시 내 인쿠이 동은 거 의 

대 부분이 都市內 居住移動(residential mobility)을 

중심으로 다루어진다 9)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간 안국이동이나， 

인쿠이동에 대한 사회학적， 언군학척 접근올 시도 

한 논문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JO) 도시내 인구 

이동을 다룬 논운은 거의 없는 살쟁이다 11) 

本 論文은 도시내 인구이동에 판한 연주의 潤流

애 따라， 그좋에서도 특히 이동 자체에 중점을 두 

에 12) 현재 서울시내 안쿠이동에 어떠한 패턴이 나 

타냐는지 居住移動을 중심으로 考察하고， 일정한 

패댄이 존재한다면， 그려한 패번이 형성되는데 거 

리와 방향이라는 두 要因이 어떻거} 작용하고 있는 

가블 알아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주이동의 

要因줌 특히 거리와 방향의 두 要因을 택한 것은 

자료의 부족으로 社會經濟的 地位나 안군학적 특 

성등 餘地 要因의 붐석이 많은 제약을 받았기 해 

운이다. 

6) Clark, W. A. V. , 1976, op. cit., p.48. 

2. 鼎究方法

(1) 賣 料

本 흙究는 1977 년 현재 행정구역상의 서울시내 

에 한정하였다. 따라서 당시 서울시내 343 개 행 

정동간의 거주이동 자료릎 분석매상으로 삽았으며， 

구체적인 자료는 17 개 行政洞에서 1977 년 4 월과 

5 월 2 개월간의 轉出入 名灣와 轉出入 申告書를 

조사하여 압수하였다. (Tab. 1). 보다 상세한 패 

탠을 알기 위해서는 季節的인 變動도 고려함이 바 

람직한 엘이나， 단지 전체적인 패턴만을 분석하는 

것이 本 論文의 목적인 까닭에 일년중 이동량이 

카장 많은13) 4 월파 5 월 2 개월간을 조사기긴-으로 

택하였다. 資料를 수집한 17 개동은 대캐 都心에 

서의 거러와 居住地 開發年代에 따라 選定되었으 

며 , 選定된 洞은 中區 太平路一街洞， 鍾路區 몇仁 

一洞， 東大門區 察基一洞， 長安洞， 城東區 否堂二

洞， 城北區 東仙-→洞， 道峰區 水R兪三洞， 西大門區

弘濟四、洞， 羅村洞， 龍山區 좁被二、洞， 永登浦區 九

老-二洞， 未짝二洞(現 江西區)， 冠톰區 露梁律一洞

新林二洞， 江南區 新沙洞， 쫓뚫室三洞， 千戶二洞 등 

이다(Fig. 1). 분석대상이 된 총 이동회수는 13, 6 

54 회로 이중 轉入이 6， 530 회， 轉出이 7, 124 회이 

다. 그리고 모든 資料는 각 行政洞휩務所에 닙1 치 

된 轉出入 名樓와 申告書에서 얻어졌기 때뭄에 住

民登鍵人口와 實際人口의 차이에 의해 14) 얼부 안 

쿠이동이 누락되었으며， 또 家口의 따t會經.濟的 J也

않나 인규L학적 특성같은 機能的안 것이 제외되고 

단지 이 동의 起點파 終點， 또 그들간의 移動頻않: 

數만이 조사뇌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문제점을 얀 

7) Horton, F. E. & D. R. Reynolds, 1971, “Effects of urban spatial structure on individual behavior," Ecoη0-

mic GeugraPhy, vol. 47, p.36. Moore, E. G. , 1970, “Some spatial properties of urban contact fields , " Geo
graPhical Aηaiysis ， vol. 2, p.376. 

8) Brown, L. A. &E. G. , Moore, 1970, “The intra-urban migration process: A perspective," Geografiska Aηn
aier, Ser. B. Humaη Geography, vol. 52, B., p. 1. 

9)' 도시내 거주이동에 판한 문헌은 Simmons, J. W. , 1968, op. cit., pp.622"-'651. Moore, E. , 1972, “Residential 
mobility in the city, " Association 0/ Americaη Geographers, Resource Paper No. 13. 참조. 

10) 우려냐라의 인쿠이동에 판한 논뭄윤 서울大學校 附設 人디 및 發展問題 iff究所에서 딸간되는 “人n 및 發展WF
究所 會報”어l 간단한 내용 설명과 함쩨 상셔l히 소개되고 였다. 

11) 거주지 개발정책에 중점을 둔 것으로 金亨俊， 1977, “서울市 江南으로의 住휩移動에 판한 짧究--永東地區릎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이동대상지 결정요인례 대한 것으로 周允植， 1974, “住居立
地 決定횟因에 판한 땀究 서 울大學校 環燒大學院 碩士學位論文 둥이 있는 정 도이 다. 

12) Adams, ]. S. , 1969, “Directional bias in intra-urban migration," Ecoηomic Geography, vo l. 45, p. 302. 
13) 洞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았으나 대략 年間 이동량의 30 % 정도에 해당된다. 
14) 尹鍾周， 1975, 서울市 人口에 關한 뻐究， 서울女子大擊 出版휠， 서울， pp.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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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Number of households changing residence in sample area, 1977. 

NAME OF IMMIGRA TION EMMIGRATION 

SAMPLE DONG 
EXTRA | INTRA | mTRA | 
SEOUL I DONG I SEOUL 

SUM IRA | INTRA | INTRA 
SEOUL I DONG I SEOUL 

SUM 

T AEPYOUNGRO 1 GA 

SUNGIN 1 

CHEONGPA 2 

DONGSUN 1 

jEGI 1 

HAENGDANG 2 

NORY ANGjIN 1 

jANGAN 

HONGjE 4 

SOOYU 3 

YEOGCHON 

GURO 2 

CHEONHO 2 

HWAGOG 2 

SHINRIM 2 

SHINSA 

]AMSIL 3 

SUM 

---"1 
_._._._ .. A.2 

R. 3 
_ .. _ .. -…R. 4 

--CITY 
80UNDARY 

톨 SAMPLE AREA 

87 26 

179 63 

111 39 

113 52 

131 97 

121 85 

383 76 

251 51 

141 64 

271 123 

223 183 

288 213 

204 170 

199 42 

143 93 

254 312 

217 146 

3, 316 1, 835 

Fig. 1. Residential age ring and sample area 

고 있다. 

(2) 地帶區分

79 

259 

179 

266 

211 

273 

311 

478 

252 

629 

460 

427 

317 

443 

330 

878 

792 

6, 530 

192 62 26 142 230 

501 121 63 421 605 

329 109 39 244 392 

431 102 52 383 537 

439 67 97 236 400 

479 69 85 275 429 

770 192 76 356 624 

780 186 51 446 683 

457 199 64 878 1141 

1, 023 156 123 687 966 

866 179 183 434 796 

928 180 213 475 868 

691 119 170 334 623 

684 193 42 372 607 

566 171 93 377 641 

1, 444 232 312 528 1, 072 

1, 155 122 146 591 859 

11 , 691 2, 459 1, 835 7, 124 11 , 418 

해서 서울市를 居住地 開發年代에 딱라 5 개 지대 

로 냐누어， 환의상 都心에서부터 제 1 지대， 제 2 
지대， 제 3 지대， 제 4 지대， 제 5 지대라 부프기도 

한다. (Fig. 1). 地帶區分은 서 울시 의 行政區域變

選을 중심으로 하되， 서울시의 行政區域이 overb

ound 되는 현상이 았으므로 15) 많存의 짧究와 文

歡16)을 바탕으로 경 계 를 부분적 으로 재 조정 하였 

다. 이러한 구분은 서울시의 行政區域據張이 대체 

척으로 원형을 야루면서 이루어졌고， 먼저 펀입된 

地域이 어느정도 개말된 후 다시 학장이 이루어진 

점에서， 居住地 박탈에 있어서 약간의 同心圓的

(concentric)딸달을 보이기 해문에 연쿠의 펀의상 

챙한 것 뿐이다. 

(3) 分析方法

거주이동의 패턴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 

거주이동의 패턴은 거주이동의 양을 지도화하여 

나타내었고， 거리와 방향이 미친 영향을 얄기 위 

해 移動量파 거리와의 相關關係블 측정하고， 01 동 

]5) 崔相敏， 1977, “서울과 옳山의 生魔훨因分析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65. 
]6) 金仁 · 朴秀秉， 1974, “都市 人口密度 分布의 「패번」파 成長에 關한 맑究 環境論養 第-卷 第-號， pp.65"'-' 

79. 
朴英漢， 1973, “서 울 都心地域의 設定과 內部構造에 關한 昭究 地理學 第 8 號， pp. 51 rv62. 
李淑~， 1969, “人 口現象으로 본 서 울 都市化 뽑究 첼花女大 韓國文化 핍究院 論薰， 제 13 집 , pp. 135"'-'154. 
崔相敏， 1977, op. cit., pp.l rv92. 
기타. 서울市史， 서울市 都市計劃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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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方|헤性을 考察하였다. 구체적인 分析節次는 다 

음과같다. 

1) 거주이동의 양을 17 개 동마다 轉出入別로 地

圖化(Fig. 2'" 18)하여 서호 닙1 교하였다. 특히 5 개 

地帶間의 비교에 중점을 두었다. 

2) 5 개 地帶， 17 개 洞의 이동패턴을 종합하여 

얼반적인 서울市內 거주이동의 패턴을 알아 내었 

다. 

3) 거리가 이동패먼에 마친 영향을 알기 위해 

거리와 이동량간의 相關係數를 쿠하고 각 地帶別

로 펑굵 이동거리를 구하여 상호 바교하였다. 

4) 方向性의 측정은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나1 7) 여기서는 알반적으로 大都市에 적합한 

인쿠이동 모멜로 알려진뻐 Adams 의 방법 19)을 사 

용하였다. (4. (2) 方向性 참조). Adams 방법에 

의한 方向性의 측정은 그 바탕이 되는 것이 人間

이 찬숙하게 이용하는 通路블 중심 으로 한 좁은 

쐐 기 모양(narrow wedge-shaped sector)의 ment

al image 와의 판련정 이 므로， mental image 에 대 

한 연구가 없이 만순허 물리척 인 形態에 이 박벅 

-1--

’‘ OF MOVES \;，.Y‘、，-r ~ @)IN 

‘E뻐，ι들l’ J‘22 3 S ， A뻐 ε 재EA *쩌꾀《編졌 @OUT 

Fig. 2. Movement field of T AEPYUNGRO IGA-DONG 

을 적용하는례는 상당한 우러가 짜르겨는 하지만， 

週으로 서울市內의 이동형태가 mental Cimage 와 

의 관련하에셔 경험적으로 얻어진 移훌?펴 (move 

angle, Fig. 20) 의 분포와 유사할 해 서 울시 의 

거주이동도 이러한 mental image 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推定할 수 았을 것이다. 

3. 서울市內 居住移動의 패턴 

(0 第-地帶

1936 년까지 市街地化가 완료된 곳으로 李朝以

來 城內地域파 日帝 初期까지 주택이 들어선 地帶

이다. 대략 都心에서 4km 半쩔以內에 해당하며， 

鍾路區， 中區의 대부분과 龍山區 일부가 포함된 

17) Brown, L. A. & Holmes,]., 1971"'1972, “ Intra 
urban migrant lifelines: A spatiaI view.," The 
Review 01 Regioηal stμdies ， vol. 1., pp.67rv78. 

18) ibid. , p. 68. 
19) Adams, J. S .. 1969, op. ci t., pp.312"'322. 

$3‘SAμPLE AREA 

.1"""\ i :"'f 

I 、_._. r κ 

@OUT 

핸프때 
Fig. 3. Movem4/!ut field of SUNGINI-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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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반척으로불해 주변부 일부를제외하연 CB 

D 에 해 당하여 都市의 中心機能(central function) 
의 역할이 강한 곳이다. 

資料는 都心地의 太平路一街洞， 동쪽의 몇仁-‘ 

洞， 남쪽의 좁被二洞에서 얻었으며 조사기간중 총 

2， 819 회의 이동(轉入 1, 254 家口， 轉出 1, 565 家

口)이 발생하였다. 

1) 轉入 (Fig. 2@, Fig. 3@, Fig. 4@): 언근 
동에서의 단거리 이동20)이 약 41%로 지배적이며， 

이외에관 거리나 방향의 큰 제한이 없이 市內 全

域에서 고루 이동해 오고 있다. 이는 이 地帶가 

都心地이며， 서울시의 중앙에 위치하기 혜문에 특 

정한 방향에 쿠애됨이 없이 모든 방향에서 캡근하 

기가 쉽기 해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서울시 

의 가장 外廳地帶안 第五地帶에서의 轉入이 상당 

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외국의 경우와는 달러 21) 

life cyc1e 上의 地位變化에 의 한 이 동이 라기 보다 
든 職場(job place)과의 接近性(accessibility)을 높 

하기 위한 個A移動。1 주를 이룬다 22) 市外轉入率

23)혼 36.9%로 5 채 f뺑帶中 가창 높은 비율응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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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vement field of CHEONGP2A-DONG 

인다. 

2) 轉出 (Fig. 2(li), Fig. 3(li), Fig. 4(li)): 轉入

과 마찬가지로 투렷한 方向性은 보야지 않으나， 

인근동간의 단거리 이동이 천체의 약 1/3 에 달하 

며， 가장 외곽지대언 第五地帶로 약 1/4 의 이동 

이 발생하여 憐接外願으로의 이동보다 飛地的안 

外顧移動(frog-jump out) 현상을 보안다. 한펀 都
心에 위치한 太平路一街洞은 方向性이 나타나지 

않으냐 주변부에 위 치 한 옳仁一洞파 좁-城二洞의 

경우에는 마약하나마 方向性을 認知할 수 았다. 

즉， 東端에 위치한 뚫仁一洞의 경우， 보다 동쪽 

외 곽으로 약간 方向性이 보이 며 , 南端의 훔·被二洞 

의 경우에는 龍山， 永登浦를 잇는 線을 따라 외팍 

20) 以下 단거리 이동이란 이동거리 4km 이내의 이동 
을 의미한다. 

21) 외국 대도시의 경우， 都心地로의 이동은 대개 은 
퇴 나 分家에 의 한 것 이 다. Adams, ]. S. , 1969, op. 
cit. , pp. 302"'323. 

22) 移動豪口의 家族規模와 家族의 연령 둥을 알 수 
있였먼 몇개의 洞에서 쿠한 자료에셔 엠은 結論엄. 

23) 총 천엠야통중 시외천엽이 차지하순- 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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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vement field of DONGSUN l-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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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동하는 願向이 상냥허 강하며， 그외 永東

地區나 동부 외곽의 新興開發地帶로 飛地的 。1 동 

윤 보멜다. 이러한 方 [nJ性은 월仁洞파 좁被二;洞。l 

都心파 외곽을 잇는 放射狀의 幹線道路上어l 위치 

하면서 第‘地帶와 외팍지대와의 접합점에 위치하 

기 혜문에 나타냐는 것으로 생 각된다. 

(2) 第二地帶

1950 년까지 주택 이 밀칩 한 곳으로 第一地帶에 

서 동쪽파 남서 쪽으로 據張되 어 漢江以南의 露梁

律 일대와 永登浦 일대가 포함되는 반면， 서북쪽 

방향으로는 단켈되어 있다. 동쪽과 남서쪽으로는 

대략 都心에서 半쩔 7km 園 이내에 해당한다. 매 

개 오래된 주택지배이며 不良建物이 빌칩하여 slum 

가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 24) 同心圓構造의 도시에 

서 의 漸移地帶(transition zone)와 비 슷한 지 대 로 

볼 수 았다. 조사기간중 총 4， 837 회의 市內移動

(轉入 2.248 家口， 轉出 2， 589 家口)이 발생하였다. 

資料는 통북방변의 東仙一洞， 동쪽방면의 察基一

쥔， 똥 딴티l.'~L91 잭:강쓸洞， 灌江以南의 露、찢-律一11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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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vemcnt 1ìeld. of JBGl l-LONG 

에서 조사했으며， 서북방면은 포함뇌지 않는 관계 

로 자료조사가 동쪽 방면으로 환중되는 결과가 되 

였다. 

1) 轉入 (Fig. 5 @, Fig. 6 @, Fig. 7 @, Fig. 

8@) : 매체척으로 안근동을 중심으로 단거리 이동 

이 약 40% 로지배적이며 同一地帶內에서 약 첼 

반의 이동이 일어 나고 있다. 移動붉으로 폴 빼 

는 외꽉에서의 이동이 많으나 比重으로 따철 혜， 

역시 第一地帶에서의 이동이 많아 都心어1 셔 외꽉 

으로 향한 이동의 일연을 보여준다. 第一地帶어l 

비해서는 보다 뚜렷한 方向性을 보。}는례， 해개 

都心파 연결한 線의 방향을 짜라 이동이 발어나고 

았다‘ 즉， 東仙一洞의 경우， 츠仙橋와 爛阿里를 

잇는 線을 짜라 많은 이동이 얼어나며 聚基一洞은 

淸헬里로 연결되는 線이 주방향을 이루면서 외곽 

에서의 轉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1:용堂二洞 

은 都心에서 東部近했로 뻗는 放射線보다 했훌阿里 

방향으로 연결되는 擔環線을 따라 려 많은 이동야 

24) 셔움市史와 셔웅市 都市計劃資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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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vement field of HAENGDANG l-DON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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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 냐 득색을 이룬다. 예외적으로 露梁律~洞은 

상당히 불규칙적인 方向性을 보이는데， 他方向의 

轉入이 대개 同一地帶內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유사한 성질의 江北地域에서 江南으로의 이 

똥이 라는 서 울의 現狀況의 영 향을 받아 露梁律一

‘洞을 이동대상지로 選定한 결파로 보여진다. 市外

轉入率은 약 35% 로 第一地帶 다음이며， 특히 露

梁律一洞은 총 轉入의 절반이 市外轉入이다. 

2) 轉出 (Fig. 5 (li), Fig. 6 (li), Fig. 7 (li), Fig. 
8 (li)) : 안근동을 중심으로 한 단거리 地帶內 이동 

이 약 40 % 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가장 외꽉지 
대인 第五地帶로의 이중비중이 큰례， 이는 외곽으 

로의 이 동이 만거 리 외 곽이 동(short outward mo

ve)25)의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미약하 

나마 했外로의 급격한 이동(escape to suburbs)26) 

을 몽하여 일어냐는 碩向의 일변을 보여주는 것으 

로 생각된다. 

方向의 경우， 都心과 연결한 線의 연장방향으로 

상당한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즉 東仙一洞은 觸

阿里， 水職里 방면， 察基一洞은 忘憂里 방면， 검F 

1 젝 간 } 

@OUT 

Fig. 8. Movement field of NORYANGJlN l-DONG 

堂二洞은 九宜， 千戶 방면， 露梁律一洞운 新林，

奉天 방면으로 주로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 

나， 이 와 :함께 江北地域의 東仙一洞， 찢쯤基一洞， 

否堂二洞의 경우， 거리와 방향에 관계없이 江南地

域￡로의 이동경향도 뚜렷한데， 이는 江南地域의 

露梁澤一洞의 경 우， 江北地域으로의 이 동이 극히 

미약한 현상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3) 第三地帶

1960 년까지 住E펀地化가 이 루어 진 곳으로， 1950 

년까지 개발이 늦어졌던 西北部 방면으로 크계 늘 

어난 반면， 漢江을 경계로 東南方向으로는 개발이 

지 연되 고 있 다. 藏阿里， 徵慶， 聖水洞， 弘濟洞 일 

대를 포함하며， 대개 都心에서 半쩔 9km 園 以內

에 속한다. 資料는 西北방면의 弘濟四洞파 동쪽 

방면의 長安洞에서 조사했으며， 조사기간중 4, 856 

회 의 이 동(轉入 2, 150 家口 , 轉出 2, 706 家口)이 

25) Adams, J. s., 1969, op. cit., p.321. 
26) ibid. , pp.3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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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 

1) 轉入(Fig. 9 @, Fig. 10 @) : 第一， 第二地

帶와 마찬가지로 인근풍올 좋심으로 한 地帶內 단 

게라 이통이 약 45% 로 주를 이푼다. 都市內部

즉， 第-‘， 第二地帶에셔의 。l동이 많으며， 都心에 

셔 뻗는 放射線이 야동의 주요 방향을 이루고 있 

으냐， 弘濟四洞의 경우는 상당한 불규칙성올 보여 

주고 있다. 즉， 弘濟때洞으로의 轉入은 이 웃한 동 

얘셔의 이통이 많은 동시에 외팍에셔의 이동파 江

j휘의 新興開發地에서의 01통도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이는 長安洞의 경우， 이동이 都心에 

세 외확으로 향하는 線을 딱라 거의 집중되는 현 

앙파는 아주 대조척안 것이다. 이려한 현상은 弘

齊四潤의 전출패먼(Fig. 10@)이 외곽으로 향한 

뿐렷한 규칙성을 보이는 것과판련시켜 생각할해， 

셔 푸외 팍방연으로의 이 동이 중간지 대 인 弘濟洞 일 

냐}륨 거쳐셔 (via) 일어냐는 것으로 생겨해 불 수 

았다. 이는 서북뱅-변 외꽉지대안 廳村洞의 전입패 

년 (Fig. 12@)과 111 교해 봅 혜 더욱 뚜렷해진다. 

市外轉入率유 약 30% 로 第一， 第二地帶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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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ovement field of HONGJE 4-DONG 

해 옐어 ;<1 나 서울시 천체 평굵파 거의 버l 슷한 수 

준이다. 

2) 轉出 (Fig. 9@ , Fig. 10@): 언곤동간의 地
帶內 단거리 이동이 약 35 %를 차지하나 都心에 

서 뻗는 線올 짜라 외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아 

주 뚜렷 하계 냐타난다. 즉， 흉安洞의 경 우， 에 부 

분의 이동이 인접한 동을 제외하연 忘憂，，fL擾方

面파 九宣， 聖水方面으로 얼어나고 있으벼， 都心

으로 향한 이동이나 불규칙한 이동은 거의 연어냐 

;-<] 않고 있다. 弘濟四洞의 경우도 많播， 佛光ji벼i 

의 외팍이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永東， 始興方

面파 忘憂里方面으로 일부 이 동이 냐타냐고 있 다. 

그러 냐 第一地帶， 第二地帶와는 달리 , 江.南으로의 

。l 동이 그다지 많지 않아 규칙성이 거의 훈 f해되지 

않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4) 第四地帶

1970 년까지 택지화가 이루어진 곳으로 水檢변 
에서 九宜， 千戶方面으로 이어지는 지역과 永登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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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ovement field of SOOYU 3-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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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仁JII~ 水原方向으로 확장환 풋， 西北方面의 

市界까지의 지역이 포함된다. 대략 都心에서 半f쩔 ￥ 

11""'‘、、、‘、、、‘‘、‘‘‘

획 과 정 책 이 유도하는 정 리 된 로지 (planned area) 

위 에 大單位 居住地域이 主導的으로 개 발된 지 역 

이 다 27) 資料는 東北의 水輸三洞， 西北의 購村洞

江南의 千戶二洞， 仁川方面의 九老二洞에 서 조사 

랬으며， 조사기간중 총 7， 074 회의 이동(轉入 3, 5 

25 家口， 轉出 3 ， 549 家口)이 발생하였다. 

1) 轉入 (Fig. 1l@, Fig. 12@, Fig. 13@, Fig. 

14@) : 地帶內 단거리 이동이 약 절반 정도이며， 

같은 洞內의 管內移動이 전체이동의 20% 를 차지 

해 5 개 地帶中 가장 높은 비율을 보안다. 인근동 

과 단거리 이동과 함께 都心과 연결되는 線을 하 

라 외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체 나타 

난다. 따라서 5 개 地帶中 가장 확연한 方向性을 

보이며， 짧心을 중심으로 반대방향으로의 이동은 

거의 일어냐지 않고 있다. 즉， 水鷹三洞은 顆阿里

方面， 購村洞은 많播， 弘濟洞方面， 九老二洞은 永

登浦方面， 千戶二洞은 九宜洞 方面에 서 의 이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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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ovement field of YEOGCHON-DONG 

현저 하계 냐타나며 , 특히 千戶二洞의 경 우， 鷹內

移動파 경계를 이루는 千戶-洞， 岩총~려， 城內洞，

九宜洞에서의 이동을 합하변 천체이동의 90% 이 

상을 차지해 아주 캉력한 만거리 이동의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뚜렷한 方向性파 탁월한 만거리 

이통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이 地帶가 서울시의 

외꽉에 위치하면서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안정된 주태지대를 형성하고 있기 혜문에 단거리 

외 곽이 동(short outward move)의 종착지 로서 의 

역할을 갖기 혜문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시외 

천입율은 28% 정도로 펑균보다 초금 낮A며， 工業

地帶에 위치하여 시외천업율이 높은(약 113) 九老

二洞을 제외하면， 시외전입율은 25 % 정도이다. 
2) 轉出 (Fig. llQV, Fig. 12QV, Fig. 13@, Fig. 

14@) : 轉入파 마찬가지로 만거리 이동이 Ãl 배적 

이다. 이는 第四地帶 자체가 서울시 외곽에 위치 

하므로 보다 외곽으로의 이동이 내부의 다른 地帶

만릅 절실하지 않는데다가 第五地帶로의 외꽉이능 

?:l) 金仁 • 朴秀秉， 1974, op. cit., pp.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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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만거리 이동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혜문 

이다. 그러나 轉入의 경우와는 달리 방향에 판계 

없이 同i地帶냐 第五地帶로 향한 이동도 뚜렷하 

게 냐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江北地域의 購村洞과 

水險三洞에서 머욱 두드러지게 나타냐는떼， 이는 

서 울시 의 內部構造가 都心에 서 의 放射狀 幹線道路

릎 따라 어느 정도 옳形構造(sector)를 이루고 있 

다고 가정 한다면， 다른 sector 로의 이 동보다는 통 

일 sector 내에서의 외팍이동28) 이 먼저 일어 난 후， 

다른 sector 의 유사한 외 곽지 대 간에 相互移動。l

얼어냐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羅村

洞이나 水險三洞이 속한 sector 에서는 얼단 동일 

sector 내의 외곽지대인 購村洞이나 水戰三洞으로 

먼처 이동이 얼어난 후， 여기서 다시 永東이나 江

南地域둥 디-른 sector 로의 이동이 얼어냐는 것으 

로 추정해 볼 수 있으려라 생각된다. 反面， 九老

二洞이나 千戶二洞의 경우， 江南地域에 위치하면 

서도 睡村洞이나 水Q兪三洞에 비해 餘他 江南地城

으로의 移動比重이 훨씬 작고， 오히 려 都心과 연 

캘되뉴 輪음 π1라 이통이 주로 인어나끈 것우 홉ß 

'0 OF MOVES 

kπ~05 

같낼 l 

듀묶2 

빼#μ3 

톨ii4 

1;;:1 SAMPLE AREA 
@OUT 

Fig. 14. Movement field of CHEONHO 2-D켄ING 

市內 人口移動이 交通路의 영향도 크계 뻗는다 할 

혜 , 서 울시 의 街路網이 아직 放射線이 領環線에 

1:1 1 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마고 하겠 

다. 한펀， 九老二洞이나 千戶二洞의 경우에는 轉

出對象地가 轉入地와 별다른 차이를 보。l 지 않고， 

이웃하는 洞間의 이동이 특히 많다는 첨에서， 이 

들 지역이 주민의 주택수요와 주택콩급야 잔 결합 

되어 얀정된 住E효市場(housing market)을 형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第五地짧 

1970 년 이후， 새로이 개발된 주택지대이다. 서 

울시에서 가장 외곽지대이며， 대략 都心에서 半짧 

13"'17 km 團에 해 당한다. 江北의 律實里외 J::훌， 

道峰地區， 그리 고 漢江以南의 永登浦， 九老， 露梁

律一帶를 제외한 거의 全域이 포함펴며， 득허 永:

28) 都市內 안쿠이 동이 wedge-shaped mental image 
의 영향을 크체 받는다고 한다변， 도시내 안꾼이동 
의 주환 방향은 동일 secter 내에서의 외팍òl 동이다. 
Adams, J. S. , 1969, op. cit.. pp.230rv323. 

-‘ r:F MOVES 

놀별l 

투;12 ....... 
-‘’ _4 
t:-:.:.~s아.PLE AREA 

@OUT 

.Fig. 15. Movement field of HW AGOG 2-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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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 훌훌室， 未삼地區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척 

극 개발한 계획척안 주거지쿠이다. 짜라서，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資料는 대표적안 계획적 개발지구안 未

짜二;洞， 新林二;洞， 흥싼沙、洞， 훌훌室三洞 등 4 개 동에 

서 조사하여 얻었다. 조사기간중 총 7， 722 회의 

이동(轉入 4， 477 家口， 轉出 3， 245 家口)이 얼어났 

으멕， 천업이 앙도척으로 많다. 

1) 轉入 (Fig. 15@, Fig. 16@, Fig. 17@, Fig. 

18@) : 地帶內 단거리 이동 바율이 38.9%로 5 개 

地帶中 가장 낮아 都市內部로부터 의 이 동이 활발 

함을 보여준다. 역시 주된 패턴은 단거리 이동이 

지만， 新林二洞융 제외하면， 상당히 불규칙적인 

이동패탠을 보인다. 이는 新林二洞 외에 未갑二洞， 

新沙洞， 훌훌室三洞 등은 不動塵授機 둥 사회 적 요 

안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거리 

나 방향에 판체없이 이들 江南他城의 新興開發地

롤 이동의 대상지로 선택하는 경향에서 111 롯된 것 

으로 풀야할 수 있다. 하지만， 연속된 가까운 거 

리가 아녀 자커려 이통의 져우， 이듬 地域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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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Fig. 16. Movement field of SHINRIM 2-DONG 

쿠를 보내는 곳이 他方向의 외과지대라는 점에서， 

이들 지역이 서울시내 여러 sector 에서 일차척으 

로 외곽이동이 얼어난 후의 2 차적인 이동의 대상 

지가 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시외천업율은 약 

20% 로 5 개 地帶中 가장 낮아 서울의 新興開發

地가 시외천엽의 주요 대상지가 아념을 보여주고 
있다 29) 

2) 轉出 (Fig. 15@, Fig. 16@, Fig. 17@, Fig. 

18@) :동일지대내의 이동이 약 60% 를 차지하 

는데 이는 이 地帶가 서울시의 가장 외곽에 위치 

하고 있고， 서울市城을 벗어 난 했外化(suburban

ization) 가 아직 활발히 진행 되 지 않는 상태 에 서 , 

보다 외팍으로 이동할 소지가 작기 혜운이다. 이 

29) 일반척으로 동심원구초의 도시에서 시외천업자의 
초기 정착지는 都心과 漸移地帶이다. 
Johnson, J. H. , 1972, Urban GeograPhy. Aπ Inlr
od.μctory Analysis, 2nd ed. Pergamon Press, pp. 
170"-'172. Burgess, E. W. , 1925, “The growth of 
the city," in Stewart, M. ed. , 1972, The City; 
Problems 01 Planning, Penguin B∞ks. 

서웅의 격우， 尹鍾周， 1955, op. cit.,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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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Movement field of SHINSA-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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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이유로 전출패턴은 단거리 이동외에 뚜렷한 

方向性이 없이 불규칙한 형태로 냐타난다. 즉， 안 

접한 동으로의 大量 移動파 동시에 방향에 관계없 

어 圓-~地帶內의 여 러 동으로의 이 동이 뚜렷 이 냐 

다냐고 있다. 

(6) 일반적 패턴 

앞에서 분석한 각 地帶別 이동 패탠을 종함해 

보연， 서울시내에서의 屆f흰移動은 공홍척으로 단 

거 리 이동에 주도되고 있응을 알 수 았다. 이는 

(Tab. 2)와 <Tab. 3)에 서 도 쉽 게 알 수 있 다 30) 

都心과 新興開發地를 제외하면 대체로 강한 方

Tab. 2. Number of moves between residential age rÍngs 

FROM 

RING 1 

NING 2 

GING 3 

RING 4 

RING 5 

RECEIVED lN 

% OF MOVfS 

h-nlO!5 

붙씌 l 

1iïii12 
뻐13 

;'::.:.1 SANPLE ÄREA 

TO RING RING 

2 

512 265 

186 1 ， 0없 

200 317 

148 307 

208 357 

1, 254 2, 248 

RING RING RING SENT 

@OUT 

3 4 5 OUT CHANGE 

212 219 357 1, 565 -311 

308 416 677 2, 589 -341 

957 댔9 643 2, 706 -556 

369 1, 668 1, 057 3, 549 - 24 

304 영3 1, 743 3, 245 1232 

2, 150 3, 525 4, 477 13, 654 

fbJ性을 보이며 이동이 얼어냐는데， 대개 都心에서 

외 과으로 향하는 放射狀의 幹線道路가 이 동의 主

方向을 이 푼다. 이 로써 서 울시 내 居住移動에 交通

路가 큰 역할융 하고 있음올 알 수 있으며， 서울 

시를 幹線道路를 중섬으로 sector 로 칼라 본다면， 

대부분의 이동은 동얼 sector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都心파 新興開發地의 경 우에 는 都心은 여 러 

sector 가 모이 는 接·合點에 위 치 하므로 sector 의 주 
분없이 불규칙한 이동현상이 나타나며， 新興開發

地는 방향과는 무판하게 유사한 외 곽지 대 상호간 

의 이동이 많기 혜문에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都心에서 외과으로 향하는 이동이 판 比

重을 차지하는 가운데(약 40%)，외곽에서 都心으 

로 향한 이동도 냐터-냐는데， 보다 椰心에 가까운 

바로 안캡한 동으로의 이동은 都心으로 향한- 이동 

으로 간주하는데 무리가 았으므로， 이러한 이똥훈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個人移動으로 家口술體의 이 

동은 비율이 아주 낮다. 즉， 서울시에서는 여러가 

지 要因에 의해 都心으로의 이동이 펼요할 경우， 

家口全體가 이동하기 보다는 그러한 펼요성을 느 

끼는 개인만이 이동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여러가지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쉽사리 

결론용 내펼 수는 없는 문제이다. 그러고， 외팍으 

로의 이동에 있어서， 都心부픈에서 일부 飛他的익1 
Fig. 18. .Movement field of JAMSIL 3-DONG 외꽉이동도 있으나， 주를 아루는 것은 단거 리 외 
30) (Tab.2)에서 -값을 나타내는 것은 기대치보다 머 많은 야동이 일어남을 나타냉. 여기서 기배치란 이동에 方
向偏倚가 없을 경우 예상되는 이동량으로 각 지대간 천엽량과 전출량을 곱하여 총 이동량으로 냐눈 것이다. 
Adams, J. S. , 1969, op. cit.,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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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h. 3. DüfereJlee between aet삐혀 톨ove aad expect8ncy 

FROM TO 1 R뻐G1 職 2 RlNG 3 없NG4 RING 5 

R 1 N G 368 7 
R 1 N G 2 - 52 516 
R 1 N G 3 - 49 - 129 
R 1 N G 4 - 178 - 277 
R 1 N G 5 - 90 - η7 

곽 이동의 반복올 통한 외꽉이동öl 다. 특히 第三，

第四地帶가 단거리 외꽉이동의 一次 終훌地로서의 

역할을 하고 었으며， 第三地瓚의 경우는 동얼 sec

tor 내의 외꽉지대로 향한 이동， 第四地帶는 방향 

과 거리의 영향보다는 新興開寶他로 향한 야동의 

중간단계로서의 성격을 지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는 一定期間동안 한 家口의 。1 동을 

- 34 - 185 - 156 
- 100 - 252 - 172 

531 - 110 - 244 

- 190 752 - 107 

- 207 - 205 678 

추척해 봄으로써 명확한 해탑을 얻을 수 있는 문 

제이나， 地帶別 轉出入 패탠을 종합적으로 폼석해 

볼 뼈， 어느 청도 이러한 경향을 推定해 폴 수 있 

다. 

이러한 각 地帶別 이동패먼의 특성을 圍表化한 

것이 <Tab.4>이다. 

Tab. 4. Characteristies of migration by residential age rings. 

I AGE RING 1 I AGE RING 2 I AGE RING 3 I AGE RING 4 I AGE RING 5 

단거리 이동 단거리 이동 

IMMIGR- 방향성 미약 방향성이 나타남 

ATION 飛地的이동 시외천업 많다. 

시외천입 많다. 

단거리 이동 단거리 아동 

EMMIG- 방향성 미약 간선도로를 따라 

RATION 飛地的이동 외꽉이동 

飛地的 。l 동 

4. 居住移動의 훌因 

都市內 안구이동은 여러가지 요언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종래 의 연쿠를 보면， A間의 mental im-

31) Adams, ]. S. , 1969, op. cit., pp.302"-'323. 

단거리 이동 단거리 이동이 특 단거리 이동 

외꽉이동의 중간 히 강함 방향이 random 

단계 방향성 아주강함 都心에서의 飛地

외꽉이동을 위한 的야동 

일차척 이동 

단거려 이동 단거리 이동이 륙 단거리 이동 

칸선도로블 따라 히 우세 방향에 무판한 져 

외꽉이동 방향에 우판한 지 대내 야동 

방향성 강함 배내 이동 

age 와 i훈련하여 都市內 居住移動을 거리및 方向

偏倚 (distance and directional bias)로 설명 하려 

는 것 31) 家口의 意思決定으로 설벙하려는 것 32) 

place utility function33)으로 설 명 하려 는 것 34) 都

市內 주택시창의 메카니즘으로설명하려는것 35) 동 

Brown, L. A. & J. , Holmes, 1971 rv1972, op. cit., pp.67"-'68. 
Wolpert, ]., 1967, “Distance and directional bias in Inter urban migratory streams," Annals, A. A. G. , 
vol. 57, pp. 605"-'616. 
Golledge, R. G. , Briggs, R. & D. , Demko, 1969, “The configuration of distances in intra-urban space," 
Proceediη'gs ， A. A. G. , vol. 1, pp.60"-'65. 

32) Brown, L. A. & E.G. , Moore, 1970, op. cit. , pp.1"-'13. 
Short, ]. R., 1977, op. cit., pp.362"-'370. 

33) place utility 란 개인이 知覺하는， 다른 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떤 지역이 지냐는 매력의 R度릎 의 ul. 
Wolpert, J. , 1966. “ Migration as an adjustment to environmental stress," Journal 01 Social lssues, vol. 22, 

pp.92"-'102. 
Simmons, J. W. , 1968, op. cit., pp.622"-'651. 

34) Brown, L. A. & D. B., Longbrake, 1970, ‘Migration flows in intraurban space: place utility considera-
tion," Annals, A. A. G. , vol. 60, pp.368"-'384. 

35) Kaiser, E. J.. 1968, ‘ Locational devision factors in a producer model of residential development," Land 
Economics, vol. 44, pp. 351""362. 
Kaiser, E.]. & F. , Weiss, 1969, ‘S아ne components of a linked m여el for the residential development and 
devision process," ProceediHgs, A. A. G. , y.어. 1, pp. 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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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移動變數 자체에 대한 연구36)는 非空

間的안 것으로 地理的 性質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7) 

}펀-住移動의 만족스려운 모렐 설정을 위해서는 

付置， 場所的 特性， 住현의 地位 38) 所得， 家族規

模， 婚事上의 地位.， 職場의 位置， 都市內部構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 

한 다양한 변수를 모두 고려 하여 都市內 居住移動

윤 설명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며， 대개의 연국 

가 이중 몇가지만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앞에 

서 잘펴본 서울시내 댐住移動의 패번이 나타나는 

데 미친 거리의 영향과 居住移動의 方向性만을 측 

정하는데 그쳤다. 

(1) 거 리 

앞서의 패턴 분석에서 서울市內 居住移動이 단 

거리 이동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이동거 리와 移動

量과의 관계 블 그래 프화시 킨 것 이 Fig. 19이 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동거리가 커짐에 따 

라 移動量은 급격 히 감소하여 logistic curve 플 

그련다. 各 地帶別로 보아도 천체 적 으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으며， 地帶에 판계없이-모두 단거리 

。l 통으로 특정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低級住현地일수록 단거 리 이동의 경향이 더욱 강 

하게 나타냐는데 39) 서울의 경우， 江南， 江北， ~편 

入， 轉出에 따라 상당히 큰 이동거리의 차이룹 보 

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설정이다. 그 

러나 轉入파 轉出을 합해서 생각할 띠L 평균이능 

거라는 대개 6rv7 km (천체 평균이동거라는 6.58 
km)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여 러 가지 要因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가 住居移動 패턴을 어느청도 섣명하 

는지는 결정하기 험들지만， 移動量괴- 이동거리플 

log 화하여 상관계수를 쿠하면 상당히 높은 數他

(r=0.83)를 냐타내 는 것 으로 보아. 移動量과 이 
28 (KMJ 

v、!견 동거리간에는 상당히 밀접한 판계가 있음을 알 ζ수 

겠다. 

(2) 方向性

서울시내 居住移動에 얼정한方向性이 있음은이 

미 살펴본 바와 갈마. 여기서는 Adams 의 方옳40) 

을 원용하여 서울市內 居住移動에 있어서의 方向

性을 측정 해 보고자 한다. Adams 의 方흙은 移動

角(move angle)을 측정 하여 (Fìg. 20) 그 分布블 

그렸을 때， 移動角의 분포가 O。부근과 180。부온 

에서 頻度數(frequency)가 가장 많으면， 이는 동 

얼 sector 내에서 都心으로 향한 이동이거나， 都

心에서 외꽉으로 향한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동에 方向性이 있다고 판정하는것이다. Adams 

의 方法은 方向性융 都市에서 機能的으로 중요한 

CBD 블 포함시켜 定義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 

지 나41) CBD 를 중심 으로 만대 방향으로의 이 동에 
대해서는 移動角 측정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Adams 가 都市內 居住移動은 住

民의 wedge-shaped mental image 의 영 향으로 동 

일 sector 내에서 얼어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딸 

하여 移動角 측정을 시도했기 째문이다. 여기서눈 

Adams 의 方法으로 측정했을 때， 移動角의 뿔曲 

이 얼어나는 야동(전체의 약 17.5%)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의 移動角만 측정하여 그 分布를 그렸 

36) Rossi, P. H. , 1955, Why Families Move , Free Press. 
37) Simmons, ]. W. , 1968, op. cit., pp.627,.....,637 

Boyce, R. R., 1969, “ Residential mobility and its implication for urban spatial change," Proceedings, A 
A. G. , vol. 1, pp.22"-'26. 

38) 自家， 傳첼， 月賞 등 

39) Boyce, R. R., 1969, op. cit. , p.23. 
40) Adams, ]. S. , 1969, op. cit. , pp.312rv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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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Distribution of move angl{' 

mental image 의 영 향을 크게 발는 것 으로 생 각 

할 수 있으며， 都心에서 외과으로 뻗어 나가는 幹

線道路가 이동의 주요 방향을 이루는 것으로 미루 

어， mental image 형성에 交通路가 큰 역할을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만얼 인구이동에 sector 가 존재하여 이러한 

方向性이 나타난다면， 그 크치 는 대 략 30。 크기 의 

sector 가 될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 新興開發地로의 이동은 대개가 단계적안 외 

곽이동이 일어난 후의 二次的언 이동으로볼수 있 

는떼， 이는 新興開發他의 migration field 가 方파I 

과 거리와는 무판하게 都市外顧에 위치하는 것으 

로 推定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家口의 

移動을 追歐調흉함으로써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 

이다. 

本 짧究는 단지 서울시의 거주이동패턴을 形顧

的언 (morphological)변에서 분석하면서 廳存의 뻐 

究結果와 비교해 본 것에 불과하며， 住民의 屬性，

住흰， 地域의 特性 둥 機能的(functional) 측띤올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체계적안 연구는 次後의 

課題로 남긴다. 

-서울大學校 大學院-

Fig. 20. Move angle 

다. (Fig. 21). 그립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市內 

이동의 移動角도 O。 와 180。 주위에서 가장 많은 

頻度數를 보인다. 이로써 移動角 측정에서 제외된 

17.5 % 의 이 동을 다른 요안에 의 한 random 한 이 

동이라 생각한다연， 서울市內 居住移動도 住民의 

mental image 에 의 해 , 동 얼 sector 내 의 이 동01 

주를 이루며， 30。와 150。 부근에서 가장 頻度가 

높은 것으로 미루어， sector 의 크기는 대략 30。角

度를 갖는 것으로 推定할 수 있을 것이다. 

5. 홉홈 

이상의 分析에서 뻗어진 서울市內 

패단은 다음과 같다. 

@ 서울市內 居住移動은 거리와 밀접한 판져l 를 

갖고 있으며， 단거리 이동이 이동의 중심을 이룬 

다. 

@ 이동의 주된 方向은 都心→외과 방향이며， 

얼부 飛地的인 이동도 나타나지만- 대개 단거리 외 

과이동의 반복을 통해서 외곽이동이 이루어잔다. 

@ 都心과 외팍의 新興開發地를 제외하면， 대체 

로 뚜렷한 方向性을 보여 서울시내의 居柱移動。l

居住移動의 

結

41) Brown, L. A. & J. , Holmes, 1971"'1972, op. cit.,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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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tern of Residential Mobility in Seoul. 

Summary 

ln this paper, 1 study the pattern of intrau

rban migration in Seoul focused on residential 

mobility. And then, 1 try to discover the dist

ance and directional bias of residential mobility 

in Seoul. 

The study area was confined within the legal 

city boundary of Seoul in 1977. Thus, it covers 

343 administrative Dongs and the data of resi

dential change between them were the object 

of analysis. The data actually used for this 

study were sampled in 17 administrative Dongs 

with the survey of migrant directory between 

April and May in 1977. 

For the convenience of the study, the Seoul 

area was divided into five Residential Age Rings 

(Fig. 1) and from the city center to outside, 
five Residential Age Rings were called as Ring 

1, Ring 2, Ring 3, Ring 4 and Ring 5, respec

tively. 

The analytic procedure for this study is as fol

lows. 

1) The quantity of residential moves in each 

sample Dong was mapped and compared. Par

ticularly, 1 put emphasis on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among the five ResidentiaI Age 
Rings. 

From this, 1 intend to find the general resid

ential mobility pattern in Seoul. 

2)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ove dis

tance and the quantity of residential moves 

was calculated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3) To see the directional bias of residential movc 

in Seoul it was measured by Adam’s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J ae-Duk Lee* 

(1) The characteristics of move pattem in 

Ring 1 (Fig. 2-Fig. 4) are short move, weak 

directional bias, a lot of frog-leaping moves. In 

addition, in the case of in-migration, the qua

ntity of moves from outer region of Seoul rea

ches to considerable amount. Weak directional 

bìas is due to the location of Ring 1, the center 

of the city, which causes even accessibility to 

al1 direction of the rest city. 

(2) For Ring 2, short move is dominant and 

directional bias is not weaker than Ring l(Fig. 

5"-'8). The out-migration trend is outward 

move along the arterial roads. And there is 

also frog-leaping moves. This Ring is similar to 

transition zone of concentric city in terms of 

many characteristics such as existence of slum. 

Thus, move from outer region of Seoul amount 

to considerable volume. 

(3) For Ring 3, migration trend is similar 

to Ring 2 as a whole, but directional bias is 

stronger than prior two Rings and there is no 

frog-leaping move. (Fig. 9r-.J1O) 

Because this Ring is located between inner 
cìty and outer part of newly developed region, 
the migration pattern shows the mixed one of 

the two. 

(4) Short move and directional bias is most 

dominant in Ring 4 among the five Rings. (Fig. 

ll-Fig. 14). In-migration is happened mainly 

within the same sector and shows short out

ward move from inner city. But in the case of 

out-migration, though movement is dominant 

in same Ring, it is random in direction. 

This Ring is the most stable one of the five 

Rings in terms of housing market and this cau

ses strong short move trend. 

(5) For Ring 5, short move is dominant and 

Journal of Geography, 6, 1979, PP. 70"-'86. *Seo비 Nat.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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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is random in direction. (Fig. 15-

Fig.18). The outward frog-leaping move from 

inner city is highly recorded. Because this ring 

is located in the outmost part of Seoul and newly 

developing residential area of the south of the 

Han River, the movement pattern of this Ring 

can be explained by such factors as speculation 

and housing policy of the city of Seoul. 

(6) A verage move distance is 6"'7km as a 

whole, and there is no significant variation by 

Rings and Dongs. But, considerable variation 

exists between in and out-migration. This is 

due to the movement to the south of Han River 

tand it is the policy of city of Seoul that gove

rnment persuades the residents of Seoul to move 

to the south of Han River. Correlation coeffici

ent between move ditance and the quantity of 

residential moves is O. 83. 

(7) Measuring directional bias by Adam’s Me-

thod, strong directional bias appears in Seoul 

except for particular case city center and newly 

developing residential area in outer range of 

Clty. 

(8) In generaI, the residential mobility in 

Seoul is basically led by short move (Tab. 2"'3) 

and strong directional bias cxists in Seoul except 

for city center and newly developing residential 

area in outer range of city. Main trend of 

movement shows outward movc along arterial 

roads and such outward moves are accomplished 

by the repetition of short outward movc except 

for partial frog-leaping. 

This study is only preliminary survey by 

primitive method and morc detailed study con

sidering many factors affecting intraurban resi

dential mobility w il1 be the theme of my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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