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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최근들어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transport poor)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면 

서 이들의 통행제약을 밝히려는 연구가 있어 왔 

다. 1980년대 들어와 몇몇 여성지리학자들이 여 

성 의 접 근성 (accessibility) 관점 에 서 성 편 향 

(gender bias)에 주목하였으며 (Pickup, 1988; 

Tivers, 1988; Wekerle, 1984), 일 부 교통지 리 학 

자들도 노인과 장애자의 통행수단 문제를 연구 

하였다(Parolin， 1982). 

통행수단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교통약자는 

이동성과 접근성이 제한됨에 따라 활동공간 

(activity space)의 범위가 제한된다. 교통약자 

에는 어린이도 포함된다.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 

으며， 교통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특히， 보 

행자로서 사고를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어린이의 자율적인 통행을 상당히 제 

약한다. 이에 따라 이들의 통행빈도와 거리는 어 

른에 비해 크게 축소된다. 

하지만 기존의 국내 어린이 통행에 대한 연구 

는 사고와 관련해 간접적으로 연구되어왔을 뿐 

(尹貞烈， 1982; 道路交通安全協會， 1995) 어린이 

통행의 전반적인 특성이나 통행의 자율성에 관 

여하는 요인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이는 

어린이를 하나의 주체로 보고 통행의 특성을 구 

명하지 못한데 일부 기인한다. 아울러 단지 성인 

과 대비되는 한 집단으로서 연구했기에 어린이 

집단 내에서의 차이도 분석하지 못하였다. 즉 어 

린이를 둘러싼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이들의 통 

행에 어떻게 관여하는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 

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린이 통행에 대한 시론적 

인 연구로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통행 주 

체의 자율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에 이 논문은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 통행의 시 · 공간적 특 

성과 독립적 이동수준을 고찰함으로써， 도시환경 

속에서 어린이 통행이 어떻게 발생하고 아울러 

부모의 배경이 이들의 통행에 애떻게 관여하는 

지를 알아보겠다. 

2. 언구지역 및 방법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논문중 일부를 수정 ·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주신 허우긍 선생님께 감 

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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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지역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서울시 성북구의 성북 

동， 동소문동， 돈암동， 삼선동 일대이다. 이 지역 

은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혼재한 다양한 토지 

이용 패턴이 나타나며， 여러 유형의 주태이 공존 

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섞여 

있어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부모를 볼 수 있 

는 곳이다. 이 지역의 토지이용과 교통환경을 살 

펴보면， 왕복 8차선의 동소문로(3호 국도)변의 

전철역을 중심으로 한 배후지에 상업기능이 탁 

월하게 발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지역은 도심으 

로부터 반경 5km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교통량이 많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참여관찰 동의 방법이 부 

수적으로 동원되었다. 설문은 연구지역 내에서 3 

개의 공립학교， 1개의 사립학교를 선정하여 3, 6 

학년 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 

문지는 미리 학교에서 배포하여 작성시 주의요 

령을 설명한 뒤， 집에서 작성토록 하였다. 설문 

은 1996년 4월 18일 -4월 21 일 5월 17일 -5월 20 

일 두 차례에 걸쳐 배포하였다. 한편 평일의 활 

동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문집단을 임의 

로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 금요일과 일요일， 

월요일과 일요일의 통행을 조사하였다. 배포된 

1260부 설문중 모두 876부가 수거 되 었다. 이 중 

부모의 응답이 없거나 통행일지를 기록하지 않 

은 것을 제외한 289부를 분석에 이용(이용률: 

22.9%)하였다. 

또한 교사， 개별 학생， 학부모와의 면담과 어 

린이 행태에 대한 참여관찰 등의 정성적인 방법 

(qualitative method)을 동해 설문의 부족한 부분 

을 보완하였다. 이밖에도 인구 및 주태센서스， 

교통연감， 여성통계연보， 서울시 통계연보， 서울 

시 교육통계연보， 성북구 통계연보 등이 연구에 

이용되었다. 

의 어린이(0세부터 14세까지)를 대표하지는 않으 

며， 학령초기와 후기에 속한 3학년과 6학년 학생 

만이 해당한다. 이 시기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단 

계에서 구체적 조작기이며， 개인의 사회화 과정 

으로는 과도기적 단계로 부모의 간섭과 영향으 

로부터 벗어나 서서히 자아를 형성해 가는 시기 

이다. 이들은 공간이동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받 

는 동시에 타율적인 제약을 당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려는 자율적인 통행의 측면을 

비교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통행자율성의 개념 및 측정지표: 통행의 자율 

성은 통행의 동반인과 관련지어 정의한다. 어린 

이 혼자 혹은 친구나 아랫사람과 다닐 때 자율 

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부모나 연 

상의 사람이 동반할 경우)자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한다. 즉 혼자 도로를 횡단하거나， 차량 승 

차하는 비율이 높을 때， 거주지로부터 멀리갈 수 

있을 때， 일몰 후 통행할 수 있을 때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ll. 이론적 배경 

1. 어린이 통행에 대한 연구 

지리학 분야에서 어린이 교통과 관련된 몇편 

의 선행연구를 보면 대부분 안전과 관련된 사고 

에 대한 연구(Bunge and Bordessa, 1975; 

Whitelegg, ]., 1987; Joly et al, 1991)나 거 주지 
교통환경과 통행과의 관련부분(Güttinger， 1977; 

Tolley, 1993)쪽으로 관심 이 치 우쳐 져 있을 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린이들의 통행이 실제 

어떻게 제약되고 있는지를 밝힌 연구는 매우 드 

물다. 

이런 측면에서 Hi1lman 등의 일련의 연구 

(1973, 1990)는 어린이 통행의 제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들은 차량증가에 따른 부모의 

교통환경에 대한 위험인식 증가가 어린이 통행 

을 제한한다고 보면서 어린이의 독립적 통행 

<independent mobility)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것 
3) 용어의 쟁의 은 먼저 어린이들이 스스로 걸어다닐 수 있는 

어린이: 본 연구에서의 어린이란 전체 연령층 자유로서， 혼자 @ 도로를 횡단하고，~ 학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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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장소를 방문하며 @ 학교로부터 집으로 돌 

아오고，@ 일몰 후 밖에 나가는 것이다. 다음 

은 교통수단의 이용으로서 혼자 @ 도로에서의 

자전거 타기 @ 버스 이용이다. 

호주 캔버라를 대상으로 한 이와 유사한 연구 

에서도 영국과 독일 호주 3개국 학생들간 이동 

성 수준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 차이는 인구밀 

도， 집으로부터 시설물까지의 거리와 같은 공간 

구조적 요인， 학교 수업종료 시간 등의 제도적 

요인， 거리에서 어른들의 일반적인 아이들에 대 

한 태도와 같은 사회문화적 제약요인과 관련된 

다고 하였다(Tranter and Whitelegg, 1994), 이 

들의 연구는 교통환경이 어린이 통행을 제약한 

다는 점을 밝혀냈지만 통행목적에 따라 자율성 

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도 단순히 독립적 

이동성만을 지표로 하여 통행의 의존성을 밝혔 

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 에 비 해 Van Vliet(1983 , a)의 토론토 대도 

시권 어린이 연구는 어린이의 연령， 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 환경에 따라 통행행태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상세히 알려준다. 

그는 연령층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 

질수록， 남성일수록， 교외지역에 거주할수록 보 

다 통행 반경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통행수단 면에서 어린이 통행은 

대부분 도보로 이루어지나 교외지역 거주 어린 

이일수록 승용차 의존적인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을 경 

우 어린이의 활동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우리 

와 다른 도시화， 교외화 과정을 거친 도심과 교 

외지역의 어린이 행태를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 

추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 

른다. 

2. 어린이의 엉역과 활동공간에 대한 연구 

1) 영역적 범위의 개념과 하위 구성요소 

地理學論蕭 第28號(1996. 8) 

뭘 월상획 힘껴 ‘habltual range) 

훌륭 방톨하논 힘휘 
(freq빼n빼d range) 

이따룰 방톨빠논 힘뀌 
(oc:c:asl이얘 빼198) 

〈그림 1 ) 어린이의 엉역적 범위의 발달: 어린이 
의 성격， 부모， 문화적 환경， 환경의 기회와 장벽 

에 상호작용하여 언령에 따라 발달때가는 사회공 

간적 시스템 

자료: Moore, 1990: 17 

에 따라 끊임없이 확장되는 미지의 새로운 장소 

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편 영역적 범위는 <그림 1>와 같이 세 가 

지 층위로 구분된다. 먼저 일상적 범위 (habitual 

range)는 집과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는 일상적 

범위로서， 거리나 연령에 따른 제한보다는 시간 

적으로 규정되는 거리이다. 종종 방문하는 범위 

(frequented range)는 주로 주 말이 나 공휴 일 에 

방문하는 곳이며 물리적 제약(특히 혼잡한 도로) 

이나 부모의 금지로 범위가 규정된다. 하지만 이 

범위는 성장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며， 교통량이 

적은 도로(traffic-free routes)가 있고， 손윗 어 린 

이가 동반할 수 있을 때 확장될 수 있다. 이따금 

방문하는 범위 (occasional range)는 어린이들의 

궁극적 범위 경계로서 어린이의 성격， 부모의 허 

용정도， 통행의 동반인， 매력적인 장소의 존재에 

좌우된다. 이따금 발생하는 통행은 통상 동년배 

나 형제， 성인과 함께 행해지며， 차량에 의한 가 

족의 통행도 포함될 수 있다. 

2) 어린이의 엉역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Moore(1978, 1990)는 어린이의 시공간 영역을 CD 성과 연명의 엉향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영역적 범위 많은 연구들에서 어린이들의 가정 범위는 연 

(territorial range)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것 령이 높아질수록， 여자보다는 남자가 넓다고 보 

은 집 주위의 친숙한 장소 뿐만 아니라 성장함 고 있다(Anderson and Tindall, 1972; Co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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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ussard. 1974; Hart. 1979; Moore and 

Young , 1978; Van Vliet, 1983, a). Coates and 

Bussard는 6-9세가 되면 모든 남녀 어린이가 가 

정의 기반을 넘어선 영역을 탐색하게 된다고 하 

였으며， 10-12세에 이르면 범위와 목적지 수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Hart도 1, 2학년 어린이는 

혼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영역이 300피트에 

불과한데 비해， 5학년에 이르면 최대 1900피트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서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였 

다. 

Anderson and Tindall은 연령증가에 따라 통 

행범위가 넓어지지만 이 패턴이 도시와 교외에 

서 다름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최대영역거리는 

교외어린이가 컸지만 활동지점의 수는 도시어린 

이가 많았다. 특히 도시어린이는 연령이 늘어남 

에 따라 여가지점 (recreation node)의 수가 현저 

히 증가하였지만 교외지역은 연령에 관계없이 

일정하였다. 그 이유는 교외의 정원이 도시보다 

넓은 놀이장소를 제공하며 교외의 근린에서 놀 

이기회가 보다 덜 밀집하여 제공되며， 교외의 부 

모가 영역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Moore and Y oung도 교외지역에서 남녀간 차이 

가 적게 나타나는 이유로 교외의 환경이 보다 

안전하며 교외의 부모(중산층)가 성 차별이 덜하 

고 자녀의 교육에 보다 관대하다는 점을 들었다. 

@ 부모의 사회계증과 통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회계급이 높아질수록 어 

린이의 활동 범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Bernard, 1939; Bronfenbrenner, 1967). 하지 만 

토론토 대도시 지역을 사례로 연구한 

Farley (1977: 237)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린이 활동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 

는 샘플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즉 조사대상 

어린이가 대중교통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 

었고， 부모가 중산층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 

가 나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15-18세 미국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직업지위 

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차량에의 접근 

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Brown and 

Broadway, 1981). 국내의 연구에서도 사회경제 

적 배경이 낮은 불량주택지구에서 어린이들의 

활동영역이 제한됨이 밝혀졌다(서울대 환경대학 

원 자치 회 , 1980). 

한편 부모의 통제는 어린이의 행동반경에 영 

향을 준다. Hart(1979)는 부모의 통제와 관련해 

농촌과 교외지역 여자어린이의 행동반경을 비교 

하였다. 그는 농촌여자 어린이의 영역은 부모의 

두려움과 가사일 돌보기 때문에 제한되는데 비 

해， 교외의 여자어린이의 영역은 이들이 주로 중 

산층 자녀로 남자형제와 같이 가사일을 공유하 

며， 부모들이 거주지를 안전하게 느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제가 약해진다고 하였다. 그는 또 

한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돌볼 시간이 절대적으 

로 부족하여 어린이의 통행범위가 넓어짐도 밝 

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그는 제한적인 범 

위 조건(range conditions)을 3가지로 정리하였 

다. 이 조건은 @ 허락 없이 혼자마음대로 돌아 

다닐 수 있는 자유범위 (free range) , (2) 혼자 가 

는 것이 허락되지만 장소허락을 받아야 하는 허 

용범위 (range with permission) , @ 다른 어 린 

이와 함께 가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 (range with 

permission with other children) 이 다. 한편 

Moore(1978)는 여기에 가족이나 어른과 관련되 

는 범 위 (range with related adults)를 추가하 였 

다. 

@ 거주환경의 엉향 

서구도시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들의 활동 

범위는 교외가 도심보다 넓게 나타나는데 

(Anderson and Tindall, 1972; Hart, 1979; 

Lynch, 1977), 이것은 교외가 도섬보다 인구밀도 

가 낮으며， 토지이용이 분리되어 가정과 커뮤너 

티 시설물， 상업， 문화적 활동의 장소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 

다. 한편 단일지역 내에서도 시설물의 입지가 어 

린 이 의 통 행 에 영 향을 준다(Hill and Michelson, 
1981) 토론토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이 연구는 

도서관 간격이 멀어질수록 이용 도서관 선정과 

통행빈도가 줄어듬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는 전 

통적 토지이용 계획이 어린이의 장소이용을 적 

합하게 범주화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 

는 척도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주택양식에 따라 행동반경이 다르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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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있다 Pollowy(1977)와 Bunge & 
Bordessa(1975)는 아파트 거 주 어 린 이 의 가정 

범위와 놀이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음을 

밝혔 다. 이 에 대 해 Van Vliet(1983, b)는 아파트 

거주가 본절적으로 어린이의 공간행태와 관련되 

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가구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아파트 거주 어린 

이가 단독 거주 어린이보다 따분함을 많이 가지 

고 있었지만 도시에서 이러한 결과는 보다 약하 

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리적으 

로 중요한 함의가 있다. 도시에서는 지역사회의 

시설물， 대중교통， 동료 어린이들이 아파트 거주 

효과를 상쇄하여 따분함의 차이를 좁혔다고 생 

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파트 거주 

어린이의 복지는 사회적， 문화적， 공간적 맥락 

속에서 조정된다(Aitken. 1994: 80). 아파트 거주 

양식이 지배적인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어린이의 행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환경에의 두려움 

부모의 두려움은 또한 어린이의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도시환경 속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혼자 내보내는 것이 위험하다 

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Kim， 1994). 

Moore and Y oung (1978)은 안전문제를 보다 종 

합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하면서， 안전의 위 

협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에 대한 두려 

움이 었으며 (27%), 그 다음으로 사회 적 위 험/다른 

아이들로부터의 공격의 위험이었고(25%) ， 너무 

멀거나 길을 잃어버랄까봐， 나이가 어려서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17%) ， 교통사고를 제외한 

물리적 위험(17%) 순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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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줌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계층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독립적인 유의성이 확립되지 않 

았으며 (Van Vliet, 1983 b), 사회적 환경과 물리 

적 환경을 균형 잡히게 고려한 경우도 많지 않 

으며 이들간 상호영향도 종합적으로 고찰하지 

못하였다. 

III. 어린이 통행의 전반적 특성 

1. 어린이 통행의 시공간적 특성 

이 절에서는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 

인 어린이 통행의 시·공간적 특성을 알아본다. 

통행일지에 기록된 평일과 일요일의 통행건수를 

각각 분석하여 활동유형별 빈도， 지속시간， 목적 

별 통행시간， 활동공간을 파악하였다. 

1) 활동목적별 통행내용 

전체적으로 평일과 일요일간 통학을 제외한 

활동 내용에 차이가 크다. 평일에는 학원 등 교 

육목적의 통행이 우세하지만 일요일에는 여가， 

교제， 종교 목적의 통행비율이 높아진다. 구매통 

행의 비율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평일에는 주로 거주지 근처의 문방구나 가게 등 

에서의 단순구매가 많고 일요일에는 부모의 동 

반에 의한 백화점 등에서의 동반구매가 많아서 

나타난 결과이다. 

통행빈도변에서는 평일의 외출빈도가 주말보 

기타 
51. 

기타 

41> 

Sell(1985)도 이와 유사하게 교통， 괴롭힘， 유괴 교재 

등을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 국내의 교통사고에 1~ 

대한 연구에서도 교통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 

교육 

481> 
교육 

41> 

하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이며， 어린이 교통사 

고는 노인층과 함께 보행자 사고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시민교통환경연구 

소， 1994). 

이들의 결과를 보면 어린이의 개인적 속성인 

연령과 성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자녀에 대한 통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어린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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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평일과 일요일의 주요 통행 활동내용 

외식 
91> 



어린이 통행의 시 · 공간적 특성 

다 더 크다. 이것은 평일에 동학이나 동원 등 의 

무적인 활동을 수행하면서 다른 종류의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다목적 통행이 많기 때문이다. 특 

히 하교후 귀가시까지의 통행만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하지만 평일의 통행은 

주로 일상적 인 활동(routine activities) 이 많다. 

즉 학원을 가거나 문방구 등에서의 단순구매， 거 

주지 근처에서의 긴-단한 여가활동(오락실， 스포 

츠센터)이 대종을 이룬다. 이는 평일의 어린이 

활동이 Cullen(1978) 이 언급한 4가지 종류의 활 

동 중， 상당히 규칙적으로 행해지는 일상적 활동 

(routine activities)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낸 
다1) 

2) 통행시간 구성 

통행이 발생한 시간(출발지의 시간)을 기준으 

로 1시간 단위로 통행발생의 시간빈도를 알아보 

았다. 그림에서 보듯이 평일의 경우는 다소 우세 

한 통행 시간대가 있지만 일요일에는 전반적으 

로 통행 시간대가 넓게 퍼져 나타난다. 

평일에는 동학통행이 발생하는 8시에서 9시 

사이에 1차 첨두통행시간이 나타나며， 비록 통 

학피크 시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교이후에도 

저녁무렵 다소 우세한 통행발생 시간대가 있다. 

한편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일몰 후에도 통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나 형제와의 동반 

동행 또는 학원버스에 의한 수동적 귀가， 집주위 

에서의 통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일요일에는 활동시간대가 매우 다 

:m 

• 
250 

200 

(회) 150 

50 

11 13 15 17 19 21 

(시작) 

〈그림 3) 평일의 활동목적별 통행발생 시간 

양하게 나타나 평일과 같은 뚜렷한 첨두시간대 

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다만 8시대에 전체 통행 

발생이 가장 많은 것은 종교 여가 목적의 통행 

이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통행에서는 특별한 첨두시간대가 나타나 

지는 않는다. 특히 친지방문이나 친구방문 등 교 

제목적의 동행은 전 시간대에 걸쳐 고루 발생하 

였다. 이것은 교제목적의 통행이 시간이나 거리 

의 구애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통행이기 때문이 

다. 

% 

11 13 15 17 19 21 

(시각) 

〈그림 4) 일요일의 활동목적별 통행발생 시간 

한편 <그림 4>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오전 

시간대와 오후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 통행이 있 

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여가통행은 오전 시간대에 

많은 반면 구매통행은 오후 시간대에 많이 발생 

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가는 여가통 

행에 시간의 제약이 작용하고 상점의 개점시간 

의 구매통행의 시간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결과는 헤게스트란트의 3가지 제약 중 공간 

입지나 시간입지에 대한 접근성의 제약을 나타 

내는 권위제약(authority constraints)의 한 예라 

고 볼 수 있다. 

3) 주요 활동장소 

활동이 수행된 장소를 거주지내(연구지역에 

해당)， 인접지역(연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성북 

구와 인접지역인 종로구 혜화동， 이화동， 창신 

동)， 서울시내(나머지 서울지역)， 시외지역으로 

나누어 각 공간에서 활동이 수행된 비율을 계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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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흥행목쩍벌 활동공간 

iï2~휴 구매 외식 교제 여가 응 ~iï2 기타 겨| 

거주지역 
87.1 94.5 
68.8 67.9 49.2 

인접지역 
12.9 4.8 
25.0 5.5 13.9 

서울시내 
0.0 0.7 
6.2 24.8 15.4 

서울시외 
0.0 0.0 
0.0 0.6 21.5 

미상 
0.0 0.0 
0.0 1.2 0.0 

자료:설문조사 
주: 윗칸은 평일， O~랫칸은 일요일을 나타냉.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평일에는 

거의 대부분 거주지내 (92.8%)에서 통행이 발생 

한 반면， 일요일은 59.0%만이 거주지내에서 발 

생 한다. 이 는 Moore(990)가 언급한 영 역 적 범 

위중 일상적 범위 (habitual range)에 상응하는 

영역으로서， 개인적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범 

위이다. 목적별로도 활풍공간의 구성이 다르다. 

평일에 거주지를 벗어나는 비율이 높은 활동은 

교육02.9%) ， 여 가07.8%) ， 기 타(29.6%)이 다. 일 

요일에 의무적， 필수적 활동인 교육(93.8%) ， 종 

교(86.6%) ， 기타(87.5%)등 활동은 대부분이 거주 

지와 인접지역에서 발생하나 보다 임의적이거나 

선택적인 활동인 친지모임 친구만남 등의 교제 

목적 (43.7%)과 여가 목적 (53.9%)의 활동에서는 

공간적 제약이 줄어든다. 이 공간은 흔히 방문하 

는 범위 (Frequented range) Y- 가끔 방문하는 범 
위 (Occasional range)에 해 당하는 영 역 이 라고 볼 

수 있다. 

2. 어린이 통행 유형집단 분류 및 특성 

1 ) 통행유형집단 분류 

평일 하교후 통행연계패턴에 따라 통행유형집 

단을 분류하고 집단간 속성을 구명해 보았다. 여 

기에서 나눈 어린이의 통행유형집단은 총 네 부 

류이다. 학교에서 귀가한 후 통행발생이 전혀 없 

는 경우인 단순형 (simple type)으로， 하교후 한 

곳을 거쳐 귀가하거나 일단 귀가한 후 가정을 

97.9 82.2 70.4 92.8 
55.6 45.5 68.1 75.0 59.0 
1.4 15.6 22.2 6.6 
6.7 9.7 18.5 12.5 10.8 
0.7 2.2 7.4 0.6 

27.4 21.8 7.6 9.4 19.4 
0.0 0.0 0.0 0.0 
9.6 22.4 5.8 3.1 10.2 
0.0 0.0 0.0 0.0 
0.7 0.6 0.0 0.0 0.6 

중심으로 1회성의 통행을 반복하는 가정기반형 

(home-based type) , 하교 이 전 이 나 이 후 여 러 목 

적의 통행을 한 후 귀가하는 다목적형 

(multi-purpose type) , 가정 기 반형 과 다목적 형 이 

함께 섞 여 나타나는 형 태 를 복합형 (mixing type) 

으로 구분지었다. 

<표 3>은 이러한 유형집단의 통행연계 패턴 

랬c==1웰 

V얘 단 솥 힐 뼈가청기반g 

‘q 다욕혀 g 때특힐 g 

〈그림 5) 어린이 통행 유형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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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TI 5~ 
〈二〉 연계꽤턴 

〈표 2) 유명집단뿔 연계 때턴과 구성비 

단순형 S-H 

빈도(명) 

46 

구성비(%) 

15.9 

S-H-O-H 51 

S-H-O-H-O-H 30 

S-O-H 32 
가정기반형 

S-O-H-O-H 23 

S-O-H-O-H-O-H 3 

17.6 

10.4 

11.1 

8.0 

1.0 

소 계 139 48.1 

S-O-O-H 28 9.7 

다목적형 

S-O-O-O-H 

S-O-O-O-O-H 

S-O-O-O-O-O-H 

S-O-O-O-O-O-O-H 

S-H-O-O-H 

끼
/
」
 Fhu 

q
/」

---
4.2 

1.7 

0.7 

0.3 

8.3 24 

S-H-O-O-O-H 7 2.4 

S-H-O-O-O-O-H 3 1.0 

S-O-O-H-O-O-H 0.3 

소 계 83 28.7 

S-O-H-O-O-H 10 3.5 

S-O-O-H-O-H 6 2.1 

복합형 
S-O-H-O-H-O-O-H 

S-O-O-O-O-H-O-H 

S-H-O-O-H-O-H 

소 계 

2 

2 

1 

긴
 

0.7 

0.7 

0.3 

7.3 

S: 학교 。: 목적지 H: 집 

과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네가지 

유형 중 가정기반형의 비율이 48.1%로 가장 높 

으며 , 다목적 형 (28.7%) , 단순형 (15.9%), 복합형 

(7.3%)순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유형집단 내에서 

특정한 연계 패턴의 구성비가 높음을 알 수 있 

다. 가정기반형에서는 귀가를 전후하여 1회의 통 

행이 발생한 S-O-H( l1.l%), S-H-O-H(17.6%) 

유형이 가장 많으며， 다목적형에서는 S-H-O
Q-H(8.3%), S-O-Q-H(9.7%)유형 의 비 율이 가 
장 높다. 통행빈도가 높아질수록 유형의 구성비 

는 낮아진다. 

한편 가정기반형과 다목적형의 연계 패턴을 

비교해 보면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전자는 일단 귀가한 후 통행한 경우(58.3%)가 

많은데 비해， 후자는 귀가전 통행한 비율(57.8%) 

이 더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통행목적지 

의 연계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 통행의 목적 연계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활동들이 어떤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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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통행 목쩍연계 때턴 

Iι!: ~I 드--，프 ?:역1 연 계 빈도(명) 구성비 
(%) 

S-H-E-H 36 7.5 

2 S-E-H 24 5.0 

3 S-H-E-E-H 12 2.5 

3 S-G-H-E-H 12 2.5 

5 S-H-G-H 11 2.3 

5 S-H-E-H-E-H 11 2.3 

7 S-H-E-H-G-H 10 2.1 

8 S-E-E-H 9 1.9 

9 S-G-G-H 8 1.9 

10 S-A-H 5 1.0 

10 S-H-A-E-H 5 1.0 

S: 학교 0: 목적지 H: 짐 E: 학원 G: 상점 
A: 친지， 친구짐 

배열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자. 하교후 총 480회의 

통행에서 목적 연계 유형은 모두 64가지에 달하 

였다.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가정기반형에 속 

地理學論護 第28號(1996. 8) 

하는 S-H-E-H(학교-집-학원-집)로 연결되는 

유형 (36건)이며， 그 다음은 S-E-H(학교-학원

집)로 연결되는 유형 (24건). S-H-E-E-H(학교

집-학원-학원-집)로 연결되는 유형(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경우 모두 학원이 통행이 중심점 

이 되는 공통점이 있다. 즉 귀가를 전후하여 학 

원을 통행하는 패턴이 어린이 통행의 큰 특성으 

로 부각된다. 

아울러 이 세 가지 유형의 아류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즉 학원통행을 전후하여 간단한 

구매나 교제， 여가가 발생한 경우가 나머지 통행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를테면 S-E-A-H 

(학교-학원-교제 -집 ), S-E-L-H(학교-학원-여 가 

-집)， S-H-E-G-H(학교-집-학원-구매-집)， S

H-G-E-H(학교-집 -구매 -학원-집 ), S-H-E-E-G 

-H(학교-집-학원-학원-구매-집)와 같은 유형이 

이에 속한다. 이에 비해 학원통행이 없는 S-G

G-H(학교-구매-구매-집)나 S-A-H(학교-교제

집)와 같은 유형은 드물며 주로 저학년에서 발 

견된다. 

〈표 4) 통앵목적별 동반인 
(%) 

흔자 

교육 

61.9 
34.3 
22.1 

매
「
h
 pn 
9 

구
-
%
 영
 꺼
이
 

외식 ^--, 
ξ등 Æ 

25.0 14.5 15.4 21.5 19.4 25.2 12.5 19.2 
7.0 8.3 7.7 11.1 7.4 7.5 

12.5 7.9 3.1 8.9 7.3 7.6 12.5 7.9 
90.9 84.8 90.5 91.1 81.5 89.5 

71.8 57.0 20.0 46.0 30.9 49.6 43.8 44.4 
4.3 4.1 3.8 2.2 3.7 4.1 

1.5 

친구 

도생 

소계 

등j 
C二〉

9.4 
2.6 

18.8 
0.9 

기E.~ 

1 

」

-

4.2 
8.3 

21.8 
1.4 

15.2 
1.4 

29.2 

3.1 

부모 
44.6 

가족 

폐
-
쩨
 
때
씨
 
찌
 

기타 

51.9 
18.8 
22.2 

|
견

J
 3 
] 

겨
-
또
 
n 
a 16.8 

8.9 
3.8 

23.0 
1.9 

18.4 

5 

-
」

년
 

8 
6 

r“ 

11.8 12.5 
11.1 

28.1 
3.7 

15.6 

7.8 
4.3 

25.0 
1.1 

20.7 
1.0 

18.5 

31.5 18.5 

소계 

1.8 3.1 3.7 1.8 1.6 2.1 
9.1 15.2 9.5 8.9 10.5 

28.1 43.0 80.0 54.0 69.1 50.4 56.2 55.5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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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어린이 통행의 자율성 

1. 동반 통행의 특성 

1 ) 통행 목적벌 동반 특성 

평일과 일요일의 통행목적별 동반 특성을 비 

교분석하였다. 평일의 경우 혼자 통행이 많지만， 

일요일의 경우 그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자 

율성이 떨어진다. 평일에 친구와의 동반통행이 

형이나 동생과의 그것보다 많게 나타난 점은 평 

일의 활동수행에서 또래집단이 가족에 비해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 

다. 일요일에 상대적으로 가족 단위의 통행이 늘 

어난 것도 주목할 현상이다. 

이러한 결과는 평일과 일요일의 활동내용이 

달라지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일요일에는 평일 

에 비해 외식， 여가 등의 활동이 늘어나며， 이러 

한 목적의 통행에서 형， 부모나 기타 성인과의 

동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편 교제 (54.0%) 

나 종교(50.4%)목적에서는 양자의 비율이 엇비 

슷한 점은 또래집단과의 영향과 가정의 영향이 

서로 중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40.1%)과 서울시내 지역 (31.0%)의 비율이 우세 

하다. 통행시간 면에서는 일몰 후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동반통행의 비율이 높아진다. 특히 9시 

를 넘어서면서 동반비율이 크게 증가한다. 이것 

은 9시 이후의 시간대에서 절대 통행 횟수가 적 

은 탓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모가 단독 통행을 

제한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어린이의 통행의 시공간적 자율성은 일몰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거주지에서 멀어질수록 줄어 

드며， 특히 9시 이후의 시간과 인접지역을 벗어 

나는 곳에서 현저히 떨어진다‘ 

한편 각 공간 범위별 동반인의 비율에서도 차 

이가 발견된다(<표 5> 참조). 거주지에서는 혼 

자 통행한 비율(47.5%) 이 가장 높은데 비해， 인 

접지역에서는 혼자 통행한 경우보다 친구와 함 

께 통행한 비율(32.1%)이 더 높다. 서울시내 지 

역에서는 혼자간 비율(3.0%) 이 현저히 떨어지며， 

형 이 나 누나(20.4%)， 부모(41.3%) ， 가족(22.2%)과 

의 동반비율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범위 조건(range condition) 

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거주지는 어련 

이 혼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유 범위 (free 

range)이거나 혼자 갈 수 있지만 허락을 받아야 

2) 통행시간과 거리벌 동반특성 하는 범위 (range with permission)로 규정지을 

공간적 자율성은 앞서 활동공간 분석에서 구 수 있으며， 인접지역은 다른 아이와 함께 가는 

분하였던 범주를 기준으로 삼았고 시간적 자율 것이 허용되는 범위 (range with permission with 

성은 일몰 이후의 시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 other children)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다. 아 

다. 

80 100 

80 
@‘ 

(‘) 40 ~ "" """ "";",,' 텐짧(‘)§ 
211 

o 
7셔 

o 
거’써 인’저 씨.셔에 서.시g 8셔 9셔 10세 

(셔각) ('i톨훌강) 

〈그림 6> 시 · 공간 범주벌 동반비율 

먼저 통행 범위별로 자율성의 차이를 보면， 거 

주지와 인접지를 벗어나면서 독립적 통행의 비 

율은 현저히 떨어진다. 독립적 통행은 대부분 거 

주지에서 발생하나(89.0%) 동반통행은 거주지역 

〈표 5) 통행범위벌 동반인(%) 

거주지역 인접지역 서울시내 서울시외 

흔자 47.5 

친구 25.8 

도생 9.5 

20.8 

32.1 

6.3 

3.0 

7.8 

0.4 

소계 82.8 59.1 11 .4 

형，누나 3.0 13.2 20.4 1.4 

부모 7.7 16.4 41.3 42.5 

가족 6.0 8.2 22.2 53.4 

기 E.~ 0.6 3.1 4.8 10.3 

소 계 17.2 40.9 88.6 100.0 

자료:설문조사 
주: 평일과 일요일을 합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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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통행목적벌 동반비율(핑일 + 일요일) 
(%) 

~ c그 
.l1!.-z휴 꽤

-
댐
 

외식 여가 종교 계 

56.7 3 
학 

혼자 83.3 5.9 

기타 

48.0 
패
-
셈
 

34.0 37.7 

년 동 반 16.7 46.4 94.1 56.6 66.6 62.3 52.0 43.3 

6 흔자 95.2 77.5 35.5 70.2 52.2 62.1 70.6 76.8 
학 

년 동반 4.8 22.5 64.5 29.8 47.8 37.9 29.4 23.2 

자료: 설문조통사학 
주: 평일의 통행은 교육목적의 통행에 포함시킴 

울러 서울시내 지역과 시외지역에서 형이나 누 

나， 부모， 가족 동반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이 

들 지역이 다른 어른과 관련되는 범위 (range 

with related adults)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어린이의 연령과 통행 자율성 

1) 동반통행 특성 

단독통행과 동반통행간 연령별 차이가 뚜렷하 

다. 3학년은 단독통행이 전체의 56.7%에 머물지 

만， 6학년은 76.8%에 이른다. 이것은 6학년에서 

전체 발생통행량이 많아 1인당 평균 단독 통행 

빈도가 3학년에 비해 높은 것과도 관련된다. 통 

행목적별로 보면 자율성의 차이가 보다 분명하 

다.<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6학년 어린이는 

교제， 여가 목적의 통행에서 혼자 통행한 비율이 

높다. 이것은 이들 연령층에서 부모의 영향보다 

는 또래 집단과의 동반통행이 많아져서 나온 결 

과이다. 이에 비해 교육 등 의무적인 통행에서는 

연령별 자율성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통학이 주로 도보권 내에서 이루어지며， 통원의 

경우 거주지를 벗어난 곳에서 수행되더라도 학 

원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점이 이들의 단독 통행 

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 통행시간 

여기에서는 일몰 후 통행시각 구성면에서 연 

령별로 통행 자율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파 

악해 보았다. 일몰시각은 설문조사 당시의 일몰 

시각인 7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시간 간격으 

로 통행시간대를 구분하였다. 

<표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시간대 

에 따라 통행 자율성이 크게 달라진다. 7시와 8 

시에는 혼자간 비율이 동반비율보다 높지만(각 

각 69.1%, 61.9%) , 9시 이후의 시간대에서는 동 

반비율이 현저히 높아진다. 연령별로 보면 6학년 

어린이는 9시 이후에도 통행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지만(9시에 57.1%, 10시에 

50.0%) , 3학년 어린이는 그 비율이 현저히 낮다. 

3학년 어린이는 10시 이후에 혼자 통행한 경우 

가 없다. 전반적으로 저학년에서 단독 통행의 비 

율이 낮고 동반통행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늦은 

시간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심해진다. 이러한 현 

상은 저학년 어린이가 부모의 통제를 보다 많이 

받아 시간에 따른 자율성이 고학년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더 줄어옮을 시사한다. 일몰 후 자녀의 

통행제한 비율과 그 이유에 대한 응답은 이를 

뒷받침한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몰 후 자녀의 

〈표 7) 언형벌 일몰후 통행비율(%) 

7 시 8 시 9 시 
10 시 

이후 

3학년 
흔자 56.8. 55.0 25.0 0.0 
동반 43.2 45.0 75.0 100.0 

~ ••••• _---------------------‘---------------‘---.---------------------------------------------------

6학년 
흔자 79.5 68.2 57.1 50.0 
동반 20.5 31.8 42.9 50.0 
혼자 69.1 61.9 45.5 33.3 

겨| 
동반 30.9 38.1 54.5 66.7 

자료:설문조사 
주: 평일과 일요일의 통행을 합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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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형벌 일몰후 통행제한 이유(%) 

저| 한 이 T C그T 
3) 통뺑 범위 

제한비율 유괴 교통 못살게 
기타 

남치 사고 궁 

3학년 86.7 44.1 38.4 12.8 4.7 

6학년 76.0 46.8 33.7 10.7 8.8 

평균 81.0 45.4 36.1 11.8 6.7 

자료:설문조사 
주: 일몰후 통행을 제한한다고 
부모의 목수뜸담 결과 

응답한 234명 

각 활동공간별로 1인당 평균 활동수행 빈도와 

각 활동공간 범주에서 활동이 수행된 비율을 알 

아보았다. 먼저 연령별로 각 범위의 비율에 차이 

가 난다. 3학년보다 6학년이 거주지에서 수행된 

활동빈도(75.6%)가 높다. 이것은 6학년 어린이의 

전체 통행빈도가 절대적으로 많고， 상대적으로 

원거리에서 부모와의 동반통행 비율이 낮아져서 

발생한 결과이다. 또 6학년 어린이는 거주지역 

(4.23회)과 서울시내 지역(0.60회)에서 1인당 평 

균 활동빈도가 3학년에 비해 높다. 전체 활동공 

간 중에서 인접지역과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비 

율은 6학년 어린이가 낮지만(3학년은 23.3%, 6학 

년은 21.3%) 자율적인 통행만을 보았을 때에는 

그 비율이 높다. 즉 6학년 어린이는 인접지역과 

서울시내에서 수행된 통행 중 상당부분을 독립 

통행제한 비율과 제한 이유가 연령에 따라 다르 

다. 전체적으로 일몰 후 동행제한 비율은 81%에 

달하며， 저학년에서 그 비율이 10%가량 높다. 

제한 이유는 유괴나 납치의 위험이 가장 큰 요 

인 (45.4%)이지만 저학년에서는 교동사고에 대한 

우려 (38.4%)나 다른 아이들이 못살게 굽02.8%) 

등의 비율이 고학년에 비해 약간 높다. 

흔자 

3학년 동반 

전체 

혼자 

6학년 동반 

전체 

흔자 

겨| 동반 

전체 

자료: 설문조사 
주: 평일과 일요일의 
윗칸의 수치는 각 
빈도를 나타냄. 

〈표 9) 연헝벌 활동공간 
(%, 회) 

거주지역 인접지역 서울시내 서울시외 계 

90.5 9.0 0.5 0.0 100.0 

(2.47) (0.24) (0.01) (0.00) (2.73) 

44.8 15.4 26.2 13.6 100.0 

(0.92) (0.32) (0.55) (0.28) (2.06) 

70.8 11.7 11.6 5.9 100.0 

(3.39) (0.56) (0.56) (0.28) (4.79) 

88.2 9.2 2.6 0.0 100.0 

(3.80) (0.40) (0.11) (0.00) (4.31 ) 

33.3 11.1 37.9 17.7 100.0 

(0.43) (0.14) (0.49) (0.23) (1.28) 

75.6 9.6 10.7 4.1 100.0 

(4.23) (0.54) (0.60) (0.23) (5.59) 

89.0 9.1 1 .8 0.0 100.0 

(3.18) (0.33) (0.07) (0.00) (3.57) 

40.1 13.6 31.0 15.3 100.0 

(0.66) (0.22) (0.51) (0.25) (1.65) 

73.5 10.5 11.1 4.9 100.0 

(3.84) (0.55) (0.58) (0.25) (5.22) 

통행수단을 합한 
공간별로 활동이 

수치. 미상제외 
수행된 비율이며. 아랫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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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통행한다2) 

4) 통행수단 

혼자 통행했을 때 이용 교통수단은 도보와 자 

전거의 비율이 91.9%로서 가장 높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다. 3학년에서는 자전거통행 

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도 

보통행만을 본다면 3학년 어린이에서 그 비율이 

높다. 이것은 저학년일수록 자율적인 통행에서 

무엇보다도 도보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자율적 활동공간이 도보권으 

로 제한됨을 의미한다. 

〈표 10) 연령벌 이용 교통수단(%) 

도보， 

자전거 

혼자 92 .4 

버스， 

전절 

7.3 

승용차 기타 

0.3 
3학년 동반 38.7 14.7 41.6 5.0 

전체 69.3 10.5 17.9 2.3 
흔자 91.5 8.0 0.5 

6학년 동반 33.7 19.8 41.1 5.4 
전체 78.0 10.8 9.6 1.6 
혼자 91.9 7.8 0.3 

겨| 동반 36.6 16.8 41.3 5.2 
전체 75.3 10.6 13.2 1.9 

주: 평일과 일요일의 통행수단을 함한 수치. 
자료:설문조사 

전체 통행면에서 이용된 수단은 연령별로 차 

이가 난다. 3학년은 도보나 자전거의 이용 비율 

(69.3%) 이 6학년 어 린이의 그것 (78.0%)보다 낮 

다.3학년에서 기타 통행수단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아지는 것은 부모나 어른에 의한 동반통행 

시 버스나 승용차의 이용이 증가하여 나타난 결 

과이다. 

한편 동반통행의 경우 전체적으로 승용차의 

이용(41.3%)이 도보나 자전거 통행의 비율 

(36.6%)을 앞지른다. 이는 어른과 함께 통행할 

때 어린이의 수단이 보다 폭넓게 이용되며 어른 

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보다 좌우됨을 시사 

한다. 즉 동반통행시의 일정부분은 어린이의 의 

지와는 관계없이 동반어른의 능력에 결정된다는 

것이다. 

地理學論聽 第28號(1996. 8) 

5) 홈뺑 유형 집단 구성 

〈표 11 ) 어린이 연행과 유형집단 구성(명. %) 

단순형 가정기반형 다목적형 복합형 

30 69 31 5 
시 3학년 
연 (22.2) (51.1) (23.0) (3.7) 
령 16 70 52 16 
~ 6학년 

(10.4) (45.5) (33.8) (10.4) 
X L = 14.16 d. f = 3 . p = 0.00270 

연령에 따른 유형 집단 구성의 차이는 x 2 

14.16, p = 0.00270으로서 유의수준이 매우 높다. 

전반적으로 학년을 막론하고 가정기반형의 비율 

이 높지만， 저학년은 고학년에 비해 단순형 

(22.2%)과 가정 기 반 통행 형 (51. 1%)의 비 율이 높 

고 다목적형 (23.0%)과 복합형 (24.4%)의 비율이 

낮다. 이것은 저학년에서 절대적으로 통행빈도가 

낮으며， 평일중 상당부분의 활동을 집안에서 수 

행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에 비해 6학 

년은 다목적 형 (33.8%)과 복합형 (10.4%)의 비 율 

이 높다. 특히 단순형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 

은 이들의 대다수가 하교 이후에 최소한 1회 이 

상의 통행을 수행함을 뜻한다. 아울러 복합형과 

다목적형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다양한 활동을 수 

행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장소를 돌아다님을 뜻한 

다. 이것은 연령에 따라 공간이동능력이 상이하 

며， 부모의 통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3. 부모의 생활양식과 통행 자율성 

부모의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부모의 승용차의 

이용행태와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어린이통행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승용차의 보유대수 및 이 

용자(이하 승용차 접근성으로 약칭함)에 따라 부 

모를 세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집단에 속한 어 

린이들의 통행행태를 분석하였다. 구분된 집단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집단(집단 1, 

n=73) , 승용차를 1대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된 이 

용자가 아버지인 집단(집단 2, n=131), 승용차의 

주된 이용자가 부모 모두 이거나 승용차가 2대 

이상인 집단(집단 3, n=85)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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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승용차 접근성과 어머니 고용에 따른 동반통행비율 
(회， 1 인평균) 

때
 

만
 
-mw 해

。
 떠
 

통
 -
η
 

-
n
‘
니
 

-
조a 
-

29‘ 6% 

행
 -R 통

 -
앞
 

탬
 -
때
 

동반통행 동반통행율 

11 0(1 .51) 

승 용 차 1 인 690(5.27) 465(3.55) 225(1 .71) 32.6 

2인 450(5.29) 304(3.58) 146(1.72) 32.4 

~I~ 
-?「;-』「l 1,032(5.35) 689(3.57) 3430 .78) 33.2 
취임모 480(5.0) 342(3.56) 138(1 .43) 28.8 

겨| 1,512(5.23) 1031 (3.57) 481 (1.66) 31.8% 
자료: 설문조사 
주: 평일과 일요일의 통행을 함한 수치 

1) 동반통행 특성 

승용차의 접근성과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총 

통행빈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승용차의 접근성 

이 높아질수록 어머니가 취업해 있지 않을 경우 

총 통행빈도가 다소 높다. 승용차의 접근성에 따 

른 집단간 차이는 결국 승용차의 보유 여부로 

귀결된다. 즉 승용차를 보유한 집단과 비보유 집 

단간 동반 비율에 차이가 나타날 뿐， 승용차를 

보유한 집단 내에서 접근성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 아울러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총 통행빈도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취업모 어린이의 경우 

전체통행 빈도가 줄어든다. 반면 단독 통행의 비 

율은 모든 집단이 평균치 3.57회에 근접하여 집 

단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에서와 같이 전체 통행횟수에 영향을 미 

치는 부분은 결국 동반동행이다. 특히 어머니가 

취업해 있을 경우 동반동행의 비율은 낮아진다. 

주부는 평균 1.78회플 동반하였지만 취업한 어머 

니의 자녀는 평균 1.43회로 낮아진다. 승용차의 

4.00 

3.00 

(회) 2.00 

1.00 

0.00 
0대 1인 2인 

(집단) 

〈그림 7) 승용차 접근성으로 본 1주일간 평권 동반 횟수 

접근성에 따른 동반통행의 비율도 집단간 차이 

가 있지만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미치는 영향보 

다는 약하다. 

한편 부모가 일주일동안 평균적으로 자녀와 

함께 통행하는 횟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승용차 

를 보유한 집단에서 동반빈도가 높지만 승용차 

를 보유한 집단 중 어머니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어머니만의 동반 빈도가 줄어든 것은 홍미 

로운 결과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어머니의 직 

업유무와 근로시간과 관련되는 것이다. 즉 어머 

니가 직장을 갖고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동반 

비율은 현저히 줄어든다. 이렇게 본다면 승용차 

의 접근성 이외에 다른 요인 즉 귀가후 가정내 

부모의 존재여부， 형제관계 등이 어린이 통행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4.00 

3.00 

(회) 2.00 

1.00 

0.00 
주부 취업 

〈그림 8) 어머니의 쥐업여부로 본 1 주일간 평균 동반 횟수 

2) 통맹시간 

<표 1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고용여부는 일몰후 자율적인 통행에 영향을 준 

다. 취업모자녀가 8시와 9시대에서 혼자 통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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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어머니의 고용여부와 일물후 통행비율(%) 

10 시 
7 시 8 시 9 시 

이후 

Z 닙 혼자 69.6 58.3 42.9 33.3 
11 동반 30.4 41.7 57.1 66.7 
끼 융 흔 자 64.0 66.7 50.0 0.0 
-~ 동 반 36.0 33.3 50.0 0.0 

혼 자 69.1 61.9 45.5 33.3 
겨| 

。 반 30.9 38.1 54.5 66.7 
자료:설문조사 
주: 평일과 일요일의 통행을 합한 수치 

비율이 높다. 한편 취업모의 자녀가 7시대에서 

동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학원 등 

지에서 귀가하면서 부모와 만나 다른 곳에 들르 

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Farley(1977: 

202)의 추정과도 같이 어머니가 취업해 있는 경 

우 어린이 스스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 

문인 것 같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어머니 

가 취업해 있는 경우 저녁식사 이전의 시간에서 

는 동반비율이 높지만 그 이후의 시간대에서 혼 

자 통행한 비율이 높아진다. 이것은 어린이 통행 

의 시간적 자율성이 부모의 귀가시간， 활동의 종 

류 등 전반적인 생활패턴과 관계있음을 시사한 

다. 

地理學論護 第28號(1996. 8) 

3) 통뺑범위와 허용도 

전체적으로 승용차의 보유유무는 활동공간의 

크기에 다소 영향을 주고 있다.<표 14>에서 보 

듯이 거주지역에서 활동이 수행된 비율에는 각 

집단간 차이가 거의 없지만 인접지역과 서울시 

내， 시외지역에서 수행된 비율은 차이가 있다. 

승용차 보유집단은 인접지역에서 활동이 수행된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고 보다 원거리 비율이 높 

아진다. 이것은 교통수단의 선택폭이 넓어 상대 

적으로 능력제약을 덜 받는 성인이 물리적 거리 

마찰을 보다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여러 선행 연 

구의 결과와도 부합된다(Hanson and Hanson 

1981; Pas, 1984; Gordon, Kumar and 

Richardson, 1989). 한편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 

는 집단 내에서 전체 비율에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어린이 동반 승용차 이용이 주로 일요일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독통행인 자율적인 부분만을 떼어놓 

고 보면 이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승용차의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거주지내에서 단독통행 비 

율이 높고 인접 지역에서의 비율은 낮아진다. 이 

는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부모의 

승용차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린이 혼자 거주지 

바깥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나 

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기타 서울 지역에 

〈표 14) 승용차 접근성에 따른 활동공간 
(%) 

애
 

거주지역 인접지역 서울시내 서울시외 

흔자 87.8 10.3 1.9 0.0 
동반 43.5 13.0 30.5 13.0 

(n=73) 
전 체 74.9 11.1 10.3 3.8 
혼자 88.4 9.5 2.1 0.0 
동반 41.5 12.9 29.5 16.1 
전처 73.1 10.6 11.0 5.2 
혼자 90.5 7.5 1 .3 0.0 

2인 
돔반 35.1 15.2 33.8 15.9 
전 체 73.1 10.0 11.8 5.1 
혼자 89.0 9.1 1.8 0.0 
동반 40.1 13.6 31.0 15.3 
전체 73.5 10.5 11.1 4.8 

1 인 

(n=131 ) 

(n=85) 

계 

자료:설문조사 
주: 평일과 일요일의 통행을 합한 것.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임하지 않은 4건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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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승용차 접근성과 어머니 쥐업여부로 본 통뺑어용점수 

거주지역 인접지역 서울시내 서울시외 지역평균 

0대 4.34 3.53 1.97 1.35 2.80 
승용차 1 인 4.16 3.39 1.97 1.35 2.72 

2인 4.17 3.38 1.93 1.31 2.70 --------------------------------------------------------.-------------------------------------------------.--._------------------------------------------------

취임 
-?「〈-l:「j 4.17 3.40 1.97 1.35 2.73 
취임모 4.29 3.48 1.96 1.33 2.77 

전체 4.21 3.43 1.96 1.34 2.74 
자료:설문조사 
주: 통행의 허용정도에 따라 5점간격으로 서열화한 짐단내의 평균점수를 의 
미한다. 허용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 

서 혼자 통행한 비율은 그 수치가 매우 작기 때 

문에 각 집단간 비율 비교에 큰 의미가 없다. 시 

외지역에서는 전혀 자율적인 통행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어린이의 

활동공간을 파악하기 위해 공간범주별로 통행허 

용 수준을 알아보았다. 허용수준은 5단계로 나누 

어 항상 허용하는 경우플 5점， 완전 불허하는 경 

우를 1점으로 하여 허용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전체적으로 통행거리가 멀어 

질수록 허용수준이 낮아지며 특히 인접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그 점수가 크게 떨어진다. 이것은 

본 연구지역과 인접한 보문동， 창신동， 혜화동 

등이 도보로 통행이 가능한 생활권 속에 포함되 

어 있는 것과 관련된다. 실제 교육， 구매， 종교 

통행이 이들 지역에서 일정 부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집단간 허용수준은 거주지역과 인접지역 

에서만 차이가 나타날 뿐 서울시내와 서울시외 

지역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없다. 승용차를 보유 

하고 있지 않은 집단과 취업모의 경우 거주지역 

과 인접지역에서 허용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점은 앞서 살펴본 부모의 동반수준과도 관 

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부모와의 동반가능성이 

많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어린이들의 통행자율성 

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어린이 

혼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범위 (free 

range)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받 

아들일 수 있다. 

4) 통행수단 

혼자통행시 이용 수단의 차이는 크지 않다.<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자 동행할 때 도 

보가 가장 많으며 버스나 다른 수단의 이용은 

손꼽을 정도로 낮다. 즉 승용차의 소유여부는 어 

린이의 독립적 통행시 수단선택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어린이의 자율적 통행이 대부분 거주지역에서 

발생함을 다시 확인시킨다. 

하지만 동반 통행시에는 승용차의 이용 접근 

성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 승용차가 없는 집단 

에서는 도보나 자전거 이용의 비율이 압도적으 

로 높으며 (54.8%)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율 

(35.7%)도 높다. 반면 승용차를 소유한 집 단은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주는 대 

신， 개인 승용차의 이용이 많아진다. 승용차를 

〈표 16) 승용차 접근성에 따른 통행수단(%) 

도보. 버스， 
” 승용차 기타 

자전거 전절 

흔 자 90.5 9.2 0.4 
0대 

동반 54.8 35.7 9.5 
전 체 81.8 15.6 2.6 
혼자 92.3 7.3 0.4 

1 인 
) 동반 36.0 14.2 44.9 4.9 

전 체 72.8 9.7 15.6 2.0 

2인 
흔자 92.4 7.2 0.3 
동반 27.3 10.7 58.7 3.3 
전체 70.9 8.4 19.4 1.3 
혼자 91.9 7.8 0.4 

계 동반 36.6 16.8 41 .4 5.2 
전체 74.3 10.6 13.2 1.9 

자료:설문조사 
주: 평일과 일요일을 함한 수치. 장소를 구체적 
으로 기임하지 않은 4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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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집단 내에서도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승용차 이용이 많아지고 도보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줄어듬을 확인할 수 있으나， 승용차의 유 

무에 따른 차이보다는 편차가 심하지 않다. 이로 

부터， 일단 가구내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 

우， 승용차 운행이 유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승용차의 이용목적이 과거 단순히 통근 

이나 업무용으로부터 최근들어 여가나 주부나들 

이， 자녀수송 등의 목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 

과도 관련된다. 

5) 통행 유형 집단 구성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승용차의 접근성에 따른 

유형 집단구성의 관계를 보면 전자는 의미있는 

차이 가 나타났지 만 후자는 ’그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간 차이 

는 x2=856, p=0.03574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모 자녀는 단순형(10.4%)， 

가정기반형 (42.7%)의 비율이 줄고 다목적형 

(36.5%)과 복합형(10.4%)의 비율이 늘어난다. 이 

것은 취업모의 자녀의 경우 가정에 돌보아줄 사 

람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의 통제를 

덜 받아 상대적으로 통행의 자율권을 보장받아 

혼자 외출한 빈도가 많아칠 수 있는 것과 관련 

된다. 

아울러 취업모의 경우 자녀와의 동반통행 비 

地理學論훌훌 第28號(1996. 8) 

율이 줄고 상대적으로 자녀를 느슨하게 통제하 

는 현상과도 관련된다. 취업모는 자녀가 혼자 집 

에 있을 경우 딴 짓을 할까 우려하여， 방과후 학 

원이나 친척집에 보내는 것도 하교후 귀가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한편 승용차의 접근성 

에 따른 집 단간 차이 는 x 2=4.43, p=0.61835로 
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평일의 

통행에서 부모의 승용차 동반비율이 높지 않았 

던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거주환경과 통행 자율성 

거주환경과 통행과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시설물이 밀집해 있을수록 통 

행빈도가 많아지는 대신， 통행거리는 짧아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거주환경은 가구나 개인적 맥락 

에서 측정한 요인보다 미약하게 영향을 미친다 

는 견해도 있다(Hanson and Schwab, 1987). 

어린이는 근린을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성인보다 환경의 영향에 더욱 민감 

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근린의 어 

린이 밀도， 토지이용 상황 등은 어린이의 공간행 

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 근린의 어린이 

밀도는 친구수와 교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밝혀지고 있으며 (Berg and Medrich, 1980; 

Van Vliet, 1980), 시설물의 입지도 통행에 영향 

〈표 17) 부모의 생활양식과 유형집단 구성 

--， c二〉

J..!.슨; 

^ '=’ 11 

숭 I CH 
TI l=J 

0 -1 드프 (ĵ  ζ그 

승용차 1 인 

2인 

자료:설문조사 

(명， %) 

단 순 형 가정기반형 다목적형 목합형 

36 98 48 11 

(18.7) (50.8) (24.9) (5‘ 7) 
10 41 35 10 

(10.4) (42.7) (36.5) (10.4) 
X L = 8.56 d. f = 3, p = 0.03574 

12 33 14 6 

(1 8.5) (50.8) (21.5) (9.2) 

20 63 37 11 

(15.3) (48.1) (28.2) (8.4) 
14 43 32 4 

(15.1) (46.2) (34.4) (4.3) 

X L = 4.43 d. f = 6, p = 0.6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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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는 발견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 

택의 유형에 따라 어린이 밀도와 근린의 시설물 

입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여 이것을 거주 환 

경의 분류기준으로 삼았다. 본 연구지역내에서 

삼선교동은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성북동은 단독주택이 우세하며， 돈암동 

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다. 실제 이러한 주택유 

형에 따라 시설물의 밀집도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1) 동반통행의 특성 

〈표 18) 주택유형별 동반인(펑일)(%) 

흔자 친구 도생 동반 

단독주택 57.2 24.3 7.5 11.1 

연립주택 51.3 27.8 8.9 12.0 

아파트 56.4 28.0 5.3 10.3 

기 q 51.6 31.3 12.5 4.7 

평 균 55.3 26.7 7.5 10.5 

자료:설문조사 

<표 1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택유형 

에 따른 성인과의 동반 비율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거 

주 어린이가 친구와 동행비율이 높은 것은 주목 

할만한 일이다. 아파트 어린이들의 거주연한이 

대부분 1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구와 

의 동반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어린이들이 새 

로운 거주환경에 쉽게 적응한다는 의미로 받아 

들일 수 있다. 아울러 이것은 근린의 어린이 밀 

도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단독주택 거 

주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이웃에 어린이가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친구와의 동반비율이 낮아졌 

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 거주 

가 어린이의 사회적 발달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 

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Van Vliet, 1983 b)와도 일맥상동한다. 즉 거주 

환경이 어린이들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를 미친 

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2) 통행 유형 집단 구성 

주택유형에 따른 유형집단의 구성은 x2= 
4.28, p=0.63981로서 집단간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행태와 거주환경 사 

이에 큰 관련성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 

지만， 반드시 그렇게 단정지을 수만은 없다. 왜 

냐하면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지구가 동일지 

역 내에 인접한 곳이 많았으므로 아파트 지역과 

단독거주지역 사이에서 뚜렷이 대비되는 공간환 

경적 요인을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 거주 어린이에서 가정기반형의 비율 

(53.3%) 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가정기반형이 많은 것은 아파트 

단지내 시설물이 근접해 있어 생활의 중심이 가 

정으로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표 19) 거주환경과 유형집단 구성 
(명. %) 

단순형 가정기반 다목적형 ~프 등 t:}l 등 C그j 

단독 
16 52 39 9 

(13.8) (44.8) (33.6) (7.8) 

거주환경 연림 
9 28 16 5 

(15.5) (48.3) (27.6) (8.6) 

아파트 
17 49 20 6 

(18.5) (53.3) (21.7) (6.5) 
x ~= 4.28 d. f = 6 p = 0.63981 

자료:설문조사 
주:연림은 다세대 주택과 빌라롤 포함. 상가건물 등 기타 건물 21 건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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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행유형과 통행범위 

연구지역내 주택유형에 따라 근린의 토지이용 

이 비교적 다른 지역을 선정하여 거주어린이 각 

20명의 통행연계 유형과 통행범위를 비교해 보 

았다. 사례지역으로 택한 곳은 돈암동의 H아파 

트 단지와 성북동의 단독주택가， 삼선교의 주택 

지역이다. 이곳을 사례지역으로 택한 이유는 시 

설물의 밀집도 면에서 양 지역이 비교적 뚜렷이 

대비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돈암동의 

H 아파트는 단지 중앙부에 상가에 127ß 의 학원 

이 밀집해 있으며 단지입구 상가에도 3개의 학 

원이 입지하여 있다. 이 밖에도 단지내 테니스 

코트， 스포츠 센타 등이 입지해 있다. 이에 비해 

성북동은 학교 근처(반경 300m 이내)에 학원이 

단 한 군데도 없고， 책 벌림터 1개소， 문방구 1 
개소만이 입지해 있다. 삼선교동은 양 지역의 중 

간에 속하는 곳으로， 학교에서 반경 300m 이내 

에 학원 6개소， 문구점 2개소， 책 빌림터 1곳이 

입지해 있다. 

N 

성 t:::i c;: 
=:; c5 

/“ ‘* 、、、

해| 화 동 

o 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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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설물의 밀집은 어린이의 통행목적과 

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아파트 거 

주 어린이는 대부분 단지내에서 교육목적의 통 

행이 많으며 학원중심의 연계패턴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성북동 거주 어린이는 학교 근처와 

집 주위에 학원 등 교육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혜화동이나 삼선교에 있는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 통행범위가 넓어진다. 연립주택이 

우세한 삼선교동은 학교 근처에 학원이 밀집해 

있는 관계로 학교주위가 생활공간이 된다. 각 주 

택유형에 따른 활동공간의 범위를 비교하면 아 

파트 거주 어린이의 활동공간이 가장 협소하며， 

단독주택 거주 어린이의 그것이 가장 넓다. 연립 

주택 거주 어린이는 이들의 중간에 속한다. 

한편 교통환경과 관련지어 어린이들의 동행범 

위를 보면 본 연구지역내의 8차선 도로인 동소 

문로를 중심으로 통행반경이 구획되고 있다. 즉 

교통은 어린이 통행에서 하나의 장벽 (barrier) 구 

실을 한다. 

* 혐 
• 확 월 

‘ 문방구 서정 
l 구 멍 가 재 

-- 륭뺑얻위 

〈그림 9) 주택유형에 따른 어린이의 활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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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행의 시 · 공간적 특성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어린이 통행이 시 · 공간 

적으로 어떤 특성을 띠는지를 전반적으로 고찰 

한 다음， 통행유형을 분류하였다. 또 어린이 통 

행의 자율성이 어린이의 연령， 부모의 승용차 이 

용행태와 어머니의 취업 유무， 거주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서 

울시 성북구 일원의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을 

설문 조사하였다. 통행시간， 통행거리， 통행수단， 

동반인을 중심으로 통행일지를 분석하여 전반적 

인 시 · 공간적 특성을 밝혔으며， 각 집단간 통행 

자율성의 차이는 x2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평일과 일요일의 통행에서 뚜렷한 차이 

가 나타난다. 일요일에 평일보다 통행목적이 더 

다양해지며， 거주지 바깥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통행시간 구성과 활동공간 

의 형상이 달라진다. 평일에는 교육목적의 통행 

이 우세하지만 일요일에는 교제， 여가 통행이 증 

가한다. 이것은 평일에는 주로 혼자 거주지내에 

서 일상적 활동을 수행하지만 일요일에는 부모 

의 동반으로 활동공간의 범위가 확대되며 보다 

다양한 목적의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일요일에 어린이들의 통행 

행태가 다양하다는 사실은 이들의 통행이 부모 

의 생활양식에 영향받음을 시사한다. 

평일의 통행 중심지(가정)와 통행연계패턴을 

기 준으로 단순형 (simple type) , 가정 기 반형 

(home-based type) , 다목적 형 (multi -purpose 

type) , 복합형 (mixing type)의 네가지로 통행유 

형을 나누고 각 유형집단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중 가정기반형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목적 

형， 단순형， 복합형 순으로 나타난다. 유형집단별 

로 통행빈도와 통행시간변에서도 차이가 나타난 

다. 가정기반형의 통행빈도가 가장 낮으며， 다목 

적형， 복합형의 순으로 빈도가 증가한다. 통행시 

간은 가정기반형이 가장 짧으며， 다목적형과 복 

합형이 보다 길다. 이처럼 집단별로 통행빈도와 

시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각 집단의 통행 

목적지 수와 목적연계패턴이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통행의 자율성이 

다르다. 고학년이 될수록 자율성을 보다 많이 갖 

게 되어 6학년이 되면 거의 독립적인 통행의 자 

유를 누리게 된다. 통행목적별로 보았을 때 가족 

단위의 통행이나 의무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통행인 외식， 교육목적의 통행에서는 연령에 따 

른 자율성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선택적 활동인 

여가， 교제목적의 통행에서는 고학년에서 자율성 

이 증가한다. 이는 고학년 어린이일수록 또래집 

단과의 통행이 많아져 전체적으로 생활공간 뿐 

만 아니라 자유이동 공간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몰후 혼자 통행하 

는 비율이 높아져 통행의 자율성이 커진다. 또한 

어린이의 연령은 유형집단 구성과도 관련이 깊 

다. 저학년에서는 단순형과 가정기반형이， 고학 

년은 복합형과 다목적형의 비율이 높다. 이것은 

고학년에서 전체적으로 통행빈도와 거리가 늘어 

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통행의 시·공간적 자율성에 차이가 나타나는 

점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통제가 보다 줄어드 

는 현상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생활양식에 따른 통행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승용차의 보유유무와 이용행태는 어 

린이의 활동공간 범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승용 

차를 보유한 부모의 자녀는 상대적으로 인접지 

역 활동비율이 줄고 원거리 활동의 비율이 높아 

진다. 이러한 현상은 일요일에 어린이가 부모의 

통행에 동반하여 발생한 결과이다. 하지만 혼자 

통행했을 경우만을 떼어 분석하면 그 반대의 경 

우가 성립한다. 승용차의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거주지역에서의 통행비율이 높아지고 원거리 통 

행비율은 낮아진다. 이는 어린이 혼자 거주지 바 

깥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나타 

난 결과이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도 동반빈도와 허용거리에 

영향을 준다. 취업모 자녀는 부모와의 동반통행 

이 줄고 허용공간의 범위가 다소 넓어진다. 이것 

은 취업모 자녀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행제한을 

털 받기 때문이다. 부모의 생활양식과 통행 유형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집단 구성과 

관련이 있다. 취업모 자녀에서 다목적형， 복합형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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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차의 접근성은 유형집단구성과 큰 관계가 없 

다. 이는 평일의 어린이 통행에 승용차의 접근성 

이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거주환경에 따른 어린이 통행의 

자율성을 분석하였다. 성인과의 동반비율을 통해 

서본 자율성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예상과는 달리 아파트 거주 어린이에서 

친구와의 동반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흥미롭 

다. 이는 거주연한과는 별개로 거주지내 어린이 

밀도가 동반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거주환경에 따른 시설물의 밀집도(어린이 

의 통행목적지 분포)는 동행의 범위에 영향을 주 

지만 통행빈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통행유 

형면에서 아파트 거주 어린이는 가정기반형이 

많은 반면， 단독주택 거주 어린이는 다목적형과 

복합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가정이 

생활의 중심으로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어린이 동행의 자율성에 영향 

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어린이의 연령이며， 

이밖에 부모의 생활양식 거주환경이 상호작용하 

여 어린이의 통행에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다. 즉 

어린이 통행은 일차적으로 어린이의 신체적， 사 

회적 성숙에 따른 공간탐색 능력에 좌우되며， 부 

수적으로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작용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통행의 요구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 

1) Cullen(1978)은 고정성 (fixity)을 주관적으로 평가 

하는데 영향을 주는 4가지 활동범주를 각각 조정 

된 활동(arranged activities), 일상적 활동(routine 

activities), 계 획 적 활동(planned activities), 우연 
적 활동(unexpected activities)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조정된 활동이란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활동으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행해질 수 있 

는 것이며， 일상적 활동은 매우 규칙적으로 빈번히 

수행되어 특히 시간상에 고정되는 활동이며， 계획 

된 활동은 타인과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행위에 

따라 주관적 고정성올 갖고 되는 활동이고， 우연적 

활동은 기존의 조정적， 일상적， 계획적 활동에 고 

정 성 평 가(fixity rating)를 부과하는 것 이 다. 아울 

러 그는 매일의 생활이 선택과 제약의 산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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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면서 많든 적든 간에 일상활동은 시공간 싱

에서 고정된다고 하였다. 

2)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통행중 혼자간 비율은 3학년 

이 43.4%인데 비해， 6학년은 73.5%로 높으며， 서 

울 시내에서도 3학년이 2.7% ， 6학년이 18.5%로서 

6학년의 통행 자율성이 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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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o-Ternpo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s 
Travel Behavior 

- A case study of the travel autonom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Seoul-

Heejun Chang* 

Summary 

This study examines the spatio-temporal characteristics of urban children' s travel behavior, 
especially their independent mobility. It also analyses such factors as age of child, pattern of 

parental car usage, mother' s employment, and residential setting affect the independent mobility 

of children. For this purpose, a group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Years 3 and 6, 

Sungbuk-gu, Seoul were selected and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them and their parents. 

Travel diarys including both weekday and Sunday trips were analysed by travel accompanist, 
travel time, travel distance, and travel mode. According to weekday travel types, they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studi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weekday trips and Sunday trips. Reasons for travel are 

more varied on Sunday than on weekdays when more activities are done in the residential area. 

On weekday trips purposes are, for the most part, for education, while on Sunday social trips 

and leisure trips are significant. This phenomena is related to the different level of 

accompaniment. On weekdays, children mainly do routine activities in the residential area 
without the accompaniment of adults, while on Sunday they do various activities out of the 

residential area with their parents. 
Four types of travel - simple type, home-based type, multi-purpose type, complex type - are 

classified, based on the travel linkage pattem. Home-based type is the most frequent, followed 
by multi-purpose type, simple type, and complex type respectively. The factors of frequency of 

travel and travel time vary among the travel type groups. In the case of the home-based type, 
they are the lowest and shortest respectively. They increases in the order of multi-purpose type, 
complex type. This stems from the differences in travel destination and the pattem of travel 

linkage of each group. 

Second, independent mobility differs according to child' s age. As they get older, they acquire 

more autonomy through travel mode and their range of activity time and space. In view of trip 

purposes, children have different travel autonomy by age. Little difference of autonomy exists in 

trips with family and compulsory activity, while, in the leisure and social trip, the autonomy 

increases in the 6th grade. This means the increasing impact of peer relationship and the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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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ing life space as well as free travel range in the 6th grade. In addition, there are strong 

relationships between a chi1d ’s age and the composition of travel type group. In the 3th grade, 

the ratio of both simple type and home-based type is high. while in the 6th grade, the ratio of 

both complex type and multi-purpose type is high. This results from the decreasing travel 

frequency and travel distance in the 3th grade. 

Third, parental lifestyle affects travel autonomy. The level of accompaniment by parents and 

the range of activity space are extended with increasing car accessibility. This can be attributed 

to children's accompaniment of parents' travel on Sunday. As for independent mobility, the vice 

versa. The level of independent mobility from the residential area decreases with increasing car 

accessibility. This is related to the decreasing mobility of children to leave their homes. 

Mothers' employment also influences the frequency of accompaniment and permitted distance 

by parents. As mother is employed, the level of accompaniment decreases, while permitted range 

increases. This means the employed mothers are more generous about their children ’ s activit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lifestyle and travel type group, mother' s employment is 

relevant to group composition while car accessibility is not. When mother is employed, the 

distribution ratio of multi-purpose type and mixing type is relatively higher.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setting by housing type and children' s travel 

behavior is analysed. Regarding travel accompaniment,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housing type. 

A slight increase of the percentage of accompaniment with friend is shown in the chi1dren who 

live in apartments. The location and density of facilities moderately affect travel range but they 

are not connected with travel frequency. In the composition of travel type group, the ratio of 

home-based type is higher children who live in apartments. It means their life space 성s more 

residentπtial-center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most significant factor contributing to children' s independent 

mobility is the age of the children. In addition, parental lifestyle and residential settings influence 

their travel autonomy. In other words, chi1dren ’ s travel autonomy is primarily associated with 

their competence to explore their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 wh 

Keywords: children, travel, travel time, travel distance, travel types, independent mobi1ity, 

trave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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