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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현대 도시는 인간의 구체적인 활동들이 다양 

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 장소로서， 도시 내 

공간행Ell (spatial behaviour)에 대한 연구는 도시 

생활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인간의 공간행태가 도시의 특성 

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공 

간행태를 연구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다. 

그 초점은 공간행태와 지역적 상황(local con

text)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었고， 최근의 연 

구들은 지 역조건의 특수성 (particulars of local 

conditions)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Hanson 

& Hanson, 1993:253). 

공간행태는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토지 

이용 상황과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가진다 

(Abler, Adams & Gould, 1971:215). 이중에서 

구매활동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 

로 어우러져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 거주자들의 

전체적인 공간행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구매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업기능은 도시의 여러 기능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도시 내부 공간구조의 한 단면을 반 

영한다. 따라서 한 도시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상 

황과 공간행태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는데 있어 

상업기능은 도시공간구조와 우리들의 삶을 종합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단서와 큰 의미 

를 제공해 준다. 

본 연구는 공간선돼(spatial choice)과 공간이 

동(spatial movement)을 포함하는 구매 활동을 

중섬으로 상업기능이 완전히 정착되기 이전 단 

계에 있는 미완의 신도시 분당 신도시 소비자의 

공간행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에서의 구매활동 비율이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변화 패턴을 보 

이는 가를 알아본다. 둘째 소비자의 상점선택 

경향이 분당과 서울에서 어떠한 차이로 나타나 

는가를 알아본 후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의 구 

매활동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공간이동 패턴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되는가를 파악한다. 셋째， 

분당내 중생활권에 따른 분석을 통해 신도시 형 

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시차가 구매활동과 어 

떠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각 지구별 소비자들의 

공간이동 패턴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논문윤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선 김인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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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다. 

본 연구는 소비자 구매활동올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소비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서울에서의 구매활동과의 관계이 

며， 두 번째는 중생활권별 소비자의 상품 구매활 

동에 대한 분석으로서 개발시차에 따른 공간이 

동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분당의 중생 

활권은 북부지구， 중부지구， 남부지구의 3개 생 

활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부·북부·남부지구의 

순서로 개발되었다(그림 1). 중생활권은 대체로 

약 10만 여명의 인구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후 인구규모로 보아 고차재의 구매력을 흡수 

할 만한 규모이다. 중생활권별 소비자의 구매활 

동은 현재 시점에서의 개발시차뜰 반영하기 때 

문에 개발시차에 따른 소비자들의 공간적응행태 

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품의 구분은 구매목적에 의한 Copeland의 

분류방법 1)에 근거 하여 편 의 품(convenience 
goods) , 선매품(shopping goods) , 전문품 

(specialty goods)의 세 종류로 크게 나누었다. 

분석에 이용된 구체적인 상품은 편의품에 식료 

품·속옷류， 선매품에 남녀정장의류·가구류·가전제 

품， 전문품에는 귀금속류를 선정하였다. 

구매활동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 

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분당 신도시 

내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총 167R 학교)의 협 

조를 받아 학부형을 대상으로 총 3，510부를 배포 

하여 70.2%인 2，465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 

문중 39.3%인 968부를 최종적으로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분당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로 취 

학기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 분당 신도시는 인구구성 면에서 30-40대가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어 비교적 젊은 도시라 

고 볼 수 있다. 서울 및 전국 시부와 비교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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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분당 신도시의 중생활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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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전체 인구중 30-40대 연령층의 구성비가 서 

울 27.3% , 전국 시부 29.5%인 반면 분당은 

37.0%로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 

따라서 취학기의 자녀를 둔 분당 신도시 30-40 

대 소비자의 공간행태는 상당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ll.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 

1. 신도시의 개념 및 분류 

신도시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는데 좁은 의미의 신도시는 생산， 유통， 소비의 

도시적 기능을 모두 갖추고 새롭게 개발된 독립 

적 도시이며， 넓은 의미의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거주지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신도시는 개발목적과 입지적 특성， 주민구성， 

토지이용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 이중 

에 서 자족성 (self- containment)과 입 지 적 특성 

이 신도시 구분의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 먼저 

입지적 특성에 따라 신도시를 구분할 경우 첫째， 

대도시 주변의 기존 소도시를 크게 확장하여 개 

발한 확장도시 (expanded town) , 둘째， 기존 대도 

시의 교외지역에 개발되는 대규모 침상도시 (bed 

地理學論護 第27號0996. 2) 

town) , 셋째， 기존 대도시의 내부에 대규모 재개 

발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시 속의 신도시 (new 

town in town)로 나눌 수 있 다(Davis， 

1969:92-94). 입 지 적 특성 에 따른 구분에 서 는 기 

존 도시와의 거리가 가장 큰 판단기준이 되는데 

기존도시와 떨어져 건설되는 독립적 신도시， 기 

존도시와 연결되는 신도시 기존도시 내부에 건 

설되는 신시가지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Merlin 

& Pierre, 박전자譯， 1986:230-233). 

자족성을 근거로 신도시를 구분하면 첫째， 다 

양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거주자의 대부분이 

그 지역 내에 고용되는 자급자족적 신도시 

(self-contained town), 둘째 , 경 제 적 기 반이 한 
가지 산업에 의존되는 반독립적 신도시， 셋째， 

거주자들의 고용이나 주요 서비스기능을 거의 

전적으로 기존 모도시에 의폰하는 위성도시적 

신도시 (satellite town)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신도시의 자족성 혹은 독자성을 논의할 때는 자 

족도(degree of self-containment), 균형 도(extent 

to which it is a balanced community), 토지 이 
용의 다양성 (diversity of land-use patterns) , 자 

치 도(degree of self-government) 등 이 언 급 되 는 

데(김준영， 1995:34), Golany(1976:24)는 이를 근 

표 1 . 우리나라 신도시의 개발목적 

꿇둑밥」EL~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이후 

산업도시/ 산업기지 배후도시 울산， 구미 장원，여전 고C그t~그t 

서울의 불법주택 
~'c그l 

절거 이전 

서울~I 공해공장 이전 안산 

대도시 서울의 행정기능 분산 과천 대전 둔산， 계룡 

문제해결 수도권 주택공급 분당， 일산， 평촌， 

/ 서울의 인구분산 중동， 산본 

서울의 도심기능 분산/ 
영동， 여의도 XC그}λ ξE’ 목동，상계 

주택공급 

연구희윈도시 대덕 

주) 착공년도 기준 

출처 : 도시정보， 1994, 신도시 개발제도의 평가， 제 13권 2호， p3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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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신도시의 정주공간에 포함되는 167}지의 

정 주형 태들을 크게 자족형 (settlements with 

economic self-containment)과 비 자족형 (settle

ments without economic self-containment) 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에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 

작한 것은 1960년대로서 초기의 산업개발에 따 

른 배후도시의 건설과 수도권 과밀문제 완화라 

는 두가지 정책적 목표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표 1). 

1960년대 말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시기로서 신도시가 본격적 

으로 개발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에 

개발된 신도시의 성격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 

다. 첫째는 계속되는 경제발전정책에 따라 대규 

모 공업단지 육성을 위한 신도시이며， 둘째는 수 

도권의 인구분산 및 산업 재배치를 위한 신도시， 

셋째는 학원연구단지로 건설된 신도시를 들 수 

있다. 

1980년대에는 계속되는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신시가지 

건설이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에 의해 수도권에 5개 신도시 

가 건설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5개 신도시는 30 

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120만 명의 인구를 수 

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에서 분당은 주거기능 

이외에 서울 강남지역의 상업·업무기능을 일부 

분담할 자족적 신도시로， 일산은 전원도시로서 

문화·예술기능을 완비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한 자 

족도시로 건설하는 것이 개발목표였다. 반면 평 

촌 · 산본 · 중동은 기존 도시내 주거기능에 비중 

을 둔 서울 근교의 신시가지로 개발목표가 설정 

되었다. 

2. 소비자의 공간행태 

1) 정태적 측면의 공간선택 

정태적 측면에서의 공간선택은 중심지이론에 

기초하여 상권을 측정하고 도시 소매업 구조를 

파악하는데 관심을 둔다(김송미， 1991:182). 이중 

에서 소비자들이 동일지역 내에 여러 쇼핑센터 

나 상점 중에서 특정한 곳을 선택하는 상점선택 

은 수요자 측면에서 도시내 구매활동패턴을 이 

해하는 가장 일차적인 과정이 된다. 

여기에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기 위해 이동하 

는 거리는 전통적으로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되 

어 왔는데， 소비자 공간선택 모델에서는 이동 최 

소화의 관점 에 서 보고 있다(Huff， 1964 ; Davies, 

1976). 소비자의 공간선돼을 표현하는 확률모형 

은 전통적으로 중요시되어 온 거리변수를 설명 

하는데 의미가 있다(Huff. 1964). 그러나 소비자 

의 공간선택은 상점까지의 거리， 상품의 종류 등 

양적 요소뿐 아니라 질적 요소에 의해서도 달라 

지기 때문에 (Bucklin， 1967), 소비자들은 반드시 

규모가 큰 상점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상점의 선택을 

달리하게 된다. 따라서 상점의 최적입지를 선정 

하기 위해서는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 모두를 

고려 한 분석 틀이 필요하며 변수간의 상호관계 

에 대 한 논의 도 필요하다(Cadwallader， 1995). 도 

시 내의 공급능력과 수요량과의 관계3)는 여기 

에 종합적인 상호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분석상의 정확성과 연구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Huff의 확률모형을 기초로 발 

전되어 온 공간선택이론은 모형의 정확도를 높 

이는 한편 소비자의 주관적 요소와 공간이동 패 

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Stanley & 

Sewall, 1978). 
한편 정태적 측면의 연구로서 시간지리학적 

개념은 공간뿐 아니라 시간에 근거한 분석에 유 

용한 틀을 제공한다. 소비자 구매활동에는 구체 

적인 구매공간의 선택 이전에 선택집합(choice 

set)의 구성이 선행되는데 구체적인 구매공간의 

선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매행위마다 

상이한 선택집합 구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 

다(조창현， 1994). 이러한 경향은 구매활동 뿐 아 

니라 통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시간 

의 개념을 공간과 결합시켰다는 점，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중요시되어 온 사회경제적 변수나 위 

치변수 이외에도 구매 당시의 상황이 중요한 설 

명변수가 된다는 점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2) 동태적 측면의 공간이동 
소비자의 공간이동 유형은 지구 중심지 O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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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로의 단거 리 이 동 지 역 내 도심 (town 

center)으로의 이동 도시 외부 즉 인근 도시로의 

공간이동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다양한 

영향변수에 의해 세분된다(Davies， 1976). 

동태적 측면의 공간이동은 소비자의 사회경제 

적 특성 혹은 인구통계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4) 현대사회의 변화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소비자의 특성은 좀더 세분화된다. 특히 

인구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지역적 요인， 문 

화적 요인 및 구매에 대한 의미부여 등 다양한 

변수는 구매활동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김송미， 

1992). 이것은 최근의 소비패턴 변화를 암시하는 

한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더욱 복잡·다양화되 

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도시내 구매활동 뿐만 아니라 도시간 구매활 

동은 공간이동울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이며 

연구범위를 더욱 다양화시킨다. 여기에서 한 도 

시의 지역적 상황은 소비자의 특성과 함께 구매 

활동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의미를 부여 

하기보다는 그 지역 주민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많았다 5) 

동태적 측면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경향이 연구방법의 다양화라는 점은 앞에서 언 

급한 바 있다. 특히 도시간 구매활동을 다룬 연 

구는 연구의 관심을 공간선택만이 아년 공간이 

동으로 확대시키는데 기여했다. 연구방법의 다양 

화는 도시간 구매자들의 개념규정에서부터 나타 

난다.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구매 

빈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구매빈도를 기준 

으로 도시간 구매자는 지난 1년 동안 거주도시 

를 벗어나 타도시로 1회 이상 쇼핑을 하러 간 

소비자로 볼 수 있다(Hermann & Beik, 

1968:47). 구매액과 구매상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도시간 구매자들은 4개의 범주로 구분 

된다(Darden & Perreault. 1976:52). 첫번째는 고 

액 구매자(big-ticket outshoppers) , 두번째는 화 

장품， 의류 등과 같은 선매품 구매자(appearance 

outshoppers) , 세번째는 가구류와 같은 내구재 

구매자(furniture outshoppers) , 네번째는 상품구 

매활동 이외의 문화·위락활동 등 서비스 구매자 

(entertainment outshoppers)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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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간 구매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그들이 

거주 도시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함께 구매활동 

에 직 접 적 인 영 향을 미 친 다(Hermann & Beik, 
1968). 도시간 구매자들은 거주 도시의 구매조건 

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이며， 도시간 구매 

활동에 영 향을 주는 요소들은 상품， 구매자의 소 

득， 가족의 규모， 구매자의 태도이다. 상품은 그 

종류(편의품， 선매품， 전문품)별로 구매지역이 다 

르게 나타나고， 각 구매지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 역시 상이하다(양갑모， 1985). 도시간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비교적 가격이 비싸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 

낼 수 있는 상품들이 주요 대상이며， 중간 이상 

의 비교적 고소득층으로 거주지의 시장에 대한 

불만을 많이 보이는 소비자들이 도시간 구매활 

동을 주도하게 된다(Hermann & Beik, 1968).6)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구매활동을 연구하거나 도시내 구 

매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특 

정한 도시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연구는 그다 

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최근의 공간행태 연구가 지역적 상황에 

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 공간행태와 지역적 상황과의 관계를 밝힌 경 

험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구매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상업기 

능은 도시형성과 발전에 따른 인과관계를 가지 

며 인근도시와 상호관계를 가진다. 대체로 인구 

규모가 작은 반면 상업기능이 발달한 도시들은 

역사가 길거나 주변지역(배후지)의 인구밀도가 

조밀한 도시일 가능성이 높고 인구규모가 크지 

만 상엽의 중심기능이 미약한 도시들은 인구유 

입정도와 서비스기능공급간의 괴리가 큰 경우로 

서 역사가 짧거나 대도시에 인접하여 대도시에 

서 제공되는 중심기능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는 위성도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의 결과를 비판적 

으로 인식하여 도시형성과정이라는 특수한 지역 

적 상황에서의 공간행태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 

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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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 소비자 구매활동의 공간적 특성 

ill. 분당 신도시의 현황 

1. 개발방향 및 생활권의 구분 

기존도시와 신도시는 도시의 형성과정 뿐만 

아니라 그들 도시에게 부여되는 기능도 서로 상 

이하다. 기존도시는 오랜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도시기능을 

형성하지만 신도시는 비교적 단기간에 계획적 

틀 속에서 특정목적을 위해 건설되는 특정이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당 신도시의 형성과정도 

자연발생적인 기존도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분당 신도시는 한국적 신도시의 개발모형을 

제시하고 자족적 도시기능을 수용하며 단계적 

개발을 통한 창의성과 효율성 제고에 개발의 방 

향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분당 신도시에는 서 

울 강남지역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양질 

의 주택과 주거환경을 공급함으로써 이 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질적으로 강남을 능가 

하는 교육， 문화， 편익시설과 현대적인 도시환경 

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의 중산층， 특히 강남지역 

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로 개발한다는 전략적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분당 신도시는 서울의 보조적인 

상업·업무기능을 담당하고 자체적인 정주기반을 

갖추는 한편 주거기능 위주의 개발에서 탈피하 

여 수도권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는 자족적 도시 

로서 그 기능이 설정되었다. 이를 크게 자족적 

기능， 수도권 분담기능， 전국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에서 자족적 기능은 상업·서비스 

등 생활편익시설， 치안유지기능， 교육기능 등으 

로서 상업기능을 중심으로 계획되었다. 수도권 

1단재 .. 2단재 

분담기능은 서울의 주거수요를 분담하는 것 이 

외에 위성도시적 성격의 입지에 따라 도시지향 

적 성격을 가졌으나 도심입지를 필수로 하지 않 

는 기능으로 한정되었다. 전국적 기능은 대형 유 

통·레저산업기능， 금융관련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지역의 일부기능을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수도권 분담기능과 거의 다를 바 

없다. 

토지이용계획이란 토지공간상에서 일어나는 

제반활동을 미리 예측하여 토지이용의 구분， 규 

모， 배치 등을 계획하는 작업이다 7) 토지이용계 

획은 크게 주거， 상업·업무， 공업， 교육， 여가 등 

으로 구분되며 교통 및 공급처리기능을 포함한 

다.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은 기존의 농촌적 토지이 

용을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기존도시의 토지이용형태， 자연조건， 도시구조 

및 각 신도시의 개발방향을 고려하여 목표년도 

의 토지이용형태를 제시하게 된다. 

분당 신도시의 토지이용은 동남부 산지로부터 

북서쪽으로 경사면을 이루는 자연지형에 순응되 

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탄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5개의 지천이 동서방향으로부터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하천이 도시구조에 결정적인 역할 

을 주고 있다. 분당 신도시의 도시기본축은 경부 

고속도로에 평행하는 남북축이며， 이를 따라 도 

시활동의 중심이 선형으로 계획되어 동쪽으로 

편심입지한다. 도심축에는 중심상업지역이 설정 

되어 업무·상업기능이 입지하게 되는데， 간선가 

로망체계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도시를 권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도시규모가 

커질수록 기능분화가 커지고 활동의 흐름에 대 

한 질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도시공간구조의 

l ‘ l "1 4단재 | 

근린생활시설 입지 1" I 요식업 위주 입지 1" I 대형 소매점 입지 1 .. 1 업무시설 입지 

출처 : 이종우， 1995, p138 

그림 2. 우리나라 신도시 상업지역의 단계벌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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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권역구분은 보다 효율적 

인 도시관리 뿐만 아니라 거주자들의 공간행태 

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중에서 생활권의 

개념은 도시의 여러 가지 권역구분 방법들 중 

하나로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의미한 

다. 

신도시의 생활권 구분은 자연환경， 상권구조， 

보행권 시설 등의 요소8)들을 기초로 크게 광역 

생활권， 대생활권， 중생활권， 소생활권으로 구분 

되며 소생활권보다 작은 근린생활권도 포함된다. 

근린생활권은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기본적 사회생활권으로 신도시 생활권 계획의 

기본이 된다. 

2. 상업기능 현황 및 특성 

상업기능은 신도시의 토지이용에 영향을 주게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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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특히 도시개발과정에 따른 개발시차 및 

획지분양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이종우， 

1995). 

우리나라 신도시 중심지의 변화과정은 단계별 

로 요약될 수 있다(그림 2). 1단계에서는 근린생 

활시설을 중심으로 식료품， 일용잡화， 의류 등이 

주로 입지하고 2단계에서는 음식점 위주의 상업 

시설이 이용권을 중심으로 선형으로 나타난다.3 

단계에서는 일반 사무실 및 중소규모의 업무시 

설과 대규모의 쇼핑센터가 입지하여 활발한 상 

업활동을 보이며， 마지막 4단계에서는 상업시설 

보다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입지하는 특성을 보 

인다. 

1) 상업·업무용지 계획 

분당의 상업·업무용지 비율은 총 개발면적중 

αlO 2000m -

그림 3. 분당 신도시의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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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업·업무용지 매각현황(1995년 11 월 현재) 

않「;l즈 필지 기준 (단위 : 필지， %) 먼적 기준 (단위 천평， %) 

전체필지 매각필지 전체면적 매각면적 

상업용지 697 <1 00.0) 411 (59.0) 275 <1 00.0) 193 (70.2) 

업무용지 242 <1 00.0) 65 (26.9) 221 (100.0) 58 (26.2) 

계 939 <1 00.0) 476 (50.7) 496 (100.0) 251 (50.6) 

자료 : 한국토지개발공사， 1995, 업무현황자료 

표 3. 중생활권별 상점분포 현황(단위 : 개， %) 

펴좋3ξ 북부지구 중부지구 남부지구 계 

식료품 198 (35.9) 194 (35.2) 160 (28.9) 552 <1 00.0) 

의류 101 (49.0) 92 (44.7) 13 (6.3) 206 <1 00.0) 

가구류 10 (22.2) 29 (64.5) 6 <1 3.3) 45 (100.0) 

가전제품 22 (37.9) 29 (50.0) 7 (12.1) 58 <1 00.0) 

귀금속 7 (26.9) 17 (65.4) 2 (7.7) 26 (100.0) 

기타 소매임 175 (34.6) 264 (52.2) 67 <1 3.2) 506 (100.0) 

소매업 계 513 (36.8) 625 (44.9) 255 (18.3) 1,393 (100.0) 

드E으그人 ~~어그 274 (34.6) 337 (42.6) 181 (22.8) 792 (100.0) 

기타 비소매업 937 (40.7) 674 (29.2) 693 (30.1) 2,304 <1 00.0) 

비소매업 계 1 ,211 (39.1) 1,011 (32.7) 874 (28.2) 3,096 (100.0) 

겨| 1,724 (38.4) 1,636 (36.4) 1 ,129 (25.2) 4,489 (100.0) 

자료 : 분당지역 상가 안내 책자 및 현장조사 

8.3%를 차지하여 기존도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신 

도시보다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9) 일반상업지역 

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중심 및 근린상업지역만 

설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핵심적인 역 

할을 담당하게 될 중심상업·업무용지에는 신도시 

자체기능 유지에 필요한 상업 및 업무시설을 수 

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북·서 방향의 도시성장을 

고려하여 탄천을 따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선 

형으로 입지한다(그림 3). 

택용지， 89%가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에 비하면 

상업·업무용지의 매각률은 저조한 실정이다(한국 

토지개발공사， 1995, 업무현황 자료) . 

1995년 11월 17일 현재 매각된 상업업무용지 

는 전체 939필지중 476필지이며 면적으로는 49 

만 6천평으로서 전체 상업업무용지 면적의 

50.6%를 차지한다(표 2). 그러나 전량 매각된 주 

2) 중생활권별 상업기능 현황 
상업기능의 현황을 보면 개발이 완료된 북부 

지구와 중부지구가 남부지구보다 상대적으로 소 

매업 기능이 많이 들어서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식료품점이 소매업 기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3). 소매점 이외에는 음식점， 부동산， 학원， 
개인병원， 은행 등과 같은 생활서비스기능이 많 

은 편이며 가구류나 의류， 가전제품 등과 같은 

선매품 상점은 그 숫자나 기능 변에서 절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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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득， 학력과 서울에서의 구매비율(단위 : 명， %) 

구분 남녀정장 가구류 가전제품 귀그E그소 -，"1근T 

100만원 미만 13 (72.2) 6 (42.9) 8 (50.0) 4 (36.4) 

~ 100-200만원 미 만 353 (85.5) 263 (71.1) 285 (75.4) 256 (76.9) 

E-「= 200-400만원 미 만 381 (90.7) 294 (77.4) 277 (72.1) 267 (77.2) 

400만윈 이상 88 (93.6) 69 (80.2) 67 (76.1) 65 (90.3) 

중졸 이하 16 (84.2) 11 (55.0) 13 (65.0) 8 (53.3) 
학 

..:ïl능 ""프: 253 (83.5) 182 (68.7) 188 (68.9) 184 (74.5) 
력 

대졸 이상 566 (90.1) 439 (76.1) 436 (76.1) 390 (78.0) 

계 835 (88.4) 632 (74.4) 637 (73.6) 592 (77.7) 
'--

자료:설문조사 

로 부족한 상황이다. 

위의 결과를 볼 때 분당내 상업시설은 식료품 

점 등 편의품 상점과 생활서비스 시설 등을 중 

심으로 한정되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종우(1994:138)가 제시한 우리나라 신도시 상 

업지역의 단계별 변화과정 중에서 요식업 위주 

의 입지가 주도하는 2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분당 신도시의 상업기능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은 도시가 형성되는 중간단계에서 발생 

하는 개발시차의 문제와 관련된다. 또한 강남지 

역의 일부기능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계획된 분 

당 신도시가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이렇다 할 상 

업기능상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 것은 개발과정 

상의 문제와 함께 상업시설 입지상의 여러 제약 

요소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소비자 구매활동이 개인의 사 

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도시형성과정에 있는 분당의 지역적 상황， 즉 상 

업기능이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의 상황은 구매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N. 구매활동의 공간적 특성 

1.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구매활동 

1) 소득， 학력과 구매활동 

본 연구에서 설문자료를 통해 얻은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수도권 5개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1994년에 조사된 표본설문의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100만원 

-400만원의 계층이 전체 표본의 88.1%로서 두터 

운 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400만원 이상의 고소 

득층도 9.8%를 차지한다. 학력별 분포에서는 대 

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소비자가 65%였다. 

앞에서 언급한 소비자의 특성을 토대로 소득， 

학력에 따른 서울에서의 구매비율을 나타낸 것 

이 다음의 <표 4>이다. 소득과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에서의 구매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인다. 특히 가구류， 가전제품， 귀금속류는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과 그 이상 소득층 사 

이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400만원 이상의 최고소득층이 서울을 압도적 

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은 도시간 구매자가 비교 

적 고소득층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 

는 것이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학력에 따라서도 서울에서 

의 구매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추세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학력에 따른 구매활 

동은 단순히 학력 자체만이 아닌 소득과 함께 

복합적으로 설명되어야 설득력이 있다 10) 소득과 

학력에 따른 서울에서의 구매비율은 이들 두 요 

소가 서울로의 공간이동 경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고소득층이 고차 

재에 대한 구매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분당 신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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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內에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충족시쳐 줄 

만한 충분한 상업시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분당의 지역적 특수성을 간접적으로 나 

타내는 결과이다. 소득과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에서 구매활동을 하려는 경향은 전체적으로 

중산층 이상인 분당 신도시의 소비자가 다른 상 

품에 있어서도 서울을 선호할 것임을 시사해 준 

다. 

2) 이전거주지， 직장위치와 구매활동 

이전거주지， 직장위치와 구매지역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정장의류를 대표 상품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로는 분당 소비자의 80.1% 

가 서울에서 살았었고 66.0%가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구매비율이 가 

장 높은 남녀정장의류가 이들 두 요인과 구매지 

역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가장 적합한 대상이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전거주지에 따른 구매지역 변화는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주로 강동·송파축과 강남·서초축 

표 5. 이전거주지와 서물에서의 구매지역 (남녀정장의류) (단위 : 명. %) 

앓넓텐 강남·서초구 강동·송파구 기타서울지역 부ι- 다 o 기타지역 

강남·서초구 151 (79.1) 27 (14. 1) 8 (4.2) 5 (2.6) o (0.0) 

감동·송파구 44 (19.2) 167 (72.9) 6 (2.6) 11 (4.8) 1 (0.5) 

기타서울지역 75 (25.2) 144 (48.3) 59 (19.8) 19 (6.4) 1 (0.3) 

AE3{ L E그} 10 (16.9) 34 (57.6) 4 (6.8) 9 (15.3) 2 (3.4) 

기타 지역 19 (19.2) 58 (58.6) 8 (8.1) 10 (10.1) 4 (4.0) 

겨| 299 (34.1) 430 (49.1) 85 (9.7) 54 (6.1) 8 (1.0) 

자료:설문조사 

표 6. 직장위치와 서울에서의 구매지역 (남녀정장의류)(단위 : 명. %) 

싫웰펀 강남서초구 강동·송파구 종로·중용산구 

강남·서초구 53 (51.5) 40 (38.8) 5 (4.9) 

강동·송파구 10 (27.0) 24 (64.9) 2 (5.4) 

종로·중용신구 14 (31.8) 23 (52.3) 3 (6.8) 

기타서울지역 23 (28.4) 41 (50.6) 8 (9.9) 

부"-다ι」 10 (23.8) 19 (45.2) 2 (4.8) 

A< 3{LCjl 10 (32.3) 12 (38.7) 3 (9.7) 

기타 지역 14 (25.9) 26 (48.1) 3 (5.6) 

겨| 134 (34.2) 185 (47.2) 26 (6.6) 

주) 직업이 주부인 소비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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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울 부‘'-다= 기타지역 

1 <1 .0) 4 (3.9) o (0.0) 

o (0.0) 1 (2.7) o (0.0) 

3 (6‘ 8) 1 (2.3) o (0.0) 

4 (4.9) 5 (6.2) o (0.0) 

o (0.0) 11 (26.2) o (0.0) 

o (0.0) 4 <1 2.9) 2 (6.5) 

5 (9.3) 3 (5.6) 3 (5.6) 

13 (3.3) 29 (7.4) 5 (1.3) 

계 

191 000.0) 

229 (100.0) 

298 (100.0) 

59 (100.0) 

99 (100.0) 

876 000.0) 

겨l 

103 <1 00.0) 

37 (100.0) 

44 (100.0) 

81 (1 00.0) 

42 (100.0) 

31 (100.0) 

54 (100.0) 

392 (100.0) 



을 중심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남·서초구에서 이주한 소비자중 79.1%는 아직 

도 이전거주지를 주 구매지역으로 선호하고 있 

으며 강동·송파구에서 이주한 경우에도 72.9%의 

소비자가 이전거주지로 공간이동을 하고 있다 

(표 5). 기타 서울지역에 거주했던 소비자들도 

이전거주지와 구매지역간의 일치정도가 상대적 

으로 높긴 하지만 중심적인 구매활동축은 되지 

못하고 있다. 

중심적인 구매활동축인 강남·서초구， 강동·송 

파구의 두 지역은 서울의 부도심 지역으로서 분 

당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전거주지에 대한 관성과 현 

거주지와의 거리， 그리고 이전거주지의 상업세력 

권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요인이 함께 맞아떨어 

지는 두 지역， 즉 강남·서초지역과 강동·송파지역 

에 살았던 소비자들의 구매활동에서는 이전거주 

지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분석결과를 통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공간인 

식의 차이가 구매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강동·송파구에서의 구매활동이 가 

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과 구매지역의 일 

치정도는 직장위치가 강동·송파구인 소비자들의 

경우 64.9%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강남·서초구에 직장이 있는 소비자도 

51.5%로 그 다음을 나타내고 있다(표 6). 이들 

두 지역이 가장 높은 일치정도를 보이는 것은 

위에서 분석한 이전거주지의 경향과 같은 맥락 

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분당에 직장이 있는 소비자는 강동·송파축을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26.2%가 분당 내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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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이외 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전반적으로 강동·송파구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강남·서초구의 선호도 비 

교적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서울 도심지역 

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중·용산구에 직장이 있 

는 소비자는 직장위치와 구매지역의 연관성이 

별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3) 자가용 소유여부와 구매활동 
자가용 소유여부는 소비자들의 공간극복 능력 

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이며， 그 지역의 대체교 

통수단 이용여부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 

나 자가용 소유여부에 따른 서울에서의 구매비 

율은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 서울로 

의 공간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7). 
이러한 결과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과 백화점 셔틀버스와 같은 여러 형태의 대체교 

통수단이 서울로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시킴으로 

써 소비자의 공간행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다음에 설명하겠지 

만 서울에서의 구매활동에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체의 50.7%이고 백화점 셔틀버스나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39.5%인 것은 결 

국 자가용을 소유한 소비자의 상당 부분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중생활권벌 소비자 구매훌동의 공간적 특성 

공간선태과 공간이동의 문제는 앞의 문헌연구 

부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매활동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구매활동을 하기 이전에 어떠한 물건 

표 7. 자가용 소유여부와 서울에서의 구매비율(단위 : 명， %) 

그짧후퍼론 남녀정장 가구류 가전제품 귀금속류 

비소유 248 (87.3) 181 (72.1) 195 (74.4) 161 (74.2) 

소유 587 (88.8) 451 (75.3) 442 (73.2) 431 (79.1) 

겨| 835 (88 .4) 632 (74.4) 637 (73.6) 592 (77.7) 

자료 : 설문조사 

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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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분당 내에서 주로 이용하는 상점의 종류(단위 : 명， %) 

싫戀f 대형 소매점 전문점 할인매장 재래시장 근린상가 기타 계 

북부지구 110 (37.8) 24 (8.3) 58 (1 9.9) 11 (3.8) 86 (28.1) 6 (2.1) 291 (1 00.0) 

중부지구 122 (27.1) 56 (1 2.4) 107 (23.7) 30 (6.7) 128 (18.3) 8 (1 .8) 451 (1 00.0) 

남부지구 53 (26.1) 22 (10.8) 37 (18.2) 16 (7.9) 73 (35.9) 2 (1.1) 203 (1 00.0) 

겨| 285 (30.2) 102 (1 0.8) 202 (21 .4) 57 (6.0) 283 (30.0) 16 (1.7) 945 (100.0) 
‘-

자료:설문조사 

표 9. 분당 내에서 주로 이용하는 상점의 위치(단위 : 명， %) 

꿇묶쉰렐[ 북부지구 중부지구 남부지구 계 

북부지구 180 (61.9) 111 (38.1) o (0.0) 291 (100.0) 

중부지구 116 (25.7) 335 (74.3) o (0.0) 451 (100.0) 

남부지구 46 (22.7) 113 (55.7) 44 (21.6) 203 (100.0) 

게 342 (36.2) 559 (59.2) 44 (4.6) 945 (100.0) 

자료:설문조사 

을 살 것인가라는 상품선택과 어떠한 곳에서 구 

매활동을 할 것인가라는 공간선택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목적지로 공간이동을 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분당 신도시 소비자의 공간이 

동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상점선택 경향을 살펴 

본 후 구매활동을 통한 공간이동이 분당 신도시 

와 서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매활동은 편의품과 선매품· 

전문품 두 가지 상품으로 크게 구분하였고 개발 

시차에 따른 공간이동 패턴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중생활권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소비자의 상점선택 

북부지구 소비자는 대형 소매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중부지구 소벼자는 전문점과 할인매장 

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다. 개발이 한창 진행 

되고 있는 남부지구 소비자는 근린상가의 이용 

률이 35.9%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표 8). 

현재 분당에서 영업 중인 대형 소매점은 북부 

지구 야탑동의 하이워l 이 백화점， 중부지구 서현 

동의 세반가구 쇼핑몰， 수내동의 세반쇼핑센터 

등 3개이며， 중부지구 서현역 주변 중심상업지역 

에는 요즘 들어 상설할인매장이 빠른 속도로 들 

어서고 있다. 분당의 대형 소매점은 서울의 백화 

점과 경쟁하기에는 아직 규모나 시설 변에서 뒤 

떨어지고 있으며， 분당 신도시 전체 소비자의 구 

매력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가 

장 규모가 큰 하이워l 이 백화점이 위치한 북부지 

구 소비자중 37.8%가 백화점을 이용하는 반면 

중부지구 소비자는 할인매장을 남부지구 소비자 

들은 근린상가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에서 단 

적으로 드러난다. 전체적으로 근린상가의 이용비 

율이 높은 것은 소비자들이 분당을 고차재보다 

는 저차재의 구매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암 

시한다. 

분당 내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상접위치와 

거주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발시차에 따라 

일치정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표 9). 개발이 

가장 먼저 시작된 중부지구 북부지구의 지구내 

상점 이용률이 74.3%와 61.9%로서 상당히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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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서울에서 주로 이용하는 상점의 종류(단위 : 명. %) 

〕깊變f 백화접 전문점 할인매장 재래시장 기타 계 

북부지구 244 (83.0) 13 (4.4) 17 (5.8) 16 (5.5) 4 (1.3) 294 (100.0) 

중부지구 392 (85.0) 21 (4.6) 27 (5.9) 11 (2.4) 10 (2.1) 461 000.0) 

남부지구 160 (75.1) 17 (8.0) 11 (5.2) 14 (6.6) 11 (5.1) 213 (100.0) 

겨| 796 (82.2) 51 (5.3) 55 (5.7) 41 (4.2) 25 (2.6) 968 (100.0) 

자료:설문조사 

표 11 . 서울에서 주로 이용하는 상점의 위치(단위 : 명. %) 

흘핵f!t[ 감남·서초구 강동·송파구 종로·중·용산구 기타지역 거| 

북부지구 97 (33.0) 154 (52.4) 34 (11.6) 9 (3.0) 294 (100.0) 

중부지구 193 (41.9) 205 (44.5) 57 (12.3) 6 (1.3) 461 (100.0) 

남부지구 56 (26.3) 103 (48.4) 39 (18.3) 15 (7.0) 213 (100.0) 

겨| 346 (35.7) 462 (47.7) 130 (13.4) 30 (3.1) 968 (100.0) 

자료:설문조사 

반면 개발이 가장 늦게 시작된 남부지구는 지구 

내보다 중부지구나 북부지구의 상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오히려 높았다. 

전체적으로 중부지구에 위치한 상점의 이용률 

이 가장 높은 것은 중부지구 수내동에 중소 규 

모의 상점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이 

곳은 현재 분당 내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형태의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그나마 충 

족시켜 줄 수 있는 지역이다. 

한편， 서울에서 이용하는 상점의 종류를 보면 

백화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82.2%로서 분당 내 

에서의 상점이용 패턴과 큰 차이를 보인다(표 

10). 백화점의 이용비율이 높은 것은 다양한 상 

품을 비교하여 구입할 수 있고 부대시설 이용， 

아이쇼핑 등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또한 비교적 고차재의 

구매가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 

다. 

서울에서 주로 이용하는 상점의 위치를 살펴 

보면 3개 지구 소비자 모두 강동·송파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표 11). 남부지구의 소비자 

는 종로·중·용산구지역과 기타 지역을 상대적으 

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상점선택의 경향이 다 

른 지구 소비자에 비해 다소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울에서 주로 이용하는 상점중 백화점의 비율 

이 82.2%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 백화점은 

분당 소비자의 상점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 

히 강동·송파축의 이용비율이 높은 것은 잠실 롯 

데 백화점의 영향 때문이며 강남·서초지역은 현 

대， 그랜드 백화점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2) 상품별 구매활동 
(1) 편의품의 구매활동 

식료품， 속옷류 등 편의품의 구매활동은 대부 

분 분당 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가장 일차적인 

근린상업기능은 어느 정도 신도시 내에서 해결 

되고 있다. 이를 통해 편의품의 구매활동에서는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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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편의품의 구매지역(단위 : 명. %) 

싫훌f:[d 분당 

지구 內 타 지구 

북부지구 220 (75.6) : 25 (8.6) 

~ 
중부지구 

료 
415 (90.0) : 10 (2.2) 

EII; 
남부지구 103 (48.4) I 70 (32.9) 

겨| 738 (76.5) I 105 (10.9) 

북부지구 139 (47.8) I 28 (9.6) 

{ι-“1 

중부지구 303 (66.2) : 24 (5.2) 

옷 
남부지구 37 (17.8) : 85 (40.8) 

게 479 (50.1) I 137 (14.4) 

자료 :설문조사 

도시외부로의 장거리 공간이동보다 도시 내에서 

의 단거리 공간이동이 강하게 나타남을 명확하 

게 알 수 있다(표 12). 

편의품의 구매활동에서 북부·중부지구 소비자 

는 지구 내 이동을 남부지구 소비자는 타 지구 

중심지로의 이동이 이루어짐으로써 분당 내 공 

간이동이 주류를 이룬다ll) 그러나 편의품에서도 

상품의 특성에 따라 공간이동의 범위가 확대되 

고 있다. 속옷류의 경우 서울에서의 구매비율은 

31.2%로 식료품의 1 1.4%보다 상당히 높아져 공 

간이동의 범위가 넓게 나타난다. 

이와 함께 중생활권에 따른 소비자의 공간이 

동 패턴도 다르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분당에서 비교적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중부 

지구 소비자는 서울로의 공간이동이 25.8%로 낮 

은 반면 지구 내 공간이동은 66.2%로 단거리 이 

동의 경향이 강하다. 북부지구는 지구 내 이동이 

47.8%, 서울로의 이동이 35.7%로 다른 지구에 

비해 그 차이가 적다. 남부지구 소비자는 타 지 

구 및 서울로의 공간이동을 선호하고 있어 공간 

이동 범위가 비교적 다양하다. 타지구에서 식료 

품을 구입하는 납부지구 소비자 70명중 51명이 

중부지구를， 19명이 북부지구를 이용하며 속옷류 

Ac:{> L C그} 서울 기타지역 계 

3 (1.0) 41 (1 4.1) 2 (0.7) 291 (1 ()().o) 

4 (0.9) 31 (6.7) 1 (0.2) 461 (100.0) 

2 (0.9) 38 (1 7.8) o (0.0) 213 (100.0) 

9 (0.9) 110 (1 1.4) 3 (0.3) 965 (1 ()().o) 

16 (5.5) 104 (35.7) 4 (1.4) 291 (100.0) 

9 (2.0) 118 (25.8) 4 (0.8) 458 (100.0) 

7 (3.4) 77 (37.0) 2 (1.0) 208 (1 ()().o) 

32 (3.3) 299 (31.2) 10 (1.0) 957 (1 ()().o) 

의 경우 85명중 63명이 중부지구를， 22명이 북부 

지구를 이용하고 있어 단거리 이동을 하려는 경 

향이 드러난다. 

두 상품 모두 지구 내 구매비율은 중부지구， 

북부지구， 남부지구의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 타 

지구에서의 구매비율은 이와 반대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주민 입주시기와 상업기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시차가 공간이동과 상관 

관계를 가짐을 강하게 시사해 주는 것이다. 중생 

활권별 차이는 분당의 개발시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중부·북부·남부지구의 순서로 이루어지 

고 있는 개발시차는 상업기능의 형성과정에 영 

향을 주게 되고 특히 일차적인 근린상업기능에 

의존하는 편의품 구매활동에서 공간이동의 차이 

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북부지구·중부지구의 경우 개발이 일찍 시작 

되어 비교적 근린상업시설이 잘 발달되었기 때 

문에 지구 내 구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나며， 이에 따라 공간이동도 최단거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남부지구의 경우 개발이 늦게 시작 

되었고 근린상가의 형성도 초기 단계에 머무르 

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구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높아 공간이동이 분당 내에서 넓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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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선매품·전문품의 구매지역(단위 : 명. %) 

중앓t?:1d 특L.:츠-C ι:t 
{그H::그L 서울 기타지역 겨| 

지구 내 타지구 

북부지구 15 (5.2) I 10 (3.5) 6 (2.1) 253 (88.2) 3 (1.0) 287 <1 00.0) 
lc:;그} 

녀 중부지구 18 (3.9) I 4 (0.9) 9 (2.0) 422 (91.9) 6 (1.3) 459 (100.0) 

~그f 남부지구 (0.5) I 25 (12.6) 6 (3.0) 160 (80.4) 7 (3.5) 199 <1 00.0) 
;CR그} 

겨| 34 (3.6) I 39 (4.2) 21 (2.2) 835 (88.4) 16 (1.7) 945 (1 00.0) 

북부지구 11 (4.3) I 15 (5.9) 24 (9.4) 189 (73.8) 17 (6.6) 256 (1 00.0) 

가 중부지구 34 (8.1) I 7 (1.7) 13 (3.1) 330 (78.8) 35 (8.3) 419 (1 00.0) 
구 

~므T 남부지구 5 (2.9) 23 (13.1) 14 (8.0) 113 (64.6) 20 (11 .4) 175 (100.0) 

겨| 50 (5.9) I 45 (5.2) 51 (6.0) 632 (74.4) 72 (8.5) 850 (100.0) 

북부지구 23 (8.9) I 21 (8.1) 11 (4.2) 198 (76.5) 6 (2.3) 259 (1 00.0) 
가 

t:! 중부지구 59 (13.8) I 32 (7.5) 7 (1.6) 309 (72.2) 21 (4.9) 428 (100.0) 

제 남부지구 8 (4.5) I 18 (10.1) 8 (4.5) 130 (72.6) 15 (8.3) 179 (100.0) 
EII5 

계 90 (1 0.4) I 71 (8.2) 26 (3.0) 637 (73.6) 42 (4.8) 866 (100.0) 

북부지구 20 (8.8) I 9 (3.9) 8 (3.5) 185 (81.2) 6 (2.6) 228 (100.0) 

귀 중부지구 62 (15.9) I 15 (3.9) 7 (1.8) 296 (75.9) 10 (2.5) 390 (100.0) 
二C그그 

4ι~ 남부지구 3 (2.1) 15 (10.4) 7 (4.9) 111 (77.1) 8 (5.5) 144 (1 00.0) 

겨| 85 (11.2) I 39 (5.1) 22 (2.9) 592 (77.7) 24 (3.1) 762 (100.0) 

자료 : 설문조사 

편의품 내에서도 선매품에 가까운 속옷류의 

경우， 근린지역보다는 분당 내 상가밀집지역이나 

서울과 같이 다양한 상점이 위치한 고차 중심지 

로의 공간이동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속 

옷류의 구매활동에서 서울로의 공간이동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때 다음에 설명할 선매품 

전문품의 구매활동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 선매품·전문품의 구매활동 
분당 내 구매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녀정 

장과 가구류는 서울로의 공간이동이 중부·북부· 

남부지구의 순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남부지구의 소비자들은 서울로의 공간이동 

이 비교적 낮은 반면 분당 내에서는 타지구로의 

공간이동 경향을 보인다. 분당 내 구매활동에서 

지구 내 이동이 중부·북부·남부지구의 순서로 높 

게 이루어지는 것은 개발시차에 따른 영향이 있 

음을 암시한다. 

중부지구의 경우 분당의 유일한 가구전문 쇼 

핑몰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의 

구매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쇼핑몰이 

분당 소비자의 구매력 흡수에 실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분당 소비자들이 서 

울의 대형 백화점과 분당 가구전문 쇼핑몰과의 

비교를 통해 결국은 서울을 선택하고 있음을 시 

사한다. 특히 서울까지의 거리가 시간적 부담을 

안겨 주지 않는다고 할 때 상품의 질， 상점의 규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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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선매품·전문품의 서울에서의 구매지역(단위 : 명. %) 

중꿇륜rff[7 강남·서초구 강동·송파구 

북부지구 87 (34.3) 143 (56.3) 
'c그l 

녀 중부지구 167 (40.4) 213 (51.6) 

정 남부지구 45 (30.6) 74 (50.3) 
~그} 

겨| 299 (36.8) 430 (52.8) 

북부지구 71 (43.0) 77 (46.7) 

가 중부지구 128 (44.3) 127 (43.9) 
구 

7E므T 남부지구 36 (38.3) 37 (39.4) 

게 235 (42.9) 241 (44.0) 

북부지구 54 (31.2) 76 (43.9) 
가 

전 중부지구 103 (38.4) 107 (39.9) 

저| 남부지구 27 (24.1) 44 (39.3) 
~ 

게 184 (33.3) 227 (41. 1) 

북부지구 50 (32.5) 81 (52.6) 

귀 중부지구 107 (42.5) 113 (44.8) 
二[그그 

~、 남부지구 24 (25.0) 45 (46.9) 

계 181 (36.1) 239 (47.6) 

자료 : 설문조사 

모 다목적 구매활동 등 여러 측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서울로 공간이동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매품·전문품의 전체적인 공간이동 패턴이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편의품에 비해 

공간이동의 범위가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간이동 범위의 

확대가 단순히 상품의 성격뿐만 아니라 소비자 

의 사회경제적 특성 개발시차가 복합된 결과라 

는 점이다. 즉 전체적인 공간이동이 서울을 지향 

하는 것은 상품의 성격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 

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중생활권별로 그 패 

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개발시차에 따른 소 

비자의 적응행태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종로·중용산구 기타서울지역 겨| 

13 (5.1) 11 (4.3) 254 (100.0) 

24 (5.8) 9 (2.2) 413 (100.0) 

16 (10.9) 12 (8.2) 147 (100.0) 

53 (6.5) 32 (3.9) 814 (100.0) 

3 (1.8) 14 (8.5) 165 (100.0) 

14 (4.8) 20 (7.0) 289 (100.0) 

10 (10.6) 11 (11.7) 94 (100.0) 

27 (4.9) 45 (8.2) 548 (100.0) 

33 (19.1) 10 (5.8) 173 (100.0) 

46 (17.2) 12 (5.1) 268 (100.0) 

28 (25.0) 13 (11.6) 112 (100.0) 

107 (19.3) 35 (6.3) 553 (100.0) 

14 (9.1) 9 (5.8) 154 (100.0) 

18 (7.1) 14 (5.6) 252 (100.0) 

12 (12.5) 15 (15.6) 96 (100.0) 

44 (8.8) 38 (7.5) 502 (100.0) 

편의품에 비해 공간이동의 범위가 확대된 것 

은 상품의 성격，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함 

께 상업기능이 형성되는 과정과도 관련되며 크 

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상 

품의 성격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구매액 

수가 고액인 상품의 구매활동은 고차 중심지에 

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서울이라는 기존의 모도 

시와 인접한 분당의 소비자들은 서울을 선택하 

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 

성과 관련된다. 앞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선매품· 

전문품과 같은 고차재의 구매활동은 소득과 학 

력이 높을수록 서울지향적인 경향을 보이며 전 

체적인 공간이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 

째는 분당의 지역적 상황을 반영하는 개발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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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우리나라 신도시의 상업기능은 근린기 

능과 같은 일차적인 기능을 필두로 입지하기 시 

작한다. 따라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시차 

는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의 공간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당의 소비자들 

은 서울로 공간이동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분 

당 내 구매활동에서는 지구 내 공간이동이 북부· 

중부·남부지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분당 내 상업기능 여건과 개발시차에 따른 소비 

자들의 적웅행태를 보여 주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분당 소비자들은 

선매품과 전문품을 구매하기 위해 서울로 공간 

이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의 어느 지역으 

로 공간이동을 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분당 신도시 소비자가 가장 선 

호하는 서울의 구매지역은 전반적으로 강동·송 

파， 강남·서 초지 역 으로 나타났다(표 14). 이 들 두 

지역은 서울의 부도심으로 백화점에 의한 상권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다 12) 

각 상품별로 공간이동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 

난다. 남녀정장과 귀금속류의 구매활동에서는 강 

동·송파축， 강남·서초축의 순서로 공간이동이 나 

타나는데 그 차이가 다른 상품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구류는 생활권에 관계없이 이들 두 

지역으로의 공간이동이 거의 대등하게 이루어지 

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강남·서초지역으로의 공간 

이동축이 강하게 나타난다. 가전제품의 구매활동 

에서는 강남·서초축과 강동·송파축이 여전히 중 

심 구매지역이지만 종로·중·용산지역이 두드러진 

공간이동축으로 새롭게 나타나 공간이동이 다양 

하게 나타난다. 종로·중·용산지역의 비율이 높은 

것은 용산전자상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으로， 

소비자들의 공간이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활권별로 보면 중부지구 소비자의 구매활동 

은 강남·서초축과 강동·송파축에서 거의 대등하 

게 이루어진다. 중부지구의 소비자가 두 축을 거 

의 대등하게 선호하는 반면 북부지구의 소비자 

들은 상품에 관계없이 강동·송파축을 가장 선호 

하고 있다. 남부지구의 소비자들도 서울에서의 

구매비율이 낮긴 하지만 강동·송파축을 강남·서 

초축보다 선호하며 종로·중·용산지역으로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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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강동·송파축에 이어 서울의 종로·중·용산구 지역 

을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간이동 

이 가장 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지구별로 공간이 

동 경향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결국 개발 

시차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상업기능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시차 

는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복합적으로 작 

용하면서 편의품에서는 도시내 공간이동， 선매 

품·전문품에서는 서울 강동·송파축， 강남·서초축 

으로의 도시간 공간이동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 

다. 개발시차는 단순히 입주시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주시기와 

상업기능 형성시기 사이의 시차를 의미하는 보 

다 폭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중생활권별 소비자 

구매활동의 분석은 입주시기와 상업기능 형성시 

기간의 시간적 괴리에서 오는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생 

활권을 분석단위로 선정한 것은 이러한 개발시 

차에 따른 구매활동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 

이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업기능이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 상태에서의 신도시적 특성이 구매활동에 

기초한 공간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공간상 

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는데 

있었다. 이러한 공간이동 패턴에 대한 분석은 소 

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서울에서의 구매활동 

과의 관계， 개발시차에 따른 공간이동 경향을 파 

악하기 위한 중생활권별 소비자 구매활동에 대 

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서울에서의 

구매비율은 소득， 학력， 이전거주지， 직장위치 등 

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서울에서의 구매비율이 높았고， 이전거주지와 직 

장이 강남·서초구와 강동·송파구인 소비자들의 

경우 구매지역과의 일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가용 소유여부는 서울에서의 구매비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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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없었다. 

둘째， 상점선돼 경향은 서울과 분당에서의 구 

매활동 모두 백화점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분당 

내 상점선태 경향은 다양하게 나타난 반면 서울 

에서의 상점선택은 백화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 

다. 전반적으로 서울에서의 백화점 이용축과 서 

울로의 공간이동 중심축은 거의 일치하였다. 

셋째， 개발시차와 구매활동간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분당내 중생활권을 분석 단위로 하여 

상품별 구매활동을 살펴보았다. 분당내 구매활동 

에서는 중부·북부·남부지구의 순으로 지구내 공 

간이동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편의품류의 경 

우 북부， 중부지구 소비자는 지구 내 구매활동 

이， 남부지구 소비자는 타 지구에서의 구매활동 

이 높게 나타나 비교적 단거리 이동의 경향을 

보였다. 선매품과 전문품의 구매활동에서는 서울 

의 부심인 강동·송파축， 강남·서초축으로의 공간 

이동이 두드러졌다. 북부지구 소비자들은 강동· 

송파축으로의 이동이 가장 많았고， 중부지구 소 

비자들은 강동·송파축과 강남·서초축으로의 공간 

이동이 거의 대등하게 나타났다. 납부지구 소비 

자는 이 두 축과 함께 서울 종로·중·용산구 지역 

으로의 공간이동이 다른 지구에 비해 상대적으 

로 많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간이동 범위의 확대가 단순히 상품의 성격뿐 

만 아니라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개발시차 

가 복합된 결과라는 점이다. 즉 전체적인 공간이 

동이 서울을 지향하는 것은 상품의 성격， 소비자 

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중 

생활권별로 그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개 

발시차에 따른 소비자의 적용행태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분당 신도시 

의 소비자는 사회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 

자체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서울이라는 기존 

모도시에 구매활동을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여 

기서 지역적 상황은 개발시차의 문제이며 이러 

한 개발시차에 따라 각 중생활권 소비자의 공간 

이동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상업기능 형성과정 

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차는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편의품에서는 도 

시내 공간이동， 선매품·전문품에서는 도시간 공 

간이동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수요자 측면에서 소비자 구매활동 패턴에 대 

한 분석이 도시 상업지역의 계충구조 파악의 방 

법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분당 소비자의 구 

매활동은 현 시점에서 중간개발단계에 있는 분 

당의 상업기능이 서울의 부도심지역 기능에 의 

존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의 

상권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특히 부도심 지역의 

영향력이 서울 내부뿐만 아니라 신도시 지역에 

도 강하게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분당 신도시 소비자들의 구매활동을 통해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는 개발시차의 문제이다. 일반적인 신도시 

건설의 경우 도시적 기능이 성숙하여 모든 기능 

을 갖추기까지에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상업 및 서비스 시 

설 등이 도시의 성숙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들어서는 것은 도시의 형성과정 측면에서도 자 

연스러운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의 입주와 상업기능이 

형성되기까지의 시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 

러한 개발시차는 도시 내 보다는 도시 외부로의 

공간이동 경향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기폰 모도시로의 집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가 

능성이 있다. 입주가 시작된지 5년이 지난 분당 

신도시의 경우 근린상업기능을 제외하고는 주민 

의 입주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도 고차 상업기 

능들이 뚜렷하게 들어서지 않고 있다. 분당에 건 

설될 예정인 쇼핑단지의 건설이 오는 2002년에 

완공될 예정인 것을 보아도 개발의 지연현상 

(time lag)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시간적 괴리현상은 우리나라 신도시 상업 

지역의 개발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귀결된다. 

둘째는 상업지역의 입지 문제이다. 분당 신도 

시 소비자들의 공간이동 경향은 도시구조 측면 

에서 중심상업용지의 입지가 전형적인 포켓형 

상권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외부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즉 

상업용지가 분산 위주로 계획됨으로서 다양한 

상업시설을 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중시키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지의 문제는 개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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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는 분당 신도시의 자족성에 대한 문제이 

다. 도시의 자족성은 일반적으로 2차 산업의 유 

치에 의한 ‘경제적 자족성’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도시적 서비스의 자족성’은 다양 

한 주민 계층의 균형있는 분포 등에 의한 ‘사회 

적 균형성’， ‘토지이용의 다양성’ 등이 복합적으 

로 이루어졌을 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 

한 기준에서 볼 때 분당 신도시는 주거기능만을 

갖는 서울 의존형 도시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상업기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수행 

된 신도시의 소비자 구매활동 연구는 거의 없었 

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신도시에 관한 경험적 연 

구는 부진했다.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 

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러한 경험적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는 신도시 형성과정이라는 지역적 상황하에 

서 분석을 시도했기 때문에 차후 도시가 완전히 

성숙된 시점에서의 연구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 

다. 

< 註 >

1) Copeland가 제시한 소비재 상품의 분류방법은 마케 

탱 분야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방 

식이다.(한희영， 1985, p2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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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당 신도시 인구자료는 분당구청에서 집계한 1995 
년 10월 현재 잠정통계치이며 서울 인구는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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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계연보 자료를， 전국 시부 인구는 1앉R년 인 

구·주택 총조사보고서 자료률 이용하였다. 

3) Thompson(1967)은 편 리 지 수(convenience indices) 
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식품의 편리 

지수가 1일 경우 지역내 거주자들의 식품에 대한 

수요와 욕구률 자체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 

의 식품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만일 편리지수가 0.8이면 지역 거주자들의 수요를 

80% 밖에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올 의미한다. 
4) 중심지이론에 근거한 연구로는 한국과 독일 농촌지 

역의 구매활동을 비교한 류우익(198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공간행태 집단의 분류를 통한 분석 결과， 

농촌지역 가구의 구매활동은 구매상품과 가구의 

행동공간에 따라 공간상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또 

한 일정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소비자의 중심지지 

향 행동은 집단적 성격올 띠고 수행되며， 소비자의 

사회구조적 특성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이 밝혀졌 

다. 

한편 양갑모(1985)는 서울을 대상으로 상품에 따 

른 소비자 공간이동과 인구통계적 요소와의 관계 

를 연구하였다. 그는 구매지역을 인근지역， 중간지 

역， 도심지역，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면서 상품 종 

류에 따라 구매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 

계적 변수가 상이함을 밝혔다. 

5)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 영국 Coventry지역의 구매활 
동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Davies, 1976:207-
223). 

6) 특히 먼 거리의 구매일수록 소득이 높은 계층의 비 

율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7) 시행방법으로는 용도지역·지구제 이외에도 도시설계 

구역 지정， 건축선 지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동 규 

제수단외에도 토지이용계획에서 밝힌 개발방향에 

부합하도록 민간의 토지이용유도 차원에서 세제완 

화， 일부 규제완화 둥 유도수단올 함께 사용할 수 

있다(대 한국토·도시 계 획 학회， 1994:143). 
8) 자연환경에는 하천， 간선도로 둥 물리적 시설이 해 

당되며， 상권구조에는 광역상권， 지역상권， 지구·근 

린상권이 포함된다. 보행권 시설은 국민학교， 동사 

무소， 어린이공원 둥을 가리킨다. (대한국토·도시계 

획학회， 1994:147) 
9)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시의 상업·업무 

용지 비윷은 4% 미만으로 나타났으며(김인， 

1991:129), 대체로 전체 도시면적의 3.5% 내외가 
적정비율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한국토지개발공 

사， 1990:90). 

10) 대졸 이상의 학력올 가진 소비자중 300만원 이상 

의 소득은 27.9%인 반면 고졸학력자는 13.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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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이하는 0%를 보였다.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되었 

으나 연령도 소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이 상 소득을 보면 30대 이 하가 17.8%, 40 

대가 19.0%인 반면 50대 이상은 55.3%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30대 보다는 50대가 상대적으로 

서울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대상이 주로 취학기의 자녀를 둔 

30-40대 소비자였기 때문에 연령에 의한 분석은 

전체 연령집단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11) Davies(1976)는 공간이동 유형을 지구 중심지 

Oocal center)로의 단거 리 이 동， 지 역 내 도심 (town 

center)으로의 이 동， 도시 외 부로의 장거 리 이 동으 

로 구분한다. 

12) 서울의 상권은 명동·남대문·을지로지역을 포함하는 

도심 상권과 영등포·강남·잠실·청량리·신촌의 부도 

심 상권으로 구분된다(대한상공회의소， 1990, 한국 

의 상권 ; 고려대 생산기술연구소， 1993). 이러한 

구분은 기존 연구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 

된다. 김대영(1991)은 서울의 상업기능을 3계층으 

로 구분했는데， 1계층은 광역 중심의 종로·중구， 영 

등포·여의도지역， 2계층은 지역중심인 강남·서초구， 

강동·송파구， 청량리지역， 신촌지역이 포함된다. 이 

성 복(1994)은 서 울의 공간구조가 4핵 13개 부심 으 

로 개발된다고 언급하면서 강남·서초구과 강동·송 

파구가 4핵구조에 해당됨을 설명하였다. 한편 전명 

진(1995)은 통근행태를 기초로 종로·중구를 도심으 

로， 강남·송파·영등포·마포·동대문을 부도심으로 구 

분하였다. 따라서 강남·서초지역과 강동·송파지역 

을 서울의 부도심 지역으로 보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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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Patterns of Consumer Shopping 
Behaviour in Bundang New Town 

Wook Lee* 

Sumrnary 

It is one of the important aims of spatial behaviour research to recognize it' s transformation 

come out from characteristics of cities. It focuses on the interactions between local context 

and spatial behaviour. For that reason recent studi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particulars of local conditions. So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understand whole spatial 

behaviour of city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characteristics of new town affect spatial 

movement based on consumer shopping activity and to what degree it depends on Seoul. To 

find out spatial movement patterns of consumers focusing on space linked with metropolitan 

Seoul, Bundang new town, being on the stage of infill was taken as study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Consumer ’s income, educational background have positive relation with the ratio of 

shopping activity in Seoul. Moreover, consumers immigrated from Kangnam, Socho, Kangdong , 

* Graduate Student, Seou1 Nationa1 University 

- 85 -



Spatial Pattems of Consumer Shopping Behaviour 

Songpa-Ku have hìgher consìstency wìth the destination of shopping trip than the others. 

However, there has nothing to do with the possession of cars. 

2. To examine relation with time lag in development process and shopping activity, analysis 

based on the unit of middle-scale community of Bundang new town was taken. Store choice 

pattems show differences in Bundang and Seoul. They appear variously in Bundang, however, in 

Seoul, they are in accord with the centra1 axis of spatìal movement for Seoul. Department store 
was the most preferred both in Seoul and Bundang, especially in Seoul overwhelms the other 
types of store. 

3. In the case of convenience goods, spatial movement within Bundang is found out strongly. 

However, in that of shopping goods and specialty goods, spatial movement for Seoul is in 

genera1. Consumers in northem, centra1 community show much higher inter-communìty shopping 

pattern. To the contrary, consumers in southem show intra-community shopping pattem. 
Inter-community shopping within Bundang was strongly recognized in regular sequence of 

central, northem, southem community. This pattem has something to do with time lag in 
development process at the stage of infill. 

4. In the case of shopping goods and specialty goods, destination of shopping trip for 

Kangdong'Songpa, Kangnam'Socho 없is was outstanding. 

Spatial movement for Seoul was different respectively according to community. Consumers in 
northem move to Kangdong'Songpa axis strongly and consumers in central move to 

Kangdong'Songpa, Kangnam'Socho almost the same. But consumers in southem move frequently 

to CBD of Seoul, Chongno'Choong'Yongsan-Ku compared with the others. 
Putting together the results of study, shopping activity of Bundang new town consumers 

depends on Seoul due to socio-economic status and particular conditions of new town itself. 

Particular conditions of Bundang new town are the time lag in development process and it has 
an effect on spatial movement explained by the shopping activity on the ana1ysis unit of 
commumty. 

Up to the present, the study focusing on shopping behaviour in new town being on the 
process of infi1l cannot be found at all. Especially empirical study of Korean new town made 
poor progress. Various kinds of problems come from development process have something to do 

with non-existence of empirical study. This study tried to analyze shopping activity in local 
contex 

Keywords: spatial behaviour, shopping activity, spatial movement, new town, particulars of 

local conditions, time lag in dev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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