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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와 주변 구(舊)도시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의식의 비교 연구
-일산신도시와 구(舊)일산을 사례로윤현신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ciousness about the
Qua1ity of Life of inhabitants in New town and
Old Town in its neighborhood.
-In Case of llsan New Town and llsan Old TownYoon, Hyun Shin

요약 : 본 연구는 기존의 신도시와 관련된 연구에서 신도시 개발로 인해 드러나는 문제점이 신도시에만 한정되
어 연구되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신도시 개발로 인해 드러나는 두 지역 즉， 신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공간적인 삶의 질 차이를 주민의 의식올 바탕으로 연구한 것이다. 신도시 개발은 해당 지역의 도시환경 및 인구의

사회경제적 구성의 차이를 가져오면서 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나타내었고， 결국 이러한 의
식은 지역의식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올 보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신도시 개발은 지역의 물리적

·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식 형성을 공간적으로 모자이크化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요어 : 신도시， 구(훌)도시. 거주지 교외화， 계획적 거주지 교외화， 삶의 質， 지역의식， 사회 · 심리적 분리，
상대적 불만， 삶의 질의 공간적 모자이크化

Abstract : This study is derived from the critical mind against that existing study on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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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본문제와 관련하여 본질적인 한계를 인식하

1 .서론

게된 것이다.

최근 이러한 점을 인식한 수도권 신도시의 문제

1

점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

연구배경및목적

하고 기존의 신도시에 관한 논의는 신도시 자체의
1960년대부터

시작된 성장위주의

경제 정책은

논의에만 너무나 한정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발전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가장 기

신도시가 수도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본이 된다는 성장 일변도의 사고 방식을 강요하였

한 균형적인 개발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다. 그러나 최근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생활이 가

러한 논의는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능해지면서 인간의 욕구 및 가치 체계에도 조금씩

본다. 즉 수도권 신도시개발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개

단순히 신도시 자체의 문제점만이 아년 신도시가

가져온 문제점이

인의 가치추구가 단순히 경제 성장을 통한 의식주

위치한 지역 전체의 문제로 노정되어 있으며 신도

해결이라는 경제적인 목적에서 인간의 행복과 만

시 개발이 가져온 긍정적 · 부정적 파급효과가 좁

족을 동시에 추구하는 비경제적인 방향으로의 변

게는 신도시 지역內에서 넓게는 신도시가 위치하

화를 의미한다.

고 있는 지역전체로 까지 확산된다는 사실을 인지

우리 나라의 성장위주 정책은 경제 성장이 바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신도시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었

문제점은 신도시 자체의 문제점으로만 아니라 이

음에도 불구하고 先성장 後분배 정책이 가져온 소

미 형성되어 있는 기촌 지역과 유기적인 맥락 하

득 계층간의 갈둥이나 지역간 불균둥， 그리고 지

에서 바라봐야 한다. 신도시개발은 주변지역 주민

나친 환경 파괴 둥은 소득 수준의 향상이 삶의 질

들에게 개발로 인한 기대심리를 유발하게 되고 이

향상을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러한 기대심리는 현재의 신도시 개발이 단일한 하

인식하게 하였다 (장봉규.

이러한 측면에서

나의 도시에서， 혹은 분리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수도권 신도시는 무리한 성장위주의 정책， 즉 ‘서

않는 한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울’ 이라는 집적의

위한

더욱 더 중요하다. 더구나 신도시만의 편중된 개

하나의 방편이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전체의 균

발로 인하여 한 지역內에서 혹은 동일한 공간상에

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서 현격한 지역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역의

따라서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라는 것은 수도권 전

균형 개발 및 앞으로 수도권 주변 지역에서 계속

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좀 더 계획된 형

적으로 일어날 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충분히 제기

태로써의 도시계획이면서 지역 개발이라고 할 수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불경제

1997).

문제를 해결하기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우리 나라 수도권 신도

또한. 80년대 말 수도권 전체의

안정과 지역주

시들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지역

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개발된 수도권

주민의 욕구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단기간

5 개 신도시는 이제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

내의 급속한 개발과，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삶의

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현 신도시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이 그 원인이라고

가 독립된 도시의 형태로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할 수 있다. 물량적 투입만이 도시의 근본적인 문

이상 신도시는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기존지역

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도식적 사고방식

과의 조화 속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

은 신도시 개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다. 도시는 그 성장단계에 있어 초기에는 자족과

이를 통해 나타나는 도시인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

자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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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을 조성하여

안정기반을 구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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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하고 그 다음 단계에는 대외경쟁력을 높여 발

발되기 전부터 시가지로써 형성되어 었던 구시가

전을 도모해야 한다 (김안제，

이러한 점에

지인 구일산(舊一山)을 그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

있어서 신도시는 이제 지역 전체로써의 삶의 질

정하였다. 본 연구는 신도시 개발에서 신도시 주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신도시 개발로

민들과 기존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삶의 질’ 이라

인한 지역간의 삶의 질 차이와 이로 인한 사회 ·

는 틀에서 좀 더 미시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현재，

심리적인 분리는 자칫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같은 행정구역내에 입지하고 있는 일산구(一山區)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

의 일산신도시 지역과 과거 일산읍(一山몹)의 시

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도시와 관련된 연구는 이

가지로 형성되어

제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전체의 문제로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사례지역이

연결되어야 한다.

서로 인접하고 있어， 선도시 개발로 인한 주변환

1996).

있었던 구일산(舊一山) 지역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동일한 도

경 변화에 따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의식

시 내에서 드러나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을 가장 직접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차이를 신도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

예상과 더불어 이를 통해 좀 더 미시적인 지역에

려고 한다. 다시 말해， 신도시 개발이 가져온 파급

대한 삶의 질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효과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

이유에서다.

으며 이러한 영향력이 신도시 주민들과는 어떻게

악하고， 삶의 질에 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바
탕으로 구도시와 신도시 주민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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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지역의 위치

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한다. 셋째，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삶의 질에 대한 개선방향과 개발정책을

따라서 사례 지역으로 선택한 연구대상지역은，

주민의 의식수준의 차원에서 고찰한다.

일산신도시 사례지역으로는 일산구 마두1

. 2동을，

구도시 지역은 옛 일산의 일부 지역이었던 일산구

2.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일산 1 동과 2동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l) 분
석의 방법은 인터뷰 및 설문지를 통해 두 지역간

본 연구에서는 89년 4 월 정부가 발표한 5개의

의 비교· 분석에 중점을 두었고 이 외 2차 자료를

신도시 중 하나인 일산신도시와， 일산신도시가 개

수집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

1) 사례조사지역인 일산신도시 지역-마두 1 ， 2동은 신도시 건설 당시 가장 초기에

입주했던 사람들로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가장 정확한 지역의식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또한 구일산 지역은 과거부터 시가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던 지역인 일산 1 동과 2동을 사례지역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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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지역주민의 인터뷰와 더불어 각 지역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논의

시의원들과 단체장， 고양시청 및 일산구청 관계자

로써， Liu Ben Chie(1976) 는 삶의 질에 대한 다양

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 상황

한 정의가 존재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일반적으로

과 지역 전반에 흐르고 있는 주민의 의식에 관해

사용되는 정의를 조사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비슷

개괄적으로 조사하였다.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삶의 질을 “일반적
인

복지 (general wellbeing)" 와

‘사회 적 인

복지

(s띠머 wellbeing) ’ ” 에 대 한 새 로운 개 념 으로 규정

n. 이론연구 및 분석 틀

하면서 삶의 질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두개의 다
른 생산기능의 산물， 그러나 종종 상호 의존적인
투입요소-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교환할 수

1. 삶의

있는 물리적인 data들과， 주관적으로는， 일반적으

질에관한논의

로는 분류할 수 었지만 실제로는 개인 상호간에
삶의 질 (Quality of Life) 문제는 경제 제일주의

논리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된 논의로써 구미

비교할 수 없는 심리학적인 요소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사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심리학적인 면을

회 지 표운동 (social indicator movement) ’ 으로부터

강조한다는 점에서

시작하여 생활 조건의 변화가 물적 · 양적인 영역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의 성취에서 생

Campbell A. (1976) 는 삶의 질

에서 질적 · 정신적인 영역으로 가치체계의 확장을

기는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하고 다만 개인이 추구

수반하면서 경제성장과 같은 물적 성장이 인간의

하는 생활 목표와 가치

가치체계의 변화에 부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

즐거웅 (H않따e) 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식이 대두되었다.

있다고 보았다 (Wish. N. , 1986). 같은 맥락에서 A.

그러나 삶의 질이라는 문제의식이 물질적인 성

Sen(1996) 은

중에서

복지 (Welfare) 와

‘설현능력접근 (Capab퍼ty

Approach) ’

장에 따른 인간의 정신적 욕구의 성장에 대한 표

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출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삶의 질이라는 용어를 정

하였는데， 이는 개인이 가치 있는 활동을 수행할

의한다는 것， 인간 개개인의 가치체계를 개별적으

수 있는 능력 혹은 가치 있는 상태에 도달할 수

로 파악하여 그 속에서 용어를 일반화하고 정의한

있는 능력에 의한 이익이나 복지에 따라 개인의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으로 알려져 왔다.

이득을 평가하는 방법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삶의 질이란 개념은 그 정의와 측정 방법에 있어

접근법은 삶을 다양한 ‘doing’

서도 매우 복잡한 개념으로 특정한 연구의 범위가

으로써 바라보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된다고

정해진 바가 없고 주로 사회적인 지표， 즉 생활

보았다. 따라서 삶의 질은 다양한 기능들을 얼마

수준이라든가 혹은 복지와 관련된 연구내용에서

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에 따라 다르게

다루어지는 개념으로써 아직까지 그 명확한 경계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적 사회적인 이익의 평가는

가 합의된

이러한 변동에 따라 각기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바 가 없다 (R.

1. Rogerson, A. M.

Fin예ay， A. S. Morris, 1989). 그러므로 삶의 질이

개념정립을 시도하고자

과 ‘being’ 의 조합

고보았다.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어서

한편 최근 우리 나라 지리학 분야에서 논의되고

그 개념이 직접 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 속

있는 삶의 질은 지금까지 삶의 질 연구에서 상대

에서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

적으로 무관심하게 취급되어 왔던 삶의 질의 공

이다.

간 · 환경적 요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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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있다 (이정록，

권용우，

1998).

8) , 97-123.

1996: 14).

이러한 관심은 흔히 공간이라는 용어와 혼용 혹

최근 인간 정주체계로써 도시라는 공간에 대한

은 별도로 사용되기도 하는 입지， 환경， 장소라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삶의 질이라는

영역으로 범주화되어

질을

지표를 통해 지역의 상대적 경쟁력을 측정하고 이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측면들로써 사용된다(김덕

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

현， 1997)( 표 1). 지리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삶의

러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선정하여 도시별

표 1. 삶의 질 개념 및 구성요소

성격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공간 · 환경적인 삶의

수준을 비교하는 작업은 삶·의 질이라는 복합적인
사회공간적

입지

환경

장소

물질적

자연적

상징적

구성요소
현실세계의
구성영역

삶의질측면

(경제·정치적) (생태·환경적)

삶의 질이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많은 도시들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주관

적 자료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객관적

(사회·문화적)

기본수요

환경적

장소와

입지에의 접근

안정보장

정체성 확보

측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다(정용환，

자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1995).

도시의 삶의 질을 연구하는 작업， 즉 한 지역

을 평가하고 이들간에 비교하는 작업은 미국의
질은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경제 발전단계， 역사

Boyer 와 Savageau 가 1981 년 출판한 ‘Plaæ Rated

성， 자연환경， 범위 둥과 복합적으로 관련되기 때

Almanac’ 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와 같이 도시를

문에 지역사회라는 공간적 요소와 이를 구성하고

평가하여

있는 입지， 환경， 장소가 제공하는 모든 요소를 전

통해 도시의 거주가능성 (livab비ty) 을 확인하고， 이

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

를 도시마케팅과 판촉에 이용하는 작업은 지역주

며(이정록，

1998) ,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 공간적

민의 삶의 질 평가에 기반되어 있기보다는 장소에

요소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기반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삶의 질 개념을 강조

측정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에 대한 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J

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덕현，
봉규，

1997: 장

순위표(league ta ble) 를 만드는 작업을

Rogerson , 1999). 도

시라는 지역을 통해 삶의 질을 비교하는 작업은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 한 지역으로의 자본을 유치

1997).

하는데 있어서 성공 요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는

2.

점에서 도시판촉과 마케팅에 주로 이용되며 도시

도시의 삶의 질에 관한 논의

의
‘삶의 질’ 연구는 측정대상과 관련하여 크게 두

‘경쟁력 (competitiveness )’ 으로 인식되기도 한

다 (R

J Rogerson, 1999).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하나는 개인적

인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
시나 지역사회의

3. 신도시의 삶의 질에 관한 논의

‘삶의 질’ 에 초점을 두는 것이

다. 지리학에서 주로 언급되는 삶의 질은 후자를

신도시 (Newtown, New community) 는 뉴타운，

의미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치유하기

전원도시， 위성도시 등 여러 가지 유사한 개념과

위한 공공적 개입으로써

‘삶의 질’ 추구가 공공사

대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김원 外，

회 정책으로 도입되면서 연구는 개인이나 사회계

1991 ). 선도시의 개념은 19 세기 말 Ebenezer

층에 관한 것보다 지역 · 도시 · 근린지구 등 공간

Howard의 전원도시구상에 의해 도시와 농촌생활

적 단위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 많아졌다 (김덕현，

을 결합한 제 3의 대안， 즉 활력적이고 능동적인

””
v

도시생활의

이점과 농촌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완전하게 조화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에서 그 문제의식이 도출된 것이다. 신도시의 삶
의 질에 관한 연구는 객관적 지표를 이용한 도시

우리 나라의 신도시 개발 정책은 서울을 중심으

간 비교와 신도시 주민의 입장에서 주거환경에 대

로 하는 거대한 대도시 권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한 만족감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이를 통해 신도시

위해 초기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형태로 출발하

의 자족성 파악을 목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였다. 이러한 신도시 개발정책은 1960년대 후반 수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를 통해 신도시의

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한 성남시

실정 및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개발로부터

자하였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70년대 후반의

반월과 과천， 그리고 80년대 후반의 분당과 일산
등 5 개 지역에서 추진되어 왔다. 특히 1980년대 후

이러한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계점은 크게

반의 신도시 개발은 ‘3저 호황’에 이은 수도권 지

세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고 본다. 기존의 연구들

역의 인구집중 가속화와 이로 인한 주택문제 및

은 주로 객관적 지표를 통한 지역간 비교에 치중

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지역에 택지공

하여 왔는데 이는 지역의 삶의 질을 외형적인 수

급을 늘리려는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

준에서 분석함으로써 자칫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었다(일산신도시개발사，

모두 이러한 수준에서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산실，

1997; 국회사무처 법제예

낳고 있다. 따라서 첫째， 지역에 대한 삶의 질 연

1996).

한편 우리나라 신도시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목

구는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표는 기존도시가 지닌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나

것이어야 함에도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이

은 새로운 정주공간을 개발함으로써 대도시의 과

러한 측면들을 간과하였다. 지역

밀해소， 지역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주거만족도 뿐만 아니

사회적 통합과 쇄신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공통점

라 지역사회

이 었다 (하성규，

1996).

그러나 이러한 개발은 계

주민의

의사는

전체의 사회 · 심리적인 측면으로도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이러한 측면에서

획적으로 단기간에 건설된 도시 정주체계라는 점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단순한 지역 주민의 삶의

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질 자체의 현상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졸속 개발계

민이 느끼는 삶의 질 평가에 대한 프로세스의 규

획에 따른 문제를 짚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도시

명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

의 자족성 파악을 규정하고자 한 논의로써 집약될

구들에서는 이러한 측면들이 모두 간과된 채 현상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도권 신도시는 자족적

파악을 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기능을 갖추지 못한 서울의 인구수용만을 위한 개

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얼마나 살기 좋

발이었으며 계획된 거주지 교외화의 하나의 양상

은지-즉 거주가능성 (livab피ty) 의 측면으로써의 연

인 주거 교외지로써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박희

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사 대변을 통해 현

성，

신도시의 삶의 질이 문제화되어 나타난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바로 알며 이를

이유도 바로 이러한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

나라의 신도시개발정책은 수도권 전체의 삶의 질

향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의 신도시와

향상을 전제로 개발된 것이었지만 도시의 성격이

관련된 논의들이 모두 신도시 자체의 논의에만 너

모두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하였고， 단기간

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내의 졸속적인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 둥 지

문제점은 신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도시

역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도시라는 점

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전체의 문제로 노정되어 있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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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은 항상 신도시 중

해소하고 서울의 인구분산 수용을 목적으로 1980년

심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대를 전후로 계획 · 개발되었다. 이 계획은 서울의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분

석 틀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가격 정상화를 위한 택지개발전략의 일환으

로 개발 · 추진 중이던 안양 평촌 지구와 군포 산본
지구의 일부를 서울의 중 · 고소득충용 아파트 단지

신 도 시

깨 빌

로 개발하고 중 · 장기적으로는 서울 남쪽 개발제한
구역 외곽지역에 추가로 200-300만평 규모의 대단
위 베드 타운을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때
성남 분당지구와 함께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고양

일산지구가 대상지로 검토되면서 이후 본격적인 개
지역의식의
지역에
-지 역 예

-지 역 이|

다한
더

대 한

발이 착수되었다(한국토지공사，

형성

Or.

학 심

정 주 의 λ1

• Ã' 역 개 윌 정 얀 잉

1997) ,

5개 신도시는 모두 서울의 인구분산수용을 목적

스응강

으로 개발되기는 했으나 입지적으로나 도시 기능

덩 항

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입지적 요

인에 따라 산본 · 중동 · 평촌의 경우， 기존시가지
와 접해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산과 분당
그림

2.

본 연구의 분석틀

의 경우는 기존도시와 분리되어있는 형태를 나타

내고 있다. 기폰도시와 분리되어 있는 일산과 분
당의 경우 독립된 시의 형태로 수도권 공간구조의

DI. 연구지역의 지역적 특성

개편기능을 담당하며 기존시가지와 인접해

있는

나머지 3 개 신도시는 주로 모도시의 공간구조 개

1.

연구지역의 지역적 특성

편기능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평촌은 안양
시의 부심기능역할을， 산본은 군포시의 중심기능

사례지역인 일산신도시와 구(舊)일산이 포함된
고양시는 일산신도시의 건설로 기존도시와 신도시

역 할을， 중동은 부천시 의 중추적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1994).

가 공존하고 있는 이원적인 토지이용양상을 나타

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의 구분은 지역 전체

의 사회 · 심리적인 분리도 가져오고 있다. 기존
도시지역(일산， 능곡， 벽제， 원당)은 자연발생적인
도시로써 이전부터 상당한 수준의 도시문화를 보

유하고 있으며 도시 형성과정에서 지형에의 순웅，

대지의 세분화 동으로 중소도로의 모세관으로 이

그림 3. 입지적 요인에 따른 신도시 구분

루어진 토지이용을 형성하고 있다 (2011 년 고양시
장기발전계획，

자료: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1994， 신도시 중간종합평가

1996) ,
일산신도시 개발계획은 89년 초 주택가격 폭동

1) 일산신도시의 건설

을 저지하기 위한 단일정책 목표에 따라 주택공급

89년 발표된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차원의 새로운 도시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시도되었

산본)는 수도권의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 현상을

다. 일산신도시 개발계획의 기본전제는 서울의 중

103 --

,

산층 이주를 유도하고 풍부한 녹지공간의 확보를

불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으로

‘도시 지역’으로

통한 전원도시를 기본골격으로 저밀도의 도시환경

변경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산신도시의 건설은

을 확보하고， 서울 의존도를 낮춘 자족적으로 성

기존의 공간구조체계를 파괴시켜 기존시가지인 원

장할 수 있는 경제기반을 갖춘 도시로써의 역할을

당， 능곡， 일산， 벽제의 경우 자연발생적인 도시의

계획 골자로 하였다(고양시

형성으로 시가지내 교통체계가 불합리， 토지이용

장기발전계획， 1996:

일산신도시개발사， 1997: 경기권 개발계획， 1998)

의 혼재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더욱이 신
시가지 개발에 의한 교통의 기존시가지 통과로 도

2)

기존도시(일산

1 .2동)의

지역적 특성

시의 환경 악화와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

사례지역인 고양시， 이전의 고양군은 행정 구역

다 (2011 년 고양시 장기발전 계획， 1996).

상 6개읍(원당읍， 일산읍， 신도읍， 벽제읍， 지도읍，

또한 일산신도시의 건설과 함께 추진된 6개 택

화전읍)과 l 개면(송포면)으로 이루어졌었다. 고양

지개발지구 개발을 통해 주변 지역은 계속적으로

군 지역은 1905년 경의선 개통과 함께 경의선， 교

개발 압력 속에 있는 실정이다(표 2). 사례지역인

외선 등의 철도와 통일로 39번 국도， 지방도 등의

구일산 즉 일산

도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가 잘 갖추어져 이전

현 · 중산지구로 개발이 완료되면서 현재 다시 탄

부터 서 울시 와의 접 근성 (accessib피ty) 이 매우 높은

현 2지구， 중산 3지구가 건설중이다. 택지 개발 사

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은 이전부터 서울로의 통근

업지구는 총588.1ha 에 242，618 인을 수용하는데

통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지역으로써 현

는 약 413 인 lha의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져 일산신

재까지도 주택교외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의 176 <?l lha과는 상당히 비교되고 있다. 이러

지역주민의 의식 역시 서울시와 동일한 생활권 속

한 주변지역의 고밀도 시가지 개발로 많은 문제점

에 살고 있다고 인식되는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

이 파생되고 있으며 계속적인 인구유입 둥으로 시

은 서울시 주변지역 가운데 가장 점진적으로 오랜

가지 개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양시

시일에 걸쳐 취락이 발달해 왔고 도시화의 여러 특

장기발전 계획， 1996).

성이 서서히 누적되어

이루어진 주택교외화 지역

1 .2동의

경우도 일부지역이 탄

이

이외에도 현재 고양시는 일산신도시의 기반시설

으로 간주된다 (권용우， 1984). 사례지역인 일산1 .

을 바탕으로 한 광역시

개발을 목표로 지금까지

2동은 바로 일산읍의 일부지역으로， 이전부터 주거

주변지역의

지 교외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던 지역이다.

산 • 원당 • 벽제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졌던 고양

개발을 계속 추진 중이다. 최근 일

이 지역들 대부분은 자연 녹지지역을 상당히 많

시 도시계획을 통합， 시 전체를 하나로 묶는 『고

이 보유하고 있으며 92년 일산신도시의 건설과 더

양시 도시계획 정비안」을 확정했는데 이 재정비안

표

2.

일산신도시 주변지역 택지개발사업

지구명

위치

면적(천평)

화정지구

화정동 일원

능곡지구

행신동 일원

행신지구

행신동 일원

2,æ7(616)
1275(385)
967(293)

중산지구

일산동 일원

892(27이

탄현지구

일산동 일원

성사지구

성사동 일원

516 (1 56)
243(74)
5,930(1 ,794)

계
자료: 고양시.

6 개 지구

수용가구수(가구)

1996. 고양시 장기발전계획; 한국토지개발공사，

수용인구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14500
12700
10738
6625

58OX)

한국토지공사

6062

24αu

90-95
92-96
89-95
91-95
89-95
89-92

50800
43CXX)

26500

3949
15800
54,574
218,100
1997, 일산신도시개발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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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고양시
한국토지공사

고양시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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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그 동안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덕양구

임승차하는 식의 인구수용만을 위한 대단위아파트

성사동과 주교동 일대 14만 4 천 3 백 rrl 가 준 주거

단지의 개발이 현재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용도가 지정되

이러한 택지개발의 면적 및 수의 증가는 주변지역

지 않았거나 자연 및 생산 녹지인 덕양구 관산동

의 개발압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으며

과 고양 · 벽제동， 일산구의 일산1 .2동 등 l 백

주변지역의 삶의 질 수준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46

만 7천 6 백여 rrl 는 일반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그

도 작용하고 있다.

용도가 변경된다(경기권 개발계획， 1998).

N. 삶의 질에

이밖에 능곡， 화정， 행신， 성사， 행신지구가 있는

대한 E탠도 분석

성사동과 화정동 일대， 구일산과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 식사동， 둥을 중심으로도 계속적으로 택지
개발이

1.

사례지역 주민의 특성 비교

이루어지고 실정이다. 택지개발지구의 대

부분은 아직 도시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곳이

1) 설문 조사의 방법

많으며， 단순히 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 기능을 무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기존문헌의 연

표

3.

본 연구의 삶의 질 지표의 구성체계

1.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평가

2.

자연환경

자연환경

· 깨끗한 주변환경(녹지나 조경)
·親 環境的 도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

3.

생활편익시설

도시경관

·거리환경/도시공원

의료서비스

• 의료시설 및 서비스 수준

중요도및

소비

• 상가， 재래시장， 백화점

만촉도률
형가하기
위환항목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재활시설， 탁아소， 구민회관 둥

4.
5.

주택

· 주택의 안전， 집안의 시설， 주차장， 건축자재 및 건축양식

경제적 여건

• 취업기회 및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사정

6. 교통

· 교통의 편리함 및 시설의 구비

7. 교육

· 초 · 중 · 고둥학교 시설 및 수준

8.

문화· 여가

9. 공공생활

· 영화관， 공연장， 전시관， 생활체육시설
행정서비스
주거의 안전성

지역의식

관련항목

· 관공서(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시설 및 서비스(친절도)의 수준
·범죄로부터의 안전

지역에 대한 소속감/지역에 대한 애착심/이웃과의 유대감/친근한 느낌의 장소/
지역의 개선여부/이주의사/지역의 상대적 평가/개선순위/지역사회모임 참여여부/

일산 신도시의 분리독립에 관한 의식/개발정책방향에 관한 의식

2) 주로 이용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 Campbe1l, A.,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 Perceptions, Eva1uations and Satis떠ctions， New York, Rus않1 Sage

Foundation.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96~1998 “〈특집〉 삶의 질: 공간과 환경”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1996, 21 세기 삶의 질에 관한 지표연구
· 박준필， 1996, 신도시 도시시설의 공급특성에 관한 연구: 수도권 5 개 신도시 주민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98, 자치시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음 위한 주민복지욕구 조사: 부천시를 사례지역
으로

· 권용우， 1998, 수도권의 이해: 안양시 도시화와 도시환경: 수도권 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 外 기타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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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조사하고 이를 재구성하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주집단인 것으로 조사되었

였다(표 3).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지역간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산신도시의 주거환경이

삶의 질의 비교 연구는 삶의 질 개념과 방법론，

서울로부터의 이주를 촉진하는 중요한 흡입요인으

그리고 구성체계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존재하지

로써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않기 때문에 기존문헌을 토대로 지표를 구성하였

반면 구(舊)일산 주민의 경우 ‘직장과의 거리’

다 2) 신도시가 가져온 지역의 문제점을 삶의 질이

때문에

라는 틀 안에서 지역주민의 의식 차이를 바탕으로

이는 신도시 주민들의 이주배경과는 상당히 비교

파악하기

되는 지표로써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구(舊)일

하는데

위해
있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

필요로

하는

이주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존재기본기능

산 주민의 이전거주지에서 서울로부터 이주했다고

(Daseinsgnmdfu파rtion) 을 바탕으로 기 존 문헌에서

답한 웅답자는 전체 웅답자의 27.7% 를 차지하고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공

있어 이 지역이 가격차로 인한 내 집 마련의 기회

통되는 지표들을 추출하고 이를 설문항목으로 구

를 잡으면서도 신도시의

성하였다. 설문방법은 두 사례지역의 주민의 의사

이용할 수 있고， 서울과의 거리상 이점을 활용하

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과 인터뷰를 병행

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주민들의 이주

하였다. 웅답의

를 촉진시키는 거주교외지역으로써의 역할을 수행

평가는

‘매우 만족 (5 점)→만족 (4

점)→보통 (3점)→불만 (2점)→매우 불만 (1 점)’ 의 5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점 척도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외 구체적인 이

요컨대， 조사결과 신도시 주민들 대부분이

30-40

유에 대한 질문이나 지역에 대한 평가를 파악하기

대의 연령층에， 높은 학력 수준， 그리고 평균 이상

위한 질문은 주로 주관식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하

의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신도시가 이

였다.

전의 6O ~80년대 저소득층의 이주가 대부분이었던
자연발생적인 교외화의 양상(권용우， 1986) 과는 다

3) 두 사례지역 주민의 특성 비교

른 중산층의 이주를 촉진시킨 새로운 계획적인 주

사례지역 주민의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두 지

거지 교외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역간 주민의 차이는 상당히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두 집단간의 차이는 지역

고 있다. 신도시 주민들 대부분은 서울에서 이주

전체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영

한 중산층으로 학력이나 소득， 사회경제적인 지위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주민의 경우 삶

가 상당히 높은 계층이 이주를 주도한 것으로 드

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주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러났다. 이에 비해 구(舊)일산 주민들의 경우 전

구(舊)일산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와는 상

체적으로 낮은 생활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준은 신도시와 비교해서는 더욱 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또한 이주관련 특성에서 신도시 주

2.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분석

민의 절반이상이 모두 서울에서 이주한 경우로 이

주기간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주민들이 대부분인

1)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 평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에서 선도시 주민들은

두 지역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전에 삶의

일산신도시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통해 삶의 질을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떤 여건들을 더 중요하게 여

3)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5개 신도시는 주로 중산층의 이주를 촉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분당과 일산의 주택시장
은 주로 중 · 고가 하위주택시장으로 구성되어 서울의 중 · 고소득충의 교외이주를 유도하였으며 중산층 이상 가구의
주택 수요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류연택， 1앉)6; 한영주， 윤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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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련된 항목을 삶의 질 평가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표 4).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평
가를 통해 보았을 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도시의 역할이 단순히 수도권의 인구분산수용이

표 4. 중요도 평가
구일산

항목
자연환경

생활편익시설

일산신도시 j

라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역할만이 아닌 도시민들
의 욕구수준의 상승을 반영한 문화 · 여가 공간으

(순위)

(순위)

자연환경

4.21 (3)

4.45 (2)

로써의

도시경관

3.99 (6)

4.22 (6)

시장(소비)여건

3.89 (7)

4.04 (8)

탈바꿈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의료서비스

3.89 (8)

3.94 (9)

사회복지

3.46 (12)

3.47 (12)

반면 구(舊)일산의 경우 신도시보다도 좀 더 구

역할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있다.

주택

주택여건

3.99 (5)

4.23 (5)

체적인 항목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순

경제적 여건

경제적 여건

3.81 (9)

3.65 (11)

위 5 위 이하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여건

교통환경

교통여건

4.25 (2)

4.43 (3)

교육환경

교육여건

4.1 6 (4)

4.31 (4)

과， 문화 · 여가환경을 신도시 보다 더 낮게 평가

문화·여가환경

문화·여가

3.64 (11)

4.07 (7)

행정서비스

3.70 (10)

3.75 (10)

‘경제적인 여건’으로 이 항목들은 다른 항목들에

주거안전성

4.41 (1)

4.61 (1)

비해

공공생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눈여겨볼 것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구(舊)일산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써는 유일하게 신도시보

자료:설문조사

다 더 높은 항목으로 평가된 점이다. 이러한 결과
어떤 여건들이

는 앞서 확인했던 구(舊)일산 지역 주민의 사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각 항목별

계충적 지위 및 제반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들이

접수들은 지역별로 거의 비슷한 점수를 보이고 있

신도시 주민들보다 열악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여

다 4) 신도시

건에 대한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파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주민들이

있어서

평 가한 각 항목별 중요도

평균치가 전반적으로 구(舊)일산보다 더

높지만

악된다.

순위별로 보면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종합하자면 중요도의 평가에서 두 지역 모두 중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

요한 항목으로 여기는 항목들이 비슷한 양상을 나

어 어떤 개별항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타내고 있다. 지역간 중요도 평가에 있어서 순위

항목들 모두가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상당

5 위안에 드는 항목(안전과 환경， 교통， 교육， 주택)

히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들은 모두 개인의 삶의 안정과 관련된 항목들이라

있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삶의 질을

순위 5위안에 드는 항목들은 두 지역 모두 안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항목들이 지역과 개인

과 환경， 교통， 교육， 주택의 요소로 나타나 그리

적인 차이를 넘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할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항목별 중요도 평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신

특이한 점은 두 지역 모두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

도시는 각각의 항목들을 구(舊)일산에 비해 더 중

는 다른 항목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접수를 주고

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특히 문화 · 여가와 관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결과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4) 이를 다시 순위상관계수로 구해보면 순위상관계수 ::::0.912( 유의확률 =0.뼈)로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는데 있
어서 두 지역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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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있어 경제적인 요소들보다도 개인의 삶의

일산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안정이 더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

23.1%밖에

로 해석할 수 있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8 1. 1% 의 절반에도 미치

차지하고 있지

않아서

일산신도시의

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불만이라

2)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평가

고 답한 경우， 구(舊)일산 웅답자의 33.1%가 불만

두 지역의 삶의 질 차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

족스럽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신도시 응답자는 단

음과 같은 세부적인 삶의 질 여건들에 대한 만족

2.4%에 지나지 않아 신도시 주민들은 지역의 전

여부를 조사하였다. 인간의 생활이 의식주를 기본

반적인 여건들에 대해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고 있

으로 한 삶으로 영위된다고 할 때 기본적인 의식

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도

주를 영위하기 위한 생활여건들에 대한 주관적인

시 건설이 완공된 시점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만족여부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

있다고 본다.

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웅답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만

따라서 주거환경의 문제는 당연히 삶의 질을 논

족도를 살펴보면 소득수준 및 사회 계층에 따라

의하는 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명제가 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다. 삶의 질의 시각에서 도시의 주거환경을 논의

(舊)일산 주민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계충일수

하는 작업은 오늘날 이 시점에서 당연히 거론되어

록

야 할 가장 적합한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점에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50-100 만원 이하인 웅

삶의

질은 근본적으로 주관적 경험에 근거하며，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 100-200만원 미 만인 웅답자 중
< 200-300 만원 미 만인 응답자 중 30.1% <

답자 중의 27%

주관적 경험은 개인적인 삶의 체험과 충족을 의미

32.5%

한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삶이 구체적으로 영위되

300 만원 이상인 응답자 중 50.0% 의 順으로 나타나

는 지역이 삶의 질 분석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

소득수준이

지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삶의 칠에서의 주거환

불만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신도시는

경은

주민의 소득 수준 및 사회적 계층이 높을 수록 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다

(권용우，

높을수록 전반적인 지역여건에

대해

역의 전반적인 여건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1998).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써 세부항목의

조사되었다. 즉， 신도시 주민들 중 소득 수준이 月
평균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느끼고 있는 지역 전

1oo~2oo만원 미 만인 웅답자중 75%

반의 만족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표 5). 전반적

원 미만인 응답자중 87.3%

인 지역의 만족여부에 관한 질문에서 두 지역간의

자 중 88.4% 의 順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

만족도 차이는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우선 구(舊)

남으로써

표

50-100 만원

소득수준이

이하인

응답자

중 57% <
< 200- 300만

만족도를 평가하기 전에 두 지역의 주민이 실제로

< 300 만원

이상인 웅답

높을수록 지역의

전반적인

5.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

질문: 귀하께서는 현 거주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인 만족도
구일산
일산신도시
전체

매우불만

불만

보통

~표
...，느

매우만족

26(9.3)
2(0.8)
28(5.3)

67(23.8)
4( 1.6)
71(13.4)

123(43.8)
41( 16.5)
164(30.9)

52 (1 8.5)
172(69.1)
224(42.3)

13(4.6)
30(12.0)
43(8 .1)

,-

자료: 설문조사 〈단위 : 빈도(%))

U =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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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에 만족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

경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과는 신도시의 제반여건들이 사회 계충적으로 높

특히， 신도시의

은 주민의 욕구수준을 충족시켜줄 만큼 높은 수준

3.87- 거의 4 점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의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리적인

앞서 확인한 신도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이 서울의

도시환경 수준이 고소득층의 이주를 촉진하는 하

인구이주를 촉진하는 흡인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

나의 요인으로써 제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

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

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할수 있다.

미관이나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세부적인 만족도의 조사 결과 역시 두 지역간에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신도시 주민들은 지

차이를 나타냈다. 먼저 구(舊)일산 주민 대부분은

역의 전체적인 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역의 삶의 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불만족스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요도

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체적인 만족도의 평균을

평가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과 문화여가

살펴보면 구(舊)일산의

평균 만족도는 5점

환경과 같은 요인들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척도 중 2.75 (백분율 55.1점)로 신도시의 3.33( 백분

는 점은 신도시가 단순한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개

율 66.6점 )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도시

념을 넘어 주민의 욕구 수준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주민의 만족도보다 높은 항목은 단 하나도 발견되

족적이며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주거공

전체

<

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 있지 않다 (표 6).

그림 4).
표 6. 만족도평균

평균
(5점척도)

효。}~

평균

J

-

ι

하。모「

J

」

순위

일산신도시

익

구일산

-'-A

(5점척도)
!.!;.

시장(소비)환경

1
2
3
4

행정서비스
의료서비스

경제적 여건

5

교통

6
7
8
9

주거 안전성

10

사회복지

11

자연환경

12

문화·여가

도시경관
주택의 질

교육환경

엠첸

3.1
2.96
2.74
2.69
2.65
2.65
2.64
2.61
2.6
2.6
2.57
2.3
2.75

도시경관

자연환경
시장(소비)환경
주택의 칠
교육환경
행정서비스
주거 안전성
교통

경제적 여건
사회복지
문화·여가
의료서비스

3.87
3.78
3.68
3.45
3.43
3.33
3.25
321
3.18
3.02
2.9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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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산 신도시 주민의 중요도와 만족도 평가

그림

5. 구일산 주민의 중요도와 만족도 평가

3.33

자료:젤문조사

반면 구(舊)일산 주민들이 평가한 중요도와 만

족도간의 관계를 보면 신도시와는 큰 차이를 보이
지역별 만족도를 종합해보면 신도시의 만족도는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앞서 확인하였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

듯이 구(舊)일산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

도시의 전반적인 환경이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은

평가는 신도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큼 수준 높은 도시환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구(舊)일산 주민들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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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평가에서 이보다 모두 낮은 점수를 부여함으

터 신도시의 개발양상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로써 전반적으로 지역의 삶의 질 여건에 대해 매

있다. 더구나 이러한 택지 개발양상은 高密開짧

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

방식으로 이루어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개발로

다. 결국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구(舊)일산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모두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일산신도시의

신도시라는 상대적인 비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

건설은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을 부추겨 단순히 신

여진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도시의 기능을 이용하려는 무임승차식의 아파트

할 수 있다〈그림 6)

건설이 산발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지역의택지재밭

-무잉승차식/고밀개발

t

주거환경외상대쩍차이
(상대적 소외감/박탈감 형성)

*

주민의사회경꽤적차이
(이질캄형성)

|

구일산주민

닐)1삶의 질에 대한묘혹도평가
그림

6.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평가

첫째， 신도시 개발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개발방식이 가져온 주거환경 악화는 주변지역 주

계층의 이주민이 대거 유입함으로써 일어나는 이

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질감의 형성과 이를 통한 사회 • 심리적 열둥감의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앞의 논의와 같은 맥락에

조성이다. 전반적으로 구(舊)일산 주민들은 사회

서， 신도시

경제적 지위가 낮으며， 이러한 계충적 차이는 신

따른 구(舊)일산 주민들의

도시 주민들과의 비교를 통해 지역의 삶의 질 여

이를 통해 나타나는 신도시와의 상대적인 비교에

건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여기

서 오는 불만감의 표출이다. 구(舊)일산 주민들은

에 상대적인 도시환경의 조성은 이와 같은 이질감

신도시의 편중적 개발로 인해 지역적으로 소외받

형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서 구(舊)일산 주민들에게

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종의 이질감， 다시 말해， 상대적 열동감 및 심리

이러한 심리적 소외감은 지역적 이질감 형성과 관

중심의

편향적인 개발이
소외감 및

이루어짐에
박탈감과，

적 분리를 일으켜 지역의 삶의 질에 대한 불만을

련하여 지역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상대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주변

적 불만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지역의 택지개발이 가져온 주거환경의 악화는 지

다. 즉 구(舊)일산 주민들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불만감을 심화시키는 원

일어나는 비교대상의 출현으로 상대적 소외감이

인이 되고 있다. 구도시인 일산

주변지역

불만감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택지개발은 사업주체부

다. 따라서 앞으로 신도시 개발이 기존의 도시와

1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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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편향적으로 개발되는 경우 이러한 경향은

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신도시를 해석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를 통해 살펴본 삶의 질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과 같은 지역의식의 형성에도 그 만큼 기여

V. 지역의식과삶의질

할 수 있을지는 단언할 수 없다. 물론 지역에 대
한 만족감이 높다는 차원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가

지역의식이란 인간의 내면에 본능적으로 자리잡
은 영역성( territoritat) 과 일상생활의

능하긴 하지만 지역에 대한 소속감， 더 나아가 지

빈번한 접촉

역에 대한 애착심， 친근감이 형성되기까지 걸리는

및 유대의 권역위에서 형성되는 사회 · 문화적 연

시간과 경험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신도시의 단기

1986). 이러한 지역의식의 기

간내의 계획적인 인구이주라는 점은 어떤 의미에

초는 특정 지역 또는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대의식이다 (류우익，

서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가능하

며 지역 소속감은 자신을 지역에 연대시키는 성향

게 한다.

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은 바로 소속감에

실제로

Campbell. A (1976) 는 한 지역에 오랫동

서 비롯된다 (류우익， 이정환， 1988). 최근 지리학

안 거주한 사람인 경우 그 지역에 대해 개인이 인

에서 연구되고 있는 삶의 질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하는 정도는 크며 그 장소에 대한 적웅이나 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간 · 환경을 중심 축으로

착의 정도는 훨씬 높다고 논하면서 이는 지역에

한 지역주민의

대한 적웅력 (accomm여ation) 이

지역정체성이나 장소감의

형성에

점진적인 만족도

주안점을 두고 장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와 친근

의 증가로 반영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 느낌인 장소감 (sen뚱

of pIaæ) 이 개인과 집단의

즉， 한 개인이 오랫동안 시간적으로 고정된 상황

체험을 심화하고 안정화하며 나아가 지역 정체성

에 있다면 그의 열망 수준은 만족감이 동시에 증

을 강화시켜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함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동안 감

있다 (검덕현， 최병두， 손일， 1996; 1997).

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거주

따라서 긍정적인 지역의식의 형성이 삶의 질 향

경험에 따른 두 지역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의식

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장

을 파악하고 이것이 이주의사로써 어떻게 구체화

에서는 구(舊)일산과 신도시 두 지역의 지역의식

되는 지를 살펴보았다.

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만족도를 통해서 확인했

던 삶의 질 평가가 이들의 지역의식 형성에는 어

1) 지역에 대한 소속감

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식 형성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지역에 대해 긍

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는 거주경험과

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과거 신도시의 문제점

는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신도시 주민들의 귀속의
식은 경기도가 아닌 서울을 기준으로 한 준거틀을

1

형성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어왔다. 즉 지역

지역의식에대한비교

에 대한 선도시 주민들의 동일시(identification) 의
앞에서 살펴본 만족도를 통한 삶의 질 조사에서

식이 약하다는 점은 신도시의 이주의사로 표명될

는 신도시주민의 만족도가 구(舊)일산 주민의 만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책상 매우 중요한 사안

족도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서울이라는 집적의

으로 제시되어왔다(김안제，

불경제를 해소하고 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1996; 권해수， 1996).

이러한 점에서 현 신도시와 구도시의 지역에 대
- - -

한 소속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구 (중락} 하여간， 사는데는 불편한 점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 수록 그 지역에 대해

애작이 가죠 ... " /여 34세

없으니깐，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며 이러한 지역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지역에 대한 강한 소속감으로 표출

반면 구(舊)일산의 경우는 신도시와 다른 양상

되어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

을 나타냈다. 웅답자의 31.5% 가 고양시에 산다고

능하기

양자간의 관계는 인과

응답하였고 그 뒤를 이어 웅답자의 24.5% 가 일산

관계라기 보다 끊임없는 피드백 (f，뼈back) 이 일어

신도시에 산다고 답하였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나는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다(최태룡，

구(舊)일산 주민의 상당수가 일산신도시주민이라

때문이다. 따라서

1996).

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고양시

조사결과 신도시 주민의 61.5% 는 서울이 아닌

라고 답한 경우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산신도시라는 독립적인 도시에 사는 것으로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수치와 비교해본

식하고 있어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소

다면

속감이 매우 확고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은 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는

7)

표

7.

‘일산신도시’라고 웅답한 비율은 상당히 높
구

지역에 대한 소속감

질문: 현거주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때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하십니까?

1. 서울에 사는 것처럼 말한다
2. 일산신도시라는 독립적인
도시에 사는 것처럼 말한다.

3. 고양시에 사는 것처럼 말한다.
4. 모르겠다.
전

체

구일산

일산신도시

전체

6(2.0)

17(6.9)

23(4.2)

73(24.5)

152(61.5)

194(41.3)

94(3 1.5)

32 (1 3.0)

126(23.1)

125(41.9)

46(18.6)

195(31.4)

잃8 (100)

247(10이

538 (100)

자료: 설문조사 〈단위 : 빈도(%))

U = 21376.000

유의 확률 =0.000

신도시라는 지역적 이미지 형성과 무관하지 않다

(舊)일산 주민들 대부분은 우선， 지역의 전반적인

고 판단되는데 분당이나 일산 동 신도시의 이미지

여건에 대해 상당히 불만스럽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 과거와는 달리

‘제 2의 강

이러한 지역적 불만감은 구도시라는 지역적 이미

‘쾌적한 주거환경’과 같은 차원에서의 지역

지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을 더욱 가중시켜， 결국

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

지역에 대한 정체성마저 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

된다. 이에 비해 고양시로 답한 사람은 13% 밖에

용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인터

되지

뷰 내용을 인용한다.

남’，

新중산층거주지’，

않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는 사회

계충적，

지역적으로 다른 상대적 우월감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된 주민

“ 그거 알아요? 우리는 나가서 어디 사냐고 물어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고앙시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의 인터뷰를 인용한다.

일산신도시냐고 그러고 ... 아니라구 대답하먼 그럼 어
디사냐구 다시 묻죠 저~기 구일산이라구， 일산신도

“하여간 좋아요， 내가 사는 지역이라서도 그렇지만

남들이 신도시에 산다고 하면 다들 잘사는 걸로 알

시

고 부러워하거든요. 솔직히 주변환경도 좋구 ... 깨끗하

다들 그런 동네도 있냐고 그러더라구요.….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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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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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떤 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서 귀잖아서 그냥 일산신도시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산신도시 사람들은 구일산이라구 하먼 우

서 긍정적으로 지역을 인식하지는 않으며 지역에

리를 전부 장사나 하고 무지 못살구，

대한 삶의 질 평가는 이러한 지역사회에 대한 긍

하여간 지들보

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샘각하니깐

정적 인식의 바탕 위에서， 그리고 이 양자간의 상

그래서

호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그냥 일산신도시산다고 그래요 ... " /여 28세

주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지

2) 지역에 대한 애착섬

역간 주민의 의식의 차이가 도출되는 과정은 좀

더 확실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는 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 수록 지역에 대

양시라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애착심은 높게 평가된다. 따라서 어떤 지역사

도 전반적인 불만감이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흐리

회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혹은 갚을수록 개인은

게 하는 요인으로써 작용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하여 보다 높은 평가

속하지 않은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일종의 신

를 하게 된다(최태룡， 1997).

도시 주민에 대한 열둥감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

‘지금 사시는 지역이 고향과 같은 친근한 느낌

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드는 장소로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두

한편 이러한 웅답은 연령층이 낮은 계충일수록

지역 주민들의 평가는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이는 연령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표 8). 먼저 구(舊)일산 주

표

8.

친근감이 느껴지는 장소로써의 만족도
단위: (빈도%)

친근감이 느껴지는 장소
구얼산
일산신도시
전체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9(3.1)
2(0.8)
11(2.0)

46(15.9)
23(8.9)
69(12.6)

163(56.2)
146(56.4)
309(56.3)

59(20.3)
69(26.6)
128(23.3)

13(4.6)
19(7.3)

전체
290(10이

259(100)

L 월 (5뀔
U=31972.αm

자료:설문조사

유의 확률 =0αm

층이 낮은 집단이 연령층이 높은 계충보다도 지역

민의 웅답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웅답자 중 만족한

에 대한 비판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

다고 답한 비율은 24.8% 에 지나지 않는 반면 신도

된다. 또한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거주경험과 밀

시 웅답자의 경우 전체의 33.9% 를 차지하고 있는

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때 사례지역의 조사에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불만족스럽다고 웅답

이러한 소속감은 거주기간과는 무관한 차이를 보

한 비율도 구(舊)일산은 19% 인 반면 신도시는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9.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舊)

지역에 대한 소속감의 형성이 약화되었다는 점에

일산 주민의 불만감이 신도시 주민들보다 더 크다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구(舊) 일산의 20대 웅답자의

37.5% )

30대 응답자의

25.5% )

40대 웅답자의

22.6% )

50대 응답자의

22.2% )

60대 이

상 응답자의 18.2% 를 차지하고 있어 연령층이 낮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뷰 조사결
과 20-30 대 응답자 대부분은 이에 대해 r사회 · 경제적 차이， 문화적 차이」둥을 이유로「 일산신도시’ 라고 말하고 있다j
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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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에 대한 애착의 형성과 관련하여 지역

하다’ 라고 웅답한 비율은 15.6% 로 상당히 낮은 것

사회 모임의 참여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는 지역사

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이에 비해 지역에 대한

회의 결속과 통합이 주민틀 사이의 사회적인 교류

애착이 약하다고 웅답한 비율은 32.3% 나 되어 구

의 정도에 달려었다고 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결

(舊)일산 주민들이 느끼는 지역에 대한 애착은 매

속이 높을 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형성을

우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신도시 주민의

강화시키며 이러한 결과가 삶의 질을 더 높게 평

경우 애착이 강하다고 웅답한 비율은 46.7%이며

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이와는 반대로 약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

3.9%

사례지역의 조사에서 두 지역의 이웃과의 유대

에 지나지 않아 신도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

관계에 만족한다고 웅답한 비율은 유의한 차이를

착심이 구(舊)일산 주민들보다 상당히 강한 것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9). 특히， 신도시

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이웃과의 유대에 대한 만족도
단위: (빈도%)
이웃과의 유대감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26(9.0)
19(7.3)

153(52.8)

84(29.이

일산신도시

10(3.4)
3( 1.2)

1Z1 (49:이

93(35.9)

전체

13(2.4)

45(8.2)

280(51.0)

1π(322)

17(5.9)
17(6.6)
34(6.2)

구일산

자료:설문조사

천체

zro (100)
259(100)
549(10이

U=34102.αm

유의확률 =0.041

표 10. 지역에 대한 애착심
단위: (빈도%)

지역에 대한 애착심
구일산
일산신도사

전채

매우약함

약함

보통

강함

매우강함

50(17.0)
2(0.8)
52(9.5)

45(15.3)
8(3.1)
53(9.7)

153(52.0)
126(49.4)

28(9.5)
102(40.0)
130(23.7)

18(6.1)
17(6.7)
35(6.4)

Z19( 5O.8)

U=21162.αm

자료:설문조사

천체
앙4(10이

255 (10이
549(10이
유의 확률 ==0.αm

의 특성상 단기간내의 인구의 대거이주라는 점을

신도시 주민들이 현 거주지를 애착이 가는 장소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수치는 구(舊)일산과는 상

로써， 고향과 같은 친근감이 느껴지는 장소로써

당히 비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도시 응답

지역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설은 지역의 전반적인

자의 42.5% 가 이웃간의 유대에 있어서 상당히 만

여건에 대한 만족여부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좀

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구(舊)일산 응답자의

더 강하게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판단을

가 만족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이웃간의

34.9%

유대감의

가능하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도시에

대한

형성에 있어서도 구(舊)일산 주민들은 신도시 주

상대적 불만감은 지역에 대한 애착을 떨어뜨림과

민들보다도 더 불만족스럽게 인식하고 있다고 풀

동시에 고향과 같은 친근한 이미지로써의 역할도

이할 수 있다.

상당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나았다는 판단도 역시

사례지역의 조사에서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하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거주

십니까?’ 라는 질문에 구(舊)일산 주민의 경우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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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할 때 상당히 의미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거

있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경험을 넘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표 11) 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보기 위한 것으

있다.

로，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에 대한

이러한 사실은 두 지역 주민을 거주기간별로 집

애착심， 그리고 거주기간과의 상관관계를 구한 것

단화하여 비교하였을 때 더욱 상대적으로 나타나

이다. 앞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관관계의

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표 12, 표 13). 즉， 거

분석에서도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만족여부가 지

주기간이 같은 두 집단을 상호 비교해 보았을 때，

역의 애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舊)일산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친근감

조사되었다. 그러나 각 항목과 거주기간과의 상관

이 신도시 주민보다도 더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도시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역의 주

경의 상대적 열악함이 지역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

거환경에 대한 만족여부가 긍정적인 지역의식을

리는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지역 전반에 대한 애착

심도 역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았다고 할 수 있
표 11. 만족도와 애착심， 거주기간과의 상판도

다. (표 12) 와 (표 13) 에서， 같은 거주기간이라 하

단위: 상관계수(유의확률)

지 역 에 대 한 애 착심
자료: 설문조사

**

전반적인 만족도

|

거주기간

0.503** (O.cm)

1

0.081(0.059)

11

상관계수는

더라도 지역에 따라 애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舊)일산 웅답자 중 거주기간
이

0.01 수준에서 유의 (양쪽)

‘10년 이상’， 그리고 ‘고향’인 경우 지역에 대

표 12. 거주기죠뻐| 따른 지역에 대한 애착심 (구일산 주민)
단위: 빈도(%)

애착섬

-----------

매우약함

약함

보통

강함

매우강함

천체

1 년 미만

7(20)

5(14.3)

18(51.4)

3(8.6)

2(5.7)

35(100)

1-5년 미만

24(21.4)

21(18.8)

57(50.9)

5(4.5)

5(4.5)

112(100)

-'r

5-10년 미만

12(21.1)

7(12.3)

33(57.9)

4(7.0)

1(1.8)

57(100)

기
간

10년 이상

3(6.3)

7(14.6)

25(52.1)

9(18.8)

4( 8.3)

48(10이

고향

3(8.8)

4(11.8)

16(47.1)

5(1 4.7)

6(17.6)

34(100)

전체

49 (17.1)

44 (1 5,4)

149(52.1)

26(9.1)

18(6.3)

286 (10이

거

자료:설문조사

표

13. 거주기 E뻐| 따른 지역에 대한 애착심 (신도시 주민)
단위: 빈도(%)
애착심

----------거

-'r
기
간

전체

매우약함

약함

보통

강함

1 년 미만

1(3.7)

1(3.7)

15(55.6)

9(33.3)

1(3.7)

27(10이

1-5년 미만

1(0.7)

5(3.4)

π(52.7)

57(39.0)

6(4.1)

146(100)

5-10년 미만

14(8.7)

24 (1 4.9)

103(64.0)

14(8.7)

6(3.7)

161( 10이

10년 이상

0(0)

1(1.5)

29(44.6)

30(462)

5(7.7)

65(100)

고향

0(0)

0(0)

2(20.0)

4(40.0)

4(40.이

10(100)

전체

2(0.8)

8(3 .2)

125(49.6)

101(40.1)

16(6.3)

252(10이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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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강함

한 애착심은 같은 집단內에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

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로 조사되어 거주기간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구(舊)일산 주민의 거

으로 조사되었으나 신도시 주민과의

비교에서는

주경험에 따른 애착도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상

거주기간이 지역에 대한 애착 형성에 상대적으로

대적인 낙후와 이로 인한 불만감으로 제약받을 수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결국 거주경험에 따른

에 대한 애착이 거주기간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두 지역의 애착심의 형성은 단순한 거주경험의 지

고 할 때 같은 거주기간인 신도시 주민들과 구

속성이 좌우하는 것이

(舊)일산 주민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거주기간

수준’ 에 의해 영향받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아니라

‘거주경험의

질적

이 상대적으로 긴 구(舊)일산 주민들보다도 단기

3) 이주관련 의식의 비교

간 동안 거주한 신도시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

심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불

지역의식의 최종적 형태는 그 지역에 계속 살

만족이 단순한 거주경험의 지속성을 넘어 지역에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구체화되게 된다(류

대한 애착의 형성도 약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

우익， 이정환，

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에 대해 구(舊)일산 주민

역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가장 확실하게 측정할

의

수 있는 지표가 될 뿐 아니라 최종적인 지역에 대

상당수는

‘주거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988).

따라서 주민의 이주의사는 지

‘달동네 같아서’ , ‘신도시 사람들보다 못사는 사

한 삶의

람들로 낙인 찍혀서’ 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의식에 대한 질문에서 구(舊)일산과 신도시는 다

이는 주거환경의 상대적인 열악함과 낙후함이 지

른 양상을 나타냈다. 구(舊)일산 주민의 경우 계

역에 대한 애착 형성을 약화시키며 더 나아가 부

속 현

정적인 지역 이미지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23.3% 를 차지한데 비해 신도시 주민의 경우 전체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이다.

웅답자의 63.5% 를 차지하여 구(舊)일산의 상대적

이에 비해 신도시 지역 웅답자의 대부분은 ‘주

거환경이 쾌적해서 맘에 든다’， ‘신도시라는 이미

질 평가로써

거주지에

파악될 수 있다. 이주관련

머물고 싶다는 웅답은 전체의

인 주거환경의 열악함이 이주의사를 더욱 강화하

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가 좋아서’， ‘주거환경이 쾌적해서 살수록 정이

‘이주時 원인’에 대한 웅답에서， 구일산 주민의

든다’라는 웅답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신도시의 이

경우 공공·편익시설〉 주택 > 교육 > 문화·여가

미지와 주거환경이 지역의 애착을 형성하게 하는

> 교통의 순 인데， 이에 비해 신도시 주민은 교통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 문화 · 여가 〉교육 > 공공 · 편익시설 > 주택의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삶의 질 평가로 나타나고

順으로 제시하고 있어 지역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있음을 보여준다.

서 확인했던 결과가 그대로 두 지역 모두 이주의

종합하자면 일산신도시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인

사로써 구체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이러

구분산 수용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역할뿐만

한 결과는 주민이 지역에 대해 느끼는 삶의 질에

아니라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이주의사를 약화 혹은 강화

써의 변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구

시켜 이주의사나 거주의사로 표명될 수 있음을 보

(舊)일산의 경우， 지역주민의 거주연한이 상대적으

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주 의사를

로 더 높은 주민의 경우에도 거주연한이 상대적으

표명한 주민의 대다수는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로 낮은 신도시 주민들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지역의 삶

냄으로써 전반적인 도시환경의 상대적 낙후와 편

의 질 수준이 이주의사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요인

중된 개발로 인한 주민의 불만이 지역의 애착형성

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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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이주요인

질문: 이사하려고 생각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산신도시

구일산
빈도

(%)

순위

빈도

(%)

순위

(11.8)
(19.3)

6

z1

6

(1 2.4)

(15.0)

5
3

53
41

(10.2)
(1 3.9)
(19.9)

자녀의 교육여건

63
103
66
80

문화여가환경

η

87

4
2

(3.2)
(3 .4)
(4.3)

9
8
7

45
35
7
10
11
266

(15.4)
(16.9)
(13.2)
(2.6)

3
2

주택여건

(14.4)
(16.3)

직장 및 취업

공공·편익시설
교통의 불편
T;ι

요

인

범죄로 부터의 안전
이웃과의 유대
기타

전체

17
18
23
534

37

(1 00)

4

5
9
8
7

(3 .8)
(4.1)
(100)

자료: 설문조사(중복용답)

“이주 희망지역” 에 관한 질문에서도 신도시 주
민들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6).

이주희망지역은 고양시내라고 답한 비율

이주를 희망하는 구(舊)일산 웅답자의 절반 이

(34.6% )이 서울이라고 답한 비율 (32.5% )보다도

상이 이주 희망 지역으로 신도시를 선호하고 있는

높아 지역에 대한 삶의 질 평가가 거주의사로 강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웅답자의 65.9% 가 일산신

하게 표명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

도시로 이사하고 싶다고 웅답함으로써 구(舊)일산

다(표 15).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아직까지도 서울

주민들에게 있어서 일산신도시의 전반적인 주거환

표

15.

이주 희망 지역
단위: 빈도(%)

전반적인 만족도
구일산

일산신도서
전체

서울

고양시 內

고양시 外 경기도

기타다른지역

49 (1 7.9)
62(32.5)
111(23.9)

11 1( 40.5)
66(34.6)
177(38.1)

45(16.4)
41(2 1.5)
86(18.5)

69(25.2)
22(1 1.5)
91( 19.6)

자료:설문조사

전체

274 (100)
191(100)
465(100)
유의확률 =0.이m

U = 21167.500

이라고 웅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온 것은 신
도시 주민들 대다수의

표

16.

고양시 內에서의 이주희망지역

이전거주지가 서울이라는

단위: 빈도(%)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구일산

한편 구(舊)일산의 경우 주민의 대다수가 고양

탄현·중산

시내로 이주하고 싶다고 답하였다. 이는 구(舊)일

일산신도시

고양사내에서의

산 주민들에게 선도시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인
지공간이 크게

이주희망지역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양시내 농촌지역
행신·화정
구일산

실제로 ‘고양시내’ 라고 답한 응답자틀 가운데 구

전체

체적인 지역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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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

12 (1 4.6 6
54 (65.9) z1

(16.7)

4 (4.9) 3
3 (3.7) 0
9 (11.0) 0
82 (10이 36

(8.3)
(0)
(0)

-ι-

(75)

(100)

경은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로써 작용하고 있는 것

의 방향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류

으로 드러녔다. 이 외 일부 탄현 · 중산지역과 행

우익 • 이정환， 1988).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신 · 화정지역이 약간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지

두 지역간의 삶의 질 차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

역도 모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택지개발지구로

방향에 대한 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고

개발된 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의 수준이 구(舊)일산

이를 통해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보다 양호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설문웅

향이

답에서 구(舊)일산 주민의 대다수가 ‘여건만 허락

이는 두 지역간의 개발방향에 관한 의식은 삶의

된다면 빨리 이 지역을 떠나고 싶다’는 성향을 보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현 지역주민의 욕구수준을

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도시의 주거환경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에 대한 불만족이 지역애착의 형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가 결국 이주의 성향으로 상당히

1) 개선여부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지역의 개선 여부를 질문함으로써 과거의 상

또한 고양시내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신도

태가 현재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측정하고자 했다.

시 응답자의 경우 웅답자의 75% 가 일산신도시로

두 지역 모두 이전에 비해 살기 좋아졌다는 웅답

답하고 있어서 일산신도시의 도시환경에 대한 매

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전반적인 지역의 상

력이 지역에 대한 애착감으로 표출되고， 이러한

태가 많이 양호해 졌다고 풀이할 수 있다(표

표

17.

17).

지역의 개선여부

질문: 이곳에 살기 시작한 이후 현 거주직가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좋아침

좋아짐

변화없음

나빠짐

매우나빠짐

일산신도시

12(4.1)
20(7.7)

94(32.1)
164(63.1)

134(45.7)
61(23.5)

15(5.1)
1(0.4)

천체

32(5.8)

껑8(46.7)

195(35.3)

38(13.0)
14(5.4)
52(9.4)

구일산

자료: 설문조사 〈단위 : 빈도(%))

L_16(2.9)

전체
293(10이

260(100)

L

U=24260.ooo

짧 (100)
유의 확률 =0.000

세부적인 웅답율을 살펴보면， 구(舊)일산 전체

애착의 형성이 지역에 대한 거주의사로써 나타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웅답자는 모두 신도시에

응답의

18.1%가 나빠졌다고 웅답한 반면 좋아졌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보

다고 웅답한 경우는 36.2% 를 차지하여 지역의 전

다 더 교통이 편리한 곳， 혹은 전원주택단지를 더

반적인 조건이 -만족도에서 확인한 결과로 예측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신도시

수치보다- 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지역 중에서도 지하철역 주변과 정발산 일대의 전

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원주택단지를 이주 희망지역으로 선택하고 있는

45.7% 의 비하면 다소 적은 비율이기는 하나 부정

것으로 나타났다.

적인 평가가 적게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신도시의 경우
개선되었다고 답한 웅답자가 무려 전체의

3. 지역 정책의 방향

를 차지함으로써 도시환경이

삶의 양식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가치관의 차이

상당히

70.8%

정리되면서

신도시 개발 초기에 가졌던 불만이 많이 완화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장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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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아진 이유로， 구(舊)일산의 경우， 신도시

가 들어섬으로 인해

‘편의시설 및 소비환경이 좋

아졌다’， ‘편리해졌다’는 웅답이 대부분이었고 신
도시의 경우

‘공원이 늘어났다’，

인 지역개발로 인한 소외감， 그리고 개인적 계충

차이에서 오는 상대적 열둥감의 표현에서 오는 불
만감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교통이 편리해

졌다’，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이 많이 생겼다’는

2) 개발정책 방향

둥의 의견으로 대부분 도시환경이 신도시 초기 때

앞서 살펴본 구도시의 삶의 질적 차이의 원인을

보다 많이 정비 · 정리되었다는 견해가 대부분이

편중된 지역개발로 인한 상대적인 불만으로 해석

었다.

할 때 구도시와 신도시라는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

반면 나빠졌다는 이유로 구(舊)일산 주민들은

간의 지역적 이질감 형성을 통한 지역간， 그리고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 ‘낙후한 도시로 전락했

사회 · 심리적 분리는 지역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

다’，

‘교통이 혼잡해졌

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대두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지역差가 심하다’ 둥 신도시개발로 인한 피

따라서 두 지역 주민의 일산신도시 분리에 대한

해를 대부분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신

의식구조의 확인은 각 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사회

도시 주민들이 나빠졌다고 웅답한 이유로 ‘소비도

적 심리를 측정하는데 있어 매우 긴요하다고 할

시로 전락’， ‘유흥업소의 증가’， ‘주변의 미니 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식을 간

도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 및 교통의 혼

접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잡’， 둥을 제시함으로써 주변지역 도시화로 인한

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표

‘달동네가 되어 버렸다’，

18).

주거환경의 악화가 지역 여건이 나빠진 대부분의
원인으로 대두되는 경향을 보였다.

구(舊)일산 주민의 경우 일산신도시의 분리 · 독

한편， 개선여부에 관한 질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표 18. 일산신도시 독립시 추진에 대한 의식

것은 구(舊)일산 웅답자의 36.2%가 개선되었다고
웅답한 사실이다. 신도시 개발로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만족도나

지역의식의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구(舊)일산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불만감의 대부분

자료 셜문조A}<단위:빈도(%)) u= 쨌48.(0)유의확률 =0.(0)

이 상대적이라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적
인 불만은 지역전체의 부정적인 사회심리적 분위

립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반웅을 보였다. 전체

기를 낳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지역간 갈둥

웅답자의 무려 80.2%가 분리에 대한 반대의 입장

관계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을 보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신도시 분리에 따른

고 본다.

지역의 불균둥한 발전에 대해 상당한 우려의 인식

종합하자면 구(舊)일산 지역주민들은 지역이 살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리를 반대하는

기 좋아졌다고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주관적인 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F 구(舊)일산 지역의 상대

족도나 이를 통한 지역의식의 형성에 있어서는 부

적인 낙후’， ‘주민의 소외’， ‘행정적 무관심’」퉁둥

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이중적인 의식구조를 보

을 제시하고 있어

이고 있다. 이는 구(舊)일산 주민들이 느끼는 지

이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다.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해준다.

역에 대한 삶의 질 평가가 단순히 선도시 개발로
인한 물리적인 도시 기반시설의 개선에서 오는 긍

“구(舊)일산이라니 앞에

정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편중적

~

‘구(홉)’ 가 왜 붙나? 일산

이라는 이름이 일산신도시에서 나온 줄 아나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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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아니 );:1 ..

‘구(舊)’라는 말은 도시 자체가 없어졌다

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례지역의 경우

는 얘기 아냐? 윈래 일산은 지금 이 지역， 몬일산(本

구도시와 신도시의 지역적 혼재와 더불어 동일한

-山)이 중심인데 신도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권， 그리고

돼 버린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침에 민원을 냈지우

통한 도시환경 변화가 이러한 의식을 많이 완화시

리가 왜 구(舊)일산이냐! 지역명을 본일산(本-山)으

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구(舊)일산 지역의

택지

개발을

로 바꿔달라J .. 아마 구일산을 지나는 버스는 전부 본

따라서 신도시 분리에 대한 신도시 주민들의 의

일산으로 바뀌었을꺼야. 왜 그렇게 신도시다 구도시

식은 단순히 분리를 위한 분리로써의 목적이 아니

다 그러는지

라 더 나은 지역의 독립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며

신도시 사람들은 여기가 못사는 사람

들이 많으니까 수준 차이나서 우리와 분리하려고 하

구도시 주민들이

나본데

‘지역적 소외’， ‘상대적 낙후’ 둥 신도시 주민들의

그나마 신도시마저 분리되면 본일산은 완전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는

거들떠도 안볼걸? 그럼 우린 아무 것도 아닌게 되잖

입장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남 53세

신도시 주민의 반대응답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결국 이러한 논의들이 지역의 균형적인 도시

인터뷰에서 구(舊)일산 주민들은 지역명에서도

환경 개선， 더 나아가 지역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일종의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

전제로 할 때 점차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났다. 즉 구일산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지역적 이미지가 상대적인 소외감을 내포하고 있

으며 일산신도시의 분리는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힌편 지역정책방향에 관한 조사에서도 신도시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주민의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신도시의

대답한 세부항목에

경우 찬성한다고 웅답한 비율이 48.7% 를 차지하

(舊)일산 주민의 대부분은 r재개발을 통한 신도시

여 구(舊)일산 지역의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

수준으로의 도시환경개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19.8% 보다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전반적인 환

일산신도시 분리에 대한 상대적인 두 지역간 의식

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불만이 총체적인 지역개발

의 차를 엿볼 수 있다. 찬성한다고 웅답한 경우

에 대한 열망으로 표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대부분의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신도시 개발에

이유가 r지역의

독립적인 발전을 원한

경우 만족도에서
대해

비교적 불만족스럽다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구

있어 주변

다， 지역적 특성이 다르다， 우리세금으로 구도시까

지역에 미철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

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등등의 일종

에서의 개발계획 추진이라는 함의를 갖는다는 점

의 상대적 우월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웅답이 신도

시 응답자의 51.3% 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일산
신도시 분리에 관한 신도시 주민들의 의식이 일부

VI. 결론

분리하자고 주장했던 웅직임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97년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일산신도시 분리

움직임에 대해 신도시 주민들은 ‘지역의 균형발전
을 원한다’，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지향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파급되는 문

등

제점이 단순히 신도시 자체의 문제로만 한정되어

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왔다는 기존 논의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는데서 출

한 결과는 분리웅직임이 현재까지도 활발한 분당

발한 것으로， 신도시로 인해 파급되는 문제가 지

I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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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체의 문제로 노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둘째， 그러나 지역간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의

지역 주민의 의식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비교하는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데 목적을 두었다. 지역의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평가는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식차이가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살

확인할 수가 있다. 신도시 주민들은 지역의 삶의

펴보기 위해， 먼저 삶의 질에서 기본적으로 파악

질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되는 도시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도시의 제반 여

이와 관련한 지역적 평가가 지역의식의 형성에는

건이나 지역적인 환경의 조성이 앞서 확인한 중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였다.

층의 수요를 촉진시켜줄 만큼 수준 높은 도시 환

일산신도시의 개발은 지역전체의 도시환경 개선

경을 공급하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

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주변지역의

면 구일산 주민들은 실제로 지역의 생활환경 및

개발압력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가져

제반도시 여건들이 개선되었다고 웅답함에도 불구

왔으며 이러한 개발은 고밀개발 및 난개발 동 일

하고 불만족스럽다는 이중적인 의식구조를 보이고

산신도시의 기능을 단순히 무임승차하는 방식으로

있었다. 이는 단순히 신도시 개발이 가져온 도시

주변지역에 계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또한 이러

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 삶의

한 일산신도시 개발은 다른 신도시와 같이 서울의

좀 더 근본적인 요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고학력층 및 중산층의 이주를 촉진한 것으로 물리

하는 것으로， 구일산 지역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

적 시설의 공급 및 쾌적한 주거환경의 보장을 통

는 삶의 질에 대한 의식구조의 차이는 신도시 개

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려는 서울의 중산층 이

발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이질감 형성과 주

주를 촉진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지역의 택지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 그

질을 향상시키는

서울로부터

리고 주거환경의 상대적 차이에서 오는 불만감이

거주교외화가 활발했던 곳으로， 서울과의 지역적

라는 복합적인 요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사

접근성과 신도시 생활권이라는 프리미염을 직접적

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전반

으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신도시 보다 낮은 주택

에 흐르고 있는 사회 · 심리적인 영향이 삶의 질을

가격의 이익이라는 지역적 이점을 활용하려는 사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회경제적 계충이 낮은 집단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

라고 풀이할 수 있다. 즉 구일산 주민들이 지역의

사되었다. 이러한 주민들간의 사회경제적

차이는

삶의 질을 낮게 평가한 이유는 일산신도시라는 상

지역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상대적 차이

대적인 비교의 대상이 출현함으로써 일어나는 상

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으로부터 확대되는 사회 · 심

반면 구(舊)일산 지역은 이전부터

리적인 측면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특성을 지닌 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의미한다.

대한 의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셋째，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파악한 결과가 그대

두 지역의 삶의 질에 대한 조사에서， 두 지역 주민

로 지역의식 형성으로 구체화되었다. 지역에 대한

이 인식하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의 차이

소속감을 파악하는 질문에서 일산 신도시 주민들

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순위 5 위안에 드는

은 신도시라는 지역적 이미지 형성과 관련하여 지

항목은 모두 안전， 자연환경， 주택， 교육， 교통과 관

역에 대한 소속감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

련된 요소로써， 이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던 반면， 구일산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

개인의 삶의 안정이 지역적 · 계충적 차이를 넘어

식이 지역의 정체성 약화로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낳고 있었다. 이들은 실제로 ‘고양시’ 라는 단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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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체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

발은 신도시 문제로만 한정지어서 볼 것이 아니라

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로 ‘일산신도시’라고 말한

지역전체의 문제로 아우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고 응답함으로써 신도시 주민에 대한 열등감을

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에 대한
소속감 및 애착심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거
주경험이라는 요인은 거주경험의 지속성보다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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