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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究目的과 意義

後進國의 都市化의 「템포」는 先進社會의 경 우보다는 빠르고， 工業化보다

先行하면서 西

歐가 겪었던 것 보다는 훨씬 많은 都市問題가 慧起 된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Ø1J外가 아

니며， 特히 首都 서울의 過大過密化問題는 現下 韓國의 急激한 都市化가 提起하는

問題의

頂點이기도 하다. 本 班究의 目的은 都市內部에서 문제를 解決하려는 接近方法으로서 都市
內部構造를 改童하여 多核都市로 轉換시켜 보려는 試圖의 한 方法인

職·住近憐의 手法을

都市開發政策으로 展開할 수 있는 可能性을 서울大學校의 江南移轉에 따른 敎職員의

實態를 分析하여 그 適實性을 檢討한 後 앞으로의 都市開發政策樹立에 寄與할
對案的 方法을 提示함에 있다. 尙今 江北과 江南의 A 口比率은

* 서 울大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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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70: 30으로 江北이 훨씬 높

셔울大學校移轉에 짜른 敎職員의 住居移轉에 關한 빠究

iò~

은 實情을 고려할 때， 政府次元에서 江北機關의 江南移轉事業무로선 가장 規模가 큰

大學校의 江南移轉이 이루어진 事例플 分析함이 위의 都市內部構造 改善策에

서울

對한 具體的

인 資料를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今後 江北機關의 江南移轉에 따른 政策樹立에

對한 貴

重한 寶料로서 使用될 수 있음이 또한 本 陽究의 意義이다.
第2節

맑究範圍

R다究範圍는 設問調훌에 應答한 敎戰員 (4級 以上 職員과 專任講師 以上의 敎員)을 住居移
轉者와 非移轉者로 區分하역 各各의 特住과 關係되 는

事項을 分析하벽 時閒的 o 로는 1971

年부터 1976年 10月末까지 를 範圍로 하였 다.
第3節

맑究方法

本 맑究는 一部 文斷調훌와 據備調훌를 거쳐 f양成한 設問調훌를 主로 使用하였￡며 設問

紙調훌方法은 對象 敎職員全員에 調훌員을 通하여 直接 配付한 後 -定期間 後에 回收하는
準郵送式調훌方法￡로 하였다-

위 設問調훌書를 電算處理하여 船究하고자 하는 內容을 分

析하였다.

第2章

서울大學校移轉과 敎職員의 寶態

(要約이므로 省略)

第3章
第

1節

都市內部構造改善과 機能向上을 寫한 理論과 戰略

大都市問題으1-般的 特性

塵業훨命以後 急激히 增加하기 始作한 A 口는 塵業化와 더불어 經濟活動과

政治， 社會，

文化 活動의 增大 및 交通 通信의 發達로 因하여 都市로 集中하기 始作하여 이 른바 都市化
現象을 f足進시 키 게 되 었다. 人口規模의 增大에 따라 都市縣害도 鍵大되 지 만 所謂 都市集積
經濟가 相對的으로 더 빨려 늘어남으록 大都市에 對한 A 口의

集中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集積의 利益은 集中된 A 口規模에 無關하게 持續되는

것이 아니어서

λ、口의 集中이 過密化되면 密集의 縣害가 集積의 利益을 상회하게 되묘로 過密化펀 大都市
의 問題가 얼어 나게 된다.
-般的￡로 過密化로 困한 大都市의 問題란 無흉序한 都市地域의 .zp:面的據散， Å 口의 不
均衝的 配分， 交通通信手段의 不足， 塵業活動 및 經濟活動의 不均衝的 分布，

地域間 所得

의 隔差， 都市內部의 地價앙등， 極甚한 住~難， 鄭心의 過密化 및 鄭市周邊의 低密化， 職·
住分離의 深化， 都心部의 再開짧， 大聚交通手段의 交通問題解決을 위 한 寄與度의 低下， 各
種 公害問題， 社會 文化的 諸問題 等이라고 훨約할 수 있다.
第2節

大都市問題 解決을 위한 接近方法

위 의 解決을 寫한 接近方法은 두가지 로 分類 해 볼 수 있 o 며 이 를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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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鄭市地域 外部에서 解決해 보려는 試圖후서 鄭市댐의 λ、口 없散 및 /\口流入郵制

의 意圖에서 地方都市의 育成， 新都市의 建設， 衛星都市나 落後된 農村地域의 集中開發 等

의 政策들이 이에 該當된다.

두먼째는 都市內部에서

內部構造를 改善 시킴우로서 解決해

보려는 試圖이다. 이는 다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都市內部의 많存構造를 하
나의 都心만을 갖고 있는 單核都市 (monocentric-city) 로

그대 로 두고 道路網이 나 交通手段

等의 據大 改善을 通해 都市交通의 能率住을 增大시 키 으로서 都市生活의 便益을 도모해 보
려는 것이나， 土地經濟的으로 價f直가 低下된 「슬럼」을 形成하여 主로 住居地로

쓰이는 都

心， 或은 그 周邊部를 再開發手法을 通하여 商業， 業務地區로 轉換시키려는 試圖가 이것이
다. 그러 나 이 方法은 都心에 대 한 交通需훨의 急增과 公害發生에

iJO勢하는

結果를 얻게

되기 쉽다. 다른 하나는 都市內部構造블 改뿔하여 都心에 密集해 있는 많存의 機能을 再配
置시키는 方法이다. 이것은 都心擬能을 分散시켜 여러개의 副都心을 갖게 하묘로서 從來의
單核都市에서 多核都市構造로 改編함을 풋하는데， 多核都市라 함은 「都市內의 都市들J(new

towns in town 或은 Cities-within -cities) 을 意味하고 이들 核都市는 自體充足的인 都市機能
을 각각 機能園內에서 確保함을 그 特徵오로 한다.
第3節

서울市의 경우

위의 두가지 接近方法을 土台로 하여 그 동안의 서울市의 主훨都市開發政策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록 1971年에 首鄭園의 無흉序한 據大를 防止하고 首都園에의 ì7íEλA 口를
빼制하기 위하여 開發制限區域의 設定이다. 둘째로는 首都園電鐵化作業을 들 수 있는데 이

것은 現在 運行되고 있는 地下鐵 1號線과 周邊都市로

通하는 電鐵로서 A 口分散의 效果를

期待하고 있다.

그 다음￡로는 購村地區， 金浦地區， 永東地區， 醫室地區 等을 副都心麗으로 開發하여 都
心의 人口와 塵業을 分散시켜 보려는 副都心團의

開發計劃을 들 수 있다.

이와 關聯하여

漢江以北에 密集되어 있는 A 口를 江南地域으로 分散시키커 위한 江北人口 分散政策을

을

수 있는데 이것도 副都心園 開發政策의 일환￡로 取폈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鄭市團內에서

都市機能의 均衝分散을 위해 江南오로 政府機關을 이전하려는 計

劃은 住居中心으로 開發된 永東에다 職場을 近接시킨다는 意、味로 받아 들얼 수 있고

結局

從來의 單核都市에서 多核都市에로의 轉換을 뜻하는 것이 펀다. 現在까지 實現된 江南移轉

計劃中 代表的인 것으로는 서울大學校의 冠폼캠퍼스移轉과 京廳高等學校의 永東移轉이라고
할수있다.

第4章
第1節

서울大學校移轉에 따른 敎職員의 住居移轉에 關한 實態分析

資料의 歲集과 分析方法

1. 資料 魔集方法

서 울大學校移轉에 따른 敎職員의 住居移轉에 關한 맑究

本 맑究에서 利用이 되는 原調훌는 1976年 11月 1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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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tE 冠톰캠퍼스外의 非移轉機關을

除外한 冠돕캠퍼스애 所屬된 敎員 582 名과 -般職 485 名의 計 1 ， 067名의 敎職員中 本 핍究

와 關聯이 적 은 助敎， 5級 一般職 및 고용원을 除外한 敎員 491 名과 職員 194 名을 合한 685
名을 母集團으로 하여 設問調훌훌훌를 1976年 11月 1 日 配付하여 其後 10 日 內 應、答하여 준 敎

員 213名과 職員 117名의 計 330 名을 標本으로 標出하였다.
寶料의 分析方法과 處理

2.

資料分析方法은 交又分離方法을 使用하였오며 이 方法은 -定한 變數間의 關係를 調훌하

기 위 하여 그 變數들이 相互比較가 되 도록 나란히 配列해 봄우로써 그들이 갖는 資料를 主
로 頻度 또는 百分率 等￡로 測定해 보는 計量的 製表化 (Numerical tabulation) 에

의한 分

析方法이다. 寶料의 處理는 電算處理로 作成하였다.
第2節

敎職員으1-般住居事項떼 關한 寶態分析

現在의 職級別 分析

1.

調훌者 330Á中 職別 및 職級別 住居移轉者와 非移轉者로 區分할 때 다음

表 <4-2- 1)과

같다. 이 를 分析하면 住居移轉者는 58.18% 로서 非移轉者보다 若千많다. 移轉比率이 큰 職
1ft別로 보면 專任講師가 83.3% 로서 首位이 고 두먼째 는 助敎授가

72.23% 이고 다음은 4級

-般職으로 60.6% 이 고 그 다음은 비 슷하다.

위의 사실을 미루어 불 째 젊은 年觀階層의 住居移動 碩I며이 높음을 알 수 있다.
〈表

않웰단 小
æ

居

移

轉

住居非移轉
計
※

(

4-2- 1)

職級別 分析
職

計|敎& 授|副敎授|助敎授 I 專 講 小 計 12. 3級 1 4

員

級

計

46
124
33
40
51
68
14
54
192
(58.22) (5 1. 11) (53.22) (72.73) (83.83) (58.12) (50.0) (60.67) (58.18)
1
44
15
35
89
29
49
14
138
(48.89) (46.78) (27. 77) (1 6.67) (4 1. 88) (50.0) (39.33) (41. 82)
28
213
90
62
55
177
89
6
330
(100)
(100)
(100)
(1 00)
(100)
(1 00)
(1 00)
(1 00)
(1 00)

)안은 %엄

2.

性別分析 : 紙面關係로 省略

3.

年顧別 分析

住居移徒者의 年敵層別로 區分하면 圖 <4-2- 1)과 같￡며 이 를 分析하면 年騎이

적은 層

이 移徒比率이 높고 年顧層이 위로 올라 갈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 내고 있다.

4. 動續年數別 分析 : 紙面關係로 省略

5.

現 住居地別 分析

많이 살고 있는 區別 JI업位로 보연 첫째는 學校가 자리잡고 있는 冠톱區로서 全體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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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觀別 移徒者 比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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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i:

以下

%이고， 둘째는 學校移轉前의 江北캠퍼스와 가까운 住흰地帶인 城北區로서 全體의 約 12%
이 다. 現 居住地를 江北과 江南으로 區分하여 보면 江北 對 江南의 住居比率은

53.7% 對

46.3% 로서 江北居住者가 若千 많다.
그러나 第-章에서 記述한 것과 같이 서울市 全體의 江北 對 江南比率은 70對 30의 比率
과 比較하면 서울大學校가 江南 o 로 移轉함에 따라 住居가 職場가까이로 移轉함￡로서 第 1

章에서 假定한 서울大 移轉으로 因한 江北過密A 口의 江南으로 分散할 수 있다는 것이

證

明되 는 重要한 事實이 다. 調훌者中의 江南居住者 149Á中 住居移轉者는 144Á~로 그 比率
은 96.64% 로서 大部分이 移徒한 者이다. 이를 圖表化하면 圖 <4-2-2) 와 같다.

6.

家族數 및 家族構成別 分布

移徒有無別로의 zp:均家族數는 移徒者가

5.20Á , 非移徒者가 5. 77Á~로 移徒者의 平형家

族數가 非移徒者의 것보다 0.57 Áo] 적 a며 이는 家族數가 적을 수록 移徒者 比率이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7.

家族의 就學內容別 分析

(1) 未就學者 數別 分析
調훌者中 移徒者와 非移徒者의 zp:均 未就學家族數는

0.82Á 對 0.37Á이다. 이는 未就學

者가 많은 家族일 수록 移徒者 比率이 크다는 것을 意味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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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 <4-2-2> 江北 對 江南 現 居住地別 移徒者와 非移徒者 分布比率

.91'移tJtt:;!f

(3.4%)

~íJli연

(96.6%)

뼈 <4-2-3> 住居와 學校와의 通動距離에 대 한 龍度別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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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民學校在學 數別 分析
移徒者와 非移健者의 平均 國民學校 在學生 數는 0.69人 對 O. 70人이 다.

이 는 國民學校

子女 有無가 移徒에 짧響을 주지 않는 다는 뜻￡로 해석 할 수 있다.

(3) 中高等學校 在學 數別 分析
移徒者와 非移徒者의 ZF均 I=þ高等學校 在學生數는 0.42 ;\, 對 0.82;\，..2..로 非移徒者가

移

徒者의 約 2倍로서 이는 中高等學校 在學生의 家族때문에 移徒 옷하는 事由가 되는 것￡로
국만학교의 경우와는 對照、的으후 해석 할 수 있다.

(4) 大學在學 數別 分析
移徒者와 非移徒者의 ZF均 大學在學生數는 0.33人 對 0.58-"‘오로

非移徒者가

移徒者의

約 1. 75倍로서 이는 中高等學校tE學家族과 같이 大學tE學의 家族이 移彼 옷하는 事由가 되
는 것￡로 해석할 수 있다.
出退動時 主로 利用하는 交通手段別 分析 : 紙面關係로 省略

8.

9. 접과 冠톱캠퍼스와 距離別 分析
調훌者의 職 • 住間의 ZF均距離는 約 18.8km이 며 이 를 移徒有無別로 區分하면

移徒者가

13. 87km , 非移徒者가 24. 56km로서 移徒者가 非移徒者보다 約 1. 8倍程度 짧다. 이 는 學校
移轉에 따라 移徒者는 學校가까이로 住居블 移轉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 住居와 學校와의 通動距離에 대 한 態對別 分析
칩 의 位置에 對한 態度分析은 圖 (4-2-3> 과 같다. 距離에 對한

態度中

“적 당하다” 라고

생 각하는 敎戰員의 大部分이 移徒者로서 그 比率은 92.13% 對 7.87% 이 다. 全體的으로 볼
때 “너무멀다”와 “멀다”라는 분이 全體의 62.43%로서 職·住間의 遠距離는 심각한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11.

現 居住住흰의 形態別 分析 : 省略

12. 歸家길에 다른 곳에 들리는 機會別 分析 : 省略
13. 市內버스로의 적딩한 交通時間別 分析
調훌敎職員의 적당하다고 生覺하는 交通時間別 分布는 첫째가

16"'30分부로 65.15% 이

며 두번째 가 15分 以內로서 27.88% 로서 위 兩者를 合하면 93.03%로서 大部分을 찾이 하고
있다. 이는 職·住間의 적당한 距離가 30分 以內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第3節

學校移轉 敎職員메 關한 實龍 分析

調흉敎職員 330Á 中 58.18% 인 192Á이 1971年부터 1976년

10월말까지

住居移轉者이며

그중 75% 인 144 名이 學校移轉과 關聯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本節에서는 本 陽究의

目的과

付合하여 이 -둡 關聯者 中心으로 分析하고자 한다.

1. 移徒前 居住地別 分析
學校移轉과 關聯移徒者의 前居住地 分布tt率은 江北과 江南이 95% 對 5%로서 이 는， 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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徒者中 大部分이 江北居住者인 것을 알 수 있다. 關聯移徒者의 現 居住地의
比率은

9.86%

對 90.14% 로서 大部分이 江南에 居住하고 있다.

江北 對 江南

이는 江北에서

江南으로

住居를 옮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2. 移徒前 접과 冠돕캠퍼스 및 江北 캠퍼스와의 距離別 分析 : 紙面關係로 省略
3. 移彼前 접에서 冠톰캠퍼스 移轉前의 學校(江北)로 出 ·退動하실 때 가장 많이 利用한
→交通手段 및 그 所휠時間別 分析

(1) 交通手段
學校移轉前에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첫벤째는

市內버스로서

50.69% 이며， 現在는

첫먼

째가 學校통근버스이다. 이는 學校移轉前의 市內버스利用者가 現在는 學校通動버스 利用者
로 轉換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交通時間
學校移轉前에는 關聯移徒者의 64.7% 가 45分 以內者로서 半이 넘는다. 이는 버교적 學校

와 가캅게 位置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移彼前 住힘의 形態別 分析

學校移轉 關聯移徒者의 移徒前 住~形態中 單獨住드효과 아파트의 比率은
이고 移徒後의 위 比率은

57.64%

88.4% 對 11. 6%

對 42.36% 로서 아파트의 比率이 커졌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5. 移徒前 住힘과 現 住힘과의 建物， 延面積， 형地， 價格의 比較別 分析
移健前後의 建物延面積 比較別 分析은 關聯移徒者中 “더 넓 어 졌다”는

敎職員이

57.64%

로서 首位이다.

행地의 比較別 分析은 “더 넓 어 졌 다”는 敎職員이 68.81%로서 首位이 다.
價格의 比較別 分析은 “높았다”는 분이 63.89%로서 首位이다.

위의 分析을 종합하면 이사者는 이사하면서 價格面에서 더 投資를

하였고

칩의 延面積

및 형地도 넓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

移徒한 時期別 分析

關聯移徒者의 移徒時期 中 많은 )1園位부터

보면 첫 번째 가 1974年 32.64% 이 고

1975年으로 30.55% 이 며 세 번째 가 1976年￡로 15.77% 이 다. 위 의 碩向을 分析하면

두번째 가
住居移

轉動態는 1974年을 頂點으로 하여 分布되 고 있다.

7. 移徒 事由別 分析
關聯移健者의 移徒事由中

優先順位別로

보면 첫번째가

75.69% 이 고， 두번째 事由는 “접 이 좋지 않아서 ”로서

“學校와의 交通때문￡로” 로서

11. 80% 이 다.

따라서 移徒의 主된 理由는 學校의 江南移轉때문에 學校와의 交通問題인 理由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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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移健後 住居地에 對한 滿足度別 分析
關聯移健者의 滿足度分布를 보면 “滿足 또는 매 우 滿足하다”는 분은 34.03% 에 不過하고
“不滿 또는 다시 移徒를 하여 야 하겠다”는 분이 22.24% 이 고 “그저 그렇 다” 라는 분이 47.22
%로서 全體的무로 보면 學校移轉때문에 移徒를 하였지만 現 住居地에 對하여

大體的으록

不滿足한 狀態라고 볼 수 있다.

第4節

住居非移轉 敎職員에 關한 實態分析

1. 學校 移轉前의 江北學校와의 距離別 分析
非移轉 敎職員은 41. 82% 인 138名으로 그중 70% 가 8km 以內의 近距離에 居住하고 있다.
이 것은 冠돕 「캠 퍼 스」의 平均通動距離는 移徒者가 13. 87km ,

非移徒者가 24. 56km 임 과 바

교할 때 동근거 리가 상당히 길어 졌음을 알 수 있다.

2.

移轉前 學校(江北)의 出退動 交通手段 및 所要時間 分析

非移轉者 移轉前 出退動時의 主훌交通手段은 -76% 가 市內버스를 利用하였오며

은 30分 以內가 61. 59%를 차지 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30분 이내라고 하는 앞에서의 분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캠퍼스 이전

所훌時間i

통근시간이

전에는 비교적 職·

住近憐이 이루어져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移徒할 意向의 分析

移徒할 ;意向이 있는 敎職員은 非移徒者의 62.32%를 차지 하고 있￡며 이 중

現‘tE 推進中

인 者가 12.32% , 몇 년후에 하려 는 者가 21. 0% , 생 각만 하고 있는 者가 28.99% 를 나타내
고 있어 移徒를 한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보인다.

4. 관악캠퍼스 移轉과 關聯을 갖고 있는 移健意向 分析
現tE 移能意向이 있는 분중 學校移轉과 關聯을 갖고 있는 분이 非移徒者의 95.35% 이 나.

이것은 職·住近憐에 對한 實現의 期待가 相當히 크다는 것을 알려준다.

5.

現在 移健활 意向이 없는 분의 貝體的 事由 HIJ 分析

“접이 學校와 멀다고 生覺은 하나

다른 事由로 移徒할 수 없다”는

분이 非移徒者의

99.55%로서 거 의 全部이 다.

6. 移徒못하는 事由 및 移徒할 意向이 없는 事田中 優先順位別 分析
위 事由를 優先順位別로 보면 첫 번째 가 「子女들의 敎育問題」가 41. 08% 이 고 그 다음이
「住흰處分과 購入의 困難」이 27.9% , r本A 或은 家族의 社會活動때문」이 13.18%릎

보이

고 있어， 그 事由가 主로 住居地域內의 都市便益施設의 不足에 基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學校近處에 새집을 마련할 때 當局에 원하는 提置別 分析:省略
8. 現tE 移徒를 할 때 마련하고자 하는 住힘의 形態別 分析 :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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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移轉에 따른 敎職員의 住居移轉에 關한 問題點과 그 對集
住居移轉에 關한 問題點

住居移轉者의 年嚴。1 젊을수록， 未就學 兒童數가 많을수록，

그리고 子女가 척을수록 住

居移轉者가 많고 中 • 高等學生과 大學生의 數가 많을수록 住居非移轉者가 많다고 하는

事

實은 住居地 近處에 家族의 敎育과 活動에 必훨한 施設들이 滿足스럽 지 못하여 都市活動의
大部分이

아직도 都心을 中心으로 이루어지커 때푼이다. 그러므로 住居地域 購近에 家雄틀

을 寫한 日常의 活動과 「서비스」즐 뒷받침할 施設들이 갖추어 지지 않고서는 職·住近購에
對한 實現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第2節

職·住近I짧實現의 方向

(1) 移彼를 하지 않은 분의 主된 理由는 子女들의 敎育問題였다. 이것은
어진다는 것과 轉學을 하더라도 現在 學校보다 水準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通學距離가 벌
해운이었다.

그러므로 現在 都心에 密集돼 있는 學校들을 可及的 江南으로 分散移轉시켜서 江南 職·住
近憐者에게 子女敎育에 대한 便益을 提供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非移徒者의 大部分이 移徒意向을 갖고 있￡면서 도 本A이 나 家族의 社會活動이 나 社
會， 文化的 都市便益施設의 혜택을 누럴 수 없어서 移健를 꺼리는 碩向이 相當히

높았다.

이것은 單純한 住居를 德한 施設만을 造成해 줄것이 아니라 都心이 갖는 機能을

分散시켜

서 都心에 가지 않더라도 그 혜택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것이 펄요하다는 사실을 나다낸다
그러므로 住居移轉에 따라 그 周圍를 副都心으로서의 機能을 갖도록

開發해 줄 必훨가 었

다(3) 現左 居住하고 있는 住힘의 處分과 移徒할 住힘의 購入困難이 職 • 住近購을
는 또 다른 훨因이었다. 이것은 職·住近憐을 원하는 者에게

방해 하

좀 더 積極的인 支援策이 切

實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4) 移徒를 꺼 리는 또 다른 理由中의 하나는 이웃과의 社會的 친숙관계 때 문이 다.

大部

分의 移徒不滿者들이 移徒後 자기동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것을 꺼리는 事實을 보더라도

職住近憐의 實現을 위해서는 生居地域이 都市活動에 必훌한 諸般施設과

더불어

이웃間의

社會的 同質意識을 갖일 수 있도록 한 「커뮤니티」를 造成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第6章

結

論

위 와 같은 實態分析의 整理된 事項과 職 • 住近憐實現을 위 해 提示된 方向을 훨約하면 다
음과 같이 結論을 얻을 수 있다.

(1) 學校移轉과 關聯이 있는 住居移轉者가 總移轉者의 75%를 차지 하고 있음을 볼 때 서

울大學校 移轉에 따른 職 • 住近憐의 實現率。1 상당히 높게 나다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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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職·住近憐의 t足進을 위해서는 住힘에 對한 배려만 할 것이 아니라 社會， 文化的 都
市便益施設이 라든가 子女들의 學校移轉과 같은 副鄭心開짧政策이 수반되 어 야 한다.

(3) 職 • 住近憐의 實現을 위 해서 는 通動「버스」 등을 통한 交通時間의 短縮만을

꾀할 것

이 아니 라 住흰地 分讓이 나 아파트의 알선， 住E힘資金의 補助等을 通한 보다 積極的인 支援
策이 切實하다.

(4) 都市의 機能을 都心에 만 集中시 켜 都市를 單核化할 것이 아니 라 都心의 機能을 分散
시켜 多:tt、化시킴으로써 戰·住近憐에 의한 都市問題 解決方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r都市內의 都市」라는 都市計劃手法을 通한 都市開發政策은 서울大學校 移轉에

따른

職·住近憐實現 可能性을 通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市의 경우에도 都心機能을

分

散시킴￡로서 λ‘口分散 및 都市發展을 위해 相當한 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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