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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3� 서울시민 신체활동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일상보행활동과 운동 목적의 보

행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목적별 보행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과 주관적 인지환경,� 객관

적 측정환경 모두 일상보행활동과 운동 목적의 보행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보행환경 개선에 있어 물리적인 인프라 뿐만 아니라 거주민과 보행자의 선호도 및 정서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목적별 보행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에 차

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행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행목적에 따라 

보행활동 증진 방안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조성된 ‘둘레길’이 운동 목적 보행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둘레길’과 같

은 보행활동 증진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neighborhood’s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two different 
types of walking, daily walking and excercise one, using the data obtained from 
‘2013 Seoul Citizen Physical Activity Survey’.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personal characteristics, subjectively perceived 
environments, and objectively measured environments were found to affect daily 
walking and excercise on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not only physical infrastructures, but also residents’ and pedestrians’ 
subjective preferences on walking environment.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detailed factors affecting daily walking and those affecting exercise 
walking. This finding suggested that the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walking 
activity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walking activity. 
Finally, this study found that ‘Seoul Dullegil’ project for the promotion of physical 
activ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xercise purpose walking activity. This result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walking trail projects such as ‘Seoul 
Dullegil’ to promote walk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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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동안 도시의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한 과거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 인해 도시 안의 

도로와 같은 다양한 사회기반은 사람보다는 자동차를 우선시 하여 개발되어 왔고 사람

들은 충분한 보행권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자동차를 피해 다니게 되었다.� 또한,� 교

통체증,� 환경오염,� 신체활동 부족,� 사회적 유대감 결여 등 다양한 도시적,� 사회적 문제들

을 야기하였다.�이러한 도시 문제들에 대응하여 사람 중심의 도시 개발 패러다임으로 변

화하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질적 성장과 삶의 질을 중요시하게 되었다.�도시 개발 패러다

임의 변화에 따라 자동차에 의존적인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보행활동을 장려하기 시작하

면서 보행친화구역 설정과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일상 속에서 보행활

동을 더욱 편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도시 곳곳에 다양한 산책

로 조성과 최근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서울로 7017’� 등의 보행로를 제공함에 따라 

일상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에까지 보행활동을 권장하는 등 정책적으로도 보행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보행활동은 이동수단의 역할만이 아니라 교통 혼잡 완화,� 공해 발생 저감,� 범죄예방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 유대감 형성,� 여가수단,� 신체활동과 시민 건강 증진에까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기초 행위이다.� 따라서 다양한 목적과 범위에서 보행활동을 증진시

키기 위해 여러 정책적 장려책을 제시하여 이동목적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보행을 통

한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하고 적극적인 보행활동을 증진시키며 

실질적인 보행 효과를 내기위해 각 목적별 보행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

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서구를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과 보행활동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보

행활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왔다(Ewing� et� al.,� 2003;� Pikora� et� al.,� 2003;�

Frank� et� al.,� 2005).�최근 국내에서도 물리적 환경과 보행환경,� 나아가 신체활동과 건강

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보행목적을 구분하여 각 보

행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다(이경환ㆍ안건혁 

2008;� 김희철 외 2014;� 성현곤 외 2014;� 이경환 외 2014;� 조혜민ㆍ이수기 2016).� 하

지만,� 다양한 목적별 보행활동을 구분하고 보행활

동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특성과 인지

적 근린환경 그리고 객관적인 근린환경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 단순한 보행활동 

만이 아니라 빈도와 시간으로 구분하여 보행활동 

발생과 지속성을 분석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 서울시 내의 거주민들

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체활동 설문조사 응답 자

료를 활용하여 이동 목적의 일상보행활동과 운동 

목적의 보행활동에 관계를 지니는 개인특성,� 주관

적 인지환경,� 객관적 측정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각 목적별 보행 빈도와 시간에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여 다양한 보행활동을 증진

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그림 1> 연구의 공간적 범위와 응답자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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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서울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서

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상보행과 운동을 목적으로 한 보행을 포함한 신체활동 관련 설

문 자료인 ‘2013년 서울시민 신체활동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일상보행은 장소 이동 등을 목적으로 한 보행활동을 의미하며 운동 목적 보행은 출퇴

근,� 직장일,� 집안일을 제외한 여가 시간에 운동을 목적으로 한 보행활동을 의미한다.� 연

구의 방법론으로는 일상 보행활동과 운동 목적 보행활동에 관계를 가지는 근린환경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최근 일주일 동안의 보행빈도와 평균 보행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토빗회귀모형(tobit�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의 단위는 설문 응답지의 주

거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의 보행권으로 설정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2.1. 관련 선행연구

보행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보행 또는 신체활동과의 관계 

그리고 보행활동과 신체활동으로 인한 건강 증진 효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도시의 물리적 특성과 

보행활동의 관계 그리고 신체활동 및 건강 수준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

연구 초기부터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일반적인 보행활동을 대상으로 근린 환경과의 영

향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Craig� et� al.,� 2002;� Hoehner� et� al.,�

2005;� Carson� et� al.,� 2015;� 이경환ㆍ안건혁,� 2007;� 이경환 외,� 2014;� 김희철 외,�

2014;� 이주아 외,� 2014;� 장진영 외,� 2015).�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차로 밀도,� 다양한 여

가활동 시설,� 토지혼합도,� 블록의 크기,� 대중교통 접근성,� 공원 및 하천 접근성,� 근린환

경의 심미성,� 가로경관의 매력도 등 근린 환경의 물리적 특성이 보행활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로 밝혀졌다.� 이 중,� 교차로 밀도와 블록 크기의 경우 보행활동에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격자형의 조밀한 도시조직은 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직접적인 연결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경환 외 2014;� 김희철 외 

2014).� 또한,�근린공원과 하천까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보행활동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지하철역과 같은 대중교통시설 접근성이 좋을수록 보행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경환ㆍ안건혁,� 2007;� 김희철 외,� 2014).� 토지혼합도의 경우 대부분

의 연구에서 보행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

서는 토지이용혼합도가 보행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용도지역의 유형에 따라 보행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 특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아 외,�

2014;� 장진영 외,� 2015).� 따라서 토지이용 특성의 경우,� 연구 대상지와 그 범위에 따라 

영향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후,� 전반적인 보행활동 뿐만이 아닌 목적에 따라 보행활동을 구분하여 물리적 환경

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그 중,�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로 Sugiyama� et�

al.(2008)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 보행활동을 장소 이동 목적의 

교통보행과 여가 목적의 보행으로 구분하여 일주일 평균 보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오

픈 스페이스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린의 오픈 스페이스의 특성 중 쾌

적함과 공해 요소가 여가 목적의 보행활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

원 접근성과 시설 유지가 교통보행 시간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

어,� Inoue� et� al.(2010)은 일본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보행의 유형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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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분류하여 보행 목적별로 근린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거

시설의 고밀화와 시설의 접근성,� 양질의 보행시설과 매력적인 경관이 보행활동 증진에 

영향을 미치며,�보행 목적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이경환ㆍ안건혁(2008)은 보행활동을 ‘생활 편의시설 이용 

및 쇼핑’,� ‘산책 및 운동’,� ‘통근 및 통학’� 3가지 목적으로 구분하여 서울시 12개 행정

동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보행 목적별로 영향을 미치는 근린 요소

의 차이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그 중,� 교차로 밀도와 소규모 블록 크기,� 근린공원의 접

근성,�보행환경의 질이 산책 및 운동 목적의 보행활동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근 및 통학 목적 보행활동에는 물리적 근린 특성뿐만 아니라 보행환

경의 질 측면에서 유의한 변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성현곤 외(2015)는 생활시간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이동수단으로서의 보행활동과 여가목적의 보행활동의 결정요인의 

상이함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개인 속성과 더불어 가구 특성,� 거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가목적의 보행활동은 주로 개인 속성의 영향을 받으며 

이동목적의 보행의 경우 개인속성뿐만 아니라 가구의 특성과 거주지 특성의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경우 거주 지역의 특성을 서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보행활동에 좀 더 직접

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시적인 물리적 환경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이 외에,� 이형숙 외(2011)는 성남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운

동 목적의 보행활동과 물리적 환경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공원 접근성,�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감,� 신호등,� 가로조명시설 등이 운동 목적 보행의 빈도를 증가시

키는 데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로수나 벤치와 같은 가로휴게

시설과 보행로의 청결도 등이 운동보행의 빈도와 시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도시의 노인들이 보행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과 

위험이라고 밝혀 보행을 통한 운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보행 안전성을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 외에도 연구의 범위를 공원이나 오픈 스페이스에 둔 연구와 환경 요소를 주관적으

로 인식한 환경과 객관적으로 측정한 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 등 다양한 범위와 

방향으로 보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Leslie� et� al.(2010)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과 보행활동의 관계에 대한 인지적 환경 속성과 공원 이용의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과 심미성,� 교통안전,� 사회화 기회와 안전성이 

공원 이용 빈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여가 목적의 보행활

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Giles-Corti� et� al.(2005)은 신

체활동 장려 시설을 갖춘 매력적이고 큰 규모의 공공 오픈 스페이스의 접근성이 높은 

수준의 보행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며,� 단순히 오픈 스페이스를 가까이에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보행활동을 증진시키기에는 불충분하며 공간의 매력도와 속성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 중,� 이우성 외(2015)는 통합창원시의 계획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공원이용,�

신체활동,� 건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도시민의 공원이용이 건강에 미치는 연관경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도비율,� 공원개수,� 횡단보도밀도,� 공원면적비율,� 공원출입구 수

는 공원이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공원까지의 최단 거리와 대중교통 접근성

은 공원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걷기와 같은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원 출입구 수만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도시민의 공

원 이용은 시민의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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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환경을 주관적인 인지환경과 객관적인 측정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국외 연구 

중 근린환경의 주관적 인지환경,� 객관적 측정환경과 고령자의 보행활동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에 따르면 인지환경과 객관적 측정환경 모두 보행활동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린환경에 대한 인지환경과 객관적 측정환경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yunt� et� al� 2015;� Michael� et� al�

2006).� 분석 결과 중 객관적으로 측정된 접근성 관련 변수의 경우 보행활동과 강한 연

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지적인 접근성 관련 변수의 경우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IS로 측정된 주거 밀도,� 거리 연결성 및 토지이용혼합의 경우 

보행활동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거리 연결성과 토지이용혼합도 그리고 

심미성에 대한 주관적 측정변수는 보행활동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인지적 환경과 객관적 측정 변수는 서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주관적인 요소를 제외한 객관적인 요소만을 측정 조사

하는 연구는 제한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McGinn� et� al(2007)의 연

구는 건조 환경에 대한 인지적,� 객관적 측정환경과 보행 및 신체활동 간의 연관성을 설

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신체활동에 있어 속도와 교통량,� 보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신체활동의 장벽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조 환경에 대한 객관적,�

인지적 측정치가 같은 모델에 포함되었을 때 신체활동과 독립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위의 세 연구를 종합해보면 모두 건조 환경과 신체활동 사이의 관계를 

조사할 때 건조 환경의 객관적,�인지적 측정환경을 함께 평가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중 김진희 외(2011)는 강남에 거주하거나 강남 소재의 직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행자들이 체감하는 걷기의 의미와 도시에서 발생하는 보행의 

결정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에게 걷기의 의미는 신체적 건강증

진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의미가 컸으며,� 도로 환경,� 보행환경의 흥미와 분위기,�

함께 걷는 동행인의 존재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 목적으

로 시작한 걷기를 지속시키는 데에는 동행인의 존재가 큰 의미를 가졌고 보행로의 주변 

환경과 경험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밝혀 물리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시사점을 내었다.� 이에 더불어,� 이수기 외(2016)는 2013

년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근린환경 특성이 보행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으며 범죄 안전성,� 환경 쾌적성 그리고 이웃 간의 신뢰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밝혔

다.� 또한,� 조혜민 외(2016)는 인지적 근린환경과 객관적 근린환경이 목적별 보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인지된 건강 수준과 토지이용혼합도는 일상보행과 여가보

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인지된 공원과 산책로,� 교차로 수의 경우 여가보행에

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행 목적,� 주관적 인지환경,� 객관적 측정환

경에 따라 영향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이 연구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보행활동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히,� 여가통행의 경우 친구,� 가족과 같은 사회적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2.2. 선행연구의 한계점 및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물리적 환경 특성과 보행활동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국

내외적으로 많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일부 연구가 공간적 범위에서 특정 행정 자치구

를 대상으로 분석되어 자연환경 조건과 도시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서울시 전체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더라도 대부분의 연구가 행정동 단위로 분석

을 진행하여 보행자들에서 좀 더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 요인들까지 고려

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김진희 외,� 2011;� 김희철 외,� 2014;� 이경환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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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혁,� 2005;� 이경환 외,� 2014;� 조혜민ㆍ이수기,� 2016).� 예를 들어 실제 거주지가 행정

동 경계부일 경우 보행활동 발생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경변수의 대표성에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최창규 외 2013).�

또한,� 그동안 일반적인 보행활동과 더불어 교통보행과 여가보행 등 목적을 구분하여 

각 목적별 보행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각 목적별 보행빈도와 시간을 분리하여 그 차이를 실증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

다.� 보행빈도와 보행시간은 보행활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분리하여 살펴보면 

보행빈도는 보행활동 발생 자체를 의미하고,� 보행시간은 보행활동의 지속성을 나타내 둘

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각 목적별 보행활동을 구분하여 분석할 뿐만 

아니라 보행활동의 빈도와 시간 역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보

행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특성과 주관적 인지환경 그리고 객관적 측정환경을 

모두 고려한 연구 역시 부족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물리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보행자가 느끼는 보행환경은 보행활동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진희 외,� 2011;� 조혜민 외,� 2016).� 하지만,� 대부분 물리적 환경 특성만을 다루거

나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인지적 환경 특성만을 다루고 있어 개인 특성,� 주관적 인지환

경,�객관적 측정환경 모두를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보행활동 증진을 

위해 이루어진 보행환경 조성 결과에 대한 효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보행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걷고 싶은 서울 길’,� ‘걷고 싶은 거리’,� ‘보행자 전

용 도로’� 등 다양한 보행 시설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를 대상지로 한 대다수의 

연구들에서 아직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효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차별성과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차별성의 경우 첫째,� ‘2013� 서울시민 신체활동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응답자 주

거지 기반의 보행환경을 측정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 25개의 자치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 이루어져 서울시 주거지의 다양한 환경을 반영할 수 있으며,� 주거지를 기반으

로 물리적 환경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행정동 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 환경변수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행정동 단위로 분석할 때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변수를 구축할 수 있다.� 둘째,� 보행활동 유형을 장소 이동을 목

적으로 발생한 일상보행활동과 운동을 목적으로 발생한 운동 목적 보행으로 구분하였으

며 더 나아가 각 보행활동의 빈도와 시간으로 구분하여 각 목적별 보행활동의 발생과 지

속에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셋째,�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응답자 개

인 특성과 근린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지환경 그리고 GIS를 활용하여 구축한 주거지 기

반의 객관적 측정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목적별 보행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주관적 인지환경,� 객관적 측정환경 요인들을 동시에 분석하여 목적별 

보행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근린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환경 중 보행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서울시 보행환경 조

성 사업 요소 ‘둘레길’을 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가설은 “응답

자 개인특성을 비롯해 인지적 근린환경 특성과 주거지 기반의 객관적 근린환경 특성 모

두 일상생활 보행활동과 운동 목적 보행활동에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A-1).� 그리고 

“보행목적별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A-2).� 두 번째 연구 가

설은 “목적별 보행활동에 유의한 관계를 갖는 요인들은 빈도와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

을 것이다”(B).� 이는 보행 목적별로 보행활동 발생과 지속성에 관련이 있는 요인들은 

확인하고자 설정한 가설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요소 

중 하나인 ‘둘레길’은 운동 목적 보행활동 증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C).�



Urban Design 87주거지 기반 근린환경 특성이 일상생활 보행과 운동목적 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77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9권 제3호 (2018년 6월)

이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보행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한 사업에 대한 효과를 검증

해보기 위한 가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4개 연구 가설(A-1,� A-2,� B,� C)을 검증함

으로써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3.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3.1. 분석변수와 자료 출처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서울시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에서 진행한 ‘서울시민 신체활

동 조사’1)�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전문 업체를 통하여 2013년 1월 

24일~2월 1일,� 일주일 동안 온라인 설문방식을 통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250명

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본 추출은 서울시 25개의 

자치구별 균등 할당 후 성별 및 연령별 인구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 추출을 진행하였

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개인 특성,� 보행 및 신체활동,� 근린환경 만족도 등의 내용을 포

함하였으며 설문 응답자 1,250명 중 1,059명의 자료가 유효한 표본으로 확인되어 이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변수의 설명과 자료의 출처는 표1과 같으며 응답자의 거주

지를 기반으로 일주일 동안의 일상보행활동 빈도와 평균 시간,�운동 목적 보행활동의 빈

도와 평균 시간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조사 응답자의 개인 특성과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근린환경에 대한 인지적 특성을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더불어,� 서울시 과세대장(2013),� 새주소 사업 DB(2013),� 국토교통부 국가주제도(2009),�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2013,� 2014)� 자료를 활용하여 근린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객

관적 변수를 거주지를 중심으로 500m� 원형 버퍼를 단위로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500m�

버퍼 단위는 보행속도 관련 연구(박세진 외,� 2007;� 윤나미 외,� 2010)를 참고하여 평균 

보행속도를 파악하고 근린단위를 설정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10분 동안의 보행범위

로 산출한 것이다.� 10분이라는 보행 시간은 건강유지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 신체

활동 지속시간이 10분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였으며(CDC,� 2012),� 실제 10분 이

상 보행활동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비만과 만성질환 유병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활동의 건강증진효과는 고강도의 다른 신체활동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10분 이상의 보행활동이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성현곤,� 2009).� 또한,� 500m의 근린범위는 많은 보행관련 연구에서 사용

하고 있는 보행범위로 근린환경과 신체활동에 관한 연구 중 근린환경 범위를 

500~800m로 설정했을 때 모형의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Mavoa� et� al.� 2012;� Idhoko,� 2016)를 참고하여 약 10분 정도의 편안한 도보 

거리로 설명되고 있는 500m를 근린단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3.2. 개인 특성과 주관적 인지환경

종속변수인 개인의 일상보행활동 빈도와 평균 시간,� 운동을 목적으로 한 보행활동의 

빈도와 평균 시간은 ‘서울시민 신체활동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의 성별,� 연령,�

동거형태,� 주거형태,� 소득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체중관리 및 정기적 운동 여부,� 함께 

신체활동을 하는 가족 또는 동료의 여부 변수도 설문의 응답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와 

1) 2013년에 서울시 복지건강실에서 진행한 ‘서울시민 신체활동 조사’는 서울특별시 25개의 구를 대상으로 각 구별 5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총 1,250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를 통해 구조화된 질문지와 패널을 활용하여 웹 서베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표본 추출
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균등 할당 후 성별 및 연령별 인구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 추출을 진행하였다. 응답자료 1,250부 중 주소지가 유효한 1,059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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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인 특성은 보행활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통

계모형에서 제어변수로 사용하였다.

특히,� 개인 특성 변수 중 주관적인 건강수준과 체중관리 및 정기적 운동 여부 그리고 

함께 신체활동을 하는 가족 또는 동료 여부 변수를 보행활동 발생과 상관관계를 갖는 

주요 변수로 보았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수준이 좋고 정기적으로 체중관리와 운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활발한 보행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함께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신체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가 더 강하게 생길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근린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지환경은 교통,� 환경,� 안전 그리고 시설 등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근린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개인의 보행활

동 발생과 상관관계를 갖는 주요 변수로 대중교통,� 보행로 주변 쾌적성,� 대기환경,� 범죄 

안전성,� 소음 정도,� 동네 청소관리 상태,� 근린생활시설,� 공원/산책로 근접성 그리고 운동

보행 환경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운동보행환경 만족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1~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운동보행환경 만족도의 경우 0~10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되었으며 점수

변수 설명 출처

종
속
변
수

일상보행 빈도 일주일간 장소 이동을 목적으로 10분 이상 걸은 일수

서울시민 신체활동 
설문조사
(2013)

일상보행 시간 장소 이동을 목적으로 10분 이상 걸은 날의 평균 보행 시간

운동 목적 보행 빈도 일주일간 운동을 목적으로 10분 이상 걸은 일수

운동 목적 보행 시간 운동을 목적으로 10분 이상 걸은 날의 평균 보행 시간

개
인
변
수

성별 0=남성, 1=여성

연령 연속변수

동거형태 1=가족과 동거, 2=타인과 동거, 3=혼자 생활

주거형태 1=단독주택, 2=아파트, 3=연립, 빌라, 다세대, 4=오피스텔, 기숙사

소득 1=100미만 2=100~200 3=200~300 4=300~400 5=400~600, 6=600이상 (단위: 만원)

주관적 건강수준 1=매우 나쁨 ~ 5=매우 좋음

체중관리 여부 1=전혀 하지 않는다 ~ 5=매우 그렇다

정기적 운동 여부 1=전혀 하지 않는다 ~ 5=매우 그렇다

가족과 함께 운동 여부 0=없음, 1=있음

동료, 친구와 함께 운동 여부 1=전혀 없음 ~ 5=항상

인
지
적

근
린
환
경

대중교통 만족도 1=매우 나쁨 ~ 5=매우 좋음

보행로 주변 쾌적성 만족도 1=매우 나쁨 ~ 5=매우 좋음

대기환경 만족도 1=매우 나쁨 ~ 5=매우 좋음

범죄 안전성 만족도 1=매우 나쁨 ~ 5=매우 좋음

소음 정도 만족도 1=매우 나쁨 ~ 5=매우 좋음

동네 청소관리 상태 만족도 1=매우 나쁨 ~ 5=매우 좋음

근린생활시설 만족도 1=매우 나쁨 ~ 5=매우 좋음

공원/산책로 근접성 만족도 1=매우 나쁨 ~ 5=매우 좋음

운동보행 환경 만족도 1=매우 나쁨 ~ 10=매우 좋음

물
리
적

근
린
환
경

상업시설 연면적 500m 반경 이내의 상업시설 연면적 합

과세대장
(2013)

업무시설 연면적 500m 반경 이내의 업무시설 연면적 합

주거시설 연면적 500m 반경 이내의 주거시설 연면적 합

토지혼합도(LUM) 500m 반경 이내의 토지혼합도 엔트로피 지수

교차로 밀도 500m 버퍼 이내의 교차로 밀도 교통주제도(2009)

건물 밀도 500m 버퍼 이내의 건축물 밀도
새주소사업 DB

(2013)
공원 유무 500m 버퍼 이내의 공원 유무(0=없음, 1=있음)

하천 유무 500m 버퍼 이내의 하천 유무(0=없음, 1=있음)

대중교통 정류장 밀도 500m 버퍼 이내의 대중교통(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밀도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2013~2014)
둘레길 유무 500m 버퍼 이내의 둘레길 유무(0=없음, 1=있음)

가로수 유무 500m 버퍼 이내의 가로수 유무(0=없음, 1=있음)

<표 1> 분석변수와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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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이와 같은 인지적 근린환경 특성 변수는 개인의 보행활동 

발생과 보행 의지 및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며 객관적으로 측정한 근린환경 

변수와 동시에 고려하여 보행목적별 유의한 요인과 그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3.3. 객관적 물리적 근린환경

개인의 보행활동은 가로의 특성과 토지이용,� 자연환경,� 보행유발 시설에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보행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객관적 근린환경 특성은 앞서 진행되었던 선행문헌을 참고하여 

응답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의 근린환경 변수를 구축하였다.� 우선,� 주거

지 기반의 보행활동은 근린의 토지이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장소 이동을 목적

으로 이루어지는 일상보행활동에 영향을 주는 토지이용 특성으로 상업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의 연면적과 앞선 3가지의 시설 용도를 엔트로피 지수로 계산하여 토지이용혼

합도(LUM)�변수를 산출하였다.

이에 더불어,� 가로의 물리적 환경과 자연환경 역시 보행활동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가로 특성 중 교차로 수 변수의 경우 근린의 도로망 구조와 경로선택의 다양성 

그리고 블록 크기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고려되었으며 대중교통 정류장의 경우 보행

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판단하였다.� 또한 공원과 하천 그리고 가로수와 같은 자

연환경의 경우 운동 목적의 보행활동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변수로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보행유발 요소로 고려된 둘레길 변수는 일상보행보다는 운동을 

목적으로 한 보행활동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운동 목적 보행활동의 변수로 포

함하였다.� 둘레길은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의 보행 신체활동 증진 및 장려를 위해 조성한 

보행로로 이와 같은 보행 시설의 취지와 같이 운동 목적의 보행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보행로 중 비교적 서울

시 전역에 걸쳐있는 둘레길을 운동목적 보행활동 변수로 사용하였다.

3.4. 분석과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최근 1주일간 10분 이상 지속된 일상보행활동 빈도와 하루 평균 보행

시간 그리고 운동을 목적으로 한 보행활동의 빈도와 평균 시간이 개인특성과 인지적 근

린환경 특성 그리고 객관적으로 측정된 물리적 근린환경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토빗모형(tobit� model)을 적용하고자 한다.

토빗모형은 James� Tobin(1958)이 최초로 제안한 모델로 절단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 model)� 또는 제한종속변수 모형(limited� dependent� variable� model)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종속변수가 제한적인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토빗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하한 값을 0으로 가지는 종속변수()는 예측값()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0보다 크

면 의 값을 갖도록 모형을 아래 식과 같이 이원화 된다(Baum,� 2006;� Wooldridge,�

2010;� 성현곤ㆍ김진유,� 2011�재인용).

   

  
if ≤ 

 if  

본 연구에서는 보행 빈도에 상한(7일)과 하한(0일)이 존재하고 보행 평균 시간은 하

한(0분)이 존재하는 절단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 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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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성을 만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도 절단된 자료를 보정할 수 있는 토빗모형(tobit�

model)을 이용하여 보행활동과 개인특성,� 인지적 근린환경,� 물리적 근린환경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의 가공과 통계분석은 ArcGIS� 10과 Stata� 13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과정은 다음

과 같다.� 우선,� 설문조사 내용과 선행연구 고찰을 기반으로 일상보행활동과 운동 목적 

보행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변수를 선택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한 다중공선성 

검증을 통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가 높은 변수들의 경우 제거하여 최종 독립

변수를 구축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각 변수들의 VIF값이 5를 넘지 않아 본 연구

에서 사용되는 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4. 분석결과

4.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2와 같다.� 종속변수인 일상

보행 빈도와 평균 시간,� 운동 목적 보행 빈도와 평균 시간 그리고 독립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1,059개의 개인 응답 유효 표본과 응답자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500m반경 근린

환경 표본을 가지고 기술통계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평균값 및 비율,� 표준편차 

그리고 최솟값과 최댓값을 제시하였다.

우선,� 종속변수 중 하나인 일상보행 빈도는 최근 일주일 간 장소 이동을 목적으로 10

분 이상 이루어진 보행 발생 일수로 최소 0점부터 최대 8점까지 구성되어 있다.� 이 중 

0점은 일상보행활동은 ‘전혀 하지 않음’으로 1점부터 실질적으로 일상보행활동을 한 일

수를 의미한다.� 평균 3.738로 응답자들은 일주일동안 평균 3일에서 4일 정도 장소 이동

을 목적으로 10분 이상 보행활동을 하는 것을 나타났다.� 일상보행활동 시간의 경우 장

소 이동을 목적으로 10분 이상 걷는 날의 평균 보행 시간을 의미하며 최소 0분부터 최

대 419분까지 최소와 최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평균 53분 정도 일상적으로 보행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어 운동을 목적으로 한 보행활동의 경우 빈도는 최소 0점부터 최대 7점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0점은 ‘운동을 목적으로 보행활동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점부터 최근 일주일간 운동을 목적으로 보행을 한 일수를 의미한다.� 평균 

운동보행빈도는 1.575로 응답자들은 일주일 중 평균 하루에서 이틀 정도 운동을 목적으

로 10분 이상 보행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행활동 

빈도와 차이를 보이며 목적별로 보행활동을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가지는 요인들은 파악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더불어 운동 목적 보행활동 시간의 경우 최소 0분부터 최

대 340분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보행 운동의 강도에 따라 보행 시간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평균 30분 가까이 운동을 목적으로 보행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 중 응답자의 남녀 성비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40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

반 이상의 응답자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구 월 소득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 중 평균 2.8점으로 

‘보통’� 이하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체중관리와 정기적인 운동 여부의 

경우 평균 2.4점,� 2.5점으로 보통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운동을 하는 가족 또는 

동료 여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함께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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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근린환경 변수의 경우 대중교통,� 보

행로 주변 쾌적성,� 대기환경,� 범죄 안전성,� 소음 정도,� 동네 청소관리 상태,� 근린생활 시

설,�공원/산책로 근접성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2점에서 3점으로 나타나 

인지적 근린환경에 대해서 불만족 또는 보통 정도의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 운동보행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척도 중 평균 6.47정도로 나타나 보

통 또는 그 이상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물리적 근린환경 특성 중 토지이용혼합도의 경우 상업시설,� 업

무시설 그리고 주거시설의 엔트로피 지수가 평균 0.45로 토지이용혼합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토지이용혼합도의 최솟값(0.04)과 최댓값(1.00)을 통해 단일용도 

변수 표본 수 평균 및 비율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
속
변
수

일상보행 빈도 1059 3.738 2.235 0 7

일상보행 시간 1059 53.204 46.621 0 419

운동 목적 보행 빈도 1059 1.575 2.201 0 7

운동 목적 보행 시간 1059 29.703 46.158 0 340

개
인
변
수

성별

남성 516 48.73% - - -

여성 543 51.27% - - -

계 1059 100% - - -

동거형태

가족과 동거 938 88.57% - - -

타인과 동거 18 1.70% - - -

혼자 생활 103 9.73% - - -

계 1059 100% - - -

주거형태

단독주택 153 14.45% - - -

아파트 547 51.65% - - -

다세대 335 31.63% - - -

오피스텔 및 기숙사 24 2.27% - - -

계 1059 100% - - -

연령 1059 42.263 12.335 19 91

소득 1059 4.213 1.431 1 6

주관적 건강수준 1059 2.840 0.747 1 5

체중관리 여부 1059 2.423 0.730 1 4

정기적 운동 여부 1059 2.503 0.830 1 4

가족과 함께 운동 여부 1059 0.609 0.488 0 1

동료, 친구와 함께 운동 여부 1059 0.537 0.499 0 1

인
지
적

근
린
환
경

대중교통 만족도 1059 2.068 0.873 1 5

보행로 주변 쾌적성 만족도 1059 2.639 0.919 1 5

대기환경 만족도 1059 3.025 0.905 1 5

범죄 안전성 만족도 1059 2.800 0.855 1 5

소음 정도 만족도 1059 2.947 0.943 1 5

동네 청소관리 상태 만족도 1059 2.924 0.869 1 5

근린생활시설 만족도 1059 2.390 0.799 1 5

공원/산책로 근접성 만족도 1059 2.548 0.988 1 5

운동보행 환경 만족도 1059 6.468 2.235 0 10

물
리
적

근
린
환
경

상업시설 연면적 1059 0.137 0.100 0.000 0.868

업무시설 연면적 1059 0.019 0.038 0.000 0.339

주거시설 연면적 1059 0.650 0.288 0.000 2.057

토지이용혼합도(LUM) 1059 0.449 0.187 0.037 1.000

건물 밀도 1059 0.002 0.001 0.000 0.006

교차로 밀도 1059 0.000 0.000 0.000 0.001

대중교통정류장 밀도 1059 0.000 0.000 0.000 0.000

공원 유무 1059 0.967 0.179 0 1

하천 유무 1059 0.563 0.496 0 1

둘레길 유무 1059 0.088 0.283 0 1

가로수 유무 1059 0.967 0.179 0 1

<표 2> 기술통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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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 근린과 상업,� 업무,� 주거 용도의 시설이 균형 있게 혼합되어 있는 근린이 분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보행활동 유형별 실증분석

일상보행활동 및 운동 목적 보행활동과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최종분석

모형을 구축한 결과는 표3과 표4와 같다.� 토빗모형을 사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

으며 표3에는 최근 일주일과 장소 이동을 목적으로 10분 이상 이루어진 일상보행활동

의 빈도와 평균 시간을 종속변수로,� 표4에는 최근 일주일간 운동을 목적으로 10분 이

상 발생한 운동 목적 보행활동의 빈도와 평균 시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4.2.1. 일상보행활동과 근린특성 관계 분석

일상보행활동과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3의 내용과 같다.� 분석 결

과,�일상보행활동 빈도와 유의한 관계를 갖는 요인으로는 동거유형,�주관적 건강수준,�정

기적 운동 여부,�동네 청소관리 만족도,� 교차로 밀도 대중교통정류장 밀도로 나타났다.

개인특성 변수 중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보다 타인과 함께 거주하거나 혼자 생활

하는 사람들이 장소 이동을 목적으로 10분 이상 걷는 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응답자 본인의 건강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일상생활에서의 보행활

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일상보행활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기적 운동 여부의 경우 일상보행빈도와 양(+)의 

방향으로 강한 관계를 지니는 요인으로 평소 개인의 신체활동 습관이 일상생활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관적인 인지환경 중 거주지 주변의 청소관리에 대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일상보행활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

행환경의 질이 보행활동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사람

들의 보행결정에 있어 인지적인 보행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언급한 박소현 외

(2009)와 김진희(2011)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측정된 물리적 근린환경 변수 부분에서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500m반경 

냉의 교차로 밀도와 대중교통 정류장 밀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의 일상보행활동 빈도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차로 밀도 변수의 경우 블록의 크기와 블록 간 연결성

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교차로 밀도가 높을수록 근린 내의 블록 크기는 작고 보행 

시 선택할 수 있는 경로의 수가 많아져 블록 간 연결성이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잘 정리된 격자형 도시 조직적 특성이 블록구조의 개방성 및 다양한 보행경로 선택지 

확보에 유리하다고 분석한 이주아 외(2014)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소규모 블록과 

근린 내 네트워크 접근성이 보행활동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대중교통정류장 밀도 변수의 경우 보행활동을 유발하는 시설로 해석할 수 있으

며 근린 내에 대중교통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해지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시설까지 도달하는 보행활동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빈도에 이어 평균 일상보행활동 시간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 요인으로는 동거유형,� 주

거형태,� 주관적 건강수준,� 정기적 운동 여부,� 동네 청소관리 만족도,� 토지이용혼합도

(LUM),�교차로 밀도 그리고 대중교통정류장 밀도로 나타났다.

개인특성 중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보다 타인과 함께 살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일상보행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단

독주택에 거주하거나 오피스텔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장소 이동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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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일상보행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아파트는 하나의 큰 단지로 구성되

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단지 내에서 우회하여 단지 내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는 반

면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및 기숙사의 경우 우회할 필요 없이 최적의 보행 경로를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를 사람들에 비해 보행 시간이 짧다고 해석할 수 있겠

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거주지 환경에 아파트 비율이 높을수록 개인의 보행확률이 

감소하며 우회로 인해 도시 투과성이 안 좋다고 언급한 김희철 외(2014)의 연구와 비슷

한 맥락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행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 내

에서 우회할 필요 없이 다양한 보행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좀 

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관적 건강수준의 경우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건강수준이 안 

좋다고 인식할수록 더 오랜 시간 일상보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으로 운동

을 하는 사람일수록 일상보행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기적 운동 여부는 앞

선 일상보행 빈도 경과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더불어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습관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보행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행 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강조하여 일상생활

변수
Model 1-1 보행빈도

TOBIT 모형
Model 1-2 보행시간

TOBIT 모형

Coef. t Coef. t

개
인
변
수

성별 (준거변수: 남성) -0.016 -0.26 0.115 1.27

연령 -0.003 -1.25 0.003 0.82

준거변수:
가족과 동거

타인과 동거 0.747 *** 3.07 0.783 ** 2.29

혼자 생활 0.206 * 1.78 0.342 * 2.01

준거변수:
아파트

단독주택 -0.127 -1.28 -0.301 ** -2.06

연립,빌라,다세대 -0.058 -0.71 -0.112 -0.93

오피스텔,기숙사 -0.322 -1.41 -0.861 ** 2.59

소득 0.017 0.74 0.052 1.54

주관적 건강수준 -0.079 * -1.81 -0.108 * -1.69

정기적 운동 여부 0.259 *** 6.58 0.252 *** 4.39

인
지
적
근
린
환
경

대중교통 만족도 0.036 0.84 0.086 1.36

보행로 주변 쾌적성 만족도 -0.054 -1.31 -0.042 -0.70

대기환경 만족도 0.056 1.24 0.102 1.54

범죄 안전성 만족도 -0.033 -0.66 -0.046 -0.62

소음 정도 만족도 0.017 0.43 -0.034 -0.58

동네 청소관리 만족도 0.123 *** 2.72 0.115 * 1.74

근린생활시설 만족도 0.008 0.18 0.035 0.50

물
리
적
근
린
환
경

상업시설 연면적 -0.398 -0.84 -0.290 -0.45

업무시설 연면적 1.557 1.32 2.322 1.35

주거시설 연면적 -0.064 -0.49 -0.247 -1.29

토지이용혼합도(LUM) -0.165 -0.51 -0.816 * -1.74

건물 밀도 -0.731 -0.80 -68.653 -1.00

교차로 밀도 1034.106 ** 1.96 1698.097 ** 2.15

대중교통정류장 밀도 5022.985 * 1.84 8360.506 ** 2.08

공원 유무 0.081 0.46 -0.035 -0.14

하천 유무 0.062 0.98 0.013 0.14

constant 0.878 ** 2.57 2.318 *** 4.65

/sigma 0.944 1.414

모형 통계치 요약

Log likelihood=-1378.68
LR chi2(26)=87.93
Pseudo R2=0.0309
Lower-limited(=0): 106
Upper-limited(=7): 157

Log likelihood=-1839.66
LR chi2(26)=66.38
Pseudo R2=0.0177
Lower-limited(=0): 106

*p<0.1, **p<0.05, ***p<0.01

<표 3> 일상보행활동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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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지적 근린환경의 경우 동네 청소관리 만족도에 대한 만족도가 양(+)의 방향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동네 청소관리 만족도 변수의 경우 근린환경의 청결에 대

한 만족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청결한 근린환경에서 더 활발한 보행활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 역시 사람들의 보행활동 발생에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환경특

성의 영향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같은 의미의 결과로 인지적 보

행환경이 보행활동 발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물리적 근린환경 측면에서는 토지이용혼합도(LUM)가 높을수록 일상보행활동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차로 밀도와 대중교통정류장 밀도가 높을수록 일상보행 시간

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혼합도 변수의 경우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토지이용혼

합도가 보행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이한 결

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상이한 결과는 주거지에 근접하여 다양한 용도의 시설들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목적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혼

합도가 높을수록 보행시간은 짧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용도 지역 특

성에 따라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이용 특성이 상이함을 실증한 이정우 외(2015)

와 장진영 외(2015)� 그리고 임하나 외(2016)의 연구 외에 일부 연구(이주아 외 2014;�

이수기 외 2016)에서 토지이용혼합도가 보행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의 대상지와 범위 그리고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영향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외에 교차로 밀도 변수와 대중교통정류장 밀도 변수의 경우 앞

선 일상생활보행 빈도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어 작은 크기의 블록과 다양한 보

행경로 그리고 대중교통이용에 용이한 근린환경이 거주민들의 보행활동과 긍정적인 관

계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4.2.2. 운동 목적 보행활동과 근린특성 관계 분석

운동 목적의 보행활동과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4와 같다.� 독립변

수들 중 운동보행활동 빈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는 성별,� 주거유형,� 소득,� 체중간리 

여부,� 정기적 운동 여부,� 동료 및 친구와 함께 운동 여부,� 대기환경 만족도,� 운동보행환

경 만족도,� 둘레길 유무로 나타났다.

운동 목적 보행활동 빈도와 상관관계를 지니는 개인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여성보다

는 남성의 운동 목적 보행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오피

스텔이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목적으로 발생한 보행 빈도가 높게 나타

났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운동 보행활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중관

리를 하거나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동료,�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운동 

목적의 보행활동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기적 운동 여부와 함께 운동하는 동

료,� 친구 여부가 운동 보행 빈도와 강한 양(+)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개개인

의 평소 운동 습관과 함께 사회적 환경 요인이 운동 목적 보행활동에 중요하게 작용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이웃 간의 신뢰도와 친한 이웃의 수가 보행

만족도,� 여가보행활동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이수기 외(2016)와 조

혜민 외(2016)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보행활동 장려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 시 사회적 

환경 또한 주요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인지적 근린환경 특성 중 대기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운동보행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운동 목적 보행활동 빈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환

경 만족도와 운동보행 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일주일 중 운동을 목적으로 보행활동을 

한 일수가 많은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개인특성과 인지환경 특성 결과는 운동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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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작한 걷기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데 있어 동행인의 존재와 역할이 크고,� 보행

로의 환경과 그로 인한 경험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언급한 김진희 외(2011)의 연

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개관적 근린환경 특성 측면에서는 500m� 근린환경 내 둘레길의 

존재는 운동보행 빈도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보행을 통한 신체활동

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성된 둘레길과 같은 산책로 요소가 실제 운동 목적 보행활동 빈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운동 목적 보행의 평균 시간과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동거유형,� 체중

관리 여부,� 정기적 운동 여부,� 함께 운동을 하는 사람의 여부(가족,� 동료 및 친구),� 대기

환경 만족도 그리고 토지이용혼합도(LUM)와 둘레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 변수 중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운동 목적의 보행활동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 유형의 경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보다 타인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의 운동 보행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중관리와 정기적으

로 운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운동보행 시

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환경이 운동보행활동 시간에 긍정적

변수

Model 1-1 보행빈도
TOBIT 모형

Model 1-2 보행시간
TOBIT 모형

Coef. t Coef.  t

개
인
변
수

성별 (준거변수: 남성) -0.563 ** -2.07 -13.732 ** -2.41

연령 0.011 0.99 0.518 ** 2.21

준거변수:
가족과 동거

타인과 동거 1.420 1.41 39.868 * 1.93

혼자 생활 0.200 0.37 10.129 0.91

준거변수:
아파트

단독주택 0.666 1.60 4.712 0.54

연립,빌라,다세대 -0.179 -0.50 -4.772 -0.64

오피스텔,기숙사 1.861 ** 2.01 23.809 1.22

소득 0.174 * 1.71 0.299 0.14

주관적 건강수준 0.030 0.15 -3.375 -0.82

체중관리 여부 0.365 * 1.81 8.873 ** 2.11

정기적 운동 여부 3.660 *** 16.30 60.066 *** 13.34

가족과 함께 운동 여부 0.504 1.62 15.225 ** 2.34

동료, 친구와 함께 운동 여부 0.839 *** 2.78 21.659 *** 3.45

인
지
적
근
린
환
경

대기환경 만족도 0.480 ** 2.41 8.169 ** 1.97

범죄 안전성 만족도 -0.128 -0.59 -5.238 -1.15

소음 정도 만족도 0.075 0.42 5.792 1.57

동네 청소관리 상태 만족도 -0.088 -0.45 -5.022 -1.23

공원/산책로 근접성 만족도 0.171 0.95 2.395 0.64

운동보행 환경 만족도 0.165 ** 2.03 1.359 0.81

물
리
적
근
린
환
경

토지이용혼합도(LUM) -0.212 -0.28 -28.258 * -1.79

교차로 밀도 -1152.60 -0.74 2024.16 0005

공원 유무 0.062 0.08 2.635 0.17

하천 유무 -0.447 -1.59 -7.766 -1.33

둘레길 유무 0.994 ** 2.22 27.776 *** 2.99

가로수 유무 0.682 0.88 7.292 0.45

constant -15.640 *** -8.22 -245.877 *** -6.32

/sigma 3.431 72.276

모형 통계치 요약

Log likelihood=-1355.97
LR chi2(25)=563.81
Pseudo R2=0.1721
Lower-limited(=0): 621
Upper-limited(=7): 43

Log likelihood=-2757.80
LR chi2(25)=459.45
Pseudo R2=0.0769
Lower-limited(=0): 621

*p<0.1, **p<0.05, ***p<0.01

<표 4> 운동 목적 보행활동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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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강하게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인지적 근린환경 요소 중 대기환경 만족도가 운동보행활동 시간과 양(+)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운동 목적 보행활동 빈도에서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객

관적으로 측정된 근린환경 요소의 경우 토지이용혼합도(LUM)가 낮을수록 운동 목적의 

보행활동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혼합도가 높다는 것은 다양한 용도들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환경은 보행활동을 통해 운동을 하기에 적합

하지 않은 환경으로 판단하여 오랜 시간 운동을 목적으로 한 보행활동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500m� 근린내의 둘레길 존재가 운동 목적 보행

활동 시간과 양(+)의 방향으로 강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운동 목적의 보행활

동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데에는 운동하기에 적합한 환경과 더불어 공간을 제공할 필

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2013년에 진행된 서울시민 신체활동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응답자들의 주

거지를 기반으로 일주일 동안의 일상보행활동 빈도와 평균 시간 그리고 운동 목적의 보

행활동 빈도와 평균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인지적 근린환경 그리고 객관적으

로 측정된 근린환경 특성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시 시민 1,250명을 대상으로 신

체활동 조사를 실시하여 구득하였으며,� 설문 응답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보행

속도 10분에 기반 한 보행권인 500m� 반경 원형버퍼내의 객관적인 측정 환경 변수를 구

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원형버퍼의 경우 자연환경이 많이 포함된 지역에서 근린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례지점

의 경우 대부분 도시화 지역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유효 

표본 수는 총 1,059개이다.� 설문조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균등 분할하여 진행되어 

서울시 거주민의 다양한 근린환경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집계화자료의 사용과 행정동 기반 분석에서 나아가 설문응답자의 

주소지를 기반으로 물리적 환경변수를 구축하여 행정동 경계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

리적 환경변수의 대표성 문제를 다소 해결하였다.� 또한,� 보행목적에 따라 보행빈도와 보

행시간을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응답자 개인 특성과 더불어 근린환경 변수를 인지적 

근린환경과 객관적 근린환경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

다.� 분석모형은 토빗모형(tob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개인특성을 비롯해 인지적 근린환

경 특성과 주거지 기반으로 구축된 객관적 근린환경 특성 모두 일상생활 보행활동과 운

동 목적 보행활동에 각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보행활동의 경우 응답

자 개인 특성 중 동거 유형과 주거 유형,� 주관적 건강수준 그리고 정기적 운동 여부가,�

인지적 근린환경 특성의 경우 동네 청소관리 만족도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물리적 근린환경의 경우 토지이용혼합도와 교차로 밀도 그리고 대중교통정류장 밀도

가 일상보행활동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목적 보행활동의 경우 개인

특성 중 성별과 연령,� 동거 유형과 주거 유형,� 소득,� 체중관리 여부와 정기적 운동 여부 

그리고 함께 운동하는 사람의 여부(가족,� 동료 및 친구)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인지적 근린환경의 경우 대기환경 만족도와 운동보행환경 만족도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측정된 근린 환경 특성의 경우 토지이용

혼합도와 둘레길의 유무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보행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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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있어 물리적 근린환경 뿐만이 아니라 인지적 특성과 개인특성 역시 상관관계를 갖

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행활동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시 물리적 요인

과 인지적 요인 그리고 거주민 개인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각 보행활동과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들이 보행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보행활동과 운동 목적 보행활동 분석 모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변

수들만 비교해보았을 때,� 주관적인 건강수준은 일상보행활동에서만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인지적 근린환경의 경우 동네 청소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일상보행활동에 대해

서만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대기환경 만족도의 경우 운동 목적 보행활동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리적 근린환경 변수 중 교차로 밀도의 경우 

일상보행활동에서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위 분석을 통해 목적별 보행활동과 

관련 있는 개인특성,�인지적 환경 그리고 물리적 근린환경 요소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셋째,� 목적별 보행활동에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들은 각 목적별 보행 빈도와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보행의 경우 거주형태와 토지이용혼합도(LUM)

가 보행시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보행 빈도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동 목적 보행의 경우 연령과 동거 유형,� 가족과 함께 운동 여

부 그리고 토지이용혼합도(LUM)가 운동보행 시간에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거주형태와 소득 그리고 운동보행 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운동보행 빈도에만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빈도와 시간은 큰 범주에서 보행활동이라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자세히 파악해보면 보행 빈도는 보행활동의 발생을,� 보행 

시간은 보행활동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보행활동 발

생과 지속의 서로 다른 특성과 각각 관계를 가지는 요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보

행환경 조성 시 보행활동 발생에 중요도를 둘지,�지속성에 둘지에 따라 보행환경 조성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보행을 통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시행한 보행환경 조성 사

업 요소 중 하나인 ‘둘레길’은 운동 목적 보행활동 증진에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으로 측정된 물리적 환경 변수이자 운동보행활동에 강한 상관관계

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 ‘둘레길’은 운동 목적 보행 빈도와 시간 모두에 양(+)의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운동 보행 목적에 맞는 보행환경이 조성되어 

있을수록 운동을 목적으로 한 보행활동이 자주 발생하고 그 보행활동이 발생하면 지속

성도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주거지를 기반으로 일상보행과 운동 목적의 보행으로 보행 유형

을 구분하고 각 보행활동별로 일주일 동안의 빈도와 평균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개인의 특성과 주관적 인지환경 그리고 객관

적 측정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각 보행활동의 빈도와 시간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더불어 서울시에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조성한 ‘둘레길’의 효

과를 검토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이어 본 연구는 보행 친화적인 근린환경

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 설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분석 결과,� 일상보행활동과 운동보행활동에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들을 확인하였

으며 각 보행목적별 빈도와 시간에 관계를 지니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토지이용혼합도(LUM)의 경우 각 목적별 보행 시간에만 음(-)에 상관관계를 갖고 

빈도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보행 발생과 보행의 지속성에 있어 다르게 접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일상 및 운동 보행활동의 유형과 관계없이 개인특성과 주관적 인지환경 그리고 

객관적 측정 환경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개인특성 중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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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운동 여부,� 함께 운동을 하는 사람의 여부 그리고 대기환경 만족도와 동네 청소관리 

만족도와 같은 인지적 보행환경 질의 경우 보행활동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는 보행활동 발생에 있어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생활습관,�사회적 관계와 같은 개인 

특성과 개인이 느끼는 환경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의미 그리고 보행활동에 대한 선호도

와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김진희 외,� 2011;� 조혜민 외,� 2016)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따라서 보행을 증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 시,� 인프라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거주민의 특성과 보행자의 선호도와 정서적 측면을 충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보행활동을 통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조성한 ‘둘레길’이 

실제로 운동 목적의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린 

내에 둘레길이 있으면 운동보행활동의 빈도와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레길

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사업이다.� 따라

서,�서울시뿐만이 아닌 전국에 존재하고 있는 보행활동을 통한 신체활동 증진 사업에 대

한 검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1. 김진희ㆍ유승현ㆍ심소령 2011,�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의 의미와 영향 요인:� 도시 걷

기 실천자들의 경험”,� 『보건교육ㆍ건장증진학회지』,� 제28권,� 제4호,� pp.63-77.

2. 김희철ㆍ안건혁ㆍ권영상 2014,� “개인의 보행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지 환경요

인”,� 『도시설계』,� 제15권,� 제3호,� pp.5-18.

3. 박세진 외 5인 2007,� “연령에 따른 보행속도 및 보폭에 대한 고찰”,� 『대한인간공학

회 학술대회논문집』,� pp.430-434.

4. 박소현 외 3인 2009,� “주거지 보행환경 인지가 생활권 보행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제25권,� 제8호,� pp.253-261.

5. 성현곤 2009,� “일상생활에서의 보행활동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국토연구』,� �

pp.43-63.

6. 성현곤ㆍ김진유 2011,� “개인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보행목적이 보행활동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2권,� 제2호,� pp.73-86.

7. 성현곤ㆍ이수기ㆍ천상현 2014,� “보행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티 물리적 환경의 

조절효과”,� 『도시설계』,� 제15권,� 제2호,� pp.173-189.

8. 성현곤ㆍ이만형ㆍ성태영 2015,� “여가와 통행 목적으로서의 보행활동 결정요인의 차

이:� 개인 및 가구수준 특성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50권,� 제2호,� pp.73-86.

9. 윤나미 외 4인 2010,� “우리나라 연령별 보행분석 비교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제22권,� 제2호,� pp.15-23.

10. 이경환ㆍ안건혁 2007,� “커뮤니티의 물리적 환경이 지역 주민의 보행 시간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40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제42권,� 제6호,� pp.105-118.

11. 이경환ㆍ안건혁 2008,� “지역 주민의 보행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 환경 특성에 

관한 실증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제24권,� 제6호,� pp.293-302.

12. 이경환 외 3인 2014,�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근린환경과 보행통행의 상

관관계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5권,� 제3호,� pp.95-109.

13. 이수기ㆍ고준호ㆍ이기훈 2016,� “근린환경특성이 보행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

울서베이 2013년 자료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51권,� 제1호,� pp.169-187.



Urban Design 87주거지 기반 근린환경 특성이 일상생활 보행과 운동목적 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89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9권 제3호 (2018년 6월)

14. 이우성 외 3인 2015,� “근린생활권의 물리적 환경이 공원이용,� 신체활동,� 건강에 미

치는 영향 분석:� 통합창원시 의창구 및 성산구를 대상으로”,� 『국토계획』,� 제50권,� 제

8권,� pp.71-88.

15. 이정우ㆍ김혜영ㆍ전철민 2015,� “가로유형별 물리적 환경특성과 보행량간의 연관성 

분석”,� 『도시설계』,� 제16권,� 제2호,� pp.123-140.

16. 이주아ㆍ이훈ㆍ구자훈 2014,� “가로의 물리적 여건에 기초한 보행량 영향요인 분석-

서울시 주요상업가로를 대상으로”,� 『국토계획』,� 제49권,� 제2호,� pp.145-163.

17. 이형숙ㆍ안준석ㆍ전승훈 2011,� “도시 노인들의 걷기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경 요인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제39권,� 제2호,� pp.65-72.

18. 임하나ㆍ이수기ㆍ최창규,� 2016,� “서울시 토지이용 혼합유형과 보행량의 연관성 실증

분석”,� 『국토계획』,� 제51권,� 제7호,� pp.21-38.

19. 장진영 외 4인 2015,� “토지이용유형별 보행량 영향 요인 비교 분석-서울시 유동인

구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한국ITS학회논문집』,� 제14권,� 제2호,� pp.39-53.

20. 조혜민ㆍ이수기 2016,� “보행목적별 보행활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특성 분

석”,� 『국토계획』,� 제51권,� 제4호,� pp.105-122.

21. 최창규 외 5인 2013,�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보행활동 증진방안”,� 『도시정보』,� 제

373권,� pp.3-22.

22. Baum,� C.� F,� 2006,�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etrics� using� Stata,� Stata�

press

23. Carlson,� J.� A.,� et� al.� 2015,� ‘Association� between� neighborhood� walkability� and�

GPS-measured� walking,� bicycling� and� vehicle� time� in� adolescents’,� Health� &�

Place,� vol.� 32,� pp.1-7.

24.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2012,� ‘Vital� signs:� walking�

among� adults-United� States,� 2005� and� 2010’,� MMWR:�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Vol.� 61,� no.� 31,� pp.595-601.

25. Craig,� C.� L.,� et� al.� 2002,� ‘Exploring� the� effect� of� the� environment� on� physical�

activity:� a� study� examining� walking� to� work’,�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 23,� no.� 2,� pp.36-43.

26. Ewing,� R,� et� al.� 2003,� ‘Relationship� between� urban� sprawl� and� physical�

activity,� obesity,� and� morbidity’,� In� Urban� Ecology� (pp.567-582).� Springer,�

Boston,� MA.

27. Frank,� L.� D,� et� al.� 2005,� ‘Linking� objectively� measured� physical� activity� with�

objectively� measured� urban� form’,�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 28,� no.2,� pp.117-125.

28. Giles-Corti,� B.,� et� al.� 2005,� ‘Increasing� walking:� how� important� is� distance� to,�

attractiveness,� and� size� of� public� open� space?’,�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 28,� no.� 2,� pp.169-176.

29. Hoehner,� C.� M.,� et� al.� 2005,� ‘Perceived� and� objective� environmental� measures�

and� physical� activity� among� urban� adult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 28,� no.� 2,� pp.105-116.

30. Leslie,� E.,� Cerin,� E.� &� Kremer,� P.� 2010,� ‘Perceived�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park� use� as� mediators� of� the� effect� of� area� socio-economic� status� on�

walking� behaviors’,� Journal� of�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vol.� 7,� no.� 6,�

pp.802-810.



Urban Design 87 사경은ㆍ이수기

90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9권 제3호 (2018년 6월)

31. Mavoa,� S.� et� al.� 2012,� ‘Does� the� relationship� between� dwelling� density� and�

physical� activity� change� with� different� neighbourhood� boundaries？’,� Journal� of�

Science� and� Medicine� in� Sport,� Vol.� 15,� p.32.

32. McGinn,� A.� P.� et� al.� 2007,� ‘Exploring� associations�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perceived� and� objective� measures� of� the� built� environment’,� Journal� of�

Urban� Health,� vol.� 84,� no.� 2.� pp.162-184.

33. Michael,� Y.� et� al.� 2006,� ‘Measuring� the� influence� of� built� neighborhood�

environments� on� walking� in� older� adults’,� Journal�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vol.� 14,� no.� 3,� pp.302-312.

34. Nyunt,� M.� S.� Z.� et� al.� 2015,� ‘Objective� and� subjective� measures� of�

neighborhood� environment� (NE):� relationships� with� transportation� physical�

activity� among� older� pers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vol.� 12,� no.� 1,� p.108.

35. Pikora,� T.� et� al.� 2003,� ‘Developing� a� framework� for�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walking� and� cycling’,�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56,� no.8,� pp.1693-1703.

36. Idhoko,� K.� E.� et� al.� 2016,� ‘Urban� road� network� analysis� of� Yenagoa,� Bayelsa�

State� Using� GIS’,� International� Journal� Of�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Vol.� 5,� no.� 1,� pp.15605-15615.�

37. Inoue,� S.,� et� al.� 2010,�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walking� among� adults� in� 4� cities� in� Japan’,� Journal� of�

Epidemiology,� vol.� 20,� no.� 4,� pp.277-286.

38. Sugiyama,� T.� &� Thompson,� C.� W.� 2008,� ‘Associations� between� characteristics�

of� neighbourhood� open� space� and� older� people’s� walking’,� Urban� Forestry� &�

Urban� Greening,� vol.� 7,� no.� 1,� pp.41-51.

39. Wooldridge� et� al.� 2010,�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MIT� press.

투고 2017.12.14

1차심사완료일 2018.01.16

2차심사완료일 2018.04.16

게재확정일자 2018.05.23

최종수정본접수 2018.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