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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소득 수준, 또는 소득계층에 따른 거주지의 분리는 도시의 불균형한 발전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로 오랫동안 연구됐다. 그러나 소득계층에 따른 공간적 단절과 고립은 비단 거주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6년 시행된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

하여 각 소득계층의 활동공간 분포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서울과 인천의 공간적 계층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활동공간 내 다양한 장소의 소득계층별 커널 밀도를 중첩 분석한 결과, 거주지에 기반한 기존의 분리지표보다 

소득계층 간 단절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장소의 유형에 따라 분리의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 도시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계층화의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은, 활동공간 전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낮은 해상도의 표본 데이터를 사용하

여 탐색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향후 보다 정교한 활동공간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해진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활동공간, 사회적 분리, 공간적 계층화, 소득계층, 커널 밀도 표면

Abstract : Residential segregation by income has been a topic of research for several decades, as it 

is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cause unequal development in urban areas and conflicts in society. 

However, the segregation and isolation of economically disadvantaged people can happen not only 

in residential areas but also in other places of their daily activity spaces.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location and extent of activity spaces for different income groups and explore the spatial 

stratification of Seoul and Incheon, South Korea. The activity space of each income group was 

retrieved from the National Household Travel Survey data, and its kernel density surface was 

compared to evaluate the degree of segrega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people with low household 

income experience more isolation and separation from those with a higher income level in schools 

and leisure areas than in residential neighbourhoods. This implies that the level of residential 

segregation can underestimate the current situation in society, and therefore, that a systematic 

approach to exploring the degree of segregation in activity spaces should be more widely used.

Key Words : activity space, social segregation, spatial stratification, income groups, kernel density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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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거주지 분리는 경제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인

구 집단의 주거 지역이 분리되어 이들의 사회적 접촉 기회

를 제약하는 현상이다. 거주지 분리에 관한 연구는 지난 

100여 년간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사회학과 지리학, 인

구학 등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인 주목을 받아 왔

다.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초기 연구에서는 인

종과 민족에 의한 분리가 주로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Lieberson, 1963; Clemence, 1967; Massey, 1985; Alba and 

Logan, 1991), 최근에는 소득 수준, 연령과 같은 보다 다양

한 사회경제적 계층 간 분리로 연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Owens, 2018;  Reardon et al., 2018; Yavaş, 2018).

거주지 분리의 심화는 교육, 문화, 상업 시설에 대한 접

근성과 교통 편의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계층 간의 차별적 경

험을 불러오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계층 간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재

생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홍성연 등, 2017).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국내에서도 학력 수준, 소득, 국적별 거

주지의 분리에 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서울

을 비롯한 대도시권을 사례로 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

다(윤인진, 1996; 최은영, 2004; 배순석·전성제, 2006; 정

수열, 2015, 정수열·이정현, 2016; 홍성연 등, 2017; 김종

민·김화환, 2018).

그러나 인구 집단 간의 분리와 단절은 거주지뿐만 아니

라 일상생활의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

다(홍성연·최진무, 2016; Wong and Shaw, 2011). 이에 따

라 최근에는 거주지와 같은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분리 정

도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활동공

간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시도가 증가하고 있

다(홍성연·최진무, 2016; 오지예 등, 2019; Wong and Shaw, 

2011; Farber et al., 2012; Wang et al., 2012; Wang and Li, 

2016). 활동공간 기반의 분석은 기존의 거주지 중심 접근법

과 비교해 사회구성원들이 실제 일상에서 경험하는 분리

와 단절을 현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균형 있

는 도시 기반 시설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해 중요한 판단 근거

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인천시를 사례로 소득 수

준에 따른 활동공간 분리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확인

하고, 그 결과를 거주지에 기반한 기존의 분리지표와 비교

하고자 한다. 또한, 활동공간 내 다양한 장소를 목적별로 

분류하여, 장소 유형에 따라 소득계층 간 분리에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연구지역 

내에서 공간적 계층화1)가 발생하는 양상을 더 정확히 이해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 원인과 사회적 영향을 파악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다음 장에서

는 인구 집단의 거주지 분리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분석 범위를 거주지 외의 공간으로 확대한 최근 연구 결과

를 소개할 것이다. 이후 3장에서는 연구에 사용하는 데이

터와 분석방법을 설명하며, 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

여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나타나는 소득계층별 활동공간의 

분리를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기존의 거주지에 기반한 분리지표와 비교해 활

동공간 전반을 살펴보는 것의 장점을 밝히고 본 연구의 한

계 및 후속 연구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2. 관련 선행연구 검토

거주지 분리는 학력 수준, 소득, 세대, 국적 등 다양한 기

준으로 구분되는 인구 집단의 주거 지역이 지리적으로 다

르게 분포하는 현상이다(정수열, 2018). 거주지 분리는 경

제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인구 집단이 주거 지역

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결정 요인의 유사성과 이질적인 인

구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다양한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분절 정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면서, 동시에 

계층 간의 사회경제적 분리를 확대하는 원인으로 국내외

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됐다(홍성연·최진무, 2016).

국내에서는 대체로 가구 단위의 소득 수준이나 개인의 

직업, 학력, 또는 종사상의 지위 등으로 인구 집단을 구분

하여 거주지 분리를 조사한 사례가 많다(윤인진, 1996; 최

은영, 2004; 배순석·전성제, 2006; 정수열, 2015, 정수열·

이정현, 2016; 홍성연 등, 2017; 김종민·김화환, 2018). 연

구 결과, 서울을 비롯한 국내 여러 도시에서 거주지 분리가 

심화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여기에는 부동산 가격 등에 반

영된 도시의 불균형한 성장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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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국내 도시의 인구구

성 상 인종, 민족별 거주지 분리는 상대적으로 크게 눈에 띄

지 않지만, 1990년대 이후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크게 

늘며 이들의 지리적 분포와 주거 지역의 변화에 관한 연구

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박윤환, 2011; 하성규 등, 2011; 이

석준·김경민, 2014; 이영민 등, 2014).

그러나 최근 국제학계에서는 거주지의 분포에만 주목하

는 기존의 연구 흐름에서 벗어나, 각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실제 경험하는 계층 간 분리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

따르고 있다(Wong and Shaw, 2011). 물론 학교, 직장 등 거

주지 외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 분리에 관한 연구는 

과거에도 있었지만(Deutsch et al., 1994; Reardon et al., 

2000), 활동공간 전반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는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Wong and Shaw(2011)는 미국 플로리다주 남동부의 인

구 통계와 통행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활동공간 전반에서 

나타나는 민족 간 상호접촉 기회를 측정하였으며, Farber et 

al.(2012)은 캐나다 몬트리올을 사례로 소득 수준과 세대, 

언어에 따라 활동공간이 서로 다름을 밝혔다. Wang et 

al.(2012)과 Wang and Li(2016)는 각각 중국 베이징과 홍콩

에서 사회적 지위와 소득 수준이 인구의 시공간적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했다. 이들은 연구에서 거주지가 지리

적으로 인접해 있더라도 주거 유형이 다른 경우 활동공간

을 공유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따라서 도시 공간의 불평등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계층별 활동공간의 비교가 필

요함을 역설했다.

국내에서는 홍성연·최진무(2016)가 2010년 가구통행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

와 고소득가구의 시간대별 분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두 

소득계층의 공간적 분리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후 

오지예 등(2019)은 2016년에 실시된 가구통행실태조사 데

이터를 분석하여 가구원의 소득 수준에 따른 활동공간의 

분리가 장소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남을 밝혔다. 두 연구

는 소득계층의 사회적 분리와 단절 정도를 특정 장소가 아

닌, 활동공간 전반에서 살펴봤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미

가 있으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상이지수와 노

출지수에 의존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상이지수와 노출지수는 1950년대부터 개발되어 사용되

어 온 거주지 분리의 측도로,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고 직관

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오랫동안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었

다(Duncan and Duncan, 1955; Massey and Denton, 1988). 

그러나 두 측도는 계산 과정에 공간 단위의 설정이 필수적

이며, 따라서 가변적 공간 단위의 문제에 취약하다는 단점

이 있다(Reardon and O’Sullivan, 2004; Hong and Sadahiro, 

2014). 또한, 상이지수와 노출지수 모두 전체 지역에서 나

타나는 분리 정도를 하나의 수치로 요약하여 제시하는 전

역적 측도이기 때문에, 지역적 차이를 탐색하고 시각화하

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Hong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널 밀도 함수에 기반한 분리 측

도를 사용하여 소득계층별 활동공간의 공간적 분포를 지

도로 나타내고, 이를 통해 소득 수준에 따른 활동공간의 분

리와 단절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리 측도 는 연구 지역 내 각 지점 에서 두 인구 집단 A

와 B의 분리와 단절 정도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O’Sulli-

van and Wo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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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min 



 
 

그러나 기존의 측도들과 비교해 해당 측도는 임의의 공

간 단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가변적 공간 단위의 문제

에서 비교적 자유롭다(O’Sullivan and Wong, 2007). 이론적

인 측면에서 국지적 측도인 

는 행정동과 같은 경계와 무

관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상이지수나 노출지수보다 정교

하게 계층 간 분리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행정동과 같은 공간 단위 기반의 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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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커널 밀도 기반 측도는 일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

여 왔으나, 공간 단위의 규모나 인구 집단의 특성에 따라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Kramer et al., 2010). 또한, 커

널 밀도 기반의 측도는 커널의 반경을 다양하게 설정함으

로써 분리가 나타나는 규모를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

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에서도 점차 활용 사례가 늘고 있

다(Reardon et al., 2009).

3. 연구 방법

1) 데이터

활동공간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 분리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이들의 일상생활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세밀한 데이

터가 필요하다. 미국, 캐나다, 중국의 대도시를 사례로 분

석한 최근 연구에서는 통행 조사 결과와 소셜네트워크 서

비스의 지오태그, GPS 로그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했다

(Wong and Shaw, 2011; Farber et al., 2012; Wang et al., 2012; 

Wang and Li, 2016).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아직까

지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홍성연·최진무, 2016; 오지예 등, 2019), 본 연구에서도 

지난 2016년 실시된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가구통행실태조사는 국가교통조사의 일환으로 5년마

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

한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국가교통DB를 통해 배포된다. 

해당 데이터에는 전국 약 20만 가구의 소득, 주거 유형, 차

량 보유 대수 등과 가구원의 나이, 학력, 직업, 일일 통행 기

록 등이 담겨 있어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되는 인구 집단의 

활동공간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인천에 거

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 1에 나열된 정보를 추출, 가공

하여 소득계층별 활동공간의 분리 정도를 살펴볼 것이다.2)

일반에 공개되는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에는 월평균 

가구 소득이 여섯 단계의 서열 척도로 구분되어 있다. 각 

단계는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200~300만 원, 300~500만 원, 500~1000만 원, 1000만 원 이

상으로 정의되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하위 17%에 

해당하는 1, 2단계 가구와 상위 24%에 해당하는 5, 6단계 가

구의 분리 양상에 특히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우

선 2016년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에서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가구의 각 구성원이 시 경계 내에서 통행한 기록

을 추출했다. 그리고 이를 월평균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1, 

2단계에 속하는 저소득가구와 5, 6단계에 속하는 고소득가

구로 분리한 후, 두 소득계층에서 동일한 숫자의 통행 기록

을 무작위로 선택해 표본 크기에 따른 편의를 제거하였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구분 분류

가구

통행

실태

조사

가구현황 가구 번호, 가구 주소(행정동), 월평균 소득(서열 척도)

가구원 특성조사 가구원 번호, 직장 주소(행정동)

개인통행 특성조사 통행 순서, 통행 목적(명목 척도), 출발지(행정동), 출발시간, 목적지(행정동), 도착시간

그림 1. 분석의 흐름 및 단계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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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통행의 목적지에서 머문 시간은 다음 통행의 출발시간

을 토대로 계산하였으며, 이를 각 계층별, 장소 유형별 커

널 밀도 추정에 활용하였다.

커널 밀도 표면은 연구 지역을 192×192 크기의 격자로 나

눈 후, 각 격자점에서 등방성 가우시안 커널 함수를 사용해 

구축했다. 커널 반경은 Scott(1992)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결정했으며, 약 1.83㎞로 설정되었다. 해당 반경은 모든 격

자점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커널 밀도 표면을 구축한 후, 두 소득계층의 중첩과 이를 

통한 분리 측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 지역을 육각형 격자로 나누고, 각 격자의 중심점에서 

두 소득계층 H와 L의 밀도 차이,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

였다.



′







위의 식에서 부호를 제거한 절대값은 

와 비례하며, 


′ 

값이 0보다 작아지거나 커질수록 각각 저소득가구와 고소

득가구가 해당 지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활동한다고 볼 

수 있다.

두 소득계층의 활동공간 전반을 비교한 후에는 전체 활

동공간을 여섯 개의 장소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에서 나

타나는 분리 정도를 다시 측정하였다. 여섯 개의 장소 유형

은 주거, 직장, 학교, 여가, 외식, 쇼핑으로 가구통행실태조

사 데이터에 기재된 통행 목적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각 

장소 유형의 분리 측정은 앞서 설명한 방법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진행되었으나, 표본 추출을 통해 각 소득계층의 

규모를 표준화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이는 소득 수준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활동 양상을 분리 수준에 반

영하기 위함이다.

4. 연구 결과

그림 2는 서울시의 소득계층별 활동공간을 중첩,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상대적으

로 저소득가구가 오랜 시간 머물며 활동한 지역이며, 붉은

표 2. 서울시 및 인천시의 소득계층별 활동공간 분리 수준(S)과 거주지 기반 기존 연구 결과의 비교

지역 분리 수준 비고

서울시

0.575
2016년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의 가구 소득 항목을 활용하여 저소득가구(소득수준 1, 2단계)와 고소득가

구(소득수준 5, 6단계)의 활동공간을 비교 분석.

0.432 ~ 0.444
2000년, 2005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학력층과 고학력층 간 거주지 분리 정도를 

상이지수로 측정(정수열, 2015).

0.317 ~ 0.478

공공임대주택 비율, 연견평 9평 미만 주택 비율,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 주택 비율, 부엌 및 화장실 미비 

주택 비율 등 주거 환경 변수를 활용하여 저소득계층과 타 계층의 거주지 분리 정도를 상이지수로 측정(배

순석·전성제, 2006).

0.303 ~ 0.450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의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 거주지 분리를 상이지수로 측정하였으며, 상위계

층과 하위계층은 직업군을 기준으로 정의함(도경선, 1994).

인천시 0.618
2016년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의 가구 소득 항목을 활용하여 저소득가구(소득수준 1, 2단계)와 고소득가

구(소득수준 5, 6단계)의 활동공간을 비교 분석.

그림 2. 서울시의 소득계층별 활동공간 분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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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울시의 장소 유형별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 간 분리 양상: (a) 주거 공간, (b) 직장, (c) 학교, (d) 여가 장소, (e) 외식 

장소, (f) 쇼핑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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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의 구성원들

이 비교적 많이 분포한 지역이다. 육각형 격자의 색이 짙을

수록 해당 지역에서 두 소득계층 간 인구 밀도의 차이가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색으로 표시된 격자는 가구통행실

태조사 데이터에 저소득가구와 고소득가구 모두 방문 기

록이 없는 곳이며, 산지, 공원과 공항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도를 통해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에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응답자들은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

대문구, 중구 등에서 장시간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반면, 소

득 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

구 및 양천구 목동 일부 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

다. 다만 거주지에서 나타나는 분리에 주목한 기존 연구와 

비교해, 활동공간 전반을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계층 간의 

분리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실제 활동공간을 거주지를 포함한 여섯 개의 장소 유형

으로 구분하여 소득계층 간 분리 정도를 살펴본 결과, 거주

지보다 오히려 학교와 외식 장소에서 뚜렷한 분리 양상을 

보여줬다(그림 3). 특히 학교는 고소득가구와 비교해 저소

득가구 구성원들의 통학 건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

타났다.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에서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상위 두 집단은 총 237,979건의 통행 중 약 4%에 해당

하는 9,446건의 통행이 통학 목적이었으나, 하위 두 집단은 

같은 목적의 통행이 전체 98,998건 중 1.9%인 1,926건에 불

과했다. 이러한 규모의 차이는 결국 학교에서의 계층 간 상

호작용 기회를 차단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

성이 크며(홍성연 등, 2017), 그로 인해 전체 활동공간의 분

리 정도가 높아지게 됐을 것이다.

인천시의 소득계층별 활동공간을 중첩, 비교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육각형 격자의 색은 그림 2와 동일하게 정의

됐으며,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짙은 색으로 표시되었다. 다

만 서울시와 비교해 인천시의 지도에는 강화도와 인천공

항이 위치한 영종도가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격

자가 회색으로 나타났다.

장소 유형의 구분 없이 시간에 따른 가중치만 부여해 커

널 밀도를 계산했을 때, 월평균 가구 소득이 1, 2단계에 속

하는 저소득가구 구성원의 활동공간(파란색 격자)은 중구, 

동구, 남동구, 그리고 강화군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월평균 가구 소득 5, 6단계의 고소득가구 구성원

은 송도국제도시가 위치한 연수구와 부평구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붉은색 격자). 두 소득계층의 

활동공간을 중첩하여 계산한 분리 측도 값은 0.618로, 이는 

인천시의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분리와 단절 정

도가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표 2).

그림 5는 여섯 개의 장소 유형(주거, 직장, 학교, 여가, 외

식, 쇼핑)에서 각각 

′를 계산하여 지도에 나타낸 것이다. 

주거 지역은 강화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격자가 두 소

득계층이 혼재해 있음을 의미하는 흰색이나, 고소득가구 

구성원들의 거주 비율이 높은 보라색으로 그려져 있다. 그

러나 주거 지역 외의 다른 장소 유형에서는 고소득가구 구

성원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 뚜렷히 나타나지 않았으

며, 오히려 초록색 격자로 표시된 저소득가구 구성원들의 

밀집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장소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분리 양상의 

원인 중 하나는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소득 수준이 비교

적 높은 응답자들이 통근이나 여가 활동 등을 위해 인천시 

경계 밖으로 이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구통행실태조

사 데이터에서 저소득계층 응답자의 인천시 경계 내 여가 

통행은 1,976건(전체 32,060건의 통행 중 약 6.1%)이나, 고

소득계층은 같은 목적의 통행이 506건(전체 26,475건의 통

행 중 약 1.9%)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와 같은 가설을 뒷

받침한다. 다만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

한 데이터를 활용한 확증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4. 인천시의 소득계층별 활동공간 분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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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천시의 장소 유형별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 간 분리 양상: (a) 주거 공간, (b) 직장, (c) 학교, (d) 여가 장소, (e) 외식 

장소, (f) 쇼핑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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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커널 밀도의 차이에 기반한 분리 측도 

를 사용하여, 소득계층별 활동공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소

득계층은 2016년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의 월평균 가구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상위 두 단계에 속하

는 고소득가구와 하위 두 단계에 속하는 저소득가구의 분

리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했다. 특정 소득계층이 상대

적으로 밀집해 분포하는 지역과 계층 간 분리가 심하게 나

타나는 지역을 탐색하기 위해 분리 측도 를 국지적 측도 



′로 분해하여 시각화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시와 인천시

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계층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활동공간 전반에서 나타나는 분리 정도를 측정한 결과, 

거주지에 중점을 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 좀 더 높은 수준

의 분리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는 분석에 사용한 데이

터와 측도 간 미세한 계산 방식의 차이도 물론 영향을 미쳤

을 것이다. 그러나 활동공간 기반의 분리 측도에는 주거 지

역 이외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분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다.

실제 활동공간을 주거, 직장, 학교, 여가, 외식, 쇼핑의 여

섯 개 장소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봤을 때, 서울시는 학교와 

외식 장소에서, 인천시는 모든 장소 유형에서 주거 지역보

다 높은 수준의 소득계층별 분리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시민들이 실제 일상 속에서 경험하

는 계층 간 분리와 단절, 고립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활

동공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거주지 분리는 우리 사회의 인구 집단 

간 분리를 나타내는 측도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이

에 대한 의존은 도시의 공간적 계층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정확히 볼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활동공간에서 나타나는 분리를 탐색적

으로 살펴본 것으로, 장소 유형에 따라 분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

라서 분리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향후 좀 더 정밀

한 데이터를 활용한 확증적 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소의 특성에 따라 물리적으로 가깝게 위치

한 인구 집단 간 사회적 교류 가능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커널 밀도의 중첩성을 살펴보는 본 연구의 분석 방

법을 발전시켜 각 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활동공간 

분리 측도가 고안될 필요성이 있다.

커널 밀도 표면의 구축 과정에서도 본 연구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모든 장소 유형에 동일한 커널 함수 및 반경을 사

용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전통적인 상이지수나 노출지수

와 비교해 커널 밀도 기반의 분리 측도가 갖는 장점 중 하나

는, 데이터의 공간 단위에 관계 없이 다양한 공간적 규모로 

나타나는 분리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

는 커널 밀도 표면 구축 과정에서 커널의 반경 크기를 달리

하여, 지역별로, 그리고 장소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분리의 

규모를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

1) 공간적 계층화는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특성으로 구

분될 수 있는 여러 인구 집단, 특히 비대칭적 관계에 있는 

집단이 서로 다른 공간을 점유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구 집단 간의 분리는 공간적 계층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이는 공간의 차별적인 개발과 발전

을 초래하게 된다.

2) 본 연구에서는 행정동으로 입력된 가구주의 거주 지역을 기

준으로 서울과 인천 데이터를 구분하였으며, 통행 기록은 

시 경계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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