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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분석을 활용한 역세권의 녹색교통 연계 특성분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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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

최근 역세권을 심으로 교통 이용수요를 

증 시키기 한 ‘ 교통지향형개발(TOD : 

Transit Oriented Development)’과 에 지 사

용에 한 사회  기의식을 바탕으로 ‘ 탄소 녹

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이라는 새

로운 도시교통 패러다임이 두되었다. 이에 정부

는 2008년에 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 을 수립

하여 련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철도역세권은 녹색성장의 실 을 해 교통부문과 

도시부문의 통합  계획과 략을 용 가능하게 

한다는 에서 요하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경우 

역세권의 주요 교통수단(지하철, 버스)을 심으

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어 역세권의 근기능을 

담당하는 연계교통수단으로서 녹색교통(보행, 자

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법  역세권을 의미하는 500m범  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수, 보행 근성, 자 거

근성을 토 로 Portfolio분석
1)
을 실시하 다. 

Portfolio분석결과를 토 로 서울시 역세권의 녹

색연계교통수단의 유형을 분류하고, 시사 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를 한 범 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치한 지하철역들  자료구축이 가능하고 역세

1) Portfolio분석을 수행할 경우, 축 설정이 요함. 설정된 축은 간선교통(버스, 지하철)과 녹색연계교통수단(보행, 자 거)로 구분함.

김태호 : 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교통안 , traffix@hi.co.kr, Phone: 02-3701-3290, Fax: 02-3701-3289

최형선 : lucky6604@nate.com, Phone: 02-2299-1470, Fax: 02-2220-1214

박철홍 : 17park@kccworld.co.kr, Phone: 02-3480-5921, Fax: 02-3480-5424

김 일 : tr01@hanyang.ac.kr, Phone: 02-2299-2082, Fax: 02-2220-1214



김태호･최형선･박철홍･김 일 •논단 •

교통 기술과 정책, 제10권 제1호, 2013년 2월 19

그림 1. 연구의 범

그림 2. 연구의 흐름도

권 간에 공간  첩이 없는 212개의 역세권을 분

석 상으로 최종 선정하 다.

연구의 방법은 (1)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녹색

교통의 정의를 검토한다. (2) 역세권의 련 자료 

수집을 한 범   련 변수를 수집한다. (3) 

Portfolio분석을 통하여 역세권의 녹색교통 근

성에 한 유형을 구분한다. (4) GIS를 활용하여 

서울시 역세권 체 인 공간분포를 제시하고, 시

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는 본 연구를 진행

하기 한 반 인 진행방향을 정리한 흐름도이

다.

Ⅱ. 이론고찰  자료수집

1. 녹색교통의 정의

녹색교통수단이란 용어는 색교통이라 불리는 

Red Modes2)에 반 되는 개념으로 Green 

Modes라 일컫는다. 녹색교통이란 용어의 시작은 

정확하게 알려진바 없으나 Oram(1989)3)의 논

문에서 Green Modes라는 용어를 사용하 으며 

녹색교통수단으로 보행자와 자 거를 지칭하 다. 

같은 해 국의 커벤트리(Coventry)에서 ‘녹색교

통계획(Planning for the Green Modes)'이라

는 제목으로 국 교통지리학회에서 개최한 것이 

공식  용어 사용의 효시처럼 보인다.4)

녹색교통의 정의를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의의 의미는 자동차 이용증가에 따른 각종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쾌 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도

시정주환경의 수  향상에 기여하는 일련의 교통

시스템을 지칭하며 구체 으로 자동차 이용 감도 

결부되기 때문에 교통 이용증진의 주요 상

2) 자동차, 철도 등 화석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색교통으로 보며, 이에 반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배출가스 배

출이 거의 없는 무공해 교통수단인 보행  자 거는 녹색교통으로 본다. 유모차, 휠체어, 손수 와 같이 바퀴를 이용하는 이동수단

도 넓은 의미의 녹색교통에 포함될 수 있다.(이두한, 「보행  자 거 녹색교통수단 계획기 에 한 연구」, 2008 성 (석))

3) Oram. W., Green modes travel safety: the real facts, paper presented to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Transport Geography Study Group conference on 'Planning for the Green Modes: Walking and Cycling', Coventry 

Polytechnic, January, 1989.

4) 진장원,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교통체계의 하나로서 녹색교통수단 활성화 방안: 한국에서 녹색교통운동의 태동배경, 추진과정 그

리고 망, 한교통학회지, 제18권 제4호, 2000.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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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 설정

직

역세

권

역사부지 역사, 지하, 지상공간

1차역세권 반경 200-250m이내(도보 5분)

2차역세권 반경 400-500m이내(도보 10분)

간 역세권
타 교통수단을 통해 근할 수

있는 거리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2009, “KTX역세권 특성화 개발”의 일부 

발췌

표 1. 역세권의 범

그림 3. 녹색교통 연계 개념

이 된다. 그러나 의의 의미에서는 화석연료나 기

타 동력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수단

을 지칭한다. 표 인 것으로 자 거와 보행이 있

으며 주로 단거리 통행 는 여가활동에 이용된다. 

한 도시교통수단으로서 이용될 때 이들 수단은 

통행의  과정에 걸쳐 이용되기 보다는 특정 교통

수단 는 시설로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을 담당하며 이동성보다는 근성이 시되는 수

단을 의미한다.

그림 3은 인 지하철과 보행, 자 거, 버스의 

근성에 한 상호 연계 계를 도식화 한 것이다.

2. 역세권 범 의 정의

본 유형분류를 해서는 역세권 범 에 한 정

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역세권의 정의를 개념 으로 구분하여 보면, 직

역세권과 간 역세권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

이다. 역세권의 범   성격을 정의하면, 보행가

능 여부에 따라 직 역세권과 간 역세권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직 역세권은 역사부지와 1차 역

세권, 2차 역세권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직 역

세권에 해당하는 1차 역세권의 경우 국내 철도법, 

도시계획지침에서 정의하는 법 측면의 역세권이

다. 이러한 1차 역세권은 역사부지로부터 보행거

리 5분 이내(반경 500m이내)이며, 역을 이용하

려는 시민 활동  도시기능이 집 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2차 역세권으로부터 반경 1,000m 이내

지역으로 역사로부터 도보 10분 거리이내 지역을 

2차 역세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보이용객의 

한계거리로서 연계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법 인 역세

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보행과 자 거 근이 

명확한 직  역세권을 표 1은 연구의 자료수집  

연구 상 범 로 한정한다.

3. 변수의 수집

본 연구는 역세권의 간선 교통 기반시설의 

수 과 연계 녹색교통 근성을 종합하여 유형분

류를 하는 것이 목 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변수의 수집방법으로 첫째, 인

 역세권비율은 GIS지도상에서 Buffer 500m를 

활용하여 수집하 다. 둘째, 역세권의 버스정류장 수

는 서울시 노선 리 로그램(2011년)의 역세권 버

스정류장 수를 활용하 으며, 셋째, 보행 근성  

자 거 근성은 Space Syntax5)를 활용하여 녹색

5) [1] 체통합도(Integration)는 분석 상범 내의 축선도에 표 된 모든 축선들을 기 과 종 으로 가정하고, 한 축선에서 다른 모

든 축선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각 경로의 공간깊이를 합산하여 산출한 통합도이며, 높은 값을 가질수록 임의의 

공간으로부터 쉽게 근할 수 있음.

   [2] 연결도(Connectivity)는 한 축선(공간)에서 직  연결되는 축선의 수를 의미하며, 임의의 공간에서 이웃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함.

   [3] 명료도(Intelligibility)는 통합도와 연결도에 한 계를 하나의 값(상 계수)으로 표 하여 제시한 결과임.

       자료 : Hiller, B. and Hanson, J(1984),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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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설명

drail 지하철역 도(500m)

dbus 버스정류장 도(500m)

Ped Acess 보행 근성(500m)

Bike Acess 자 거 근성(500m)

표 2. 유형분류를 한 변수

그림 4. 지하철 & 보행 Portfolio 개념도

그림 5. 지하철 & 보행 Portfolio 결과

그림 6. PedAcess에 한 비교 그래

교통 근성을 역세권별로 정리한 것이며, 통합도

(Integration), 연결성(Connectivity)을 종합 으

로 고려할 수 있는 명료도(Intelligibility)를 이용하

여 보행네트워크의 인지  연결 정도를 정량화하여 

도출하여 근성 변수로 사용하 다.

변수명과 설명은 표 2에서 제시하 다.

Ⅲ. Portfolio 분석을 활용한 유형분류

Portfolio분석6)은 경   융 분야에서 험

분산 투자를 해 개발된 분석방법으로, 경제시장

(Economic Market)에서 공 자는 다양하고 제

한된 자원을 효율 으로 투여하기 해 황을 분

석하고 집 해야 될 부분에 자원을 투여해야 함. 

Portfolio분석은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도표를 

만들어 각 사분면 별로 범주화시키는 분석방법이

다. 본 연구에서는 Portfolio분석의 축을 ‘지하철

역 도’와 ‘보행 근성’, ‘지하철역 도’와 ‘자 거

근성’, ‘지하철역 도’와 ‘버스정류장 도’를 심으

로 다양한 측면에서 유형분석을 시도한다.

1. Portfolio분석결과

1) 지하철과 보행 근성 심의 유형화 

유형화를 해 ‘지하철역수’ 변수와 ‘보행 근성’ 

변수를 기 으로 Portfolio 분석을 실시하 으며, 

유형구분 개념도는 그림 4와 같다.

유형분류의 기 은 각각의 지하철역의 축 값 

2.7과 보행 근성 축 값0.92를 기 으로 설정하

다.

역세권의 500m 범  내 체 지하철역수와 보행

근성을 기반으로 하여 SPSS 15.0의 Interactive 

Graph를 이용하여 표 하 다. 

분석된 역세권을 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보행 근성(PedAcess)의 값을 비교하여 그래

로 표 하면 그림 6과 같다.

6) 이상민(2004), “ 랜드 포트폴리오 략”, 비즈니스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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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하철역

drail>2.07

PedAcess>

0.92

건 입구역, 고속터미 역, 공릉역, 화문

역, 교 역, 구로역, 군자역, 김포공항역, 노

원역, 녹사평역, 답십리역, 림역, 도곡역, 

도 역, 동 문역, 동묘앞역, 마장역, 반포

역, 사당역, 삼각지역, 시청역, 신당역, 신도

림역, 신설동역, 신용산역, 신이문역, 아

역, 옥수역, 왕십리역, 용산역, 월계역, 을지

로3가역, 을지로4가역, 을지로입구역, 잠실

역, 제기동역, 한남역, 합정역, 효창공원역

drail<2.07

PedAcess>

0.92

강남구청역, 강동구청역, 강동역, 강변역, 고

려 역, 구로디지털역, 굽은다리역, 길음역, 

낙성 역, 남구로역, 내방역, 녹번역, 논

역, 당산역, 청역, 치역, 독바 역, 동

입구역, 동작역, 뚝섬역, 뚝섬유원지역, 망원

역, 매 역, 먹골역, 면목역, 몽 토성역, 미

아삼거리역, 보라매역, 삼성역, 상계역, 상수

역, 상월곡역, 성수역, 성신여 입구역, 수락

산역, 숭실 입구역, 신 방삼거리역, 신림

역, 신정역, 신천역, 신풍역, 문역, 압구정

역, 양천구청역, 양평역, 어린이 공원역, 역

삼역, 역 역, 등포시장역, 오 역, 용마산

역, 우장산역, 월곡역, 월드컵경기장역, 장한

평역, 종합운동장역, 계역, 화역, 증산

역, 청담역, 하계역, 한강진역, 혜화역, 홍

입구역

drail<2.07

PedAcess<

0.92

가락시장역, 강남역, 개포동역, 경복궁역, 공

덕역, 흥창역, 구룡역, 구의역, 까치산역, 

남부터미 역, 남성역, 노량진역, 녹천역, 

모산입구역, 방역, 흥역, 도림천역, 독립

문역, 돌곶이역, 마들역, 마포구청역, 마포

역, 망우역, 명일역, 목동역, 무악재역, 문래

역, 미아역, 발산역, 방배역, 방이역, 방학역, 

방화역, 버티고개역, 천역, 불 역, 상도

역, 상 역, 서빙고역, 서 역, 석계역, 석

역, 선릉역, 송정역, 수서역, 수유역, 숙 입

구역, 신 호역, 신길역, 신답역, 신 방역, 

신사역, 신정네거리역, 안국역, 안암역, 애오

개역, 약수역,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등포

구청역, 오류역, 오목교역, 외 앞역, 용답

역, 응 역, 이 역, 이수역, 이 역, 이태원

역, 일원역, 잠원역, 장승배기역, 곡역, 창

동역, 천호역, 청량리역, 총신 역, 충정로

역, 태릉입구역, 학동역, 학여울역, 한성 입

구역, 한양 입구역, 한티역, 행당역, 홍제

역, 화곡역, 회기역

drail>2.07

PedAcess<

0.92

남 역, 명동역, 상왕십리역, 서 문역, 서울

역, 종각역, 종로3가역, 종로5가역, 청구역, 

충무로역

표 3. 지하철역과 보행 근성 심 역세권 분류

그림 7. 지하철 & 자 거 Portfolio 개념도

그림 8. 지하철 & 자 거 Portfolio 결과

그림 9. BikeAcess에 한 비교 그래

2) 지하철과 자 거 근성 심의 유형

역세권의 500m 범  내 체 자 거 근성

과 지하철역수를 기반으로 하여 Portfolio 분석

을 수행하 으며, 유형구분 개념도는 그림 7과 

같다.

유형분류의 기 은 각각의 지하철역의 축 값 2.7

과 자 거 근성 축 값0.95를 기 으로 설정하 다.

보행 근성(PedAcess)의 값을 비교하여 그래

로 표 하면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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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하철역

drail>2.07

BikeAcess>

0.95

개포동역, 고속터미 역, 공릉역, 교 역, 

구로역, 구룡역, 김포공항역, 노원역, 녹사

평역, 녹천역, 답십리역, 방역, 마장역, 

반포역, 신용산역, 신이문역, 옥수역, 외

앞역, 월계역, 을지로3가역, 을지로4가역, 

을지로입구역, 제기동역, 총신 역, 태릉입

구역, 한남역

drail<2.07

BikeAcess>

0.95

강남역 강동역, 강변역, 고려 역, 구의역, 

굽은다리역, 낙성 역, 남구로역, 내방역, 

녹번역, 논 역, 당산역, 흥역, 도림천역, 

독바 역, 동작역, 뚝섬역, 뚝섬유원지역, 

매 역, 면목역, 명동역, 문래역, 미아역, 

방배역, 방화역, 상월곡역, 성수역, 수락산

역, 신 방삼거리역, 신정역, 신천역, 신풍

역, 문역, 안암역, 양천구청역, 역삼역, 

역 역, 오 역, 용마산역, 우장산역, 월곡

역, 월드컵경기장역, 장한평역, 종로5가역, 

창신역, 청담역, 한성 입구역, 한양 입구

역, 혜화역

drail<2.07

BikeAcess<

0.95

가락시장역, 강남구청역, 강동구청역, 흥

창역, 구로디지털단지역, 길음역, 남부터미

역, 남성역, 모산입구역, 청역, 치

역, 독립문역, 돌곶이역, 동 입구역, 마들

역, 마포구청역, 마포역, 망원역, 먹골역, 

명일역, 목동역, 몽 토성역, 무악재역, 미

아삼거리역, 발산역, 방이역, 버티고개역, 

보라매역, 천역, 삼성역, 상계역, 상도역, 

상 역, 상수역, 상왕십리역, 서 문역, 서

역, 석 역, 성신여 입구역, 송정역, 송

역, 수유역, 숭실 입구역, 신 호역, 신

답역, 신 방역, 신림역, 신사역, 신정네거

리역, 안국역, 압구정역, 양평역, 어린이

공원역,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등포시장

역, 오목교역, 이태원역, 일원역, 장승배기

역, 종합운동장역, 계역, 곡역, 화역, 

증산역, 하계역, 학동역, 학여울역, 한강진

역, 한티역, 행당역, 홍 입구역, 홍제역, 

화곡역

drail>2.07

BikeAcess<

0.95

건 입구역, 경복궁역, 공덕역, 화문역, 

군자역, 까치산역, 남 역, 노량진역, 림

역, 도곡역, 도 역, 동 문역, 동묘앞역, 

망우역, 방학역, 불 역, 사당역, 삼각지역, 

서빙고역, 서울역, 석계역, 선릉역, 수서역, 

숙 입구역, 시청역, 신길역, 신당역, 신도

림역, 신설동역, 아 역, 애오개역, 약수역, 

등포구청역, 오류역, 왕십리역, 용답역, 

용산역, 응 역, 이 역, 이수역, 이 역, 

잠실역, 잠원역, 종각역, 종로3가역, 창동

역, 천호역, 청구역, 청량리역, 충무로역, 

충정로역, 합정역, 회기역, 효창공원앞

표 4. 지하철역과 자 거 근성 심 역세권 분류

구분 지하철역

drail>2.07

dbus>

21.59

개포동역, 건 입구역, 경복궁역, 공덕역, 공릉

역, 화문역, 구로역, 구룡역, 군자역, 남

역, 노원역, 답십리역, 림역, 방역, 도

역, 동 문역, 동묘앞역, 망우역, 방학역, 불

역, 서울역, 석계역, 숙 입구역, 시청역, 신당

역, 신설동역, 신용산역, 신 역, 왕십리역, 외

앞역, 용산역, 월계역, 을지로3가역, 을지로

4가역, 을지로입구역, 이 역, 제기동역, 종각

역, 종로3가역, 창동역, 청량리역, 충정로역, 

태릉입구역, 합정역, 효창공원앞

drail<2.07

dbus>

21.59

가락시장역, 강남역, 고려 역, 구로디지털역, 

길음역, 남구로역, 남부터미 역, 도림천역, 돌

곶이역, 뚝섬역, 마들역, 매 역, 먹골역, 면목

역, 명동역, 명일역, 목동역, 문래역, 미아삼거

리역, 보라매역, 천역, 삼성역, 상계역, 상

역, 상왕십리역, 성신여 입구역, 송정역, 수유

역, 신답역, 신정네거리역, 신풍역, 문역, 안

암역, 양천구청역, 어린이 공원역, 역 역, 오

목교역, 용마산역, 종로5가역, 계역, 곡역, 

화역, 증산역, 청담역, 하계역, 한티역, 홍

입구역, 홍제역

drail<2.07

dbus<

21.59

강남구청역, 강동구청역, 강동역, 강변역, 흥

창역, 구의역, 굽은다리역, 호역, 낙성 역, 

남성역, 내방역, 녹번역, 논 역, 당산역, 모

산입구역, 청역, 치역, 흥역, 독립문역, 

독바 역, 동 입구역, 동작역, 뚝섬유원지, 마

포구청역, 마포역, 망원역, 몽 토성역, 무악재

역, 미아역, 발산역, 방배역, 방이역, 방화역, 

버티고개역, 상도역, 상수역, 상월곡역, 서 문

역, 서 역, 석 역, 성수역, 송 역, 수락산

역, 숭실 입구역, 신 호역, 신 방삼거리역, 

신 방역, 신림역, 신사역, 신정역, 신천역, 안

국역, 압구정역, 양평역, 여의나루역, 여의도

역, 역삼역, 등포시장역, 오 역, 우장산역, 

월곡역, 월드컵경기장역, 이태원역, 일원역, 장

승배기역, 장한평역, 종합운동장역, 창신역, 학

동역, 학여울역, 한강진역, 한성 입구역, 한양

입구역, 행당역, 혜화역, 화곡역

drail>2.07

dbus<

21.59

고속터미 역, 교 역, 김포공항역, 까치산역, 

노량진역, 녹사평역, 녹천역, 도곡역, 마장역, 

반포역, 사당역, 삼각지역, 서빙고역, 선릉역, 

성북역, 수서역, 신길역, 신도림역, 신이문역, 

아 역, 애오개역, 약수역, 등포구청역, 오류

역, 옥수역, 용답역, 응 역, 이수역, 이 역, 

잠실역, 잠원역, 천호역, 청구역, 총신 역, 충

무로역, 한남역, 회기역

표 5.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심 역세권 분류

3) 지하철역과 버스 심의 유형

유형화를 해 ‘버스노선수’ 변수와 ‘지하철노선

수’ 변수를 기 으로 Portfolio 분석을 실시하 으

며, 유형구분 개념도는 그림 10과 같다.

역세권의 500m 범  내 체 버스노선수와 지

하철노선수를 기반으로 하여 Portfolio 분석을 수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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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하철 & 버스 Portfolio 개념도

그림 11. 지하철 & 버스 Portfolio 결과

그림 12. 지하철역수와 보행 근성의 유형분류 

2. GIS를 활용한 공간 분포 결과

본 장에서는 앞서 부문별로 유형을 분류한 지하

철역세권을 Arc-GIS를 활용하여 유형별 분포를 

종합 으로 표 하 다.

1) 지하철역과 보행 근성의 공간분포

지하철 역수와 보행 근성을 심으로 IPA 유

형 분류한 결과를 GIS에 표 하 다. 각각의 구분

된 유형은 색으로 구별하 으며, drail>2.07과 

PedAcess>0.92(우수지역)로 분류된 역세권은 

란색, drail<2.07과 PedAcess>0.92로 분류된 

역세권은 하늘색, drail>2.07과 PedAcess 

<0.92로 분류된 역새권은 노란색, drail<2.07과 

PedAcess <0.92( 개선지역)로 분류된 역세

권은 붉은색으로 표 하 다.

지하철역수와 보행 근성을 심으로 분류된 유

형을 살펴보면 첫째, 역간거리와 보행 근성이 모

두 우수한 역세권유형은 란색으로 표 된 역세

권으로 서울의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축을 형성

하고 있다. 주거 집지역의 일부와 서울의 지리  

심지인 종로 지역이 우수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둘째, 역간거리도 취약하며 보행 근성이 낮은 지

역유형의 역세권은 붉은색으로 표 되며 서울시에 

반 으로 분포되어있었다. 이는 서울시의 역세

권이 반 으로 보행 근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역간거리는 우수하고 보행 근성이 낮은 역

세권은 종로지역의 구 시가지를 심으로 분포하

다. 넷째, 역간거리는 떨어져있으나 보행 근성은 

우수한 유형의 역세권은 하늘색으로 표 되어있으

며 이 분포는 반 으로 서울의 외곽지역에 분포하

다. 이는 주거지역으로 서울에서 비교  늦게 개

발된 지역의 역세권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2) 지하철역과 자 거 근성의 공간분포

지하철 역수와 자 거 근성을 심으로 IPA 

유형 분류한 결과를 GIS에 표 하 다. 각각의 구

분된 유형은 색으로 구별하 으며, drail>2.07과 

BikeAcess>0.95(우수지역)로 분류된 역세권은 

란색, drail<2.07과 BikeAcess>0.95로 분류

된 역세권은 하늘색, drail>2.07과 BikeAcess 

<0.95로 분류된 역새권은 노란색, drail <2.0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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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지하철역수와 자 거 근성의 유형분류 그림 14. 지하철역수와 버스정류장의 유형분류

BikeAcess <0.95( 개선)로 분류된 역세권은 

붉은색으로 표 하 다. 

지하철역수와 자 거 근성을 심으로 분류된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역간거리와 자 거 근성

이 모두 우수한 역세권유형은 란색으로 표 된 

역세권으로 서울의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 으로 은 수의 역세권이 

도출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강변에 자 거 용

도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강 주변의 역세권

에는 이에 한 근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둘

째, 역간거리도 취약하며 자 거 근성이 낮은 지

역유형의 역세권은 붉은색으로 표 되며 서울시에 

반 으로 분포되어있었다. 이는 서울시의 역세

권이 앞서본 보행의 근성과 같이 반 으로 자

거 근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자 거

의 연장이 사업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이 도출되는 것은 자 거

도로 사업시 역으로의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라고 생각된다. 셋째, 역간거리는 우수하고 자 거

근성이 낮은 역세권은 노란색으로 표 되었고, 

자 거 근성이 낮은 역세권은 서울의 지리  

심지인 종로지역의 구 시가지를 심으로 분포하

다. 넷째, 역간거리는 떨어져있으나 자 거 근

성은 우수한 유형의 역세권은 하늘색으로 표 되

어있으며 이 분포 한 보행 근성과 마찬가지로 

반 으로 서울의 외곽지역에 분포하 다. 이는 

주거지역으로 서울에서 비교  늦게 개발된 지역

의 역세권이기 때문에 보행 근성과 비슷한 황

이 도출된 것이라 사료된다. 

3) 지하철역과 버스의 공간분포

지하철 역수와 버스정류장을 심으로 IPA 유

형 분류한 결과를 GIS에 표 하 다. 각각의 구분

된 유형은 색으로 구별하 으며, drail>2.07과 

dbus>21.59로 분류된 역세권은 란색, drail< 

2.07과 dbus>21.59로 분류된 역세권은 하늘색, 

drail>2.07과 dbus<21.59로 분류된 역새권은 노

란색, drail<2.07과 dbus<21.59로 분류된 역세

권은 붉은색으로 표 하 다. 

지하철역수와 버스 근성을 심으로 분류된 유

형을 살펴보면 첫째, 역간거리와 버스 근성이 모

두 우수한 역세권유형은 란색으로 표 된 역세

권으로 서울의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상 으로 이른 시기에 

발달된 지역의 역세권으로 과거 지하철의 수송분

담율이 을 때부터 버스가 주요교통수단으로 형

성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역간거리도 취약

하며 버스 근성이 낮은 지역유형의 역세권은 붉

은색으로 표 되며 서울시의 서북에서 동남쪽으로

의 축이 분포되어있다. 이는 앞서 우수한지역의 역

세권과는 반 되는 개념으로 상 으로 늦게 발

달된 강남지역과 서울에서 교통연계성이 낮은 서

북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서울시 교통정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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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자들은 강남지역과 서북지역에 버스연계성을 높

일수 있는 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셋째, 

역간거리는 우수하고 버스 근성이 낮은 역세권은 

노란색으로 표 되었고, 버스 근성이 낮은 역세

권은 사울의 강남 쪽이 강북에 비해 상 으로 낮

은 역세권으로 나타났다. 넷째, 역간거리는 떨어져

있으나 버스 근성은 우수한 유형의 역세권은 하

늘색으로 표 되어있으며 이 분포 한 서울의 동

북에서 서남쪽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동북지

역과 서남지역은 상 으로 버스 연계성이 우수

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 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

은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Portfolio분석과 GIS를 활용하여 서

울시 역세권의 반 인 분포를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녹색교통을 기존 교통과 연계하여 시설 

수 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 다. 향후 역세권에 

한 TOD계획,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시 각 역세권 

특성에 맞게 유형별 안을 도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론이라고 단된다. 한, 서울시 역세권의 유

형과 도시공간구조(기성시가지, 신시가지), Open 

space(강, 산, 하천 주변 역)와 일정부분 연계가 

가능한 것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역세

권의 교통수단별 시설수 에 한 평가를 토 로 

유형을 분류하여 향후 역세권의 발 방향  연계 

교통수단의 정책  활용이 가능한 방법론과 기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는 에서 가치가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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