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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77 주거와 교통

1) 주거환경 만족도 공통
 

거주� 지역� 주거환경에서� 가장� 「만족」하는� 분야는� ‘치안방범(51.7%)’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 가장「만족」하는 분야는‘치안방범

(51.7%)’이고, 다음으로‘편의시설 접근성(46.6%)’,‘교육 환경(41.3%)’순임

❍ 거주 지역의‘편의시설 접근성’에 대해「만족」은 46.6%,「불만족」은 21.8%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은 42.9%, 북부권은 48.5%, 서부권은 54.4%, 광주인근권은 42.1%가

「만족」한다고 나타남

❍ 거주 지역의‘문화․여가시설’에 대해「만족」은 35.8%,「불만족」은 26.0%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은 37.7%, 북부권은 34.8%, 서부권은 41.6%, 광주인근권은 22.5%가

「만족」한다고 나타남

❍ 거주 지역의‘교통 편리성’에 대해「만족」은 41.1%,「불만족」은 24.0%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은 39.7%, 북부권은 57.3%, 서부권은 45.8%, 광주인근권은 20.6%가

「만족」한다고 나타남

❍ 거주 지역의‘치안방범’에 대해「만족」은 51.7%「불만족」은 10.1%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은 45.1%, 북부권은 62.7%, 서부권은 57.2%, 광주인근권은 49.5%가

「만족」한다고 나타남

❍ 거주 지역의‘교육환경’에 대해「만족」은 41.3%,「불만족」은 11.7%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은 38.9%, 북부권은 40.1%, 서부권은 51.3%, 광주인근권은 33.0%가

「만족」한다고 나타남

<그림 7-1> 주거환경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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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이용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공통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 소형� 승합차(45.3%)」�

❍ 장성군민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승용차, 소형 승합차」가 45.3%로 가장 많았으며, 

「시내(군내)·좌석버스(25.4%)」,「도보(11.4%)」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성별로 살펴보면,「승용차, 소형 승합차」이용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9세, 60세 이상은「시내(군내)·좌석버스」를 주로 이용하고, 30대, 

40대 및 50대는「승용차, 소형 승합차」를 주로 이용한다고 나타남 

❍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각 부문별로‘쾌적성’67.3%,‘정시성’65.6%,‘친절성’62.7%

「만족」한다고 응답함

❍ 대중교통의‘쾌적성’에 대하여「만족」67.3%,「불만족」5.8%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쾌적성에「만족」한다는 중부권(48.6%), 북부권(85.2%), 서부권(68.8%), 

광주인근권(82.6%)로 나타남

❍ 대중교통의‘정시성’에 대하여「만족」65.6%,「불만족」6.9%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정시성에「만족」한다는 중부권(45.4%), 북부권(85.7%), 서부권(65.7%), 

광주인근권(83.5%)로 나타남

❍ 대중교통의‘친절성’에 대하여「만족」62.7%,「불만족」8.1%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정시성에「만족」한다는 중부권(40.9%), 북부권(82.3%), 서부권(60.8%), 

광주인근권(86.1%)로 나타남

<그림 7-2> 주 이용 교통수단 <그림 7-3>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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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등록현황 기타

2014년� 자동차� 등록대수� 22,477대로� 2010년� 대비� 2,876대(14.7%)� 증가

❍ 2014년 장성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22,477대로 2010년 대비 2,876대(14.6%) 증가함

- 2010년 대비 승용차는 2,211대, 화물차는 790대 증가하였으나, 승합차는 93대 감소

<그림 7-4> 자동차 등록현황

<표 7-4>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대)

자동차 등록
대수

이륜자동차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자가용

2 0 1 0 년 19,601 11,956 11,446 6,316 1,182 147 2,646

2 0 1 1 년 20,263 12,484 11,992 6,439 1,179 161 2,624

2 0 1 2 년 21,096 13,198 12,583 6,534 1,202 162 3,172

2 0 1 3 년 21,791 13,627 13,146 6,837 1,168 159 3,174

2 0 1 4 년 22,477 14,167 13,750 7,106 1,089 115 3,165

자료: 장성군,「통계연보」각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