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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로 도심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특성 

및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를 대상으로 2000년과 2015년의 표준지공시지가를 활용하여 도심 

경계를 설정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지가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 8%와 10%를 적용해보았을 때 기존 연구의 도심 경계보다 도심의 범위가 넓게 추정되었다. 최고지가에 대

한 비율로 도심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은 시간의 흐름 또는 각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

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둘째, 도심의 지가가 주변지역까지 미치는 파급력은 원도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고지가지점(PLVI)이 신도심으로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도심의 지가가 많이 상승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

로 부산시의 신도심 지역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어 : 지가, 도심 경계, 최고지가, 원도심, 신도심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how to set city center’s boundaries in proportion to the 
highest land values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 of the original and the new city cen-
ter. For this purpose, the land values was compared and analyzed the city of Busan as an example using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in 2000 and 2015.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ethod of delimitation city center’s boundaries as a percentage of the highest land values depends on 
the flow of time or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each city, so a careful approach should be taken. 
Second, the original city center’s land values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surrounding areas. However, 
given that the PLVI was moved to the new city center and new city center’s land prices has increased, it is 
predicted that the new city center’s area in Busan will grow further in the future.

Key Words :  land values, city center’s boundary, the highest land value, original city center, new cit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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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대도시는 대체로 

고차 상업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과 도심의 기

능을 분담하는 부도심, 그리고 주거단지와 공장지

역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도심은 도시

의 어떤 다른 지역보다 경제활동이 집중된 곳으로 

고층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차량과 사람들의 왕래가 

혼잡한 지역이다. 또한 도심은 도시 내에서 입지 여

건이 가장 양호한 곳으로 입지경쟁이 일어나 토지 

이용 면에서 가장 집약적인 기능인 중심 업무 기능

과 상업 기능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

라서 도심은 지가 혹은 지대가 최고인 지역, 즉 도

시의 핵이라 볼 수 있다(형시영, 2004).

도심에 대한 연구는 도심의 기능 변화, 도심의 토

지이용, 도심 재생 및 활성화, 도심 재개발, 도심 공

동화 등 도심의 발전과 쇠퇴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

룬다(김흥관·여성준, 2008; 남기범, 1998; 류연

택, 2009; 박병호 등, 2008; 서민철, 2014; 이상율, 

2003; 이현욱, 2014; 임석회, 2016; 임석회·송민

정, 2013; 주경식·서민철, 1998). 이러한 연구를 진

행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도심인지를 파악하는 

즉, 도심의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

다(박지은, 2012). 

기존의 연구들은 지가, 토지이용측면, 중심업무

지수 등 여러 지표를 활용하여 도심의 범위 또는 경

계를 파악하였다. 그 중에서도 도시공간구조 파악

에 용이한 지가를 사용하여 도심의 경계를 설정한 

연구들이 많았다. 도시공간구조 분석에서 지가가 

널리 사용되어 온 이유는 지가가 토지이용과 이용

가치를 반영하고 결과적으로 도시의 발전적 동태를 

반영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임석회, 2014). 하

지만 지가를 활용한 도심 경계 설정 방법이 얼마나 

유용한지, 토지이용 및 CBII와 CBHI 등을 사용하

여 설정한 기존의 도심 경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드물다. 

한편 부산시는 광복동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과 

서면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심 등 2개의 도심이 형

성되어 있다(구동회, 2010; 김호용 등, 2012; 엄정

희·여홍구, 2015). ‘2011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에서는 광복동과 서면을 별도의 2도심으로 보았으

나 ‘2020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는 광복동과 서면

을 연결하여 1도심으로 파악하였으며 ‘2030 부산도

시기본계획’에서는 다시 광복동과 서면을 구분하여 

2도심으로 설정하였다.1)

이처럼 부산시의 도심이 원도심과 신도심 2개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부산시의 

도심 기능이 원도심에서 쇠퇴하고 신도심에서 성장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도심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 더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부산시를 사례로 도심의 경계를 설

정하는 방법과 원도심과 신도심의 특성을 지가 측

면에서 비교·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최고지가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도심의 경계

를 설정하는 방법이 타당한가를 검증하고, 둘째, 원

도심과 신도심에 속하는 지가를 순위별로 비교해 

본 뒤 두 도심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따라 작성

한 지가단면도를 통해 각 도심의 상대적인 세력 또

는 영향력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하였다. 그 중에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부산시

의 도시적 특성을 밝히는데 필요한 지목 ‘대’에 해

당하는 지가를 추출하였다. 필지 단위의 수치지적

도와 표준지공시지가를 PNU코드로 연결한 후 분

석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 2005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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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015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표준지를 추출

하였다. 그 결과 지목 ‘대’에 해당하는 공통필지는 

10,892개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공통필지의 지가를 기초로 4개 연도의 최

고지가와 평균지가를 산출하여 부산시 지가의 변화

를 분석한 결과, 2000년에 비해 2005년과 2010년

에 부산시 지가가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2005년과 

2010년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그래서 지가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난 시점인 

2000년과 2015년을 연구시기로 삼았다.

지가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지가가 없는 

필지의 가격을 추정하기 위해 크리깅(kriging)을 

사용하였다. 면(polygon) 형태의 필지 자료를 점

(point) 형태로 변환한 후 크리깅을 한 다음 도심 경

계를 비교·분석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크리

깅은 값을 추정할 때 실측값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웃한 각 측정값 사이의 공간적 의존성을 

반영하므로 기존의 많은 지가 연구에서도 크리깅을 

사용하였다.

크리깅 기법 중에서도 정규 크리깅(ordinary 

kriging)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가장 일반적이고 널

리 사용되는 크리깅 방법이다. 단순 크리깅의 추정

식은 편향되어 있어 추정식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

균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정규 크리

깅은 추정식이 편향되지 않으면서 오차분산을 최소

화하는 특징을 갖는다(김감영, 2012).

원도심과 신도심의 특성 및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지가계층구분도 및 지가단면도를 작성할 때

에는 지가를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표

준점수(Z-score)는 모든 정규분포를 평균은 0, 표

준편차는 1이 되도록 표준화한 것으로 어떤 관찰치 

X의 값이 그 분포의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의 몇 

배 정도나 떨어져 있는가를 표준화된 확률변수 Z

로 나타낸 값이다. 지가의 표준화를 통한 표준점수

(Z-score)를 활용하면 다른 시점의 지가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에 용이하다.

2. 선행연구 고찰

도심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이 표준화되지 못

했기 때문에 도심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과 방법

은 학자마다 다르다. 남영우(1976)는 지가를 사용

해 서울시 도심의 경계를 설정하였고, 손태민·강

대욱(1988)은 토지이용의 면적을 분석의 지표로 

삼아 부산시 도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주경식·

서민철(1998) 중심성지수와 도심성지수를 활용하

표 1. 공통필지 추출과정

2000년: 15,442개

2005년: 16,181개

2010년: 15,652개

2015년: 15,171개

⇨
(지도와 조인)

2000년: 15,130개

2005년: 16,099개

2010년: 15,508개

2015년: 14,874개

⇨
(공통필지 추출)

공통필지: 10,892개

표 2. 부산시의 최고지가와 평균지가
(단위: 원/㎡)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최고지가 20,000,000 22,500,000 22,600,000 24,000,000

평균지가 약 995,713 약 1,105,713 약 1,175,878 약 1,410,211

주: 평균지가 산출식=
n
∑
1
(면적×표준지공시지가)/

n
∑
1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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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울시 도심의 경계를 정하였으며 손현옥(2009)

은 기능체수를 기준으로 울산시 신·구도심의 경

계를 구획하였다. 김호용 등(2012)은 공간통계학

적 방법을 이용해 부산시 도심의 경계를 설정하였

고, 황의창·여홍구(2013)는 Murphy와 Vance가 

제시한 중심업무지수를 산출하여 대전시 신·구도

심의 경계를 설정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Bohnert 

& Mattingly(1964)는 일리노이 주의 다섯 개 도

시를 사례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토지이용을 바탕

으로 CBD 경계가 어떻게 변화하지를 연구하였다. 

Bowden(1971)은 1850년부터 1931년까지 CBHI

와 CBII 지수를 사용하여 샌프란시스코의 CBD 경

계, 확장단계 및 패턴, 내적 성장을 다뤘다. 

이 중에서도 Murphy와 Vance의 CBHI와 CBII 

지수가 도심 경계 설정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외에 지가를 지표로 도심의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지가를 단독변수로 사용하거나 지가 외에 다른 변

수를 추가하여 도심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이 이

용되었다. 지가에 의한 도심범위설정은 CBD 내의 

최고지가의 일정비율을 한계치로 하는 방법과 지

가급변점에 의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전자는 

너무 기계적이고 후자는 도심지의 내용적 통일성

을 간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태, 1985), 2000년대 초기까지 위와 같은 방

법이 여러 연구(남영우, 1976; 이선, 1978; 이현욱, 

2001)에 적용되었다. 

Murphy와 Vance(1955)는 미국의 6개 도시를 대

상으로 지가로 CBD의 경계설정을 시도한 결과, 최

고지가의 5% 이상이 CBD를 가장 적합하게 보여

준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남영우(1976)와 이

현욱(2001)이 도심의 경계선으로 각각 최고지가의 

8%, 10%를 제시하였다. 특히 남영우(1976)의 연구

결과인 최고지가의 8%는 국내의 여러 연구에 많이 

인용되었다. 이선(1978)은 최고지가의 27.8%를 각

각 서울, 광주의 CBD로 보았으며 이현욱(1985)은 

최고지가의 30%, 이용태(1985)는 최고지가의 12%

를 각각 광주, 대구의 CBD로 설정하였다. 이현욱

(1994)은 순천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980년은 

최고지가의 9%, 1990년은 최고지가의 17%가 순천

의 CBD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현욱

(2001)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앞의 연구들과 다르

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도시를 대상

으로 대도시 내 토지이용의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5개 도시의 CBD는 최고지가 지점으로부

터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10% 이상의 범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의 부산시에 관한 지가연구는 행정동

이나 법정동을 분석단위로 최고지가와 평균지가를 

지표로 삼은 경우가 대부분이다(김원경, 1983; 김

원경, 1984; 김광성, 1984; 전호근, 1995; 강수은, 

2003; 최창환·이동본, 2005; 구동회, 2010). 그러

나 최고지가는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다(최창환·이동본, 2005). 최

고지가를 산출하는 순간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지가

표 3.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에 의한 도심 경계 설정에 관한 연구

연구지역 연구자 연구시기 연구결과

서울 남영우 1976 최고지가의 8%

광주 이선 1978 최고지가의 27.8%

광주 이현욱 1985 최고지가의 30%

대구 이용태 1985 최고지가의 12%

순천 이현욱 1994 1980년: 최고지가의 9%, 1990년: 최고지가의 17%

5개 도시 이현욱 2001 최고지가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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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모두 사라져버리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지가의 특징을 유지하

기 위해 필지를 분석단위로 연구를 진행하고 국내 

연구에서 많이 인용한 최고지가의 8%와 최고지가

의 10%를 기초로 최고지가의 일정비율에 따라 도

심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부

산시를 사례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3. 지가에 의한 도심 경계의 설정 

1) 부산시 도심 경계의 기준

먼저 도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해야 최

고지가에 대한 비율이 도심 경계를 얼마나 잘 설명

하는가를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시기와 가장 근접

한 시기인 박상규(2001), 엄정희·여홍구(2015)의 

연구 결과를 부산시 도심 경계의 비교 기준으로 삼

았다. 박상규(2001)는 지가에 의한 방법과 토지 이

용상의 도심기능이 단절되는 지점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도심 경계를 정하였으며 엄정희·여홍구

(2015)는 Murphy와 Vance가 제시한 CBII(중심업

무밀도지수)와 CBHI(중심업무고도지수) 지수를 기

초로 중심업무지구를 선정하여 도심의 경계를 설

정하였다. 이를 지도화하여 표현한 것이 <그림 1> 

이다.

박상규(2001)와 엄정희·여홍구(2015)의 부산시 

도심 경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심의 범위와 

비슷하게 획정되었지만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엄

정희·여홍구(2015)는 원도심의 경계를 북동쪽은 

조금 적게, 그 외의 지역은 조금 더 넓게 획정하였

고 신도심의 경계를 북쪽 및 동쪽은 넓게 설정하였

다. 이러한 기존의 도심 경계의 기준을 참고하여 최

고지가에 대한 비율이 도심 경계를 설정하는데 얼

마나 유용한지 분석해보았다.

2) 2000년의 최고지가 비율과 도심 경계

2000년의 최고지가지점(PLVI)은 광복동과 서면 

두 지역에 위치해 있다. 최고지가는 20,000천원/㎡

로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 8%는 1,600천원/㎡, 최

고지가에 대한 비율 10%는 2,000천원/㎡까지이다. 

표준지공시지가를 크리깅(kriging)으로 보간한 후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 8%와 10%를 지도에 파란색 

면적으로 표시하였다(그림 2 참조).

광복 서면

그림 1. 도심 경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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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첫째,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이 8%, 

10%일 때 모두 도심 외에 다른 지역이 설정되었다.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이 8%에서 10%로 높아짐에 

따라 해당 면적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광복동과 서

면 외의 다른 지역이 포함되는 점은 동일하다. 광복

동은 북동쪽으로, 서면은 남쪽으로 도심의 경계가 

확장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둘째, 남영우(1976)가 서울의 CBD 경계선으로 

제시한 최고지가의 8%를 부산시에 적용한 결과, 광

복동 일대는 광복동, 남포동, 부평동, 동광동, 중앙

동, 초량동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북동쪽으로 길게 

확장된 형태로 도심의 경계가 설정되었다. 서면은 

표 4. 부산시 최고지가지점(PLVI)과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2000년)

최고지가지점(PLVI)
최고지가의 8% 최고지가의 10%

위치 토지이용상황 지가

중구 창선동1가 26
상업용 20,000천원/㎡

1,600천원/㎡

(1,530개 필지) 

2,000천원/㎡

(1,067개 필지)부산진구 부전동 254-20

최고지가의 8% (광복동 일대) 최고지가의 10% (광복동 일대)

최고지가의 8% (서면 일대) 최고지가의 10% (서면 일대)

그림 2.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과 도심 경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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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동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범천동과 범일동 일부

를 포함하는 형태로 도심의 경계가 획정되었다. 이

는 기존 연구에서 설정한 부산시 도심의 경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최고지가의 8%는 실제 부산시 도심

의 경계에 비해 도심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

되었다. 1970년대의 최고지가 비율을 2000년에 적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이현욱(2001)이 5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제

시하였던 도심의 경계선인 최고지가의 10% 선을 

그어보면, 최고지가의 8%에 비해 도심 경계의 연

속성이 단절되면서 도심에 해당하는 면적이 감소하

였다. 광복동 일대는 광복동, 남포동, 부평동, 동광

동, 중앙동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최고지가의 8%에 

비해 초량동이 제외되면서 도심의 경계가 축소되었

다. 서면도 부전동만 포함되면서 최고지가의 8%에 

비해 도심의 경계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최고지가

에 대한 비율 10%도 기존 연구에서 설정한 도심 경

계보다 도심의 범위가 넓게 추정되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최고지가의 8%와 10%

가 기존 연구의 도심 경계보다 도심의 범위를 과다

추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00

년의 부산시 도심경계선에 맞는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은 얼마일까? 

최고지가의 15%인 3,000천원/㎡ 이상에 해당하

는 지역이 기존 연구의 도심 경계와 유사하게 나타

났다. <그림 3>의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최고

지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최고지가

의 15%로 도심 경계를 설정할 경우, 광복동은 거의 

유사하게 도심의 범위가 추정되었으나 서면은 엄정

희·여홍구(2015)의 도심 경계에 미치지 못하는 범

위가 추정되었다. 하지만 이 수치도 매우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고지가의 15%가 부산시 

도심의 경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3) 2015년의 최고지가 비율과 도심 경계

2015년의 최고지가지점(PLVI)은 서면의 쥬디스

태화백화점 서측인근의 금강제화(24,000천원/㎡) 

자리로 2000년과 동일하다. 2000년에 공동으로 최

고지가지점이었던 광복동의 비엔씨제과점(22,200

천원/㎡)은 2위로 밀려났다.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 

8%는 1,920천원/㎡,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 10%는 

2,400천원/㎡까지이다. 

분석결과 첫째,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이 8%, 

10%일 때 모두 도심 외에 다른 지역이 설정되었

다. 2000년에 비해 부산시 지가가 전체적으로 상승

광복 서면

그림 3. 최고지가 비율 15%와 도심 경계 비교(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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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에 따라 포함된 지역

이 더욱 증가하여 이 기준으로 도심의 범위를 설정

하는 것이 과연 유의미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00년과 마찬가지로 광복동은 북동쪽으로, 서면

은 남쪽으로 도심의 경계가 확장되는 경향을 나타

낸다.

둘째, 최고지가의 8%를 부산시에 적용한 결과, 

광복동 일대는 2000년과 유사하게 도심의 범위가 

설정되었고, 서면은 2000년에 비해 동쪽(전포동)과 

남쪽(범전동) 방향으로 도심의 경계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2000년과 마찬가지로 최고지가의 8%는 기

존 연구의 부산시 도심 경계에 비해 도심의 범위를 

표 5. 부산시 최고지가지점(PLVI)과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 (2015년)

최고지가지점(PLVI)
최고지가의 8% 최고지가의 10%

위치 토지이용상황 지가

부산진구 부전동 254-20 상업용 24,000천원/㎡
1,920천원/㎡

(1,789개 필지) 

2,400천원/㎡

(1,201개 필지)

최고지가의 8% (광복동 일대) 최고지가의 10% (광복동 일대)

최고지가의 8% (서면 일대) 최고지가의 10% (서면 일대)

그림 4.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과 도심 경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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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최고지가의 10%를 지도에 표현한 결과, 광

복동 일대는 2000년에 비해 중앙동 쪽으로 도심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부평동에는 부분적으로 포함되

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했다. 서면은 2000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도심의 범위가 커졌다. 하지만 최고지

가에 대한 비율 10%도 기존 연구에서 설정한 도심 

경계보다 도심의 범위가 넓게 추정되었다.

2000년과 동일하게 기존 연구의 도심 범위에 맞

는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을 산출해보니, 최고지가

의 15% 이상이 실제 도심 경계와 유사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그림 5 참조). 이는 2000년과 동일한 수치

로 최고지가의 15%에 해당하는 광복동 일대는 도

심 경계에 비해 서쪽이 조금 과다 추정되었고, 서면 

일대는 거의 유사하게 추정되었다.

2000년과 2015년의 부산시 도심의 경계를 최

고지가에 대한 비율로 설정해본 결과 최고지가의 

15%가 기존 연구의 도심 경계와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이 비율로 부산시 도심의 경계를 일

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시간의 흐

름과 더불어 지가의 증감을 동반할 경우 최고지가

에 대한 비율은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도시의 규모에 의해서도 도심의 경계에 해당하는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도심 경계

는 지가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중심성 지수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획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4. 도심 내부 및 도심 간의 지가 변화

1) 도심 내부의 지가 순위 

원도심인 광복동 일대와 신도심인 서면 일대인 

두 도심의 특성을 지가 측면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도심 경계 내의 필지별 지가를 표준점수로 전환한 

후 순위별로 도표화하여 지가 계층을 구분하였다. 

도심 경계는 필지 단위의 지가 자료를 크리깅으로 

보간(interpolationa)한 후 표준 점수가 3이상인 곳

으로 설정하였다.2) 2000년의 경우, 도심 경계에 광

복동 일대는 118개 필지, 서면은 71개 필지가 포함

되었다. 광복동 일대의 표준점수 최고값은 14.9, 최

저값은 0.2로 나타났으며 서면의 표준점수 최고값

은 14.9, 최저값은 0.4로 나타났다. 

도심 경계 내의 지가 계층을 구분한 결과, 광복동

은 1순위와 2순위의 지가의 표준점수 차이가 큰 것

광복 서면

그림 5. 최고지가 비율 15%와 도심경계 비교(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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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1순위 지가를 다른 지가들이 못 따

라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순위부터 마지막 순위

까지는 지가의 큰 하락 없이 지가들이 연이어 분포

하고 있다. 이는 도심 경계에 속하는 필지들의 지가 

수준이 1순위를 제외하고는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서면은 광복동에 비해 1순위와 2순위의 차이가 

크지 않다. 서면의 6순위 값이 광복동의 2순위 값과 

유사할 정도로 서면은 상위권의 지가 수준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8순위와 14순위에서 지가 폭이 크

게 하락하면서 8순위부터는 광복동보다 낮은 지가 

수준을 유지한다. 그래서 서면은 광복동에 비해 순

위를 표시한 기울기가 급하다(그림 6 참조). 이는 서

면이 광복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지가가 낮게 형성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지가 지점으로부터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지가의 감소 폭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2015년의 경우, 도심 경계에 광복동 일대는 95개 

필지, 서면은 72개 필지가 포함되었다. 광복동 일대

의 표준점수 최고값은 14.1, 최저값은 0.0으로 나타

났으며 서면의 표준점수 최고값은 15.3, 최저값은 

0.5로 나타났다. 2000년에 비해 필지의 수가 광복

동은 118개에서 95개로 감소하였고, 서면은 71개

에서 72개로 거의 변화가 없다.

도심 경계 내의 지가 계층을 구분한 결과, 1순위

부터 5순위까지는 서면의 표준점수가 높고, 6순위

부터 25순위까지는 광복동의 표준점수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26순위부터 38순위까지 서면과 광복

동의 표준점수는 비슷하다가 39순위부터 마지막까

지는 광복동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45

순위부터 마지막까지는 광복동와 서면의 표준점수 

격차가 점점 커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최상위권의 표준점수는 서면이 높고 중위권까지는 

광복동이 높거나 비슷한 특징을 보이다가 하위권으

로 갈수록 광복동의 표준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전반적으로 2000년에 비해 광복동과 서면의 순

위를 표시한 기울기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서

면의 지가가 많이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복동

의 중위권 지가들이 서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

하였기 때문에 광복동과 서면의 중상위권 표준점수 

값이 비슷하게 분포한다. 이렇게 서면의 지가가 상

승한 데에는 접근성의 향상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광복동은 지하철 1호선만 지나가지만 서면은 

1999년에 지하철 2호선 중 1단계가 개통되고 2002

년에 2단계가 개통되면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만들

어진 환승역이 되었다. 도시철도 건설과 교통망 사

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도시철도의 건설이 

그림 6. 도심의 지가 계층 구분도

2000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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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구자

웅·송예나, 2016), 서면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여

겨진다.

2) 도심 간 지가 변화

다음으로 이 두 도심을 연결하는 선상에서 어떠

한 지가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망을 중심으로 지가단면도

를 작성하였다. 지가단면도의 출발점과 도착점은 

최고지가 지점으로 설정하였으며 2000년과 2015

년 두 연도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지가는 표준점

수(Z-score)를 기초로 크리깅으로 보간한 후 간선

도로를 따라 지가단면도를 작성하였다. 지가단면

도 기준 축은 <그림 7>에 표시하였다. 이 축은 광복

동에서 시작하여 동광동, 중앙동, 초량동, 수정동, 

좌천동, 범일동, 범천동을 지나 부전동에서 끝난다. 

지가단면도에서 X축은 거리를 의미하고 Y축은 표

준점수를 의미한다. X축의 ‘0’은 광복동의 최고지가 

지점이며 이 지점에서부터 멀어지는 거리를 X축에 

표시했다. 따라서 X축의 ‘7,500’은 서면(부전동)의 

최고지가 지점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작성한 광복-서면 지가단면도

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2000년의 지가단면도에서 지가의 가장 

낮은 지점은 광복동 최고지가 지점으로부터 약 

4,800m 떨어진 곳으로 좌천동 가구거리가 시작되

는 지점이다. 그리고 2015년의 지가단면도에서 지

가의 가장 낮은 지점은 광복동 최고지가 지점으로

부터 약 5,100m 떨어진 곳으로 좌천동 가구거리 뒷

골목 근처이다. 이 두 지점은 좌천동 가구거리에 인

접해 있는 곳이다. 즉, 좌천동 가구거리 인근의 지

가가 광복동과 서면을 연결하는 지점에서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광복동은 2000년보다 2015년에 최고지가 

지점에서 지가가 하락하는 폭이 커서 지가 곡선의 그림 7. 간선도로망에 의한 지가단면도 기준선

그림 8. 광복-서면 지가단면도

2000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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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가 더 급해졌지만, 서면은 2000년과 2015년

의 지가 곡선 기울기의 차이가 거의 없다. 특히 광

복동은 최고지가 지점에서부터 지가가 하락하여 다

시 상승하는 기점이 2000년에는 약 500m 지점으로 

광복로 패션거리 입구 근처였으나 2015년에는 용

두산 공원 에스컬레이터 입구 근처인 약 300m지점

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점의 거리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서면은 최고지가 기점에서부터 지가가 하락

하여 다시 상승하는 기점이 2000년과 2015년 모두 

삼성생명 빌딩이 있는 약 6,900m 지점으로 동일하

다. 그러나 지가 곡선의 전반적인 기울기로 봤을 때 

최고지가지점으로부터 지가가 하락하는 정도가 광

복동이 서면에 비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이상에서 2000년,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를 활

용하여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로 도심의 경계를 설

정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지가 변화를 통해 도심의 파급력을 분석하였다. 주

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 8%와 10%를 부산시

의 도심에 적용해 본 결과, 두 비율 모두 기존 연구

의 도심경계보다 도심의 범위가 넓게 설정되었다. 

도심 경계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비율은 최고지가의 

15%였다. 하지만 이 수치도 매우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최고지가의 15%가 부산시 도심의 경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처럼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로 도

심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가의 변화도 동반되므로 과거에 정했던 최고지가

에 대한 비율을 현재의 도심 경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문제점을 수반한다. 그리고 각 도

시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최고지가

에 대한 비율은 달라진다. 

둘째, 도심 내부에서 광복동보다 서면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도심 경계 

내에 속하는 필지들의 지가를 순위별로 계층을 구

분해 본 결과 2000년에는 서면의 순위 구분을 표시

한 기울기가 급했으나 2015년에는 서면과 광복동

의 기울기가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가 측면에서 두 도심을 고찰해본 결

과 원도심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신도심의 지가 상승과 더불어 최고지가지점(PLVI)

이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두 도심의 지가 차이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리

고 원도심인 광복동 지역의 중·상위권 지가들이 신

도심인 서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한 점도 근거

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두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를 따

라서는 아직 원도심인 광복동 일대의 지가 파급력

이 미치는 범위가 서면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광복

동과 서면을 연결하는 선상에서 최고지가지점으로

부터 지가가 하락하는 정도가 원도심이 신도심보다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도심의 지가가 주변지역까지 미치는 

파급력의 정도는 원도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지

만, 신도심의 지가가 원도심에 비해 많이 상승하였

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시의 신도심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가의 상승과 더불어 각 도심의 

기능, 토지이용, 접근성 등의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고찰하여 연구한다면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심 경계를 최고지가에 대한 비율로 정

하는 방법은 시공간적 틀에 따라 결과가 유동적일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가를 활용하여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도심 경계를 획정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

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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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는 부산시 도심의 형성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개항기 열강들에 의해 조계지

가 형성되고 자체적 도시계획으로 중구 동광동, 광복동 등 

현재 원도심의 원형이 형성되었다. 1980년대 이후 시행된 

택지개발사업으로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동심원적으로 개

발은 되었으나 이로 인해 도심의 인구는 감소하였으며 도

심 진입 및 접근성 저하로 도심의 기능이 쇠퇴하였다. 반면 

시민 일상생활권에서 서면일대가 상업·업무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접근성이 좋은 서면 일대가 도심

으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1999년 시청사 이전에 

따라 원도심의 쇠퇴는 가속화되었고 서면일원의 중심기능

이 강화되었다. 2000년 이후부터는 서면일원이 실질적인 

부산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표준점수는 서로 다른 시기의 지가를 비교하기에 용이하

며(김흥관, 2006; 정현·윤창훈, 2002) 표준점수가 높을수

록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가의 중심지임을 알 수 있다

(정대영 등, 2009). 표준점수는 지가의 절대 값보다는 상대

적 최고지가 지역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김수

령, 1992) 도시의 중심지 식별에 활용이 가능하다. 전명진

(1995)과 Gordon et al.(1989)은 Z-score가 0.8이상인 경

우를 부도심으로 식별하였으며 손세욱·유상혁(2000)은 대

전시의 동별 개발밀도, 지가, 고용지수에 대한 표준점수가 

3이상인 동을 도심, 2~3인 동을 부도심, 1~2인 경우를 지

구중심으로 구분하였다. 김흥관(2006)도 인구밀도, 고용밀

도, 지가를 이용하여 손세욱·유상혁(2000)과 동일한 기준

으로 부산의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강수은(2003)은 주핵 

및 부핵 기능의 표준화점수가 2이상인 경우 도심, 부핵 또

는 지구기능이 1~2인 경우는 부도심, 지구기능이 0~1인 

경우는 지구중심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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