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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산시의 GIS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하여 먼저, 입지포텐셜 분석을 위한 지표를 설정하

여 각 지표별 Rank-Map을 작성하 다. 다음으로 각 상업․업무시설이 입지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입지 포텐셜 (Pi)을 분석하여 제안하 다. 

Rank 1, 2로 분류되는 존의 건물용도 현황을 보면, 상업시설 용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Rank 4∼7까지의 존은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비 상업계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관리될 필

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입지 포텐셜은 용도지역 지정시 상업계 용도지역

지정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진다. 

주요어 : 토지이용, 용도지역, 메슈 지도, 입지 포텐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location potential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to 

support decision-making in land use policy. As basis work for the analysis of the location potential , 

we build rank-map database by using the 11 index. And then by using rank-map, we carried out the 

location potential (Pi) analysis. As a result, we found that many commercial use located in Rank 1 to 

2. Also, Rank 4-7 must be made an un-commercial use in assignment of land use zone. These data 

can be effectively used for land use plan in Busan metropolitan city as the basi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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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도시 도심부의 업무기능 확대, 지가 앙등 

등으로 인해 상주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인

구의 연령구성이나 세대구성의 불균형과 그에 

따른 생활관련 기반시설의 부적합으로부터 거

주 생활기능의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도시부의 공동화 현상은 지역사회

의 활력쇠퇴, 도시기반시설의 이용 효율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켜 질서 있는 도시정비를 실

현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김항집, 1997).

도시주변부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원거리 통

근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피크시에 대량으로 

발생함과 동시에 업무기능의 과도한 집중과 

억제를 들 수 있고, 이들 생활관련 기능의 충

실을 기하여 양 기능이 조화된 활력 있는 도

시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토지이용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

면, 토지이용과 용도지역제와의 관계나 용도의 

계층별 구조 및 분포 특징을 입체적인 관점에

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의 시가화지역

에 있어서 용도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것이 

생활환경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각 

용도의 혼합 및 특화의 입지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문태헌, 1993). 또한, GIS의 다양한 공간

분석기능을 이용하여 토지가 가지는 잠재력을 

가능한 한 유효하게 속적으로 토지이용을 

행하고자하는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토지적합

성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이진덕,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토지이용의 잠재력과 그 

입지를 예측한다고하는 측면에서 이루어 졌으

며, 본 연구실에서 2002년도부터 구축해온 부

산시의 GIS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하여 먼저, 

상업․업무시설의 입지포텐셜 분석을 위한 지

표를 설정하고 각 지표별 Rank Map을 작성하

다.

다음으로 각 상업․업무시설이 입지할 가능

성을 예측할 수 있는 입지 포텐셜 (Pi)을 분석

하여 용도지역 지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대상의 범위는 부산시 전역을 250m 메

슈 데이터로 나눈 12616개의 메슈를 대상으로 

분석하 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urban information system)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용도지역 지정시 상업계 용도지역의 

주용도인 상업․업무시설들이 입지할 가능성

이 있는 입지포텐셜을 계산하여 검토하 다. 

메슈 데이터 구축 

수치지도는 dxf파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속성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ArcGIS를 이용하

여 커버리지로 변환하 다. 변환된 커버리지파

일은 각 메슈 데이터가 각각의 폴리곤으로 형

성 되었으며, CAD데이터를 커버리지파일로 

변환하게 되면 텍스트 엔티티는 포인트와 

annotation으로 변환된다. 이때 포인트를 폴리

곤의 label 포인트로 사용함으로서 CAD의 텍

스트 정보를 폴리곤속성으로 구축할 수 있다

(김 훈, 2004).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CAD파일의 텍스트를 

커버리지파일의 속성으로 변환하여 메슈 지도

를 작성하 다. 

분류된 레이어와 추출된 공공편익시설의 레

이어는 주요가로망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인트 

커버리지이다.

그러나 최소거리 측정 명령어인 'NEAR'는 

포인트-포인트, 포인트-라인, 라인-라인, 노드

-노드간의 거리측정만이 가능하다. 부산시의 

기본도(basemap)과 250m 메슈 커버리지를 인

터섹트(intersect)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

어 하나의 커버리지로 생성하 다. 부산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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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 메슈로 나눈 결과 12616개의 메슈로 나

눌 수 있었다. 그리고 250m 메슈데이터를 포

인트 커버리지로 변환하기 위해 V/B 스크립트

(script)를 사용하여 폴리곤을 포인트화 하여 

각 메슈의 중심포인트를 생성하 다. 이렇게 

생성되어진 메슈도와 각 지표들의 포인트-포

인트간의 거리, 포인트-라인과의 거리를 측정

하 다(그림 1).

거리측정 결과 ‘DISTANCE’ 필드가 생성되

면서 최소거리 값이 산출되었고, 표현 방법으

로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통계값을 활용하여 

다각형 내부를 색채나 질감, 음  등의 패턴으

로 채우는 코로플레스 도면화(choroplethic 

mapping)를 이용하 다(김권수, 2004).

FIGURE 1. 포인트 간의 거리측정

GIS DB를 이용한 입지포텐셜 평가

1. 지표 설정

건물용도의 입지 포텐셜은 장래 주거, 상업, 

공업의 용도가 입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

타낸다. 따라서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지표가 사용되며 이들 지표가 토

지의 적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정중의 하나이다(백태경, 2002). 

따라서, 수치지형도상의 도시기반 시설들 중

에서 도시의 상업․업무시설 입지포텐셜에 

향을 미치리라 사료되는 교통, 토지이용, 사회

기반시설등 21종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다음의 

11가지 정리한 지표들을 GIS를 이용하여 작성

하 다. (표1).

 2. 메슈 데이터를 활용한 Rank-Map

본 연구에서는 250m 메슈 단위로 상업․업

무시설 입지 포텐셜 평가를 실시했다.이를 위

해 각 메슈별로 지표를 산정한 뒤 그들 지표

들을 각 Rank별로 합산하여 검토하 다.

즉, 메슈중심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까지의 거리(Ai), 관공서까지의 거리(Bi) , 간

선도로까지의 거리(Ci), 교육기관까지의 거리

(초․중․고등학교) (Di), 교육기관까지의 거리

(대학)(Ei), 문화․공연시설까지의 거리(Fi), 시

장(Market)까지의 거리(Gi), 주요공원 및 유원

지까지의 거리(Hi), 병원약국시설(Ii),

TABLE 1. 수치지도 추출 데이터 분류

소분류 대분류

1 주요가로망 1 주요가로망

2 도서관 2 도서관

3 금융기관 3 금융기관

4 대학 4 대학

5 병원약국시설 5 병원약국시설

6 초․중․고등학교 6 초․중․고등학교

7 지하철역 7 지하철역

8 극장

8 문화․공연시설9 소극장

10 공연시설

11 지역시장

9 시장

12 특화시장

13 생활권시장

14 광역시장

15 대형유통업체

16 주요공원 및 유원지 10 주요공원 및 유원지

17 소방서

11 관공서
18 우체국

19 전화국

20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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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까지의 거리(Ji),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Ki)가 가까울수록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도가 높고, 상업 업무계 용도가 입지할 가

능성이 높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혹은 각 메슈

의 용도 구성비로부터 상업시설 구성비(Li)가 

높은 메슈는 기존의 상황으로부터 볼 때 상업

시설의 용도가 입지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할 수 있다. 

 FIGURE 2. 관공서와의 거리 Rank-Map 

그림 2는 각 메슈 중심점으로부터 관공서까

지의 거리를 Rank별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관공서는 반경 4㎞이내에 약 80%이상이 위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공서에는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등의 공공시설을 포함하고 있

다.

관공서와의 거리를 Rank별 점수에 따른 빈

도분포와 유효 퍼센트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표 2).

그림 3은 도로와 메슈 중심과의 거리를 

Rank로 세분화 하여 도면화 한 것이다. 도로

에는 기본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등을 포함하

고 있다. 약 80여개의 가로망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림 4는 메슈 중심으로부터 의료시설까지

의 거리를 Rank-Map으로 도면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의료시설에는 종합병원을 비롯한 각종 

병원과 약국을 포함하고 있다. 

 FIGURE 3. 도로와의 거리 Rank-Map 

FIGURE 4. 의료시설과의 거리 Rank-Map 

TABLE 2. 관공서와의 거리 빈도분석 

RANK 1 RANK 2 RANK 3 RANK 4 RANK 5 RANK 6 RANK 7

범위(km) 0∼0.5 0.5∼1 1∼1.5 1.5∼2 2∼3 3∼4 4이상

점수 7 6 5 4 3 2 1

빈도 635 1110 2435 1592 1928 2369 2547

% 5.0 8.8 19.3 12.6 15.3 18.8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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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Rank-Map  

병원과 약국은 근린생활시설로서 메슈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메슈 중심으로부터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Rank-Map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경  

4㎞이내에 위치하는 메슈는 10%내외임을 알 

수 있다. 기존 시가지의 흐름에 따라 지하철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6. 초․중․고등학교와의 거리 Rank-Map

그림 6은 각 메슈 중심으로부터 초․중․

고등학교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교육시설

은 부산시 전역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으

며 전체 메슈의 약 30%정도는 학교의 중심

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까지의 거리를 Rank별 

점수에 따른 빈도분포와 유효 퍼센트를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표 3).

 FIGURE 7. 마트와의 거리 Rank-Map

그림 7은 메슈 중심점으로부터 마트(시장)까

지의 거리를 나타낸 Rank-Map이다. 옅게 표

시된 메슈일수록 마트와의 거리가 가까움을 

나타내고 색이 짙을수록 거리가 떨어져 있음

을 나타낸다. 대형마트와 시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반경 4㎞이내에 약 20%정도가 분포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초등학교와의 거리 빈도분석 

Rank 1 Rank 2 Rank 3 Rank 4 Rank 5 Rank 6 Rank 7

범위 0∼0.5 0.5∼1 1∼1.5 1.5∼2 2∼3 3∼4 4이상

점수 7 6 5 4 3 2 1

빈도 161 1089 1007 1708 2340 2907 3404

% 1.3 8.6 8.0 13.5 18.5 23.0 27.0



   FIGURE 10. 공공편익시설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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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8. 도서관과의 거리 Rank-Map 

그림 8은 메슈 중심점으로부터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도면화한 Rank-Map이다. 부산시내의 

도서관의 수는 약 19개소이다. 반경 2㎞이내에 

위치한 메슈는 약 500여개로 기장군과 강서구

를 제외한 지역에 고루분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부산시의 상업․업무시설 용도의 

건물들만 추출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9. 상업․업무시설 Rank-Map  

 부산시의 상업용도건물의 수는 약 9만동

이며, 도심과 주 간선도로를 따라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Rank 1의 경

우 부전동과 전포동 단 2곳에만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도심을 제외한 대부분의 메

슈에서는 상업․업무시설의 비율이 적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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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의 입지 포텐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가지 공공편익시설 

지표를 이용한 메슈 데이터와 상업․업무시

설 면적을 이용하여 상업․업무시설의 입지 

포텐셜을 예측하여 Rank-Map을 작성하

다(그림 10, 11).

식(1)에 근거하여 부산시를 대상으로 각 지

표별 거리간 입지 포텐셜을 구하는 예는 그림

2∼9와 같다. 용도의 입지포텐셜 랭크(Pi)는 여

러 지표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

다. Pi를 이용하여 기존의 건축물 커버리지와 

오버레이 하여 현 건축물의 분포상태와 함께 

검토하 다. 

상기 12개 지표의 종합적인 평가로서 예를들

면, 행정적인 판단을 근거로 하여 각 내용의 

가중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식으

로 나타내어지는 상업시설 입지 포텐셜(Pi)을 

계산하여 평가지표로 제안한다.

Pi = 1/12( Ai+Bi+....+Ki+Li)        (1) 

입지포텐셜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방법은 각 

요인별로 7단계의 Rank로 재편하여 Ai∼Ki는 

거리가 짧을수록 높은 Rank값을, Li는 면적이 

넓을수록 높은 Rank값을 부여했다. Pi는 12개

의 Rank값을 합산하여 그 평균을 구했다. 이 

때, Pi가 높을수록 상업지역으로서의 용도의 

입지 포텐셜이 높다고 판단한다(표4). 

TABLE 4. 입지포텐셜 Pi

공공편익시설
Rank Map

입지포텐셜 
Rank Map

Rank 1 77이상 79이상

Rank 2 75∼76 76∼78

Rank 3 71∼74 71∼75

Rank 4 66∼70 61∼70

Rank 5 56∼65 46∼60

Rank 6 36∼55 31∼45

Rank 7 0∼35 1∼30

Rank 1 지역은 부전동, 양정1동, 부암동 대

연동, 연산동, 명륜동, 서구 등지로 나타나, 2

  FIGURE 11 . 부산시 입지 포텐셜 Rank-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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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면, 남포동)을 비롯하여 6부도심지역에

서 Rank 1의 분포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Rank 2 지역은 Rank 1 주변부를 따라 나타

나며 전포동, 우암동, 감만동, 광안동, 구포동 

등지 에서 분포되고 있다.

TABLE 5. 동별 입지 포텐셜 현황

 구 분

Rank 1

부전동, 양정1동, 부암1동, 대연동 

문현4동, 거제3동 연산2,5동, 명륜

1,2동, 수민동, 서구. 

Rank 2

전포동, 연지동, 양정2동,연산동, 문

현동, 우암동, 감만동, 용호1동, 광

안2동 우동, 사직동, 구포2동 등

Rank 3 덕포동, 대연동, 광안동 등

Rank 4 당감동, 당리동, 서대신4동, 좌동등

Rank 5,6,7 기장군. 강서구

 

Rank 3 지역은 덕포동, 대연동, 광안동, 재

송동 등해운대지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Rank 4 지역은 당감동, 당리동, 서대신동등 대

부분 표고가 높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ank 5∼7 지역은 강서구와 기장군 일대등

의 시 외곽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5, 그림 12).

따라서 Rank 1은 이미 상업․업무시설의 비

율이 높은 지역이므로 Rank 2 또는 Rank 3 

지역이 장래에 상업․업무시설이 입지할 가능

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또한, Rank 4∼7 까지의 지역은 Rank 1∼3 

지역에 비해 업무상업계 용도가 입지할 가능

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 환경보전적 차원

에서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관리할 필요가 있

다고 사료된다(그림 12).

   FIGURE 12. 동별 입지 포텐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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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부산시의 basema과 

250m 메슈 데이터를 오버레이하여 Rank-Map

을 만들고, 이 Rank-Map을 이용하여 상업․

업무시설 입지 포텐셜 랭크 (Pi)를 제안하 다.

식(1)에 근거하여 부산시를 대상으로 상업시

설의 입지 포텐셜을 구하면 그림 11과 같다. 

또한, Rank 1, 2로 분류되는 존의 건물용도 현

황을 보면, 상업시설 용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Ai∼Ki 값만으로 가중평균값을 이용한 입지

포텐셜(Pi)은 그림 10과 같으며 Ai∼Li의 입지

포텐셜(Pi) Rank-Map은 그림 11과 같다. 

Rank 1∼3 지역은 상업․업무시설이 입지하

거나 장래 입지 할 가능성이 높으나, Rank 

4∼7까지의 지역은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입지 포텐셜을 용

도지역 지정시 상업계 용도지역지정의 기초자

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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