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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도시 주변부의 농지나 녹지지역을 도시적 용도로 전환시킨다. 도시주변부

의 개발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및 교통비용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도시의

확산과정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도시 주변부의 개발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

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1990년과 2000년 사이 도시주변부의 신개발지를 대상으로 위

성영상, 토지관리정보시스템, 인구 및 주택총조사 자료 등을 GIS로 구축․활용하여 토지이용전환

에 영향을 주는 요인, 토지이용현황 및 공간적 분포, 개발 밀도 등을 중심으로 개발특성을 도출하

였다. 분석결과 대구광역시의 도시지역의 확장은 주거지 개발이 주도한 가운데 지역에 따라 산업

단지 및 유통단지 등의 형태로 토지이용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도시개발의 입지,

규모, 밀도 등의 도시성장관리에 필수적인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주요어 : 토지이용의 전환, 도시성장관리, 위성영상, 피복분석, 개발밀도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and use change at the

urban fringe. For this purpose, the Daegu Metropolitan City is selected as a study area. Land use

changes between 1990 and 2000 in fringe areas are identified by processing Landsat TM5 imageries.

The main findings are follows: First, land development has been driven by residential development,

especially large-scale residential development encouraged by the two-million housing construction

plan. Second, the type and size of the land use conversion are not identical across the study area.

For example, the main land use type of the newly developed area of Buk-gu is residential use while

that of Suseong-gu is public use. Third, most of residential development type is a high-density

development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American type of low-density development.

KEYWORDS : Land Use Conversion, Urban Growth Management, Satellite Image, Land Cover 
Analysis, Development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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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도시 주변부의 농

지나 녹지지역을 도시적 용도로 전환시킨다.

일반적으로 도시주변부의 개발은 도시기반

시설의 공급비용, 통근비용의 증가, 에너지

사용증가 및 공해수준 증가, 환경훼손 등 여

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미국 및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난개발(sprawl)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시성장관리정책수단을 동

원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성장관리정책이 효

과적이기 위해서는 도시의 확산과정에서 새

롭게 개발되는 도시 주변부의 개발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도시지역

의 확장을 주도하는 주변부의 토지이용의

변화 및 그 특징을 파악하고 그 과정을 합

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도시성장관리의 핵

심이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개발지의 개발특성에 대한 분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많지 않은 기존

의 연구에서 위성영상을 이용한 단순한 토지

피복분류에 의존하여 도시성장패턴과 토지피

복현황(land cover)을 파악하는데 집중되고 신

개발지의 용도(land use) 및 밀도에 대한 실증

적인 분석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1990

년과 2000년 사이의 신개발지를 대상으로

위성영상, 토지관리정보시스템(LMIS;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기초단위

구, 센서스 자료 등을 GIS로 구축․활용하여

대도시지역의 신개발지의 토지이용 및 토지이

용별 비중, 개발밀도, 공간적 분포, 토지이용전

환 동인 등을 중심으로 개발특성을 도출함으

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도시주변부의 토지이용은 민간부문과 공공

부문의 입지 및 재입지 그리고 계획활동 등에

의해 결정되고 또 같은 이유로 전환된다. 우리

나라 대도시 주변부의 개발은 주로 주거용 및

산업용 토지개발을 통하여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도시주변부의 토지

이용을 전환시키는 주된 원동력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주거입지론과 산업입지론을 간략하

게 설명한다.

주거입지론은 효용극대화자인 가계부문이

주어진 제약조건내에서 적정입지를 모색하는

이론이다. 도심으로부터의 거리를 u라고 하면

주어진 소득(w)하에서 어떤 지점 u에서의 가

계의 효용수준은 복합재 소비량(x 1)과 주거서

비스 소비량(x 2)의 함수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Max U= f(X 1(u),X 2(u))

subject to w=P 1x 1(u)+P 2x 2(u)+tu (1)

여기서 P1
은 복합재의 가격이고 P2

는 주거

서비스의 가격이며, tu는 지점 u에서의 통근비

용을 나타낸다. 이 모형에 의하면 도심에 가까

이 입지할수록 통근비는 줄어들지만 그만큼

높은 지대를 지불해야 하는 교환관계(trade-off)

가 존재한다.

한편 기업의 적정입지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 즉 총수입(TR)과 총비용(TC)의

차이를 가장 크게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 적

정입지가 된다. 따라서 기업의 적정입지는 식

(2)를 만족시키는 곳이다.

Max Π=TR(u )-TC(u ) (2)

기업의 적정입지론에서도 도심(시장)으로부

터 가까울수록 생산물의 수송비는 감소하지만

그만큼 높은 지대를 지불해야 하는 교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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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한다.

도시공간의 토지이용의 결정 및 전환은

이러한 활동간의 경쟁을 통하여 결정된다.

여기서 가계의 지대함수를 R h(u)로, 기업의

지대함수를 R f(u),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경

계를 결정하는 농업용 토지의 지대를 Ra
로

표기하자. 용도별 지대지불의사는 입지와 수

익수준에 따라 각각 다르고 해당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불의사를 나타내는 용도로 토

지이용이 결정된다. 또한 도시지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확장된다. 인구증가, 소득증가

로 인하여 도시지역의 토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지대곡선을 상향이동 시킴으로써

도시지역이 확장된다. 또한 교통기술의 발

달, 신교통수단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교통

비가 감소할 경우에도 시장지대함수의 기울

기가 완만해지고 도시지역이 확장된다. 이

경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대곡선

R f(u)는 R f(u)'로, R h(u)가 R h(u)'로 변

환하게 된다.

도시의 토지이용은 결국 변환된 지대함수

R f(u)', R h(u)'에 의해서 산업용 토지이용의

경계지역은 u1', 주거용 토지이용의 경계지역

u 2'로 각각 확산된다. 도시주변지역의 농업용

으로 사용되던 토지가 도시 용도로 전환하게

되고 이것은 바로 도시지역의 확산(→′ )을
의미한다.

FIGURE 1. 도시지대함수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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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도시지

역의 확산의 원동력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에

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외국의 연구들은

도시주변지역의 토지이용전환을 다양한 이유

로 설명하고 있다. 토지이용이 전환되는 배경

은 산업화 및 경제발전(Long et al, 2006; Wu,

2006; Xiao et al, 2006)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보이면서 토지가치의 차이

(Mori, 1998) 등도 거론된다. 이 방면의 국내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강승일

(1999)은 수도권의 도시주변지역 의 토지이용

을 실증분석 한 결과 전체 준농림지역 개발면

적 중 공업시설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였

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시설이 차지하였다. 특

히 주거시설의 경우 빠른 속도로 그 개발면적

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2백만

호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0년대 후반

과 2000년 초반을 고려했다면 이 추세는 더욱

두드러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도시화

지역 확산에 관한 수개의 연구들은 고도, 경사

와 같은 지형적인 요소와 함께 도로, 철도노

선, 개발제한구역, 위성도시와 같은 정책적 요

소에 영향을 받으며 그 영향력도 시대의 흐름

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주기도 하였다(사공호

상, 2004).

자료 및 분석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도시성장패턴과 그에 따른 신개

발지의 개발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위성영상

의 토지피복 분석결과와 필지별 토지이용자료

(LMIS), 그리고 기초단위구 자료를 이용한다.

위성영상자료는 광범위한 지역을 시계열적 일

관성이 있는 상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도

시지역의 확산 및 유형, 토지피복 및 토지이

용, 기반시설 등 도시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자료는 행정구역 단위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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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사용목적

Landsat 5 TM
(1985년, 1989년, 1995년, 2000년)

시가화지역 및 신개발지 추출

1：25,000 수치지형도 영상보정을 위한 지상기준점 추출

토지관리정보시스템 토지이용(필지단위)

기초단위구 개발밀도 계산

TABLE 1. 사용 자료와 사용목적

적은 하부공간단위(필지별)의 토지이용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자료를 위성영상자료

와 중첩하게 되면 시가화된 행정구역만을 추

출할 수 있다. 또한 GIS화된 기초단위구 자료

는 영상자료와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의 자료로

는 획득할 수 없는 속성자료(인구, 가구 등)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성영상, 토지관

리정보시스템, 기초단위구 등의 세가지 자료를

장점을 활용하면서 대도시지역의 토지이용의

전환을 이전 연구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독창성이 있다. 표 1은 본 연구에

서 사용한 공간, 속성데이터와 그 사용목적을

요약한 것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을 통해서 시가화

지역 및 신개발지를 추출하고 이를 토지관리

정보시스템과의 통합함으로써 신개발지의 토

지이용을 파악하였고, 이를 기초단위구 자료

와 통합하여 개발밀도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

에서 활용한 원격탐사자료는 LandSat TM5

이며, 1990년 10월과 2000년 10월에 촬영된

것이다. 두 영상의 좌표는 한국좌표계를 사용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좌표체계를 일치시키

기 위한 기하보정(geometric correction)단계를

거쳤다. 기하보정은 Erdas Imagine8.6 툴을 활

용하였고 수치지형도(1：25,000)의 기상기준점

과 동일한 위성영상의 기준점을 찾아내어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변환식을 도출하고 나머지

전체 영상의 좌표를 추정하였다. 좌표 변환식

의 정확도의 점겅은 각각 지상기준점이 갖게

되는 제곱근 오차(RMSE)값을 이용하였으며

그 값은 1이하로서 1개의 화소 범위를 넘지

않았다.

시가화지역 자료는 위성영상의 피복분류를

통해 획득하였다. 분류방법은 감독분류(supervised

classification)의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을 사용하였다. 토지피복 분류항

목은 환경부(1999)의 토지피복분류체계를 참고

하여 시가지(urban area), 농경지(agriculture),

수계(water), 산림(forest), 초지(grass), 나지

(barren)의 6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 분류

에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한다. 분류된 시가화 지역은

수치지형도, 토지이용현황도, 기타 인터넷 사

진자료 등을 활용하여 육안판독후 수정 보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990년 이후 2000사

이에 새롭게 시가화 된 지역을 추출하였다.

신개발지의 추출은 Arcgis9.0 spatial analyst

의 raster calculator를 활용하였다. 이때 행

정동별 시가화 면적은 Arcgis 9.0 spatial

analyst의 zonal statistics 기능을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신개발지의 도시계획상 토지이용

은 토지관리정보시스템(LMIS)자료와 중첩하

여 파악하였다. 또 신개발지의 개발밀도는 기

초단위구 자료와 충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

구의 주거밀도 계산은 총밀도가 아니라 인

구수를 시가화지역의 면적만으로 나눈 순밀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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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대구광역시의 확산(1990-2000) 

대도시 주변 신개발지의 개발특성

1. 도시개발의 개요

대구광역시의 시가화면적은 1990년에는 97

㎢이었으나 2000년에 들어 137.7㎢로 증가하였

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신개발지의 면적은

40.7㎢로써 1990년도 대비 42%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이 6.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증가율이다.

그림 2는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1990년부

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새로 개발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도시의 변두리지역에서 개발활

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대구광역시는 분지라는 지형적 특성을 반

영하듯 1990년 기존개발지를 중심으로 서쪽과

북쪽 그리고 동쪽의 일부지역에서 개발이 활

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

어졌던 자치구는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달서구이다. 달서구의 신개발지의 면적은

15㎢이며 이는 대구광역시 전체 신개발지 중

37.3%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북구가 8㎢로

전체 신개발지 중 20.3%를 차지한다. 대구광

역시 자치구중 중구(0.1㎢), 남구(0.5㎢), 서구

(0.8㎢)는 신개발 면적이 적어 자치구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신개발지 면적(㎢) 비 율(%)

동구 3.73 9.2

북구 8.29 20.3

수성구 5.03 12.3

달서구 15.19 37.3

달성군 7.01 17.2

중구 0.10 0.0

남구 0.50 1.2

서구 0.80 2.0

합계 40.75 100.0

TABLE 2. 대구광역시 자치구별 신개발지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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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신개발지의 토지이용 

토지이용 면적(㎢) 비율(%)

주거용지 18.82 46.2

상업용지 1.88 4.6

공업용지 8.23 20.2

공공용지* 6.50 16.0

기타** 5.51 13.5

합계 40.72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반

시설로써 교통시설(도로, 철로 등),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 유통 및 공급

시설(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운동장, 공공청사, 학교 등), 방

재시설, 보건위생시설(종합병원, 공동묘지, 납

골시설 등),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군사시설

** : 시가화지역중 위성영상의 특성상 녹지로 분류

된 곳과 토지관리정보시스템상 미분류된 곳

TABLE 3. 신개발지의 토지이용별 면적 및 비중2. 신개발지의 토지이용별 특성

대구광역시의 5개 자치구(군)에서 1990년으

로부터 2000년사이 10년 동안 농지, 임야 등의

비도시적 용도로 사용되던 토지 40.72㎢가 도

시적 용도로 전환되었다. 그림 3은 대구광역시

를 대상으로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새로 개

발된 신개발지를 토지이용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은 개발의 입지와 규모뿐 아니라 토지

이용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대구광역

시의 경우 새로운 개발은 주로 주거용으로의

전환이 주도한 가운데 달서구의 공업지역(성

서공업단지)과 북구의 상업지역(국가유통단지),

수성구의 공공용지 등의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비도시적 토지이용에서 도시적 토지이용으

로 전환된 신개발지의 용도를 보다 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개발지의 총 개발면적 40.72㎢ 중 주거용지

가 19㎢로 가장 높은 비중(46%)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공업용지(20%), 공공용지(16%),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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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주거용지
(100.0)

1,840,140
(9.8)

4,362,556
(23.2)

2,607,947
(13.9)

7,018,064
(37.3)

2,995,005
(15.9)

상업용지
(100.0)

67,408
(3.6)

1,171,722
(62.3)

150,876
(8.0)

448,470
(23.8)

43,227
(2.3)

공업용지
(100.0)

93,002
(1.1)

170,976
(2.1)

-
6,520,264

(79.2)
1,443,495

(17.5)

공공용지
(100.0)

716,410
(11.0)

1,907,849
(29.3)

1,735,055
(26.7)

1,102,673
(17.0)

1,039,261
(16.0)

기타
(100.0)

1,012,544
(26.5)

681,692
(17.8)

531,833
(13.9)

103,841
(2.7)

1,493,717
(39.1)

합계 3,729,505 8,294,796 5,025,711 15,193,313 7,014,705

주: ()안은 용도별 면적 대비 비중

TABLE 4. 신개발지의 토지이용별 행정구역별 분포 

용지(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주거용지로의 개

발은 1980년 12월 법 제정 이후 활발하게 추

진되어진 공영개발사업과 1980년대 말 정부의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대량의 택지를

단기간에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과 맞

물려 일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수도권 및 다

른 대도시와 같이 대구광역시에서도 이 기간

중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

다. 달서구는 성서택지개발지구, 상인택지개발

지구, 대곡택지개발지구 등 북구는 칠곡지구,

수성구의 시지범물지구 등 고밀도 아파트를

주된 주택유형으로 하는 대규모 주거단지개발

이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총 개발면적에 20%의 비중을 차

지한 공업용지의 경우 생산활동의 특성상 산

발적인 개발보다는 달서구와 달성군 지역에

성서공단, 달성공단 등 공업단지의 형태로 집

적되어 개발되었다. 이처럼 공업용지 개발은

민간기업의 입지결정보다는 정부의 계획에 의

해 입지가 결정되었다.

상업지역 개발의 경우 칠곡, 성서, 대곡, 시

지, 범물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공급과 함께

편의재 위주의 소매업(소비자지향형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유통단지와 같

이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토지이용별 분포를 행정구역별로 나눠 보면

표 4와 그림 4와 같다. 주거용지의 경우 앞서

설명한 이유로 달서구와 북구에서 높은 비중

을 보였다. 상업용지의 경우 총 개발면적의

62%가 북구에서 개발되었다. 이는 북구의 주

거지역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개발과 유통단지

개발로 인한 것이다. 공업용지의 경우 달서구

의 공업단지 개발로 인한 것으로 전체 공업용

지 개발 중 79%를 차지한다. 공공용지는 공공

부문의 특성상 연구대상 5개 자치구(군)에 걸

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주거지 위주의 개발은 인구 및 가구의

공간적 분포도 변화시켰다. 표 5에 의하면 주

거단지 개발이 활발했던 지역에서는 인구와

가구수가 증가한 반면 개발비중이 낮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중구, 서구, 남구의 인구와

가구수는 감소하였다.

이처럼 주거용지로의 전환은 인구 및 가구

의 이동을 동반하는 등 도시정책 및 계획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종세분화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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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신개발지의 토지이용별 행정구역
별 분포

인       구 가       구

1990년 2000년 변화율 1990년 2000년 변화율

중구 153,001 86,282 -43.6% 43,675 29,160 -33.2%

동구 359,707 334,752 -6.9% 96,942 104,409 7.7%

서구 406,439 283,027 -30.4% 109,844 89,079 -18.9%

남구 276,995 192,276 -30.6% 75,249 63,086 -16.2%

북구 321,629 400,510 24.5% 85,081 118,640 39.4%

수성구 351,713 448,996 27.7% 91,643 136,586 49.0%

달서구 359,556 586,183 63.0% 94,716 174,523 84.3%

달성군 93,798 148,552 58.4% 24,498 43,868 79.1%

대구광역시 2,322,838 2,480,578 6.8% 621,648 762,194 22.6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TABLE 5. 자치군(군)별 인구 및 가구수의 변화(1990-2000) 

으로 주거지 개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의 신개발지중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종세분화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제3종일반주거

지역이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고밀도의 아파트위주로 개발이 가장 활발

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면적 비율(%)

제1종전용주거지역 0.05 0.3

제1종일반주거지역 3.79 21.2

제2종일반주거지역 3.77 21.0

제3종일반주거지역 7.94 44.4

준주거지역 2.35 13.1

합계* 17.90 100.0

*: 주거지역 중 종세분화되지 않은 지역은 제외

TABLE 6. 주거용도로 개발된 지역의 종세분
화별 면적

3. 신개발지의 개발밀도 특성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초

단위구 특성분류에서 대분류의 주거지역, 비주

거지역을 추출하여 기개발지와 신개발지의 순

밀도를 통해 그 개발특성을 살펴보았다. 총밀

도를 분석하지 않은 이유는 총밀도는 주거지

뿐만 아니라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의 면적까

지 포함된 것으로서 주거지 개발밀도를 저평

가하기 때문이다. 구별 기개발지와 신개발지의

순밀도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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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개발지 신개발지

중구 21,572 -

서구 41,060 -

남구 27,999 -

동구 35,403 38,329

북구 37,881 51,987

수성구 30,314 58,751

달서구 36,355 60,216

달성군 29,064 64,424

평균 33,777 56,176

TABLE 7. 기개발지와 신개발지의 순밀도 비
교(인/㎢)

신개발지를 많은 5개 자치구에서 기개발지

의 평균순밀도는 33,777명인데 비해 신개발지

의 평균순밀도는 기개발지보다 약 1.7배 높은

56,175명으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달성군이

64,424명으로 가장 높은 순밀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개발면적을 보인 달서구

가 60,216명, 그 뒤를 이어 수성구, 북구, 동구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개발지의 구별 순

밀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Duncan 방법에 의한 다중비교결과 달성군, 달

서구, 수성구가 A그룹으로, 수성구, 북구가 B

그룹, 동구가 C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순밀도를

기준으로 할 때 달성군은 농어촌 지역으로 구

분되지만 주거단지의 개발을 결코 저밀도 개

발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동구는 공항, 개

발제한구역, 경관지역 등이 많아 주거지 개발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신개발지의 토지이용변화 요인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의 확산 즉 비도시

적 용도의 토지가 도시적 용도의 토지로 전환

되는지 그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므로 이에 적

합한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사용

하여 전환확률을 추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도시적용도로 전환된

지역을 0, 토지이용이 전환되지 않은 지역을 1

로 하였다. 신개발지의 토지이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기존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물리적 변수, 접근성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의

총 7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Guangin et al,

2005; Houlou et al, 2006; Jieying et al, 2006;

Seto and Kaufmann, 2003).

사회경제적 변수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

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먼저 가장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인구수 및 인구증가율 대신 가구

수 및 가구수증가율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핵가족화와 일인가구화 추세에

따라 인구수보다 가구수의 증가가 월등히 높

으며, 또한 인구수는 감소하더라도 가구수는

증가하는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더구

나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주거수요의 고급

화 추세를 감안할 때 인구수보다는 가구수 기

준이 더욱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정책변수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토지개발은 신도시 및 대규모 주거단지 지정,

공업단지지정 등과 같이 공공부문이 주도한다.

그러므로 토지의 개발확률은 개발예정지로 지

정된 곳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토

지개발예정지 레이어를 확보하지 못해 구체적

으로 감안하지 못했다. 이는 다음의 연구과제

로 돌리기로 한다. 이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변수 추정계수 p-값

상수 -1.07470 <.0001

경사도 -0.04240 <.0001

표고 -0.00926 <.0001

도로와의 거리 -0.00313 <.0001

중심지와의 거리 -0.00002 <.0001

기개발지와의 거리 -0.00373 <.0001

가구수(90) 0.00003 <.0001

가구증가율(90-2000) 0.11640 0.0614

Somers' D 0.650

관측수(n) 316411

TABLE 8. 이항로짓회귀분석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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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합도를 설명하는 Somers' D의 값

이 0.65로써 모형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변수들이 유의수준

1%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부호도 예

상했던 것과 일치한다. 표 7의 이항로짓회귀분

석의 추정결과 가구수가 많을수록 또 가구증

가율이 높을수록 개발수요가 높아져 개발될

확률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접근성을 표시하는

도로와의 거리, 중심지와의 거리, 기개발지와

의 거리는 세 변수 모두 가까울수록 개발확률

이 높아지고 멀어질수록 개발확률이 낮아짐을

입증한다. 이 중 기개발지와의 거리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

로와의 거리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중심지와의 거리변수는 0.00002로 영

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도시가

확산하는데 있어 더 이상 중심지의 역할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반영한다. 또 물리적

변수인 경사와 표고변수도 부(-)의 관계로 나

타남으로써 경사도 및 표고가 높아질수록 개

발확률이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결  론

지금까지 대도시 주변의 신개발지의 개발

특성을 대구광역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분석

하였다. 도시지역의 확장은 주거지 개발이 주

도한 가운데 지역에 따라 산업단지 및 유통단

지 등의 형태로 토지이용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지난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의 도

시주변부의 개발 혹은 도시지역의 확장은 정

부차원의 주택2백만호 건설계획의 추진 등을

배경으로 고밀도 아파트 단지 개발 위주의 형

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교외지역의 고밀도개

발은 외국의 저밀도 확산개발로 대변되는 미

국형 난개발과는 상반된 개발유형이다. 공공부

문이 대규모 주거단지와 공업단지 등의 형태

로 도시주변부의 토지개발을 주도하기 때문에

외국의 개발업자 주도의 개발과는 개발주체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도시주변부의 개발에

따른 부작용은 공공부문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도시성장, 즉 교외지역의 주거지 개발은 필

연적으로 인구 및 가구의 유입을 동반한다. 인

구의 교외화는 또한 소비자 지향형 산업의 교

외화를 동반한다. 인구 및 일자리의 교외화는

대부분 도심쇠퇴-교외지역의 성장이라는 이분

법적 결과를 초래한다. 즉 도심공동화에 따른

부작용과 동시에 교외지역의 난개발이 사회적

이슈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성장관리의

측면에서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이 적절하게 이

루어졌는가에 따라 난개발 유무 및 수준을 측

정한다. 도심공동화는 도시기반시설의 유휴화

및 저효율을 초래하면서 재투자를 어렵게 만

드는 한편 교외지역의 성장은 기반시설 공급

의 부족난 및 고비용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고 도심과 교외지역은 물론, 대도시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대도시권역의 도시기반

시설의 실태에 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따라 도시내부의 개발은 물론 교

외지역 신개발에 대한 난개발 여부 및 그 수

준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이에 따라 개발의

허용여부 및 개발밀도의 설정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표출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발전한 공

간정보시스템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

부공간단위의 기반시설수준에 관한 정보를

구축해야만 도시성장경계, 도시서비스경계 등

과 같은 성장관리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개발의 밀도에 관한 객관적 기준

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개발밀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결론을 갈음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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