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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산시의 도심(축)에 속하는 15개 동을 상으로 2000년, 2005년 두 개 연도를 LQ지수와 군집분

석을 통해 도심의 공간기능에 하여 연구하 다. 

2000년도의 LQ지수를 분석한 결과 2차산업은 재래시장과 규모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특화되

어 나타나고 있으며, 3차산업은 융권이 집 되어 있는 지역에서 특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의 LQ지수는 2000년도의 LQ지수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3차산업에 속하는 도심의 

심업무기능이 구도심에서 격히 쇠퇴하고 신도심으로 변되는 서면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특화

되고 있었다. 이는 과거 구도심의 심업무기능이 신도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구도심의 도심의 성

격을 지닌 주요 기능이 쇠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LQ지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군집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먼  1군집은 도심 쇠퇴 상이 나타나는 구도심지역이고, 2군집은 주거기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며, 3군집은 재, 도심의 공간기능이 매우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구도심의 쇠퇴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심재생방안 수립과 신도심에 한 종합

이고 체계 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 특화도에 따라서 도심 공간기능이 

배치되므로 이에 지역에 합한 산업의 도입과 함께 발 을 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도심, 산업분포, 도심공간기능, LQ지수, 군집분석

ABSTRACT

The subjects were fifteen dong at downtown of Busan. LQ index and cluster analysis were 

used to research space functions of downtown in both years, that is to say, 2000 an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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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analysis of LQ index in 2000, the secondary industries were specialized at traditional 

markets as well as large-scaled commercial districts, while the tertiary industries were done at 

financial business districts.

LQ index in 2005 did not make change mostly comparing with the one in 2000: But, 

main businesses at downtown that belonged to the tertiary industries rapidly dwindled at 

old downtown to make appearance at Seomyeon of new downtown. Main businesses at 

old downtown in the past moved to new downtown to dwindle main functions at old 

downtown.

The cluster analysis was done by using LQ index to classify into three clusters.

The first cluster was old downtown that functions of downtown dwindle, and the second 

cluster was residence area, and the third cluster was the area where space function at 

downtown was very much active. The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ly, various kinds of urban regeneration plans should be made to control dwindling of old 

downtown and to establish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lans on new downtown.

Secondly, downtown space functions could be placed depending upon specialization of each 

industry so that industries being suitable to the area should be introduced to construct 

development base.

kEYWORDS : Downtown, Industry Distribution, Downtown Spatial Functional, LQ Index, Cluster 

Analysis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는 사람, 생산, 물자, 교통 등이 집 하

여 생성되어지는 공간이다. 이러한 도시공간 

속에서도 가장 핵심 인 기능을 수행하는 

심공간을 일반 으로 도심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므로 도심은 그 도시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할 수있으며 도심의 성장과 쇠퇴

에 따라 그 도시 체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가

장 요한 지역이다. 

속한 도시화, 산업화의 물결속에서 우리나

라의 도시내의 도심들은 각 기능들이 서로간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특정지역에 집 하거나 

분산하면서 다양한 공간형태를 유기 으로 창

출해내며 지역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도심 내 기능의 공간  변화 

상은 도심의 공간구조 변화와 도심 이외의 지역

까지 공간구조 변화에 많은 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의 추기능을 담당하

는 도심에서 공간기능의 변화를 분석하기 

해 부산시의 산업별 공간분포를 심으로 변

화추이와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 역시의 공간기능분

석을 통해 그 변화추이와 결과로 도출된 특징

을 분석함은 물론, 이를 유형화하여 향후 도심

리 정책  도시문제에 한 기 자료를 제

공함에 그 목 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공간  범 는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서 도심은 서면과 복동을 하나의 도심으로 

설정하 다. ‘부산 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2001)’에서는 남포동～ 앙동～부산역～서면 

일 를 도심축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의 기본계획과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서 

나온 도심  남포동과 앙동에서부터 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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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라 서면일 까지를 도심축으로 보고 이

를 공간  범 로 선정하 다. 

시간  범 는 단순히 일정한 한시 보다는 

특정기간을 정해 두고 연구하는 것이 도심의 

변화를 확연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최근 5년간 

도심변화를 알아보기 해 2000년, 2005년으로 

나 어 자료를 정리하 다. 

본 연구는 먼  부산 역시 총산업을 이용

하여 도심의 산업 황  도심 공간기능을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한국 표 산업분류”에 의한 산

업분류방식으로 총 18개 산업을 악하기 해 

통계연보를 이용하 으며, 이를 통한 산업분포

와 변화추이를 알아보기 해 LQ지수를 사용

하여 분석하 다. 여기서 도심 공간기능을 표

하기에 어려운 1차 산업은 제외하고 LQ지

수를 구하 고, 도심 공간기능의 유형화를 

해 선행분석과 함께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상기 분석을 해 SPSS 12.0과 이들 

특성의 유형화와 그에 따른 해석을 해 

Arc-view를 사용하 다.

이론적 고찰

1. 도심의 정의

도시가 생성되고 발 하는 과정 속에서 기

가 되는 지역이나, 발 되어 가는 도 에 기

능이나 인구가 집 되어 심 인 역할을 수

행하는 지역이 있다. 이러한 도시의 심 인 

공간을 도심이라 칭하며, 이러한 도심은 도시

에 있어서 추 인 역할을 수행한다.

공간  측면에서의 도심은 도시 내에서 입

지 여건이 가장 양호한 곳으로서, 이용인구의 

근성을 높히기에 좋은 지리  환경과 시설

이 집 되어 있는 공간이다. 

기능  측면에서의 도심은 한 도시 내에 형

성된 심지로서 최상  심기능의 집 체

(박정 , 2002)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도시의 

문화⋅업무⋅상업⋅서비스⋅교통⋅정보 등의 

여러 가지기능이 결집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腹部鎌二郞, 1970)을 말한다. 

즉 도심은 지역 으로 도시의 심부나 

근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도시의 기능면에

서 최고 상 의 심기능이 집약되어 있는 곳

이다.

2. 도심의 공간기능

단순히 도심의 기능은 도심지역의 특성을 

결정하는 모든 행 로, 도심에서 일어나는 주

된 활동을 소매업  사무소 활동으로 구분하

고 있으며, 이를 심업무기능이라고도 한다. 

이는 심상업업무기능을 갖는 CBD의 기능

에 리기능을 포함시킨 것으로, 도심기능은 

크게 리  기능과 상업서비스 기능으로 

별되며 행정 리기능, 기업 리기능, 기업투자

련기능, 상업 련기능, 락 련기능, 언론

련기능으로 나  수 있다(김창석, 우명제, 

2000).

그러나 도심의 공간기능을 악하기 해서

는 도심의 심업무기능  산업분포분류 체

계가 필요하다. 이에 산업분포를 나타내기 

해서는 “한국 표 산업분류”에 의한 산업분류

방식으로 18개 산업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도

심내의 심상업업무기능이외의 모든 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도심의 공간기능을 모두 설

명할 수 있다.

3. 선행연구고찰

주로 산업별 공간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문화  그 배경을 분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산업별 사업체수

나 고용인구를 기 으로 도심, 부도심, 교외 

등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하는데 을 두었다. 이는 

단핵도시구조하에서는 모든 산업이 도심에 

집 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산업별 분포

특성을 논하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인구  직장의 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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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앙
동

동광
동

광복
동

남포
동

영주1
동

부전1
동

부전2
동

범천1
동

초량1
동

초량2
동

초량3
동

수정2
동

좌천1
동

범일1
동

범일2
동

농업  
임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어업 4 3 0 22 1 0 0 0 6 0 1 0 0 0 0 

업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제조업 200 183 208 56 35 235 331 465 33 50 58 70 51 42 477 

기등 
사업 0 0 0 0 0 0 3 0 0 0 1 0 0 0 0 

건설업 47 15 2 11 12 53 21 27 34 11 95 10 10 3 41 

도소매업 942 269 2,076 1,801 232 2,892 1,354 1,819 323 403 570 473 213 126 2,689 

숙박  
음식 업 530 227 506 818 175 1,144 1,268 521 225 356 426 346 74 87 582 

운수업 1,371 46 17 46 51 93 65 56 172 67 129 36 54 45 64 

통신업 18 4 4 2 2 17 6 5 9 2 10 1 1 1 10 

융  
보험업 204 31 23 25 6 140 96 256 39 13 138 20 5 3 68 

부동산  
임 업 111 18 28 29 13 124 77 55 30 18 110 23 8 15 54 

사업 
서비스업 222 46 23 49 22 250 123 77 94 22 237 58 17 7 72 

공공행정 
사회보장 21 0 3 2 2 7 2 3 1 3 6 8 2 2 4 

교육 
서비스업 14 6 15 9 23 59 77 57 21 11 48 28 8 24 37 

보건  
복지사업 21 13 12 30 12 125 52 47 6 27 40 47 10 18 46 

오락문화
서비스업 55 22 48 148 22 121 249 84 25 52 54 58 9 24 62 

기타 183 79 222 120 83 439 294 199 109 106 185 126 79 47 292 

TABLE 1. 2000년 사업체수

화, 도심공동화, 부도심의 형성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공간구조가 다핵화되어 산업별 

분포특성이 요하게 두되었다. 이 국, 양

주(2007)는 LQ지수를 통한 산업의도

시공간  분포를 악하 고, 김한수, 윤병구, 

임 홍(1999)은 구시를 상으로 LQ지수

를 사용해 산업별 공간분포 특성에 해 연

구하 다. 김 , 하창 , 안정근(2004)은 도시

기능분포특성을 심성지수와 최근린분석을 

통하여 비교하 다. Proudfoot (1937)은 미국

도시내 소매상업지역을 상업기능과 상업지역

의 규모, 형태, 치  성격에 따라 5가지 유

형으로 구분하 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

에는 도시 체의 산업별 분포를 알아보고 있

거나, 특정 산업에 한정하여 연구하고 있어

서 도심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상으로 체

산업을 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도시의 심공간인 도심의 산업별 분포의 특

성을 악하고 이를 통해 도심의 공간기능을 

악하는 것도 요한 연구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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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앙
동

동광
동

광복
동

남포
동

영주1
동

부전1
동

부전2
동

범천1
동

초량1
동

초량2
동

초량3
동

수정2
동

좌천1
동

범일1
동

범일2
동

농업  
임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어업 5 5 0 24 0 0 0 0 2 0 1 0 0 0 0 

업 1 0 0 0 0 1 0 0 1 0 0 0 0 0 0 

제조업 132 144 168 59 35 201 268 507 20 46 55 58 15 28 663 

기등 
사업 0 0 0 0 1 0 1 0 0 0 0 1 0 0 0 

건설업 52 9 5 7 13 62 33 30 40 16 108 14 10 1 69 

도소매업 805 224 1,700 1,339 170 2,245 1,166 1,612 350 309 514 321 197 85 2,569 

숙박  
음식 업 495 187 334 640 134 992 1,234 488 220 374 408 367 71 70 634 

운수업 1,859 67 25 45 62 101 86 92 266 68 210 37 78 54 87 

통신업 17 4 3 3 3 10 2 5 5 2 17 3 2 0 11 

융  
보험업 204 18 18 29 6 202 155 170 61 12 120 22 6 5 55 

부동산  
임 업 116 14 32 29 10 154 123 77 48 21 92 13 6 4 54 

사업 
서비스업 237 75 12 48 19 267 148 103 130 30 267 61 17 9 108 

공공행정 
사회보장 18 2 3 2 1 5 2 2 1 3 6 5 1 4 5 

교육 
서비스업 17 7 10 7 20 57 80 52 21 10 50 35 65 22 25 

보건  
복지사업 21 10 7 36 15 150 90 48 7 31 36 52 6 14 45 

오락문화
서비스업 55 8 40 122 10 133 228 70 18 49 47 55 9 18 64 

기타 208 82 237 115 77 372 279 216 130 105 220 112 11 45 284 

TABLE 2. 2005년 사업체수

4. 분석의 틀

1) 공간기능분석(Locational Quotient 

Analysis)

공간기능분석(Locational Quotient Analysis, 

이하 LQ) 기법은 지역 구조를 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역의 공간특성을 악하는데 활용

된다. 기본 으로 경제학의 승수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지역의 기반

부문산업의 산업체 혹은 고용특성에 따라 지

역 체의 특성을 악할 수 있다.

LQ는 입지상지수로도 표 하며, Hildebrand 

and Mace(1950)에 의해 개발되어 도시  지

역 경제의 분석과 측에 사용되어 왔다.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의 지역내 입지 비 을 

다른 지역과 상 으로 평가해 으로써 특

정산업 부문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그 

산업이 국에서 자치하는 비율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1)

LQ i
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LQ i

가 1보

다 클 경우 기반부문으로 그 지 않을 경우를 

비기간부문으로 각각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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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2000년 LQ지수 분석 결과

즉, LQ>1인 경우 상 으로 타 업종보다 

우 를 가짐으로 그 결과값은 타 업종보다 특

화도( 문화)정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의미하

며, LQ<1인 경우 상  열 를 나타내어 특

화도( 문화)정도가 낮음을 뜻하며, LQ=1인 

경우는 평균을 의미한다.

공간기능분석 모형을 활용하면 상지역의 

기반부문 산업 악  산업특성 추이분석과 

그 지역의 산업활동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

른 공간의 기능 변화 특성을 분석할 수 있어 

지역공간기능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

2) 군집분석

각 객체( 상)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유사성

이 높은 상 집단을 분류하고, 같은 군집에 

속한 객체들의 유사성과 서로 다른 군집에 속

한 객체간의 상이성을 규명하는 통계분석방법

으로, 상들을 분류하기 한 명확한 기 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 이 밝 지지 않은 상태

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상자들을 집단으

로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즉 데이터

의 구조를 아는 유효한 수단으로서, 그 데이터

를 구성하고 있는 측 상(혹은 속성)을 어떠

한 기 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군집분석은 이와 같은 목 을 한 기법

이다.

도심 공간기능분석

(Locational Quotient)

본 연구에서는 업종별 입지계수를 통하여 

LQ지수를 산정하 다. 2000년, 2005년 각 년

도 통계연보에서 산업별 사업체수의 Data를 

구하여 부산 역시에서 도심이 차지하는 산업

별 특화도의 정도와 변화추이를 구하 다. 단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한국 표 산업분

류”에 의한 방식으로 총 18개 산업으로 분류

되지만 도심의 공간기능을 설명하기에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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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앙
동

동광
동

광복
동

남포
동

영주1
동

부전1
동

부전2
동

범천1
동

초량1
동

초량2
동

초량3
동

수정2
동

좌천1
동

범일1
동

범일2
동

제조업 0.48 1.78 0.61 0.17 0.47 0.39 0.77 1.22 0.27 0.41 0.26 0.50 0.88 0.89 0.99 

기 등 
사업

0.00 0.00 0.00 0.00 0.00 0.00 2.96 0.00 0.00 0.00 1.88 0.00 0.00 0.00 0.00 

건설업 0.71 0.93 0.04 0.21 1.04 0.56 0.31 0.45 1.81 0.58 2.70 0.46 1.11 0.41 0.55 

도매  
소매업

0.75 0.87 2.03 1.77 1.05 1.58 1.05 1.59 0.89 1.10 0.84 1.13 1.23 0.89 1.87 

숙박  
음식 업

0.68 1.19 0.80 1.30 1.28 1.01 1.59 0.74 1.01 1.57 1.02 1.34 0.69 0.99 0.65 

운수업 3.50 0.48 0.05 0.15 0.74 0.16 0.16 0.16 1.54 0.59 0.62 0.28 1.01 1.02 0.14 

통신업 2.19 1.99 0.60 0.30 1.39 1.43 0.72 0.67 3.82 0.84 2.27 0.37 0.89 1.08 1.06 

융  
보험업

4.65 2.90 0.65 0.71 0.78 2.21 2.15 6.44 3.11 1.02 5.88 1.38 0.83 0.61 1.36 

부동산  
임 업

1.05 0.70 0.33 0.34 0.70 0.81 0.71 0.57 0.99 0.59 1.95 0.66 0.55 1.26 0.45 

사업
서비스업

2.68 2.27 0.34 0.74 1.51 2.08 1.46 1.02 3.96 0.92 5.34 2.11 1.49 0.75 0.76 

공공행정 
서비스업

1.94 0.00 0.34 0.23 1.06 0.45 0.18 0.31 0.32 0.96 1.04 2.24 1.35 1.64 0.32 

교육
서비스업

0.11 0.20 0.15 0.09 1.08 0.33 0.62 0.52 0.60 0.31 0.74 0.69 0.48 1.75 0.27 

보건 
복지사업

0.27 0.68 0.19 0.47 0.87 1.10 0.65 0.66 0.27 1.19 0.95 1.81 0.93 2.03 0.51 

오락문화
서비스업

0.36 0.59 0.39 1.22 0.83 0.55 1.61 0.61 0.58 1.19 0.67 1.16 0.43 1.41 0.36 

기타 0.44 0.78 0.66 0.36 1.15 0.74 0.70 0.53 0.92 0.89 0.84 0.92 1.39 1.01 0.62 

TABLE 3. 2000년 LQ지수

비도심지역의 특성을 지닌 1차산업(농업  

임업, 어업, 업)을 제외하 다.

1) 2000년 LQ지수 분석 결과

2000년 LQ지수 분석결과, 범천1동(6.44), 

량3동(5.88), 앙동(4,65) 등 지역의 융  

보험업에 한 특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남포동(0.09), 앙동(0.11), 복동

(0.15), 동 동(0.20) 등 지역의 교육서비스업에 

한 특화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주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동 동, 

범천1동, 도매  소매업의 경우는 복동, 

남포동, 부 1동, 범천1동, 좌천1동 범일2동 

지역에 한 특화도는 LQ>1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제조업, 도매  소매업 등의 주요 2차산

업에 해 상기 지역이 높게 분석된 원인은 

국제시장, 진시장, 자유시장, 평화시장 등 규

모재래시장과 복동 문상가, 부 동지하상

가, 범일동 귀 속상가 등 문특화상가의 고

화와 집 화의 특성이 반 된 결과로 사료

된다.

숙박  음식 업은 동 동, 남포동, 주1

동, 부 2동, 량2동, 수정2동, 융  보험

업의 경우는 앙동, 주동, 부 1동, 부 2

동, 범천1동, 량1동, 량3동, 수정2동, 범일2

동 지역이 LQ>1이상으로 특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숙박  음식 업, 융  보험

업 등의 주요 3차산업에 해 상기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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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앙
동

동광
동

광복
동

남포
동

영주1
동

부전1
동

부전2
동

범천1
동

초량1
동

초량2
동

초량3
동

수정2
동

좌천1
동

범일1
동

범일2
동

제조업 0.29 1.58 0.61 0.22 0.57 0.38 0.65 1.37 0.14 0.40 0.24 0.47 0.27 0.73 1.33 

기 등 
사업

0.00 0.00 0.00 0.00 6.63 0.00 0.98 0.00 0.00 0.00 0.00 3.31 0.00 0.00 0.00 

건설업 0.55 0.47 0.09 0.13 1.02 0.56 0.38 0.39 1.37 0.67 2.26 0.55 0.85 0.13 0.67 

도매  
소매업

0.65 0.90 2.26 1.84 1.02 1.56 1.03 1.60 0.91 0.99 0.82 0.96 1.28 0.82 1.89 

숙박  
음식 업

0.61 1.14 0.67 1.34 1.22 1.05 1.66 0.74 0.87 1.82 0.99 1.66 0.70 1.02 0.71 

운수업 3.88 0.69 0.09 0.16 0.95 0.18 0.20 0.23 1.78 0.56 0.86 0.28 1.30 1.33 0.16 

통신업 1.73 2.02 0.50 0.52 2.25 0.87 0.22 0.62 1.64 0.80 3.42 1.12 1.63 0.00 1.02 

융  
보험업

4.32 1.89 0.62 1.04 0.93 3.66 3.57 4.39 4.15 1.00 5.01 1.71 1.01 1.25 1.06 

부동산  
임 업

0.88 0.53 0.40 0.37 0.56 1.01 1.02 0.72 1.18 0.63 1.38 0.36 0.37 0.36 0.37 

사업 
서비스업

2.23 3.50 0.18 0.77 1.32 2.16 1.52 1.19 3.94 1.11 4.96 2.11 1.28 1.00 0.92 

공공행정 
서비스업

1.56 0.86 0.43 0.29 0.64 0.37 0.19 0.21 0.28 1.03 1.03 1.59 0.69 4.11 0.39 

교육 
서비스업

0.11 0.23 0.11 0.08 0.97 0.32 0.58 0.42 0.45 0.26 0.65 0.85 3.43 1.72 0.15 

보건  
복지사업

0.24 0.56 0.13 0.69 1.26 1.46 1.12 0.67 0.26 1.39 0.81 2.18 0.55 1.89 0.47 

오락문화
서비스업

0.35 0.25 0.42 1.31 0.47 0.72 1.58 0.54 0.37 1.23 0.59 1.28 0.46 1.35 0.37 

기타 0.44 0.87 0.83 0.41 1.21 0.68 0.65 0.56 0.89 0.88 0.92 0.88 0.19 1.13 0.55 

TABLE 4. 2005년 LQ지수 

FIGURE 2. 2005년 LQ지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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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군집 2군집 3군집

제조업 1.58 0.61 0.22 0.27 1.33 0.57 0.40 0.47 0.73 0.29 0.38 0.65 1.37 0.14 0.24 

건설업 0.47 0.09 0.13 0.85 0.67 1.02 0.67 0.55 0.13 0.55 0.56 0.38 0.39 1.37 2.26 

도소매업 0.90 2.26 1.84 1.28 1.89 1.02 0.99 0.96 0.82 0.65 1.56 1.03 1.60 0.91 0.82 

숙박  
음식 업

1.14 0.67 1.34 0.70 0.71 1.22 1.82 1.66 1.02 0.61 1.05 1.66 0.74 0.87 0.99 

운수업 0.69 0.09 0.16 1.30 0.16 0.95 0.56 0.28 1.33 3.88 0.18 0.20 0.23 1.78 0.86 

통신업 2.02 0.50 0.52 1.63 1.02 2.25 0.80 1.12 0.00 1.73 0.87 0.22 0.62 1.64 3.42 

융  
보험업

1.89 0.62 1.04 1.01 1.06 0.93 1.00 1.71 1.25 4.32 3.66 3.57 4.39 4.15 5.01 

부동산 
임 업

0.53 0.40 0.37 0.37 0.37 0.56 0.63 0.36 0.36 0.88 1.01 1.02 0.72 1.18 1.38

사업 
서비스업

3.50 0.18 0.77 1.28 0.92 1.32 1.11 2.11 1.00 2.23 2.16 1.52 1.19 3.94 4.96 

공공행정,
사회보장

0.86 0.43 0.29 0.69 0.39 0.64 1.03 1.59 4.11 1.56 0.37 0.19 0.21 0.28 1.03 

교육서비스 0.23 0.11 0.08 3.43 0.15 0.97 0.26 0.85 1.72 0.11 0.32 0.58 0.42 0.45 0.65 

보건  
복지사업

0.56 0.13 0.69 0.55 0.47 1.26 1.39 2.18 1.89 0.24 1.46 1.12 0.67 0.26 0.81 

오락,문화
서비스

0.25 0.42 1.31 0.46 0.37 0.47 1.23 1.28 1.35 0.35 0.72 1.58 0.54 0.37 0.59 

기타 0.87 0.83 0.41 0.19 0.55 1.21 0.88 0.88 1.13 0.44 0.68 0.65 0.56 0.89 0.92 

TABLE 5. 군집별 LQ지수

한 특화도가 우수한 원인은 남포동․서면의 

호텔과 문화시설 집 , 부산역 역세권, 앙

동～범일2동의 융업의 부산지사  보험업

의 다수 입 이 나타낸 결과로 단된다.

2) 2005년 LQ지수 분석 결과

2005년 LQ지수 분석결과, 량3동(5.01), 범

천1동(4.39), 앙동(4.32), 량1동(4.15), 부 1

동(3.66), 부 2동(3.57) 등 지역의 융  보

험업에 한 특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남포동(0.08), 앙동(0.11), 복동

(0.11), 동 동(0.23) 등 지역의 교육서비스업에 

한 특화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주요 산업별 LQ지수는 수치상의 변화는 

있으나 부분 2000년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

고 있다.

제조업, 도매  소매업 등 주요 2차산업의 

경우, 그 변화의 정도가 LQ지수와 지역간변화

정도가 크지 않으나 융  보험업, 숙박  

음식 업 등 주요 3차산업의 경우에는 최근 5

년간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융  보험업의 도심 심업무기능은 

2000년에는 구도심 지역인 앙동～범일2동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특화도가 매우 높았으

나 2005년에는 그 지역의 LQ지수는 격히 

감소한 반면 부 1동, 부 2동의 LQ지수는 매

우 높아졌다. 

다시 말해 2000년 구도심 심의 3차산업이 

서면․부 동일 의 신도심지역으로의 이동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심의 성격을 

띈 업종의 쇠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구도심 지역의 쇠퇴가 상되어지며 조

속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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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간기능 특성의 유형화

LQ지수을 이용하여 도심 공간기능의 유형

화를 실시하 다. 군집분석을 통하여 도심을 

지역별로 군집을 나 고, 군집별로 가지는 공

통특성을 분석하 다. 단 도심의 재 특성을 

나타내기 해서 2000년의 LQ지수는 군집분

석에서 제외하고 2005년의 LQ지수 자료로 군

집분석을 실시하 다.

1. 도심 공간기능 유형화 위한 기본전제

군집분석을 실시하기 에 LQ지수의 상

계를 먼  분석하 다. 한 체사업체수가 

10개소 미만인 사업의 경우 변수의 분담률이 

타 산업에 미치는 향력을 고려하여 공간기

능을 한 군집분석과 지역특성 악을 통한 

유형화과정에서는 제외하 다. 

2. GIS를 활용한 도심공간기능 특성분석

군집분석을 해 덴드로그램의 군집의 단계

를 5～10단계 사이로 설정하 을 때 총 3개의 

군집이 추출되었으며 그 결과에 한 그림은 

다음과 같다.

FIGURE 3. 2005년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먼 , 제1군집은 남포동, 복동, 동 동, 좌

천1동, 범일2동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1990년  말 시청사이  까

지 도심으로써 큰 향력을 지닌 구도심에 속

하는 지역으로 부터 상업의 기능이 강했

던 지역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시청사이 , 

업무  상업 등의 도심성격을 띠는 산업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도심의 기능이 많이 

쇠퇴한 지역으로 악되어 진다.

제2군집은 주1동, 량2동, 수정2동, 범일1

동이 속하는 군집이다. 이들 지역은 구도심과 

서면, 부 동 등의 신도심 사이에 입지하여 

립  완충작용을 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도심의 상업, 업무, 문화 등 주요기능

을 담당하기 보다는 도심의 보조역할이 강한 

지역으로 악되어 진다.

제3군집은 앙동, 부 1동, 부 2동, 범천1

동, 량1동, 량3동이 속하는 군집이다. 이들 

지역은 앙동과 량1동, 량3동을 제외하고

는 신도심이라 불리는 지역이다. 재 도심의 

공간기능이 구도심 지역에서 신도심지역으로

의 도심주요기능의 이 상으로 재 부 1

동과 부 2동, 범천1동은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앙동은 북항과 연계된 항만산

업과 량1동과 량3동은 부산역과 연계된 

역권산업으로 계속 인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악되어 진다.

FUGURE 4. 2005년 도심 공간기능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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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상 본 연구는 부산 역시의 도심(축)에 

속하는 15개 동을 상으로 2000년, 2005년 두 

개 연도를 분석하여 도심을 구성하는 주요 산

업의 분포  변화추이와 도심 공간기능특성

에 하여 분석하 다. 

이들 지역에 공간기능분석인 LQ지수를 사

용하여 도심의 주요 산업특성을 악하 고, 

유형화를 해 군집분석을 사용하 다.

그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2000년도의 LQ지수를 분석한 결과 2

차산업은 재래시장과 규모 상권이 형성된 

동 동, 복동 남포동의 구도심 지역에 주로 

특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3차산업은 보험  

융권이 집 되어 있는 앙동～범일2동지역

에서 특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반면 2005년도의 LQ지수는 2000년도와 거

의 변화가 없었으나, 3차산업에 속하는 도심의 

심업무기능이 원도심에서 격히 쇠퇴하고 

신도심으로 변되는 서면지역에서 높게 나타

나 특화되고 있었다. 이는 원도심의 심업무

기능이 신도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

으며, 원도심의 도심 공간기능이 쇠퇴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LQ지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

을 실시한 결과, 3개 군집으로 분류 할 수 있

었다. 

먼  1군집은 구도심이나 도심의 공간기능

이 활발하 던 지역이 으나, 재는 도심 쇠

퇴 상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2군집은 구도심

과 신도심의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지역

으로 도심의 주요 기능보다는 주거기능이 강

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

로 3군집은 신도심과 지속 으로 발달하는 지

역으로 도심의 공간기능이 매우 활발히 일어

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원도

심의 기능이 이 하 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하 다.

첫째, 재 구도심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으

며 그 변화의 정도는  빨라질 것으로 나

타나 조속한 구도심의 도심 공간기능을 회복

한 다양한 도시재생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둘째, 신도심으로 변되는 서면은 도심의 

공간기능이 집 하고 있으므로 종합 인 ․

장기 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산업별 특화도에 따라서 도심 공간기

능이 배치되므로 이에 지역에 합한 산업의 

도입과 함께 발 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 할 것이다. 

넷째, 도심의 공간기능이 앙로를 따라 양

정, 연산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상되어 이곳

의 개발계획도 체계 이고 ․장기 으로 

근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Q지수를 사용하여 도심내 

지역별 산업특화도를 악하여 그 지역의 성

격을 악해 보았다. 이는 그 지역 산업의 성

격을 악하고, 산업동향을 악하는데 도움을 

주게되어 거 개발을 한 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지역의 체 산업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어떤 특정 산업이 조 만 집

하여도 해당 산업이 특화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문제 이 있다. 

그리고 군집분석의 경우 체 15개 동에서 

지역의 산업성격이 비슷한 지역을 모아 지역

별로 연계하여 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

시하 다. 그러나 여기서 군집을 이루는 과정

에서 성격의 차이가 나는 지역들이 군집을 이

루는 경우가 발생하여 일편 인 개발방향으로

는 군집내의 균형 인 개발이 이루어 지지 못

하는 문제 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발생하 다.

먼 , 부산의 도심을 기존 연구의 내용에 따

라 도심(동단 )을 선정하 다. 하지만 부산의 

도심에 한 명확한 정의를 해서는 도심의 

경계를 나  수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도시와 도심의 공간기능은 복합

이고 매우 다양하여 한 분야에 한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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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결과의 해석으로는 그 성격을 규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가 사업체뿐만 아닌 

경제,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한 실태조

사와 분석이 충족된다면 향후 도심재생이나 

도시 리차원에서 유용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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