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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survey and the analysis the research can offer the characteristic methods for 

regeneration in the city of Busan.

To figure out the functional regions of city center the research has analyzed 15 Dongs in 

city center and 12 Dongs in sub centers to find out the donut phenomenon and the 

regeneration of city center.

The survey has chosen 22 variation factors using factor analysis. Major factors in each year 

are shown 4 factors, presenting 80.4% of the accumulated explanation rate.

These factors explain residental centered, commercial centered, management centered, and 

development centered factor.

The donut phenomenon emerges in the city centers as a residential function, and the 

phenomenon occurs in the sub centers as commercial or managerial function. So it is 

necessary to plan the regeneration of the total city center owing to the total donut 

phenomenon regarding the functions.

And the methods to regenerate city centers should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various 

regional character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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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심공동화를 조사⋅분석하여 그에 합한 도심재생방안을 부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할 것이다.

도심의 기능별 지역을 알기 해서 부산시의 도심(축)에 속하는 15개 동과 부도심에 속하는 12개 

동을 상으로 도심의 공간  특성과 도심공동화 상을 악하고자 하 다. 이들 지역에 22개의 

변수를 선택하여 요인분석을 사용하 다. 그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요인은 4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80.4%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요인은 주거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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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요인, 리  요인, 도심의 발 (쇠퇴) 요인을 설명하는 성분으로 나타났다. 

도심(축)에 속하는 지역에서 주거  기능의 공동화가 보이며, 부도심에서는 상업  기능과 리

 기능의 공동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체 인 기능별 도심공동화 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종합 인 도심재생방안의 모색이 시 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도심의 지역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는 도심재생방안

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주요어 : 도심, 도심공동화, 도심재생, 도심기능, 요인분석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의 추 인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

는 공간인 도심이 교통혼잡이나 환경오염, 생

활공간 패턴의 변화 등으로 기능의 분화가 발

생하 다. 그래서 도심과 부도심의 도심기능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어 기존 도심의 도심공

동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도심공동화는 거

주인구뿐만 아니라 도심기능의 유출, 도심시설

의 노후화, 생활환경의 변화 등 다양하고 많은 

상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해서 나온 것이 도심재생이다. 도심재생은 

도심공동화를 해결함에 있어 도심의 인 라를 

극 으로 활용하고, 인구의 유입과 활기 있

는 도심을 만드는 구체 인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시의 도심과 부도심에

서 기능별 지역을 악하고, 도심기능의 공동

화 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일어난다

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그에 맞는 도심재생방안을 부산시

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  범 는 ‘2020년 부산도시

기본계획’에서 보면, 1도심 5부도심 5지역 심

으로 나 었고, 1도심에는 서면과 복동을 하

나의 도심으로 설정하 고, 5부도심으로는 동

래, 해운 , 사상, 구포, 하단으로 지정하고 있

다. ‘부산 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2001)’에

서는 남포동～ 앙동～부산역～서면축 일 를 

도심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의 기본

계획과 선행연구에서 나온 도심  남포동과 

앙동에서부터 앙로를 따라 서면일 까지

를 도심(축)으로 보고, 부도심은 5부도심의 

심지 동을 지정하여 이를 공간  범 로 선정

하 다. 그래서 도심(축)의 15개동과 부도심의 

12개동, 총 27개동을 상지로 선정하 다.

FIGURE 1. 공간적 범위(도심과 부도심)

그리고 2004년도를 기 으로 자료를 구득하

고, 구득된 자료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

하 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유형화 하고, 결과

를 바탕으로 도심재생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상기 분석을 해 SPSS 12.0과 이

들 특성의 유형화와 그에 따른 해석을 해 

Auto-CAD 2004, ArcGIS 9.2를 사용하 다.



City Center Regeneration on City Center Function Type in Busan
―――――――――――――――――――――――――――――――――――――――――――――――――――――――――――――――――
176

이론적 고찰

1. 도심의 정의 및 기능

도심이란 도시생성과정에서 기 가 되는 지역

이나, 발 되어 가는 도 에 기능이나 인구가 집

되어 심 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을 말한

다. 이러한 도심은 도시에 있어서 추 인 역할

을 수행한다(계기석, 김형진, 2003, 여성 , 2007).

도심은 도시내에서 입지  여건이 가장 양

호한 곳으로, 이용인구의 근성이 가장 좋은 

지리  환경과 교통시설  생활편의 시설이 

집 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도심은 한 도시 내에 형성된 최상  

심기능의 집 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그 

도시의 문화⋅업무⋅상업⋅서비스⋅교통⋅정

보ㆍ통신 등의 여러가지 기능이 결집되어 이

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腹部鎌二

郞, 1970). 즉 도심은 지역 으로 도시의 심

부나 근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도시의 기

능면에서 최고 상 의 심기능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다(최 문, 2003, 여성 , 2007).

도심의 기능은 도심지역의 특성을 결정하는 

도심 활동으로 크게 상업  기능과 리  기능

으로 구별 할 수 있다. 상업  기능은 소매업과 

사무소 활동이 속하며, 리  기능은 공서나 

기업체의 본사 는 그와 련된 기능이 속한다. 

하지만 도심의 기능이 상업  기능과 리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며, 도심이라는 특수

한 공간  특성상 이들 성격이 강할 뿐이다. 

그래서 도심이라는 공간에서 생활의 를 

리는 주거  기능이 있으며, 이를 제외할 수

는 없다. 즉 도심의 기능에는 상업  기능과 

리  기능이 주를 이루며, 주거  기능이 함

께 포함된 복합 인 기능지역이라 할 수 있다.  

2. 도심공동화의 정의 및 문제점

도심공동화란 도심내에서 인구, 도심경제, 

물리  환경 등의 측면에서 물 , 양  하 

상이 일부 는 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인 쇠퇴뿐만 아니라 상

인 정체를 포한시켜 도심공동화라 정의한다

(이상 , 1996).

즉 도심의 기능이나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

어지거나, 도심의 기능이 쇠퇴하게 되어 도심

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상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도심공동화의 문제 은 상주인구의 감소와 

계층  편 으로 경제  쇠퇴 상을 보이게 

된다. 이는 물리  환경의 질 악화로 이어지면

서 신규투자를 해하고, 불규칙한 교외개발로 

자연환경을 괴하고 도시서비스와 토지이용

의 비능률과 불합리성을 래한다. 도심에 있

어 상주인구의 감소는 각종 공공기 의 통폐

합  이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하를 래

함으로써 도심의 일 를 주택지로써 부 당한 

장소로 만든다. 

3. 도심재생의 도입

도심의 기능과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고 쇠퇴

를 겪게 되면서 많은 문제 을 보이자 정부차

원의 종합 인 도심 재생 계획이 필요해졌다.

국이나 미국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황폐화된 물리  구조물

을 개선함으로써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1950년  이후 지속 으로 개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의 근방식은 물리  환경

의 개선에 주안 을 두고, 주택, 교육, 실업, 

보건, 사회문제 등은 별도로 취 함으로써 물

리  환경개선효과가 지속되지 못한 채 도심

부 문제는 상존하는 결과를 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  후반에 등장한 도심재

생은 물리  환경개선에 을 둔 과거의 

근방식(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도시재개발은 

단순한 건축물을 주로 하여 철거 재개발방

식을 사용하 다.)과는 달리 기성시가지에 

한 종합 인 재생을 통해 도시와 도심부흥을 

도모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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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심재생은 정책과 집행이 보다 종합

인 형태로 환되고 통합된 처방이 강조되며, 

성장 리 차원에서 략  이 재도입 되

어 지역차원의 활동 성장을 도모한다는 , 그

리고 지역사회의 역할 강조와 함께 문화유산

과 자원의 보 , 환경  지속성 등 지속가능한 

개발이 도심재생 정책  계획 속에 반 되고 

있다.

4. 선행연구의 고찰

재 도심재생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단

순한 통계 인 수치로 분석하 고(박천보, 김

혜천, 2003) 비교분석을 사용한 것이 분이다. 

그래서 계량 인 분석방법이 필요하며, 분석의 

도식화를 통한 유형화 표 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의 공간특성 및 도심공동화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도심(축)에 속하는 15

개동과 부도심에 속하는 12개동을 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지역의 공간특성  

도심공동화를 밝히기 하여 요인분석을 이용

하 다. 한 회  방법은 베리멕스를 사용하

다. 이는 요인 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이나 

별분석 등을 수행할 경우, 요인간의 독립성

이 있는 것이 요인들의 다 공선성에 의한 문

제 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1. 분석변수설정

분석변수는 도심의 기능과 도심공동화를 분

석하기에 합한 변수들로써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설정하 다. 즉 재 도심의 상주인

구 감소, 도심기능 유출⋅쇠퇴 등을 잘 악할 

수 있는 변수를 설정하 다. 그리고 도심의 주

요기능인 상업  기능은 세분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 다.

변수 단위 변수 단위

인구수 인 공서수 개소

면 ㎢ 소득층수 인

인구 출수 인 병의원수 개소

노령인구수 인 융기 수 개소

노령인구비율 % 식품 객업소 개소

세 당인구수 인/세 취학자수 인

사업체수 개소 숙박업소 개소

사업체증가율 % 신고체육시설 개소

종사자수 인 도소매업수 개소

고용 도 ln(인/㎢) 숙박음식업수 개소

상업지공시지가 원 융보험업수 개소

자료: 각 구청 통계연보, 내부자료, 감정평가원 등

TABLE 1. 분석변수

2. 요인분석

요인분석으로 다음 4요인이 추출되었다.

먼  제1요인은 인구수, 취학자수, 노령인구

수, 면 , 소득층수 등이 (+)요인부하량으로 

높게 나타나고, 노령인구비율, 고용 도, 상업

지공시지가 등이 (-)요인부하량으로 나타난 것

을 알 수 있다. 즉, 제1요인의 경우는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령인구와 소득인구, 

취학자들이 많이 있으며, 상 으로 고용 도

와 상업지공시지가가 낮다. 따라서 이는 인구

가 집되어 있는 주거 심지의 성격을 강하

게 나타내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요인은 숙박음식업수, 식품 객업수, 신

고체육시설, 상업지공시지가, 도소매업수 등이 

(+)요인부하량으로 높게 나타나고, 세 당인구

수, 사업체수증가율이 (-)요인부하량으로 나타

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업시설 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 제2요인은 상업 심  성

격이 강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요인은 종사자수, 융보험업수, 융기

, 공서수, 고용 도 등이 (+)요인부하량을 

나타내고, 인구수, 노령인구수 등이 (-)요인부

하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공서와 융

기 , 융보험업수가 다수 입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가 많으면서 고용 도가 높은 리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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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노령인구수가 게 나타나는 것은 주거기능

이 낮은 지역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제3요인

은 리  성격이 강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요인은 사업체수증가율 등이 (+)요인부하

량을 나타내고, 인구 출수, 도소매업수 등이 

(-)요인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사업체

수증가율이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어 도심

의 발 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도심의 발

과 공동화를 보여주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2. 회전된 성분행렬
 성분

1 2 3 4

면 .823 .155 .081 .135

인구수 .964 .110 -.089 -.011

인구 출수 .698 .173 -.010 -.581

노령인구수 .890 .154 -.124 .227

노령인구비율 -.863 .007 .108 .284

세 당인구수 .837 -.314 -.239 .012

사업체수 .038 .650 .670 -.216

사업체수증가율 .172 -.176 .003 .652

종사자수 -.123 .302 .888 -.034

고용 도 -.778 .166 .447 -.034

상업지공시지가 -.548 .706 .020 -.108

공서수 -.010 .087 .759 .255

소득층수 .711 .149 -.022 .238

병의원수 -.008 .786 .292 .226

융기 수 -.190 .367 .803 -.176

식품 객업수 .006 .881 .240 -.166

취학자수 .949 .045 -.063 -.038

숙박업소 .231 .781 .049 -.124

신고체육시설 .240 .869 .316 .025

도소매업수 -.040 .598 .469 -.250

숙박음식업수 .091 .917 .292 -.143

융보험업수 -.326 .278 .812 .014

고유치 6.953 5.461 3.972 1.305

기여율(%) 31.603 24.824 18.054 5.931

기여율(%) 31.603 56.428 74.482 80.413

: 값 0.5이상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3. 요인별 유형화

제1요인은 부도심지역에서 (+)요인 수를 

보이며 우1동, 하단 1, 2동, 괘법동, 구포2동, 

온천 2, 3동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

심에 비해서 부도심지역이 주거  기능이 강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도심(축)지역에 속

하는 동은 부 (-)요인 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남포동, 복동, 동 동, 부 2동에서는 

주거  기능이 매우 약하게 나오고 있다.

제2요인은 부  1, 2동, 온천1동, 남포동, 괘법

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소매업이 

많고, 사무소  상업 활동이 왕성한 지역이다.  

FIGURE 2. 제1요인(주거적 기능)

FIGURE 3. 제2요인(상업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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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요인은 앙동이 단연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 범천1동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4요인은 우1동과 1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해운 의 개발이 활발히 일어나

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4. 제3요인(관리적 기능)

FIGURE 5. 제4요인(도심의 공동화 정도)

도심의 요인별 특성고찰 및 도심재생방안

도심의 주요기능이  도심에서 약화가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탈을 하면서 도심의 공

동화가 발생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한다. 그

래서 도심의 주요기능을 강화하는 도심재생방

안이 필요하다. 부산의 도심(축)과 부도심 지

역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발 해 왔다. 이들

을 다음과 같이 지역별 도심재생방안을 제시

하여 보았다. 

1. 도심(축) 지역

도심(축)에 속하는 지역들은 부분 제1요

인인 주거  기능이 매우 약하게 나타나고 있

다. 도심(축)의 경우 공간  면 이 좁고, 개발

의 역사가 깊어 건축물의 노후도  주거환경

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도심 지

역과 비교하여보면 도심(축)과 부도심지역의 

주거  기능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다. 제2

요인인 상업  기능은 도심(축)내에서 서면지

역 즉 부  1, 2동에서 높게 나타나고 남포동

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심(축)

에서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업  기능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도심 상업기능의 공

동화 상이 도심(축)에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부  1, 2동과 남포동을 제

외한 도심(축) 지역은 빠져나간 도심 상업기능

의 확보가 시 하다고 볼 수 있다. 제3요인인 

리  기능은 도심(축)에서 앙동이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범천1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상업  기능

이 강한 지역에 인 해 있으며, 이는 부  1, 

2동과 남포동 지역에 상업기능이 강화되면서 

이로인해 빠져나간 리  기능이 집 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앙동의 

경우 항만산업과 부산역이 치하고 있어 자

연스럽게 리  기능이 집 되어 부산시의 

도심내에서 가장 높은 리  기능을 보인다

고 할 수 있다. 제4요인인 도심의 발 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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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도심(축)내에

서는 부 1동과 량3동, 좌천1동이 개발이 이

루어지며 발 하고 있으나 이들 외 지역은 

반 인 도심공동화 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 으로 도심(축)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반 인 지역이 도심공동화 

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심기능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도심

(축)의 경우 부분 으로 세분화 하여 그에 맞

는 도심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상업  기능과 리  기능, 주거  기능이 모

두 낮게 나타나는 도심(축)지역은 종합 인 도

심재생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도심(축) 지

역에 맞는 상업  기능과 리  기능이 집

하는 도심재생방안이 필요로 하겠다. 부 1,2

동과 남포동의 경우 상업  기능이 강한지역

으로 이들 지역은 상업 기능을 더욱 강화하

기 해서 형유통업체이외에 재래시장의 활

성화가 시 하며, 복합용도건물이나 테마상가

군을 설치하여야 하겠다. 앙동과 범천1동, 

범일2동, 량3동의 경우 리  기능이 강한

지역으로, 앙동은 해양 련업무기능이 강한 

지역으로 항만을 끼고 있으며, 부산의 발 의 

모태 인 공간으로 많은 업무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인 라를 활용하여 세계

인 항만기업이나 기 의 해외지사를 유치하고 

유비쿼터스 항만(u-Port)시스템, 원스톱시스템 

등 종합 이고 미래지향 인 항만종합시스템

을 갖춘 지역으로 발 시켜 세계 인 해양도

심으로 나아가는 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량3동은 부산역과 연계된 역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발 시키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KTX로 인한 근성을 최 한 이용하여 

업무기능을 발 시키는 략이다. 그리고 범천

1동과 범일2동은 부 1동과 부 2동에서 빠져

나온 업무기능을 흡수하여 발 한 지역으로 

상업기능강화 보다는 부산의 업무 심공간으

로 발 시키는 지역권 리  기능을 강화하

는 략이 필요하다.

2. 부도심 지역

부도심 지역에서 제1요인인 주거  기능은 

체 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

은 도심(축)지역보다 면 이 넓고, 기존의 주

거지역에서 발달한 지역이거나 신규로 주거지

역으로 개발한 지역으로 주거  기능이 강하

게 나타나고 있다. 제2요인인 상업  기능은 

온천1동과 괘법동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기타 다른 부도심 지역은 상업  기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제3요인인 리  기능은 부도

심 지역에서 반 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산시의 리  기능이 도심(축)에 편

되어 있으며 그리고 부산시의 리  기능이 

체 으로 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제

4요인인 도심의 발 과 도심공동화를 나타내

는 요인은 우1동과 1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 온천2동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운  지역의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온천2동도 개발이 

집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괘법동의 

경우 도심공동화 상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

나고 있어 도심기능의 유출이 가속화 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괘법동의 경우 주거와 상업

 기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지만, 이들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한 도심재생의 방

안이 시 히 용되어야 하겠다. 

부도심 지역이 부산시에서 부도심으로 기능

을 발휘하기 해서는 상업  기능과 리  

기능이 강화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도심 지역

에서 도심 기능별 약화지역을 분리 하여 기능 

강화를 한 도심재생방안이 필요하며, 우1동

과 1동 온천2동 지역을 제외한 부도심 지역

에 지역  특성이 맞는 도심재생방안이 용

되어야 하겠다. 특히 맨션, 주상복합, 서비스드 

지던스나 코쿤 하우스 등의 호텔형 주택과 

같은 도심주거기능을 도입하고, 기존의 양호한 

환경은 보 하고 불량한 지역만 철거 방식을 

선택하여 수복재개발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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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주거환경의 개선은 도심에 인구의 유

입 증 와 도심의 상업과 리기능의 유입에

도 도움을  것으로 단된다. 

결  론

국내 도시는 인구분산을 한 다핵도시화 

정책에 따라 외곽지역의 신시가지개발이 지속

으로 이루어진 반면, 도심에는 인구의 유입

이 고, 인구와 기능의 유출이 늘어났다. 그

리고 제한 인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도심의 

환경은 악화되었다. 부산시도 신시가지를 만들

면서 도심의 기능이 유출되고 쇠퇴하면서 도

심공동화 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규제

를 통한 외곽지역(도심과 부도심을 제외한 지

역)의 신규개발 억제보다는 도심개발에 한 

장려⋅유도를 통한 도심재생정책이 필요하다. 

부산시의 경우 도심(축)에 속하는 지역에서 

주거  기능의 공동화가 보이며, 부도심에서는 

상업  기능과 리  기능의 공동화가 나타나

고 있다. 그리고 체 인 기능별 도심공동화

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종합 인 도심재생

방안의 모색이 시 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 

도심(축)이나 부도심지역을 같은 도심재생방안

을 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심기능을 부여하고 개발하는 도심재생방안이 

필요하겠다. 즉 부산시의 도심공동화 상을 해

결하기 해서는 도심의 공간  특성을 악하

고 그에 맞는 도심재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심지역은 잠재력과 인 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효과가 높은 자원  구역

을 심으로 도심재생을 시도한다면 도심의 기

능(상업, 리, 주거  기능)공동화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 인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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