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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심 노후화 진단에 관한 연구
권일화1·남광우1※

A Study of the Diagnosis of Downtown Deterioration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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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 형성은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요소인 도심 및 부도심의 관리는 도시 활동의 변동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점차 어려워지고 있

다. 부산의 경우 1960년 이후 도시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심 규모의 확대 및 인구과밀화 

속에서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 이외에 도심 기능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이나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매우 부족하였다. 효율적인 도심지역의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심기능의 

수요 및 노후 예측을 위한 체계적인 도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심재생측면에서

의 도심지역 노후 진단을 통해 현재 도심의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향후 도심 관리를 위한 공간

정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지표로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지표로 나누어 현황을 

살펴본 후, 미시적 접근으로 경제적 지표를 활용하여 부산시 서면 도심지역의 경제적 노후를 세부

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인구분포나 토지이용 측면에서 교외화 단계를 지나 비효율적 분산

화 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심 및 부도심의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의미하

며 이에 본 연구는 보다 미시적 관점에서 도심지역을 진단하고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심 지역

의 문제점과 도심기능의 강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도심노후진단, 다핵도시, 도심재생, 공간구조

ABSTRACT

Although the efficient formation of urban space structure is a key factor in energy 

saving and environmentally-friendly aspect, the maintenance of the center and 

sub-center of the city that are key factors has been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due to the variability and complexity of urban activities. In the case of Busan, amid 

the expansion of urban scale due to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over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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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tic approaches to professional diagnosis and maintenance have been 

significantly insufficient - other than the city basic plan which has been conducted at 

an interval of 20 year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urban central area, 

systematic monitoring of the CBD through demand forecast and blight forecast at a 

city level must first be implemented. In order to fulfill this goal,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e of the CBD through the diagnosis on blight of the urban central 

area in the viewpoint of rehabilitation of the CBD and to propose the measures for 

practical utilization of the information about space for the further management of the 

central area of the city. For analysis, the study looks into the present state in terms 

of physical index, economic index, and social index. And then as a micro-approach by 

utilizing economic index, the study has thoroughly examined the economic blight of the 

Seomyun urban central area of Busan. The outcome of the analysis shows that in 

terms of population distribution and land utilization the area is in the stage of 

inefficient dispersion after having gone through the stage of suburbaniz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as the material that proves the necessity of enhancing the 

function of the CBD, can propose the direc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urban center 

of Busan through blight prediction and management of the urban center and can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long-term urban development that aims at the efficient 

strengthening of functions of the CBD.

KEYWORDS : Diagnosis of Downtown Deterioration, Multi-Nuclei City, Downtown 

Regeneration, Spatial Structure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부산광역시와 같은 다핵도시의 효율적인 도

시공간구조 형성은 도심 및 부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심기능의 활성화가 핵심이다. 이는 곧 도

시전체의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적 도시 실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다핵도시인 부산의 경우 해외 선진도시들과

는 달리 공간구조의 구심점인 도심 및 부도심

이 현재까지 별도의 대상으로 분리되어 관리되

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도심경계에 대한 논

의조차 부족한 현실이다. 이는 도시 활동의 변

동성과 복잡성에 따른 도심 기능의 변화를 예

측하기 어려움에 기인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도심지역에 대한 미시적인 토지이용현황 

관리나 도시계획 수립 등이 늦어져 간선교통체

계 계획 수립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많은 어려

움을 겪어오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8년 런던

시청 주도로 런던을 글로벌 차원의 도심으로서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심의 경계 확정은 물

론 교통, 환경, 주거, 노후화, 산업 등 다양한 

측면의 도심기능강화를 위한 현황조사에서 발

전전략에 이르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Great 

London Authority, 2008). 일반적으로 도심지

역 관리의 어려움은 방법론 부재 보다는 도심

지라는 특정지역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건물

이나 필지단위 미시적 정보의 체계화된 시계열 

데이터의 확보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을 확보하여야 한

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부터 센서스 데

이터의 집계구를 공간정보로 구축하여 제공하

고 있으며, 연속수치지적도와 같은 필지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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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usan(dong) 2. Seomyun(microscopic)

Index Data Year

Physical

Little parcel

2011

Land price
Establishment

employee
Trip

Old building

Road of 4m 

under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2012

2020

2030

2040

Road of 4m over

Economical

Land price

2010

Address Output area Dong

Establishment

Employee

Z-Score

distribution
Distribution

OD trip

(Go Work)

Trip 2012

Social

Population
2010

Elderly

Recipient of 

basic living
2011

TABLE 1. The flow of this study

데이터 획득이 가능해져 지적도상의 주소정보

와 주소정보를 갖고 있는 비공간데이터의 연계

활용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있으나 주소정보

를 갖고 있는 공시지가나 건축대장 정보 등 비

공간데이터 조사시점 당시의 연속지적경계선의 

획득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도심과 같은 중요 

지역의 미시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이다.

현재 부산은 2030년 도시기본계획상의 2도

심 6부도심의 공간구조 체계로 설정되어 있으

나 인구분포나 토지이용 측면에서 교외화 단계

를 지나 비효율적인 분산화 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m et al., 2009). 이

는 도심 및 부도심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의미

하며 미시적 관점에서 도심지역을 진단하여 토

지이용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도심내부의 

특정지역이나 비도심적인 토지이용이 시작되는 

도심경계부와 같은 특정지역에 대해 향후 활용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시적 모니터링 체

계를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도심의 토지이용이 도시전체에 영향을 미

치는 거시적 차원의 도심기능 활성화와 연계된

다는 점에서 도시전체의 공간구조차원에서 매

우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효율

적인 도심지역의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심

지의 노후화의 현황과 그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지표를 

활용하여 부산지역의 도심 및 부도심을 대상으

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절차로는 우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심 및 노후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도심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한다. 또한 선행 연구 등

에서 활용된 노후화 분석지표를 고려하여 물리

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활용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를 통해 1차 분석에서

는 도심 및 부도심의 최고지가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거시적 차원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2차 분

석에서는 부산의 물리적인 중심지이며 도시기

본계획상의 도심으로 설정된 서면도심을 대상

으로 미시적 차원의 분석단위(집계구 및 필지

단위)를 활용한 현황 및 도심노후를 진단하였

다. 이상의 분석은 점사상 및 면사상 위주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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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데이터를 GIS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소프트웨어는 ArcGIS 10과 MINITAB 14

을 활용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분석 방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1차 분석에서는 각 도

심 및 부도심 최고지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2차 분석

의 범위는 서면도심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면은 

1996년 이후 계획된 2011 부산시도시기본계

획상에서 기존 도심(광복동 일원)과 함께 2도

심(광복동, 서면)으로 분류되어 현재까지 그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도심인 광복동은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심으로 형성된 서면

(부전동)은 기하학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실

질적인 도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면지역의 경

우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사업체 및 상가, 문

화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선행 연구에서도 

상업중심적 성격이 강한 도심형 기능지역으로 

분석한 바 있다(Kim et al,, 2007).

시간적 범위로는 통계청에서 5년 단위로 조

사한 2000, 2005, 2010년의 센서스 데이터와 

국토교통부에서 조회 가능한 개별 공시지가 자

료 2000, 2005, 2010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OD자료의 경우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한 

2012년을 기준으로 장래추정통행량 2020, 

2030, 204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외 관련 

지표의 경우 2011년을 기준하였다. 분석 단위

는 부산시 구/군(16), 행정동(214), 집계구

(6072), 필지단위까지 활용 하였다. 특히, 집계

구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단위로서 

행정동 214개동인 점을 고려할 때, 30배에 가

까운 미시적 분석이 가능하다.

 

이론적 고찰

1. 도심의 정의

도심은 연구목적에 따라 기능적 중심성, 지리

적 중심성, 토지이용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정의되어 왔다. Kim(2000)의 연구에서는 도심

을 도시 내 형성된 중심지로서 하나의 도시 안

에 나타나는 최상위 중심기능의 집적체라는 의

미를 갖는 지역으로 보았다. 또한 Choi and 

Lee(2008)는 지리적 중앙에 위치하며 중심성이 

강한 도심적 기능의 결집이 이루어지는 공간으

로 정의하였다. Johoson(1981)은 도심을 도시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활동 그리고 다

양한 사무실 활동의 수행 등 사적인 이익을 추

구하는 행위가 완전히 지배적인 지역이라 정의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도심의 개념을 종합하

여 보면 도심을 크게 기능적, 지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기능적 측면의 도심은 

도시 내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지가 및 사회 

간접비용의 지출이 큰 지역으로 재화와 용역의 

경제적 활동이 집중되는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 측면에서의 도심은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며, 교통의 요충지로 접근성이 양

호하고,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활동인구가 집중

되는 지역이다. 이에 기능적 측면에서의 도심에 

대한 연구는 도시 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

는 곳으로 그 기능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필요

로 한다.

2. 도심 노후의 정의 

현대 대도시는 다핵화 및 분산화의 추세로 

구심점의 기능이 약화되고, 이러한 영향은 비효

율적인 도시 공간구조의 진행과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다양한 도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이러한 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 원

도심 재생, 창조도시 등과 같이 도심의 물리적 

환경 및 사회적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활성화 

방안이 계획되고 있으나, 도시공간구조 상의 각 

재생지역의 역할간의 연계 등 도심 기능 강화

차원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도

심기능 저하 측정방법의 관련 연구를 살펴본 

바, 노후관련 3가지의 주요단어를 파악할 수 있

었다.

일반적으로 노후는 시간 경과에 따른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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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entroid points of CBD in Busan

시설의 기능 저하를 의미하고, 사회 경제적 부

분에서 쇠퇴라는 말을 사용한다(Kang et al., 
2008). 또한, 결핍은 사회적 부분의 기능저하

에 관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를 물리적 시설의 기능 저하 뿐 만 아니라 

기존 도심의 체계적인 관리 부족으로 인한 도

심 기능의 작동성 부재로 보고 있다. 따라서 물

리적, 경제적, 사회적 기준의 거시적 도심현황

을 살펴봄과 동시에 미시적으로 부산 서면도심

의 주요기능인 경제적 기능의 노후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도심경계 설정 및 

도심 공간구조 분석에서 다룬 각종 지표들과 

도심 노후진단에 활용된 지표를 중심으로 물리

적, 경제적, 사회적 기준으로 나누어 기존 연구

의 분석방법을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Lee and Choi(1996), Kang et 
al.(2000), Kwon(2002), Yang(2002), Lim 

(2003), Jang and Jung(2008), Kang et 
al.(2008)의 연구는 주로 물리적 지표를 활용

하여 도심을 분석하였으며, Lee and 

Choi(1996), Jang and Jung(2008), Kang et 
al.(2008)의 연구는 경제적 지표를 활용하였다. 

사회적 지표를 활용한 연구로는 Lee and 

Choi(1996), Lim(2003), Ha(2006), Jang 

and Jung(2008), Kang et al.(2008) 등이 있

었다. 이 중 종합적인 지표를 활용한 연구로 

Kang et al.(2008)은 도심 상업지역의 노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물리적·경제적·사회적 

노후도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각 요소들의 가중

치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연구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평가요소를 선

정하여 도심 쇠퇴현상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

외 도심 노후 진단을 위한 종합적인 지표를 활

용한 분석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

나, 공간상의 미시적 차원의 도심 노후 분포패

턴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활용된 종합적인 지표와 더불어 

세부적인 도심지 분석을 위해 보다 미시적 분

석단위를 활용하여 도심 노후의 시계열적 변화

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시 도심 현황 진단

1. 도심 중심점 설정

분석에 앞서 분석의 기준이 되는 도심지역의 

중심점을 설정하였다. 부산의 경우 2030부산시

도시기본계획상의 공간체계가 2도심 6부도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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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tio of old building, Y-Distance X-Ratio of little parcel, Y-Distance

X-Ratio of road of 4m over, Y-Distance X-Ratio of road of 4m under, Y-Distance

FIGURE 2. Physical index―distance from CBD graph

지역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우선 이들 도심 

및 부도심의 중심점을 추출하였다. 추출 방법으

로는 경제적 활용도 관점에서 각 도심 및 부도

심 행정구역(동 단위)의 최고지가 중심점

(Centroid)을 추출한 후, 각 동과의 거리를 통

해 현황을 진단하였다.

2. 물리적 기준

부산시의 도심 및 부도심을 대상으로 거시적 

도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물리적 기준

의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물리적 기준으로 활용된 지료로 토지 및 건축

물 관련 지표가 가장 많았다. 이 중 노후불량건

축비율(a)1), 과소필지비율(b), 접도율(c)2), 

4m 미만 도로점유율(d)3)을 선정하였다. 이상

의 지표는 부산시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에 따

른 물리적 기준의 대지현황, 건축물현황, 도로

현황에 활용되는 지표이다. 그림 2는 도심 및 

부도심의 중심점과 행정동별 물리적 지표 간의 

거리에 따른 값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여기서는 그래프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8km 

내외의 교외지역인 일광면, 정관면 등 4개 동을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동별 노후불량건축

물비율, 과소필지비율, 접도율의 경우 도심과의 

거리가 인접한 곳에서 높은 값을 형성하고 있

으며, 4m미만 도로 점유율의 경우 도심부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접근성 측면의 물리적 기준은 양호

하나, 도심 경계부에 형성된 주거지 및 상업건

축물의 경우 물리적 기준이 열악한 지역으로 판

단되어 진다. 물리적 노후가 가장 급격한 증감

을 보이는 지점은 도심 및 부도심으로부터 평균 

2km내외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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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stablishment, Y-Distance X-Employee, Y-Distance

X-Mean of land price, Y-Distance X-Trip, Y-Distance

FIGURE 3. Economic index―distance from CBD graph

3. 경제적 기준

경제적 지표로는 부산시 도심형 사업체수(e), 

도심형 사업체 종사자수(f), 평균지가(g), OD

자료를 활용한 출근도착통행량(h)을 활용하였

다. 도심형 사업체 및 종사자수의 감소는 그 도

심의 경제적 침체를 나타내며, 이는 출근통행량

과 주간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지가는 부동

산 가치의 하락 및 토지이용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로 선행연구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

고 있다. 이 중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통계청

의 센서스 사업체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도

심의 특성에 가까운 사업체만을 추출하였다. 평

균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출근도착 통행량은 국

가교통DB센터의 OD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도심 근접지역의 도심형사업체수 및 도심

형 종사자는 점진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시 전체평균지가 대비 도심과의 거리에 따

른 행정동별 평균지가가 평균이하로 떨어지는 

지점은 1.5km 지점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도심

부와의 거리에 따른 평균통행거리의 경우는 도

심과의 거리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여 업무기

능으로서의 도심의 역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전체적으로 경제적 노후가 가장 큰 증감

을 보이는 지점은 도심 및 부도심으로부터 평

균 1.8km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4. 사회적 기준

사회적 지표로는 부산시 인구밀도(I), 고령화

비율(J), 기초생활수급자비율(K)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노후의 사회적 기준으로 활

용된 지표 중 인구구조에 관한 지표가 가장 많

았다. 이에 활용 가능한 인구구조 관련 3가지 

지표를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인구밀도의 경우

는 점차 도심부 지역의 인구밀도는 정체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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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ensity of population, Y-Distance X-Ratio of elderly(pop), Y-Distance

X-Recipient of basic living, Y-Distance

FIGURE 4. Social index―distance from CBD graph

운데 도심에서 평균 1.8km 벗어난 지역부터의 

인구밀도는 완만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고

령화비율은 인구밀도와 달리 도심부에 가장 높

게 나타났고, 도심주변부에서 점차 감소하다 도

시외곽으로 갈수록 다시 증가하고 있었다. 기초

생활수급자는 도심에 인접한 노후주거지 주변

으로 밀집해 있었다. 사회적 노후가 상대적으로 

가장 증감을 보이는 지점은 도심 및 부도심으

로부터 평균 1.8km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서면 도심의 경제적 노후 진단

1. 출근도착통행량

본 절에서는 서면 도심의 경제적 현황 파악

과 동시에 미시적 접근방법을 통한 도심 노후

를 진단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적 현황 파악을 

위해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하는 부산시 OD

자료 중 출근목적통행을 활용하여 서면 도심으

로의 출근도착통행량을 분석하였다. OD자료의 

경우 현재 목적별 통행량 뿐 만 아니라 장래추

정 통행량까지 제공되어 향후 도심으로의 출근 

통행까지 예측가능하다.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2012년 기준으로 전체 대비 11%에서 2020년 

10%로 서면지역의 출근도착통행량 비율이 감

소하는 것 나타났다. 이는 도심 사업체의 감소

로 인한 종사자수가 감소하면서 출근도착통행

량 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러한 감소추세 가운데 강서구, 해운대구의 경

우 출근도착통행량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40

년에는 각각 15%, 8%로 높은 출근도착통행량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근통행량 데이터의 출발 지점과 도

착지점과 통행량을 살펴본바 그림 5와 같이 서

면으로의 출근통행량이 2020년에 잠시 증가하

다 2030년부터 다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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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of the number of commuting trip: attraction(2012~2040)

District 2012 2020 2030 2040

Gangseo 14% 12% 14% 15%

Geumjeong 6% 8% 8% 8%

Gijang 4% 4% 4% 4%

Nam 5% 6% 6% 6%

Dong 6% 4% 4% 4%

Dongnae 7% 8% 8% 8%

Iin(Seomyun) 11% 10% 10% 10%

Bsbuk 3% 6% 5% 5%

Sasang 9% 7% 7% 7%

Saha 5% 7% 7% 7%

Seo 2% 3% 3% 3%

Suyeong 3% 4% 4% 4%

Yeonje 6% 6% 6% 5%

Yeongdo 2% 3% 3% 3%

Jung 8% 4% 4% 4%

Haeundae 7% 8% 8% 8%

TABLE 2. Ratio of the number of commuting trip: attraction(2012~2040)

2012 2020 2030 2040

FIGURE 5. The commuting trip in Busan(2012~2040)

2. 도심형 사업체 및 종사자수

도심지역의 사업체 및 종사자 분포를 파악하

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센서스 사업체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중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심 특성에 가까운 사업체만을 추출하였

다. 분석결과 그림 6과 같이 도심형 사업체의 

경우 서면 도심이 속하는 행정구역인 부산진구

가 전체 대비 2000년 16%로 가장 높은 비율

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2005년 15%, 2010년 

14%로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집계구별 

사업체 분포를 살펴본 바 도심지역에 속하는 

전포동, 괘법동, 남포동 등이 10년간 사업체가 

가장 감소하는 분포를 나타냈다. 반면, 우동, 거

제동의 경우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사자의 경우 2000년 16%에서 2005년 이

후 15%로 감소하였다. 집계구별 종사자 분포에

서는 도심인 전포동, 남포동, 괘법동에 속하는 

집계구의 종사자가 10년간 가장 감소하였고, 

우동, 거제동과 같은 부도심 주변지역의 종사자

는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강서구, 해운대구 등

의 개발 이후 도심형사업체 분산화에 따른 결

과로 판단되어 지며, 앞으로 서면 도심형 사업

체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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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2000) Establishment(2005) Establishment(2010)

Employee(2000) Employee(2005) Employee(2010)

FIGURE 6. Distribution of establishment and employee

3. 개별 공시지가

지가는 부동산 가치 및 토지이용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로 선행연구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Kim et al.(2012)은 토지이용

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지가

로 보고, 단일 지표로 CBD의 공간구조를 파악

하기에는 지가에 의한 접근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지가는 도시의 경제적 현황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서면 도심의 노후진단을 위해 필지단위의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해 미시적 노후범위를 살펴보

고,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지가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지표로 부산시 개별공시지가 자

료를 활용하였다. 지가의 경우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텍스트 데이터로 공간상의 시각화를 위해 

필지 데이터인 부산시 지적도와의 매칭을 필요

로 한다. 그러나 두 데이터 간의 수집시기의 불

일치 문제로 인한 매칭율 100%를 보장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불일치하는 필지 정보를 해결

하기 위해 근접부번지를 순차적으로 찾아 매칭 

시키는 주소정제 모듈을 개발하여 이를 해결하

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도심지와 연결된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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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ddress data cleaning module

단위별 지가 변화와 같은 변동성의 관찰을 가

능하도록 하였다.

FIGURE 8. Z-score(land value) ≥ 

1(2000~2010)

구축된 지가 지표의 분석결과 서면도심의 

Z-Score 1이상인 지역이 2000년에서 2010년

까지 서면 교차로를 중심으로 주요간선도로를 

축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성을 파악했다. 이는 

업무 및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서면도심의 

특성상 도로별에 접한 건물의 지가가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예측된다. 

이에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주요간선도로 

500m까지 도로에 접한 필지의 지가만을 추출

하여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0년간 평

균지가는 균등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서면교차로부터 500m지점까지 분포패턴을 살

펴보면 감소추세 패턴이 도로마다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중앙로(시청)와 서전

로의 경우는 중앙로(부산역), 가야로, 새싹로 

등과 달리 도심중심부인 서면교차로에 상대적

으로 근접하여 급격한 지가 하락지점이 형성되

고 있었다. 특히, 서전로의 경우 다른 도로가 

모두 250~450m 지점을 부근으로 지가하락이 

급격히 이루어지는데 반해 100~200m 지역에

서 약 750만원의 평균지가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10년간 변화

추세를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5년, 10년 단

위로 지가 증감률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3과 같이 주요도로별 지가 증감율의 거리

별 변화와 가장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는 지점

을 살펴본 바 10년간의 서면 중심부의 지가 변

화 패턴과 향후 이 중 가야로는 10년간 지가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로로 1995년 이후 대형

백화점 입지로 인해 2000년부터 2010까지 평

균지가의 지속적인 증가 나타냈다. 특히, 400m 

지점에서 5년(24%)간 증가율과 10년(72%)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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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Road Name of Seomyun

Jungang(1) Gaya Ssaessak Seojeon Jungang(2)

Change 230m 310m 400m 280m 350m

Percentage 

Change in 5 

Years

100m 8% 7% 7% 6% 8%

200m 10% 18% 9% 5% 9%

300m 9% 30% 8% 2% 12%

400m 10% 24% 6% 6% 4%

500m 13% 35% 10% 5% 5%

Percentage 

Change in 10 

Years

100m 6% -5% 14% 9% 11%

200m 20% 42% 14% 8% 14%

300m 12% 38% 13% 6% 17%

400m 14% 72% 10% 10% 5%

500m 17% 64% 12% 17% 6%

1) Busan station direction, 2) City hall direction

TABLE 3. The percentage change of land price(2000~2010)

1) RMI (2000-2005) 2) RMI (2000-2010)

FIGURE 9. RMI : rank mobility index

의 증가율이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

야로의 지가 감소거리는 5년간 300~400m 지

점에서 10년간 200~300m으로 도심중심부에 

근접하고 있었고, 이와 달리 새싹로의 경우 5년

간 200~300m에서 10년간 300~400m 도심

중심부에서 이격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공

간상의 순위 이동성 지수(RMI : Rank 

Mobility Index)를 통해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

다. 순위 이동성 지수란 두 개의 특정한 시점에

서 도심의 인구, 지가 등의 순위를 통해 계산되

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M은 순위 이동성 지수(RMI), R1은 

시간 1의 지가 순위, R2는 시간 2의 지가순위

를 뜻한다. 순위 이동성 지수는 –1.0에서 +1.0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부(-)적인 순위 이동성 

지수 값은 순위의 하락을 나타내고 정(+)적인 

순위 이동성 지수는 순위의 상승을 나타낸다. 0

값은 순위 변동이 없음을 의미한다.(Greene 

and Pick, 2006) 서면 도심의 5년, 10년간 지

가를 순위 이동성 지수를 통한 분석결과는 그

림 9와 같다.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순위 이동성 지수의 증가지역이 5년에 비해 10

년 동안 최고지가 지역과 서면교차로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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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ad 2) The change rate of land price

FIGURE 10. The change rate of land price by road

요간선도로별 증감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서면의 지가 상위 지역의 범위가 점차 줄어들

고, 노후 범위 또한 중심부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10년간 순위 이동성 지수에서는 북동쪽

인 중앙대로(시청방면)와 동쪽의 서전로가 순

위 감소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앙대로(시청

방면)에 입지한 부전재래시장의 물리적 노후 

및 기존에 서전로 주변으로 형성되어있던 공구

상가의 노후화로 인한 지가 감소지역으로 판단

되어 진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도심지 경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지가를 통해 알아본 서면 

도심의 노후거리를 종합하면 그림 10과 같다. 

이 그림은 평균이상의 필지가 집중되어 있는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각 간선도로별 100m 

단위의 거리상의 노후를 나타낸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부산시 도심 및 부도심을 중심으

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지표를 활용한 거시

적 도심현황 파악 및 서면도심의 미시적 노후

를 진단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각 항목

의 지표를 선정하고, 각 동과의 거리를 통해 노

후범위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지표의 가장 큰 증감을 보이는 지역은 

평균 1.8km~2km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서면도심을 대상으로 경제적 현황 및 노

후를 진단해본 결과, 출근도착통행량의 경우 서

면으로 출근하는 통행량이 2020년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이러한 감소추

세 가운데 강서구, 해운대구의 경우 출근도착통

행량이 점차 증가하여 2040년에는 각각 15%, 

8%로 높은 출근도착통행량 비율을 차지할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심 사업체의 감소로 인

한 종사자수가 감소하면서 통행량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판단하고 도심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을 진단해 보았다. 서면의 도심형 사업체의 

경우 20000년 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

내고 있었으나, 2005년 15%, 2010년 14% 점

차 감소하였다. 또한, 종사자의 경우 2000년 

16%, 2005년 이후 15%로 나타났다. 이는 강

서구, 해운대구 등 도심 외곽의 개발로 인한 사

업체 분산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끝으로 

개별 필지단위의 지가를 활용하여 분석해본 결

과, 지가 평균이상의 지역이 서면교차로를 중심

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서

면교차로를 중심으로 각 주요간선도로별 지가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중 중앙로(시청)와 서전

로의 경우 도심 중심부인 서면교차로에 상대적

으로 근접한 지가 하락지점이 형성되고 있었고, 

특히 서전로의 경우 100~200m 지역에서 약 

750만원의 평균지가의 급격한 감소지점이 형성

되었다. 주요도로별 10년간 지가 증감율을 살펴

본 결과, 가야로의 경우 지가 감소거리가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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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00m 지점에서 10년간 200~300m로 도

심중심부에 근접하고 있었고, 이와 달리 새싹로

의 경우 5년간 200~300m에서 10년간 

300~400m로 도심중심부에서 이격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도심지역의 수요예측 및 노후

예측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분석 단계로 도심 현

황 파악 및 거리상의 노후진단에 중점을 두었다. 

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도심 

기능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미시

적인 단위 데이터를 포함한 도심관련 지표들의 

시계열적 자료가 제공되어 향후 도심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주

1) 노후불량건축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및 준공년도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 것임.

2) 접도율이란 구역 내 4m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

눈 백분율을 뜻함.

3) 4m 미만도로 점유율은 구역 내 4m 미만의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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