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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 공간구조는 도시 내의 여러 활동의 입지와 이들 사이의 상호작

용을 의미한다. 그중 주거지와 고용중심지는 도시 공간구조를 이루는 가

장 중요한 두 축이며 이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입지하는 경우 통근 통행

량 증가에 따른 수송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도시

공간구조 형성은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불필

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공간구조가 어

떻게 구성되고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산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통행 네트워크 구조와 직주 불

일치 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산대도시권의 공간구조 특징을

파악하고 더욱 바람직한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

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부산시를 중심으로 기능적 상호작용을 하는 주변

지역을 바탕으로 부산대도시권을 설정하고, 둘째, 부산대도시권에서의 목

적별 통행패턴이 어떤 특징을 가지며 주요 기능들이 어느 지역에 분포하

는지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지역별 직주 불일치 수준을 파악해 보았다.

분석한 결과 부산대도시권은 부산시를 중심으로 김해시, 양산시, (통

합)창원시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산대도시권의 공간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중심지는 부산진구, 중구, 동래구에서 부산진구, 사

상구, 강서구로 변화하였으며, 주거중심지는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에

서 해운대구, 부산진구, 북구로 변화하였다. 즉, 고용중심지는 강서구와

김해시의 상승이 돋보이며, 주거중심지는 해운대구와 북구의 상승이 돋

보인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산시는 부산대도시권에서 여전히 큰 영

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그 크기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구와 부산진구

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 부산시 내부에서의 공간구조 변화가 크게 나

타나고 있다. 김해시는 인구 및 유입 통행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내부 통

행비율의 증가를 통해 자족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목적별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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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서는 여가목적의 새로운 중심지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양산

시는 모든 목적통행에서 인접지역과의 연결성이 좋았으나 영향력은 미미

하였으며, 부산시로의 통근 통행이 여전히 높아 부산시의 침상도시로서

의 가능성을 보였다. (통합)창원시는 부산시와 경계지역인 강서구를 중

심으로 연계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 목적에서 영향

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산대도시권에서의 공간구조 변화로 발

생하는 비효율적인 통행을 선형계획기법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 이론적

최소 평균 통근시간은 18.67분이며 실제 평균 통근 통행시간은 29.31분으

로 36.3%의 초과통근이 발생하고 있어 직주 불일치가 존재함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부산대도시권 내에서의 지역간 상호작용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 주요 기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부산대도시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적 차원

에서의 발전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다핵도시지역(polycentric urban

region)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구조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주거와 고

용의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직주 불일치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더욱 효율적인 공간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

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시계열적 분석을 하지 못하였으

며, 창원시 통합에 따른 구·군 단위 자료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목적별 통행 자료를 이용하여 부산대도

시권의 공간구조 변화와 공간구조의 효율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주요어 : 부산대도시권, 목적별 통행, 사회네트워크 구조, 직주 불일치

◆ 학 번 : 2010-2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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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 공간구조는 도시 내의 주거활동, 생산활동, 위락활동 등 여러

활동의 입지와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도시 내의 활동 중 주

거활동과 생산활동이 되는 주거지와 고용중심지는 도시 공간구조를 이루

는 중요한 두 축이다. 주거지와 고용중심지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통근

통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의 입지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통근 통행은 다른 목적통행에 비해 특정시

간에 발생하는 시간 집중성과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는 공간적 집중성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비용 발생, 기반시설 확충

으로 인한 비용 소요와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오염 등 우리 삶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바람직한 도시 공간구조 형성을 통해 도시 내

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도시 공간구조적 특

징, 특히 주거지와 고용중심지의 입지 및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의 불일

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Bourne(1982)는 도시 공간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도시를 하나의

공간 체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나의 도시체계는 각 도시의

구성요소들의 배열상태 또는 입지를 의미하는 도시형태(urban form)와

이러한 요소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 형태와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공

간구성원리(organizing mechanism)를 통해 구성된다. 따라서 도시 공간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시형태를 이루는 주거활동과 생산활동, 그

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연결활동의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시 공간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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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간구조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으며, 통근 통행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통근 통

행이 의무적 통행으로서 매일 특정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공간

적 집중성1)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근 통행 자료 분석을 통해서 출

발지와 목적지가 각각 거주지와 직장으로 각 기능의 입지파악뿐만 아니

라 이 사이의 공간적 이동 즉, 거주지와 직장의 공간적 불일치 정도를

파악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상지역의 통근

통행량을 이용하여 지역 간 연계와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도시공간구

조를 파악하는 연구와 통행분석을 통해 거주지와 직장의 공간적 불일치

정도인 직주분리수준을 파악하는 연구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

에서는 1980년대 이후 수도권 지역의 교외화, 다핵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통근 통행 분석을 통해 도시공간구조를 파악하는 연구(김광익,

2009; 손승호, 2003; 손승호, 2006; 손승호, 2007; 손재선, 2005; 이승민,

2007; 이희연·김홍주, 2006a; 이희연·김홍주, 2006b; 이희연·이승민, 2008),

주거와 직장의 교외화 수준 차이에 따른 통행비용 상승에 관한 연구(김

강수·김형태, 2008; 김현기, 2007; 김현우·김호연, 2011; 송미령 1997; 이

삼수, 2004; 이소희·이명훈, 2003; 이소희·鈴木勉·이명훈, 2006; 전명진,

1995; 전명진·정지은, 2011; 정희윤·김선웅, 2002)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

다. 하지만 도시 공간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 통근 통행 자료만을 이용

하여 도시 내 여러 기능 중 한정된 기능만을 파악하고 있으며 공간구조

변화와 그 효율성에 대해 각각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통합적 연구가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목적별 통행자료2)를 통해 도

시 공간구조를 파악하고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성을 통합적으

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주로 수도권(서울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하고

1) 김인·박수진(2006), 「도시해석」, 서울 : 푸른길, p.145 재정리

2) 목적별 통행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분석한 연구(남영우 외, 2000; 남영우 외, 

2004; 박경철·좌승희, 2009; 조일환 외, 2011)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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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 외 지역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우리나라의 도

시화 과정에서 서울 및 수도권으로 각종 산업과 인구가 집중되면서 서울

대도시권의 공간적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났지만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1995년 이후 부산

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산 도시철도의 양산 연장,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등 대중교통수단의 발달과 부산-울산고속도로 개

통등 교통망의 발달로 부산시와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증가를 통한 공간

구조의 확대 및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

으로 둘러싸인 해안도시라는 부산시의 특성상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한 지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주변도시

와의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연계, 경제자유구역, 동남벨트 개발을 통해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홍주, 2008). 따라

서 부산시와 주변지역들 간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부산대도시권을 설

정하고 대상지의 도시 공간구조 변화와 특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배경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대도시권의 통행

네트워크 구조와 직주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첫째, 공간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산시를 중심으로 부산대

도시권을 설정한다. 둘째, 부산대도시권의 목적별 통행패턴변화를 통해

부산대도시권의 기능분포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부산대도시권의 지역별

직주 불일치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부산대도시권의 공간구

조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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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산대도시권을

설정하기 위해 대도시권 설정지표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대도시

권 설정에 대해 정해진 방법론이 없어 연구자마다 이용하고 있는 설정지

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지표에 대해 이해하고 한계성을 파악하여 다양

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대도시권 설정지표를 구축한다. 둘째, 설정

된 부산대도시권의 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두 시점(1995년,

2010년)에서의 통근 통학자료와 목적별 통행자료를 이용하여 통행패턴의

변화를 파악하고 주거와 고용의 공간적 분포 변화를 살펴본다. 더불어

통행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지역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

기 위해 사회네트워크분석(SNA)을 한다. 셋째, 부산대도시권의 공간구조

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직장과 거주지의 공간적 불일치 수준을 분석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표는 직주비율과

White(1988)가 제시한 선형계획기법으로 구한 초과통근으로 이를 계산하

기 위해 실제 평균 통근 통행시간, 이론적 통근 통행시간을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995년과 2010년

의 인구총조사(통근통학 편)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한 부산대도시권의

시·군·구별 통근통학 OD행렬자료이며, 그 외 목적별 통행 네트워크 분석

을 위해서는 국가교통연구원 KTDB센터에서 제공하는 2010년 목적별

통행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실제 통근 통행시간 분석을 위해서는 전

국권기종점 통행량와 네트워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

적, 연구 방법과 구성을 제시하며, 제2장은 사회네트워크 이론과 직주 불

일치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통근통행과 직주 불일치와 관련된 선행연

구들을 정리한다. 제3장은 부산대도시권을 설정하며, 설정된 부산대도시

권내에서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제4장은 통근통행 패턴변화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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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별 네트워크 구조와 결절점의 중심성을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공

간구조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제 통근 통행시간, 직주 비율의 관

계, 초과통근 등으로 직주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제6장에서

는 이들의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부산대도시권의 공간 정책상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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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이론 고찰

1) 사회네트워크 이론3)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행위(action)와 구조

(structure)의 상호역동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구성하

고 있는 요인들이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구조의 형태를 통해 행위의

제약성을 받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구조적 행위이론’에 기반을 두

고 있다. 따라서 사회네트워크 데이터는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한 요인

의 속성이 아니라 한 요인과 다른 요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라는 영

역에서 나오는 데이터로 관계의 유무, 방향, 그리고 관계의 빈도와 강도

등이 핵심적인 측정대상이며,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인들이 구

조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지위, 구조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각 지

역을 결절점(node)으로, 상호작용은 연결선(link)으로 표현하여 구조적

역동성을 분석할 수 있다.

중심성(centrality)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개별 지역이 ‘중심’에 근접한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로 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을 사용한다.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한 결절점과 연결된 정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 한 결절점에 직접

연결되는 결절점 수를 토대로 중심성을 측정하다. 따라서 연결된 결절점

의 수에 따라 연결중심성이 달라지며 다른 결절점들과 직접 연결되는 연

결선수를 많이 가진 결절점일수록 연결중심성은 높아진다.

3) 손동원(2002), 「사회네트워크 분석」, 서울 : 경문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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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중심성 네트워크전체결절점의수  

와직접연결된결절점수

반면에 위세중심성(power centrality)은 연결된 상대방의 중심성과

두 결절점간의 유동량을 가중치로 고려하여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중심성이 높은 결절점과 연결되어 있거나 유동량이 많으면 위세중심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자신과 연결된 다른 행위자의 영향력의 크기가 중심성

에 영향을 줌에 따라 사회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위세중심성  




  

  중심성지수를표준화하기위한상수
  상호작용정도
  결절점간의유동량

2) 직주 불일치에 관한 이론4)

통근이란 노동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직장으로 공간적 이동을 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도시 내 공간이동 중 반드시 이루어져야

만 하는 의무적 통행이며 매일 특정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도시교통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

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도시계획학자들이 도시의

통근 효율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통근연구에 대한 개념, 즉

초과통근, 직주균형, 접근성에 관심을 가져왔다.

초과통근(excess commuting)은 직장과 거주지의 입지적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통근의 잉여분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 도시의 통근 패턴

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적상태의 패턴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

4) 김인·박수진(2006), 「도시해석」, 서울 : 푸른길, p.145∼154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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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도시의 통근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5)이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자

면 <그림 2-1>과 같이 업무지 A, B와 주거지 a, b가 일직선상에 위치

할 때, 취업자 a가 업무지 A가 아닌 B로 통근하고 취업자 b가 업무지 B

가 아닌 A로 통근할 때 각각 AB만큼의 통근비용을 낭비하게 되며 초과

통근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즉, a→A, b→B로 통근하면 통근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고 최적상태의 통근패턴인 것이다.

※ 출처 : 이소희·이명훈(2003), p122.

그림 2-1. 초과통근과 직주의 최적 분배

이 모형에서 직장 또는 주거지의 선택은 교통비용에만 영향을 받으

며 통근자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통근비용이 가장 적은 곳에 입지한 직

장 혹은 주거지를 선택하고 그 지역의 한계를 초과하면 그 다음으로 통

근비용이 적게 드는 직장이나 주거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직주균형(jobs-housing balance)은 도시 내부의 한 지역이 얼마나 자

족적인 기능을 가졌는가를 보는 것으로 한 지역의 자족성을 증대시킴으

로써 통근거리를 짧게 하고 교통체증을 줄어들게 함과 동시에 복합적 토

5) 실제 평균통근시간이 아닌 초과통근으로 효율성을 판단하는 이유는 각 도시마다 각기 다른 도

시공간구조로 인해 직장과 주거지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통근시간이 긴 지

역이라고 통근의 효율성이 낮은 것이 아닌 초과통근이 높을수록 통근의 효율성이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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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근효율성 측정방법이다. 그 지

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를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노동자의 수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직주균형비  지역총고용노동자수 지역총거주노동자수

이론적으로 직주균형비가 1에 가까우면 지역의 고용노동자 수와 거

주노동자 수가 일치하여 자족성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

러나 직주균형비가 1보다 클 경우 고용노동자 수가 거주노동자 수보다

많아서 외부로부터의 유입되는 통근량이 많아지며, 반대로 직주균형비가

1보다 작을 경우 고용노동자 수보다 거주노동자 수가 많아 외부로 유출

되는 통근량이 많아진다. 직주균형비가 1보다 큰 경우는 도시의 중심업

무지구(CBD)나 업무단지, 산업단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직주

균형비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침상도시 등의 교외거주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직주불균형이 일어나는 요인으로는 도시의 성장, 지가보

다 낮은 통행비용, 노동시장의 변화, 정부의 정책과 규제 등이 있다.

접근성(accessibility)은 지리적 공간에서의 잠재적 상호작용을 측정

하는 지표로 도시팽창, 교외화, 도시의 다핵구조와 같이 통근 및 교통체

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척도로 쓰인다. 접근성

(accessibility)의 정의는 상호작용의 유형과 공간통행의 특성에 따라 달

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상호작용의 기회에 대한 잠재력 혹은 공간마찰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 등으로 정의되며, 지리적 공간에서의 잠재적 상호

작용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접근성 지표는

Hansen(1959) 지표로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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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한지역 에서다른모든지역  으로의접근성
  다른지역의기회들 
  지역간의거리비용
   거리조락함수

접근성은 도시 내 지역별로 측정되며 고용기회의 접근성이 높은 지

역일수록 외부에서 유입되는 통근자가 많으며 반대의 경우 외부로 유출

되는 통근자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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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찰

1) 통근통행에 관한 선행연구

통근통행은 지역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공간구

조를 파악하게 하며 도시민의 일상적인 행위를 잘 반영한다. 따라서 통

근통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시 공간구조를 파악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

루어져 왔으며, 분석방법과 자료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

는 분석방법을 먼저 살펴보면 사회네트워크 분석 방법이다. 이는 1990년

대 이후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네트워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

시체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회네트워크 이론에 초점을 둔 연구가 등장

하게 되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도시는 유동공간(spaces of flows)에서

결절지로서의 역할을 강조(Castells, 1989)함에 따라 통근통학자료를 이

용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서울대도시권에서 흡수통근 중심지가 중구에서

강남구로 변했으며 강남구를 허브로 하는 강력한 연결체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김효진, 2008; 노진아 외, 2010; 이희연·김홍주,

2006a; 이희연·김홍주, 2006b). 그 외 목적별 통행자료를 바탕으로 네트

워크 분석을 한 연구는 박경철·좌승희(2009)가 있다.

그 외 그래프이론이나 인자분석,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도시 공간구

조를 분석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권용식·김창석, 1998; 김광익,

2009; 남영우 외, 2000; 남영우 외, 2004; 백승걸, 2003; 손승호, 2003; 손

승호, 2007; 윤시운 외, 2005; 이종상, 2000; 조일환, 2011). 이런 연구들은

수도권이나 서울의 통근연결구조나 통근권역을 구분하는데 초점을 맞추

고 있으며 수도권을 대상으로 흡수통행의 중심지가 변화하고 있으며 특

히 중심도시인 서울의 집중도가 감소하고 주변지역이 성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선행연구들 대부분이 1990년에서 2005년 동안 서울이나 수도권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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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지역으로는 전

국 6대 도시(김재익, 1995), 경남 서부지역(이진·곽철홍, 1997), 성남시(남

영우·진선미, 1998), 경산시·영천시(윤대식·이정엽, 1998), 청주시(박병호·

이상호, 2001)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이나 부산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김경수(2002)의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권역내 주민의 통근통학 자료를 통해 시경계를 벗어난 통근통학이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인접한 김해시와 양산시는 부산시 전체 유출통행인구

의 70%를 상회함에 따라 실질적인 부산생활권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들의 통근통학패턴을 살펴보면 부산-양산-울산축과 부산-김해-창원

축으로 분산된 통행패턴을 보이며 이는 서울시 일극중심 통행패턴을 보

이는 수도권과의 달리 부산광역시의 중심성이 미약함을 시사해준다.

2) 직주 불일치에 관한 선행연구

초과통근을 통한 직주 불일치 수준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꾸

준히 이루어졌으며(Cropper & Gordon, 1991; Hamilton, 1982; Small &

Song, 1992; White, 1988), 이 개념은 Hamilton(1982)으로부터 시작하였

다. 그는 도시경제학의 단핵도시 모델을 기반으로 평균통근거리와 이론

적 최소 평균통근거리의 차이를 낭비통근(wasteful commuting)이라 정

의하고 미국 14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이를 계산하여 실제 통근거리의

87.1%가 낭비통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White(1988)는 해밀턴의 단핵도

시 모델이 현대의 다핵도시구조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

적하며 고전적 도시경제모형론의 근본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새로운 낭비

통근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즉, 직장과 주거를 변화시킴으로써 통근비용

을 줄일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로 실제 도로망과 실제

CBD주변의 직장과 주거의 공간분포를 고려하여 25개의 미국 도시들의

낭비통근이 평균 11.1%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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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ropper & Gordon(1991)는 개별 가구의 특성에 관한 미시자료

를 이용하여 초과통근을 계산한 최초의 연구자로, 주거입지 선택에 대한

개별가구들의 효용함수에 통근거리 이외에 이웃주민의 특성과 다른 재화

를 변수로 포함하였으며 맞벌이 가계의 이차적인 소득원의 통근거리도

반영하여 주택소유자와 세입자의 필요통근거리를 별도로 계산하였다. 그

러나 상당한 초과통근이 존재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의 큰 차이는 없

었다.

Small & Song(1992)은 낭비통근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거

와 직장의 공간적 분포(단핵, 다핵, 그리고 무중심(zonal)분포)를 구분하

여 그에 따라 최소 필요통근비용을 정의하였으며, 낭비통근을 가치중립

적인 용어로 바꾸기 위해 초과통근이라고 바꾸었다. 그리고 통근비용을

추정하는 지표로 통근시간과 통근거리 모두를 사용하였으나 결과의 차이

(통근시간은 약 66%의 초과통근, 통근거리는 약 69%의 초과통근)는 크

지 않았다.

이후 방법론적인 면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White의 선

형계획모델을 기반으로 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도시들(Giuliano & Small, 1993; Horner, 2002; Horner & Murray, 2002;

O'kelly & Lee, 2005; Scott et al., 1997; Song, 1995)과 일본(Merriman

et al. 1995), 영국(Frost et al. 1998; Manning, 2003), 대만(Chen. 2000),

캐나다(Buliung and Kanaroglou. 2002; Scott et al., 1997), 콜롬비아

(Rodrigues, 2004)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국내의 직장과 주거의 불일치 정도를 초과통근으로 살펴본 연

구를 보면 전체 통근자를 대상으로 초과통근을 측정하는 것과 통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초과통근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전체 통근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수도

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초과통근이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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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초과통근을 분석한 전명진(1995)은 1990년 수도권의 실제통

근거리의 약 65%가 초과통근(실제 평균통근거리 7.25km, 최소요구 통근

거리 2.56km)이라고 밝혔으며, 좀 더 초과통근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 실제 도로망과 직장·주거의 공간적 분포를 반영한 송미령(1998)

은 49%라고 밝혔다. 그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시의 구조변화에 따른

통근행태의 장기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정희윤·김선웅(2002)과 이상

수(2004)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각각 10년 단위, 5년 단위의 초과통

근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평균통근거리가 증가하고 초과통근율이 40%

대의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직주분리가 심화되고 있음을 판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통행거리보다 통근시간이 교통혼잡이나 통행수단을 고려하므로 현실

을 더 잘 반영함에 따라 통근시간으로 초과통근을 측정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이소희·이명훈(2003)은 서울대도시권을 대상으로 2000년 초과통근

24.8%, 김현기(2007)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시계열적으로 약 11%의 초

과통근이 발생함을 밝혀 통근시간이 거리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의 분석을 살펴보면 전명진·정지은(2011)의 경우 2006년 수

도권 초과통근율 55.3%, 김현우·김호연(2011)의 경우 주거지 기준 45.3%,

직장 기준 55.2%로 높은 초과통근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거위주

의 신도시건설로 인해 고용의 분산정도보다 인구의 교외화수준이 훨씬 높

으며, 신도시가 자족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에 대한 의존도

가 높음에 따라 비효율적인 통근이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분석모형의 정교화를 위해 통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거

주지 또는 산업별 고용자료를 이용하여 초과통근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

보면 대부분 자가소유자, 고학력자, 행정·관리·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

자일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 초과통근규모가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

어 선행연구의 내용이 일치한다(김강수·김형태, 2008; 김현우·김호연.

2011, 송미령, 1998; 이번송,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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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부산대도시권의 설정

대도시권은 대도시의 제반기능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로 중심 대도시의 기능적 연계지역 또는 종속지역, 중심 대도시와

사회·문화·경제적으로 통합된 지역이다(엄운섭, 1990). 즉, 하나의 중심도

시가 성장함에 따라 인구와 기능이 기존의 도시경계를 넘어 주변지역까

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주변지역도 함께 성장하며, 도시 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사회·경제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인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되

는 것이다. 그러나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대도시권내의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의 기능적 연계성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중심도시와 주변지

역의 성격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공간구

조변화를 살펴보고 새롭게 대도시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1. 부산시와 주변지역의 공간구조 변화

도시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기위한 지표로 Bourne(1982)는 맥락적 요

소, 거시적 형태, 내부적 형태와 기능, 조직과 행태 네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중 전통으로 잘 알려지고 실증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부문

은 두 번째 거시적 형태 부문으로 도시규모, 형태, 지형적 입지, 교통망

등 물리적 경관을 통해 도시 공간구조를 살펴보는 것이다6). 따라서 본

절에서는 도시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인구, 경제기반을 알 수 있는 산업

구조, 교통망을 통해 부산을 중심으로 주변지역들 간의 공간구조의 변화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축한 자료의 공간적 범위는 부산

시와 주변지역인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이며 시간적 범

위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5년단위이다. 인구변화는 통계청에서 제공

6) 이희연(2011), 「경제지리학」, 서울 : 법문사, p561∼562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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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구총조사와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산업구조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전국사업체조사자료7)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다.

1) 인구변화

지역의 인구변화는 도시의 공간구조 뿐만 아니라 대도시권의 발전단

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Clark, 1996)이다. 지난 10년간 부산시

와 주변지역들의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와 주변지역의 총인구는

약 526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별

로 자세히 살펴보면 부산시는 2000년 366만 명에서 2010년 341만 명으

로 약 24만 명이 감소한 반면 주변지역은 약 20만 명이 증가했다. 따라

서 부산대도시권 지역 전체의 인구변화는 정체기이나 부산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주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2000년 2010년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해당년도.

그림 3-1. 부산시와 주변지역들의 인구 변화

7)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2008년 9차로 개정됨에 따라 2010년의 시·군·구별 산업분류별 

현황을 8차에 맞추어 다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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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5년 2010년

부산시→주변지역(A) 49,070 49,629 43,947 

주변지역→부산시(B) 32,981 36,589 33,076 

차이(A-B) 16,089 13,040 10,871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해당연도.

표 3-1. 부산시와 주변지역들의 인구이동                        (단위 : 명)

지난 10년간 부산시와 주변지역들 간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다음 <표

3-1>과 같다. 부산에서 주변지역으로 나가는 인구는 2000년에서 2005년까

지 증가하다 2010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주변지역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인구변화 또한 같은 추세이다. 하지만 주변지역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인

구와 부산에서 주변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부산시에서 유

출되는 인구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산의 인구가 꾸준히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교회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산업구조변화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는 국가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

적 위치, 지자체의 각종 기업지원책 등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지난 10년간

의 부산시와 주변지역들(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고용구

조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3-2>와 같다. 부산의 고용자수는 2000년 1,057천

명에서 2010년 1,281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주변지역의 고용자수도 535천

명에서 2010년 741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부산시와 주변지역들의

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부산대

도시권의 총 고용자수 대비 지역별 구성비로 보면 부산시가 차지하는 비율

은 2000년 66.4%에서 2010년 63.4%로 5년마다 1∼2%씩 감소하고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서 빠르지는 않지만, 부산지역의 산업이 조금씩

주변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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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해당연도.

그림 3-2. 부산시와 주변지역들의 고용구조 변화

부산과 주변지역들의 산업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3-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부산시는 2000년 제조업(21.4%), 도·소매업(20.1%), 숙박 및

음식점업(12,3%), 운수업(8.5%)이 전 산업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또한 이들 산업의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였지만 전 산업의 절반(53.5%)을 차

지하고 있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제조업이 부산의 1

위(21.4%) 산업이었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도·소매업(18.6%)이 1위 산업으

로 성장하였고, 사업서비스업과 보건·사회복지사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주변지역들은 산업별 고용자수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제조업, 도매·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나 산업구조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이 전체 산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구조 분석결과를 요약하

면 먼저 부산시와 주변지역들 내부에서의 큰 변화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제

조업의 비율이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제조업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부산시는 제조업의 종사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주변

지역들의 제조업 종사자수는 증가하고 있어 부산시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이

전8), 즉 고용 교외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8) 부산상공회의소(2004)에서의 ‘2004년 상반기 시외이전 및 전입업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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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변지역

※ 산업구분 : A.B.C.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D. 제조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업/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P. 보건 및 사

회복지사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 교육 서비스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자료 :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해당연도.

그림 3-3. 부산시와 주변지역들의 산업 고용자수 구성

년까지 시외이전 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볼 때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전 지역을 살펴보면 양산시와 김해시가 48.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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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10년

※ 산업구분 : A.B.C.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D. 제조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업/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P. 보건 및 사

회복지사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 교육 서비스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자료 :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해당연도.

그림 3-4. 산업별 부산시와 주변지역들의 고용자수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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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변화가 중심도시인 부산시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위해 산업별 지역구성비를 산출하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제조업으로 2005년을 기점으로 부산시와 주변지역 간의 구성비가 바뀌었

고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점이다. 즉, 제조업의 중심성이 부산에서 주

변지역으로 옮겨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 산업에서 부산시가

아닌 주변지역의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절대적인 비율

을 보면 여전히 부산시가 주변지역보다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

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산시의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

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 고차서비스업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산시가 부산대도시권의 서비스산업의 중심

지로서 고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대도시권 전체의 산업규모는 꾸준히 증

가하고 있으며 부산시보다 주변지역들의 성장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이나 사회서비스업 등의 고차산

업은 부산시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있으며, 제조업 등 저차산업은 주변지

역으로 중심이 이동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교통체계의 변화

교통체계는 도시의 공간구조와 성장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

한 요인 중의 하나로, 새로운 교통망 구축과 교통수단의 도입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도시의 외연적 확대를 유도하고 새로운

도시 경계를 결정짓게 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망과 대중교통수단 두 가지

로 나누어 교통체계의 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부산시와 주변지역들을 연결하는 도로교통망을 살펴보면 경부

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부산대구고속도로와 국

도 2·7·14·35호선이 있다. 그 중 김해시와 연결되는 것은 부산대구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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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국도 14호선이며, 양산시는 경부고속도로,

국도 7·35호선으로 각각 3개의 도로와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진해시와

창원시는 각각 국도 2호선과 남해고속도로로 1개의 도로와 연결되어 있

다.

대중교통수단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산 도시철도의 확장과 경전철 도

입을 들 수 있다. 먼저 부산시의 도시 철도는 2012년 현재 1호선에서 4

호선까지 개통되어 부산시 내부를 연결하고 있으며 2호선의 경우는 주변

지역까지 노선이 연결되어 있다. 1999년 개통된 2호선은 2008년 1월 호

포∼양산구간, 2009년 10월 부산대 양산캠퍼스역이 개통되어 부산시에서

양산시까지의 철도통행이 가능하게 해주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교통수

단인 부산김해경전철은 부산의 사상역에서 김해시로 연결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2011년 9월 개통되었다. 이렇게 부산시와 주변지역들 간의 교

통체계의 변화는 이들 지역간의 이동량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통망 체계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2010년 도로교통망)

도시철도 노선망

(※출처 : 부산교통공사)

그림 3-5. 부산시와 주변지역들의 교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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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대도시권의 설정

인구와 산업구조, 교통체계의 변화를 통해 부산시와 주변지역들의

공간구조가 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산시는 인구와 2차 산업의 비

중이 감소하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 특히 사업서비스업등 고차서비스업

을 중심으로 산업이 개편되고 있지만, 주변지역들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발전과 부산시의 교외화에 따른 인구증가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또한, 부산시와 주변지역들을 연결하는 기존 도시철도 노선의 연장, 새로

운 대중교통수단의 등장을 통해 도시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도시권의 형성원인으로 현 시

점에서 부산시를 중심도시로 하는 기능적 일상생활권의 범위, 즉 부산대

도시권을 새로 설정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도시권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대도시권

설정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연구의 목

적이나 성격, 그리고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

되고 있다. 기존의 대도시권(또는 광역권) 설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기능적 연계성만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

는 주변지역의 도시화정도에 대한 지표를 함께 설정하고 기준치 이상의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권용우, 2001; 권창기·정현욱, 2007; 김경수, 2002;

김호철·김철수, 2004; 심재헌·조연호, 2012; 이희열·주미순, 2007; 장환영·

문태헌, 2012;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2005), 둘째, 요인분석을 사

용하여 통행패턴에 의한 지역 간 연계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권

을 설정하는 방법(김광익, 2009; 김효성·구동회, 2011; 노경수, 2001; 이희

연·송종홍, 1995), 셋째, 중심도시를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

는 방법(국토개발연구원, 1994), 넷째, 법정 행정구역을 원용하여 설정하

는 방법(2020년 마산·창원·진해 광역도시계획, 2005)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며 일반적으로 중심도시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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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은 통근통학, 인구전출입, 화물물동량, 각종 서비스 기능의 의존도

등의 지표로 판단하고 주변도시의 도시적 특성은 전업농가율, 도시적 토

지이용비율, 2·3차 산업 종사자 비율, 인구밀도 등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나 대도시를 중심

으로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대도시

권으로 정의함에 따라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적 연계성만을 바탕으로 대도시권을 설정한다.

한편 부산시를 대상으로 대도시권을 설정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앞

에서 분류한 첫 번째 방법인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기능적 연계성과

주변지역의 도시화정도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고 기준치 이상의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먼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기

능적 연계성에만 초점을 두고 대도시권을 설정한 연구는 김경수(2002),

권창기·정현욱(2007)과 장환영·문태헌(2012)이 있다. 김경수(2002)는 반경

50km 이내 도시를 대상으로 부산시로의 통근자 비율과 역통근자 비율이

5% 이상인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설정하여 김해시와 양산시가 기준에 만

족한다고 밝혔다. 권창기·정현욱(2007)은 부산시를 중심도시로 보고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연계성을 3가지 지표 직업의존도, 직업점유율, 통행량으

로 분석한 결과 2000년 부산대도시권은 부산시와 양산시, 김해시, 진해시

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환영·문태헌(2012)은 인구특성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물자 등 산업적 측면의 연계성을 고려하기위해 통근통학과 인구

전출입, 지역간 화물물동량을 분석지표로 도전체에서 중심도시와 주변지

역간의 이동비율이 도전체 평균 이상인 지역을 1차 권역을 설정하고 지

리적 인접성과 행정구역을 고려한 반경 50km권역내의 나머지 지역을 2

차 광역도시권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부산광역도

시권의 1차 권역을 부산시, 김해시, 양산시, 진해시로 설정했으며, 추가적

으로 연계성지수(광역도시권내에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상대적 연

계성 강도)를 파악하여 인구면에서는 김해, 창원간의 이동이 활발하고

산업측면에서는 부산, 창원, 울산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연계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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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였다. 이희열·주미순(2007)과 심재헌·조연호(2011)은 중심도

시와 주변지역간의 기능적 연계성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도시화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부산대도시권을 설정하였다. 이희열·주미순(2007)은 연계

성을 통근율과 통근율+역통근율로, 주변지역의 도시성은 전업농가율, 농

가율, 인구밀도,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지표를 설정하여 연계성은 1개 이

상, 도시성은 4개 모두 군부평균값 이상을 만족하면 부산광역도시권에

포함했다. 그 결과 부산대도시권을 포함하는 지역은 울산시, 창원시, 마

산시, 진해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등 총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

후 심재헌·조연호(2011)은 이희열·주미순(2007)의 지표에 중심도시와 주

변지역간의 연계성에서는 통근통학과 더불어 다양한 통행행위(업무·여

가·친교 등의 통행)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주변지역의 도시화 특성에

는 2·3차 산업 종사자 비율과 공동주택 구성비 지표를 추가하였다. 또한,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망의 실제 분포를 반영하고 토지

피복지도를 사용하여 2007년 기준 부산대도시권을 부산시, 김해시, 양산

시, 진해시로 설정하였다. 이상 선행연구들은 부산대도시권을 부산시와

김해시, 양산시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진해시, 울산

시, 밀양시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서 부산대도시권 설정을 위한 기능적 연계성

을 나타내는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변지역의 관점과 중심도시의 관

점만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주변지역의 관점에서 주변지역

이 중심도시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통근율(주변지역에서 중심도시로의

통근통학자 비율)로 나타내고, 중심도시의 관점에서 중심도시의 기능이

어느 범위의 주변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며 관련성이 있는지를 역통근율

(중심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의 통근통학자 비율)을 이용하여 두 개의 지

표를 하나 이상 만족하거나 모두 만족하면 대도시권으로 설정하는 것이

다. 그러나 양자간의 관계, 즉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통근통학자의 수

도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변지역의 관점과 중심도시 관점뿐만 아니라 양자 간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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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3가지 접근방식을 모두 이용하여 대도시권

을 설정한 권창기·정현욱(2007)의 설정지표를 이용하여 연계성을 측정하

였다. 설정지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표 3-2>와 같다.

직업의존도(JDR)은 주변지역관점으로 주변지역에서 거주하는 총취업자

중 중심도시로 출근하는 비중이며, 직업점유율(JOR)은 중심도시관점으로

주변지역의 총일자리수 중 중심도시 거주자들이 점유하는 주변지역의 직

업수, 통행량의 비중(VI)은 양자 간의 관계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사이

의 통근자수의 합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측정한 연계성 지표를 바탕으로

대도시권을 설정하기 위해 각 지표 모두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1

개 이상 만족하는 지역을 중심도시 부산시의 주변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관점 연계성지표 계산법 설명

주변지역

관점

직업의존도

(JDR)

  

 : 지역에서 지역(중심도시)
으로 통근하는 통근자수

  : 지역의 총취업자수(출발
자수)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총취업

자(총출발자) 중 중심도시로 

출근하는 비중

중심도시

관점

직업점유율

(JOR)

  
  : 지역(중심도시)에서 지역
(주변지역)으로 통근자수

  : 지역의 총일자리수(도착
자수)

주변지역의 총일자리수(도착

자수) 중 중심도시 거주자들

이 점유하는 주변지역의 직

업수

양자간의 

관계

총통행량

비중(VI)

    

중심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 

유입되는 통근수와 주변지역

에서 중심도시로 유입되는 

통근수의 합계

표 3-2. 부산대도시권 설정지표

연계성지표 설정기준 설정방법

직업의존도(JDR) 주변지역의 중심도시로의 직업의존도 10% 이상 1개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

직업점유율(JOR) 중심도시의 주변지역 직업점유율 10% 이상

총통행량비중(VI)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통근통행량 비중 10% 이상

표 3-3. 부산대도시권 설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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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표를 이용하여 부산대도시권을 설정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

공하는 2010년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통근·통학(10% 표본)을 바탕으로

부산시를 중심도시로 하여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연계성을 측정해보았다.

결과는 <표 3-4>과 같으며 지표별로 10% 이상을 1개 이상 만족하는 도

시는 울산시, 김해시, 양산시, (통합)창원시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구)진해시뿐만 아니라 (구)창원시, (구)마산시가 모두 포함

되었으며 울산시 또한 포함되었다. 그러나 울산시는 광역시로 이미 중심

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내부통근율이 높고 외부로 나가는 비율이 낮

아 부산의 주변지역으로 보기 어려워 울산시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주변

지역을 김해시, 양산시, (통합)창원시로 설정하였다.

지역명 JDR JOR VI

울산광역시 1.12 3.42 14.27

진주시 0.19 0.73 0.88

통영시 0.30 1.37 0.59

사천시 0.27 0.91 0.37

김해시 10.60 15.49 36.28

밀양시 2.29 3.85 1.76

거제시 0.12 1.89 1.41

양산시 16.14 24.01 28.51

(통합)창원시9) 2.61 2.25 14.12

의령군 0.19 1.06 0.10

함안군 0.60 2.03 0.55

창녕군 0.42 1.57 0.35

고성군 0.07 1.47 0.27

남해군 0.29 0.59 0.12

하동군 0.19 0.40 0.08

산청군 0.14 0.53 0.07

함안군 0.15 0.37 0.06

거창군 0.08 0.45 0.10

합천군 0.10 0.75 0.12

표 3-4. 부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간 기능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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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 연구는 부산대도시권을 부산시를 중심도시로 하고 주변지역

을 김해시, 양산시, (통합)창원시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부산대도시권은

다음 <그림 3-6>과 같으며 이들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통근통행 네트

워크(<그림 3-7>)에서도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확연히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6. 부산대도시권에 포함된 지역들

9) 2010년 7월 1일, 기존의 마산시·창원시·진해시가 통합하여 (통합)창원시가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의 연계성을 자세히 보기위해 옛 행정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싶었으

나 자료의 한계상 (통합)창원시로만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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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부산·울산·경남 지역 통근통행 네트워크

부산시가 아닌 부산대도시권이 되면 인구는 기존의 인구보다 180만

명이 늘어난 530만 명이 되며 총종사자수는 118만 명에서 184만 명으로

인구와 산업규모가 커지며, 1인당 GRDP는 15.7백만 원에서 18.3백만 원

으로 올라가 경제수준이 또한 올라가게 된다.

지역명 인구 총종사자수 GRDP 1인당 GRDP

부산대도시권 5,366,271 1,847,185 98,295,081 18.32 

부산시 3,543,030 1,182,236 55,525,657 15.67 

김해시 492,413 176,087 8,414,675 17.09 

양산시 250,387 94,990 5,968,948 23.84 

(구)창원시 502,727 232,170 19,600,724 38.99 

(구)마산시 406,307 119,933 5,429,507 13.36 

(구)진해시 171,407 41,769 3,355,570 19.58 

※ 시단위의 2010년 GRDP의 자료가 아직 제공되지 않아 모두 2009년 자료를 이용함.

※ 자료 : 통계청(2009), 시군구 GRDP.

표 3-5. 부산대도시권의 인구·경제현황                      (단위 :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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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부산대도시권의 통행 네트워크 구조 분석

본 장은 설정된 부산대도시권의 공간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으로

대도시권이 설정되기 전인 1995년과 후인 2010년 두 시점에서 통근통학

자료와 목적별 통행자료(출근, 업무, 여가통행)를 이용하여 각각 통행패

턴과 도시 구성요소들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본 후 이를 비교해보고자 한

다. 그러나 목적별 통행자료는 현시점(2010년)의 자료만 구할 수 있었다.

제1절은 통근통학자료를 이용하여 통근통행패턴의 변화와 주거·고용

의 공간적 분포 변화를 살펴보며 제2절은 목적별 통행자료를 이용하여

통행목적별 지역 연결체계를 알아본다. 특히, 목적별 통행 네트워크 구조

에서 어느 지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

분석을 실시한다.

1. 부산대도시권의 통근통행 분석

본 절에서는 부산대도시권 통근통행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1995년과

2010년 인구총조사의 12세 이상 경남권(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지역

간 통근·통학자료를 부산대도시권에 맞게 새롭게 통근통학 기종점 통행

자료(OD행렬표)로 구축하였다. 통근통행 패턴비교를 위해 통행빈도, 유

출입빈도, 내부통행, 부산으로의 통행, 그 밖의 기타지역으로의 통행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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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대도시권의 통근통행 분석, 1995년

부산대도시권에서 출발하는 전체 통행수는 2,655천 트립으로, 부산

시, 김해시, 양산시, (통합)창원시10)간의 통행빈도와 이를 출발지 기준으

로 비율화하여 표현하면 <표 4-1>과 같다. 부산시와 (통합)창원시는 내

부통근이 95% 내외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김해시와 양산시는 내부통

근은 70%대이며 부산시로의 통근이 각각 16.3%, 20.8%로 높게 나타났

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김해시로의 통근통행 비율은 1.5%, 양산시로는

1.9%로 중심도시인 부산시와 주변지역인 김해시, 양산시가 서로 교류하

는 것보다 주변지역에서 부산시로의 의존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지

유출지
부산시 김해시 양산시 (통합)창원시 기타 계

부산시
1,819,829

(94.5) 

29,489

(1.5)

36,719

(1.9) 

12,706

(0.7) 

27,398 

(1.4)
1,926,141 

김해시
20,336

(16.3) 

96,992

(77.8) 

328

(0.3) 

5,767

(4.6) 

1,234

(1.0) 
124,657 

양산시
15,844

(20.8) 

 304

(0.4) 

 55,067 

(72.2)

139

(0.2) 

4,895

(6.4) 
76,249 

(통합)창원시
5,673

(1.1) 

3,724

(0.7) 

 178

(0.0) 

502,304

(95.2) 

15,919

(3.0) 
527,798 

※ 자료 : 통계청(1995), 인구총조사.

표 4-1. 부산대도시권의 통근통행 비율, 1995년(출발지 기준)

(단위 : 트립, %)

10) 2010년 7월 1일 기존의 마산시·창원시·진해시가 통합하여 창원시가 되었다. 통합전과 후의 

창원시를 구분하기 위해 통합된 창원시의 경우 (통합)창원시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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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지역명 통행량

1 (통합)창원시11) 408,230  

2 부산 진구 132,280  

3 부산 사하구 115,422  

4 김해시 96,992  

5 부산 남구 91,401  

6 부산 사상구 87,999  

7 부산 금정구 78,336  

8 부산 해운대구 71,768

9 부산 동래구 70,677

10 부산 북구 68,051

※ 자료 : 통계청(1995), 인구총조사.

표 4-2. 부산대도시권 시·군·구별 내부통행량 상위 10위 지역, 1995년

(단위 : 트립)

부산대도시권의 통근통행에서 각 도시의 내부통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시·군·구별 내부통행량을 살펴보았다. 내부통행량은

각 시·군·구 내부에 직장과 거주지가 모두 입지해있다는 것으로 해당 도

시의 자족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표 4-2>는 시·군·구별 내부통행량

상위 10위 지역으로 (통합)창원시, 부산진구, 사하구가 높은 내부통행빈도

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인 고용의 중심지로 잘 알려진 지

역이며 내부통근을 산정하는 범위((통합)창원시 - 시단위, 부산시 - 구·

군 단위) 차이 때문에 창원시의 절대량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역간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통근통행 패턴을 보는 것이

며 위에서 내부통행량을 살펴보았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부

11) (통합)창원시의 내부통행량은 기존의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각각의 내부통행량을 더하여 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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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대도시권의 세부적인 통근통행패턴 <표 4-3>을 살펴본다. 타 시·군·

구로부터의 유입통행을 살펴보면 부산시의 구들이 주요 흡수통행지로 부

산의 도심인 부산진구, 원도심인 중구, 동래구가 1, 2, 3위로 고용중심지

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주변도시에서는 양산시, 김해시, (통합)

창원시 순으로 양산시로의 통근통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통행에서는 부산진구와 동래구가 1, 2위로 주요 흡수통행지이면서 주요

유출통행지로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제구가 부산의 주요 유출지임을

알 수 있다.

순위 유입 유출

1 부산 진구 121,865 부산 진구 101,000 

2 부산 중구 96,154 부산 동래구 88,901 

3 부산 동래구 87,858 부산 연제구 76,995 

4 부산 남구 85,894 부산 사하구 75,925 

5 부산 사하구 66,748 부산 해운대구 75,172 

6 부산 북구 61,297 부산 금정구 74,003 

7 부산 금정구 59,879 부산 남구 68,977 

8 부산 동구 56,538 부산 북구 65,023 

9 부산 사상구 46,822 부산 사상구 63,763 

10 부산 서구 46,233 부산 수영구 62,640 

11 부산 해운대구 42,906 부산 영도구 49,785 

12 양산시 38,930 부산 서구 48,147 

13 부산 연제구 38,502 부산 동구 40,483 

14 김해시 34,196 김해시 27,456 

15 (통합)창원시 28,810 (통합)창원시 24,650 

※ 자료 : 통계청(1995), 인구총조사.

표 4-3. 시·군·구별 통근통행 유·출입 변화, 1995년             (단위 : 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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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산대도시권 각 지역을 중심으로 내부통행, 부산으로의

통행, 그 밖의 기타지역으로의 통행을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부산시

자치구는 주로 해당지역의 내부통행이 40～70%의 수준으로 자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90% 이상 부산시내에서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

산시에서 주변지역으로의 통근통행비율은 10% 미만으로 강서구(8.5%), 북

구(7.8%), 금정구(7.6%)등이 눈에 띈다. 이를 주변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산시의 구·군에서 김해시로의 통근은 강서구(6.7%), 북구

(4.2%), 사상구(3.3%)순으로 나타났으며, 양산시로의 통근은 금정구(6.2%),

동래구(3.3%), 북구(2.7%)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합)창원시는 부산시

에서 창원시로의 통근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으며 강서구(1.3%)와 사상

구(1.0%)정도만 의미가 있어 보인다.

     도착지

출발지
내부통행

부산내 

타지역
김해 양산 (통합)창원

부산 중구 52.4 45.6 0.6 0.4 0.3 

부산 서구 45.3  51.6 1.0  0.6 0.6 

부산 동구 47.3  48.8 1.2  1.1 0.6 

부산 영도구 50.9  46.1 0.6  0.6 0.6 

부산 진구 56.5  39.0 1.5  1.3 0.5 

부산 동래구 44.1  48.6 1.3  3.3 0.6 

부산 남구 56.8  39.7 0.7  1.0 0.6 

부산 북구 51.0  39.7 4.2  2.7 0.9 

부산 해운대구 48.7  45.8 0.8  2.7 0.4 

부산 사하구 60.2  36.2 1.4  0.6 1.0 

부산 금정구 51.3  39.2 0.8  6.2 0.5 

부산 강서구 70.4  20.5 6.7  0.4 1.3 

부산 연제구 37.3  57.6 1.0  2.1 0.6 

부산 수영구 36.2  59.4 0.8  1.5 0.5 

부산 사상구 57.8  35.7 3.3  1.2 1.0 

부산 기장군 70.4  21.0 0.1  1.5 0.3 

표 4-4. 부산시에서 주변지역으로의 통근통행 비율 변화, 1995년(출발지 기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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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변도시에서 부산시로의 통근통행<표 4-5>에서 김해시는 부

산시의 북구(3.6%), 강서구(3.3%)로, 양산시는 금정구(4.7%), 동래구

(2.9%)로 통근하며, (통합)창원시의 경우 부산시로의 통근비율은 1%미만

으로 양이 매우 적다.

따라서 부산시와 주변도시 사이의 통근통행을 볼 때 김해시는 부산

시의 북구와 강서구와의, 양산시의 경우 금정구와 동래구와의 유·출입

통근통행이 많으며, 지리적으로 이들 지역을 살펴보면 해당도시와 인접

한 부산시의 ‘구’들이다. 그러나 (통합)창원시는 부산시와의 통근통행은

1%내외로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발지

도착지

김해시 양산 (통합)창원

통근량 통근비율 통근량 통근비율 통근량 통근비율

부산 중구 816 0.6 760 0.8 503 0.1 

부산 서구 702 0.5 292  0.3 333 0.1 

부산 동구 434 0.3 661  0.7 219 0.0 

부산 영도구 247 0.2 200  0.2 178 0.0 

부산 진구 1,575 1.2 1,802  2.0 490 0.1 

부산 동래구 1,525 1.2 2,652  2.9 747 0.1 

부산 남구 800 0.6 898  1.0 296 0.1 

부산 북구 4,658 3.6 1,218  1.3 496 0.1 

부산 해운대구 467 0.4 760  0.8 197 0.0 

부산 사하구 2,029 1.6 500  0.5 853 0.2 

부산 금정구 615 0.5 4,313  4.7 339 0.1 

부산 강서구 4,308 3.3 84  0.1 301 0.1 

부산 연제구 192 0.2 580  0.6 126 0.0 

부산 수영구 93 0.1 122  0.1 47 0.0 

부산 사상구 1,854 1.4 220  0.2 538 0.1 

부산 기장군 21 0.0 782  0.9 10 0.0 

표 4-5. 주변지역에서 부산시로의 통근통행 비율 변화, 1995년(출발지 기준) 

     (단위 : 트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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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대도시권의 통근통행 분석, 2010년

2010년 부산대도시권에서 출발하는 전체 통행수는 2,808천 트립으로

통근통행을 통행빈도와 출발지 기준 비율화로 살펴보면 부산시와 (통합)

창원시와의 경우 90%내외로 높은 수준의 내부통근을 보여주고 있으며

김해시와 양산시도 75%내외로 높은 내부통근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

러나 김해시, 양산시가 부산시로의 통근통행비율이 10% 이상으로 적지

않은 양을 보여주고 있으며 김해시는 (통합)창원시로, 양산시는 기타지역

으로의 통근비율이 7%대로 나타나 부산시와의 연관성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주변도시와의 연계성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유입지

유출지
부산시 김해시 양산시 (통합)창원시 기타 계

부산시
1,688,905

(92.8) 

42,624

(2.3) 

33,893

(1.9) 

12,751

(0.7) 

42,641

(2.3) 
1,820,814 

김해시
28,699 

(10.5)

217,233

(79.9) 

1,077

(0.4) 

19,692

(7.2) 

5,332 

(2.0)
272,033 

양산시
22,141

(16.0) 

2,059

(1.5) 

102,852

(74.5) 

527

(0.4) 

10,466

(7.6) 
138,045 

(통합)창원시
15,002

(2.6) 

11,271

(2.0) 

468 

(0.1)

525,640

(91.0) 

25,108

(4.4) 
577,489 

※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총조사.

표 4-6. 부산대도시권 통근통행 비율, 2010년(출발지 기준)   (단위 : 트립, %)

부산대도시권 지역들의 통근통행에서 내부통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에 따라 시·군·구별 내부통행량을 먼저 살펴본다. 다음 <표 4-7>를 살펴보

면 (통합)창원시의 내부통행량이 50만 트립 이상으로 절대값이 다음지역인

김해시와 2배 이상 차이를 내며 1위 지역이 되었다. 부산시는 해운대구와 사

하구, 부산진구가 11만 트립정도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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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지역명 통행량

1 (통합)창원시 525,640 

2 김해시 217,233 

3 부산 해운대구 119,090 

4 부산 사하구 116,804 

5 부산 진구 111,711 

6 양산시 102,852 

7 부산 남구 89,147 

8 부산 북구 83,361

9 부산 사상구 81,915

10 부산 금정구 76,241

※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총조사.

표 4-7. 부산대도시권 시·군·구별 내부통행량 상위 10위 지역, 2010년

(단위 : 트립)

지역간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통근통행 패턴을 보기 위해 내부통행량

을 제외하고 시·군·구별 세부적인 통근통행 패턴<표 4-8>을 살펴보았

다. 먼저 유입통행량을 살펴보면 김해시(5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순위

권이 부산시 자치구로 부산진구, 사상구, 강서구 등이 순위권에 있다. 부

산진구는 부산시의 도심이며 사상구와 강서구는 제조업체들이 입지해있

고, 김해시는 부산에 입지해있던 제조업 공장들이 김해시로 이전해감에

따라 주요 흡수통행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유출통행량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김해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산시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으

며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북구의 유출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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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유입 유출

1 부산 진구 94,887 부산 해운대구 94,130 

2 부산 사상구 80,471 부산 진구 91,158 

3 부산 강서구 67,571 부산 북구 82,943 

4 부산 남구 61,409 부산 동래구 71,870 

5 김해시 57,870 부산 사하구 68,465 

6 부산 금정구 55,692 부산 남구 64,498 

7 부산 사하구 50,046 부산 사상구 58,029 

8 부산 해운대구 49,668 부산 금정구 56,378 

9 부산 중구 47,695 부산 연제구 55,532 

10 부산 동래구 45,882 김해시 53,565 

11 부산 연제구 45,645 (통합)창원시 48,803 

12 부산 동구 43,451 부산 수영구 45,413 

13 (통합)창원시 40,672 양산시 34,371 

14 양산시 38,324 부산 서구 28,271 

15 부산 서구 28,722 부산 영도구 27,919 

※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총조사.

표 4-8. 부산대도시권 시·군·구별 통근통행 유·출입 변화, 2010년

(단위 : 트립)

마지막으로 각 지역을 중심으로 내부통행, 부산으로의 통행, 그 밖의

기타지역으로의 통행을 살펴보면 <표 4-9>와 같다. 부산시 자치구는 주

로 해당지역의 내부통행이 50～60%의 수준으로 나타나며 90%정도 부산

내에서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주변도시로

의 통근통행을 살펴보면 북구(10.6%), 강서구(7.6%), 금정구(7.2%) 등이

높게 나타났다. 주변도시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김해시는 부산시의

북구(5.8%), 강서구(5.4%), 사상구(4.6%)로의 통근통행을, 양산시는 금정

구(5.2%), 북구(4.2%), 동래구(2.6%)로의 통근통행을, (통합)창원시는 강

서구(1.5%), 사하구(1.3%)로의 통근통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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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지

출발지
내부통행

부산내 
타지역

김해 양산 창원

부산 중구 59.7 37.7 0.9 0.3 0.4

부산 서구 52.7  43.2 1.6 0.6 0.7 

부산 동구 53.4  40.9 1.7 1.1 0.9 

부산 영도구 59.1  36.3 0.9 0.6 1.0 

부산 진구 54.8  38.8 2.6 1.2 0.7 

부산 동래구 49.3  42.7 2.4 2.6 0.5 

부산 남구 57.7  37.6 1.3 0.9 0.6 

부산 북구 49.8  37.2 5.8 4.2 0.7 

부산 해운대구 55.5  37.5 1.1 2.0 0.5 

부산 사하구 62.8  31.7 2.3 0.5 1.3 

부산 금정구 57.1  32.4 1.6 5.2 0.4 

부산 강서구 68.6  22.4 5.4 0.6 1.5 

부산 연제구 47.4  46.2 1.7 1.6 0.6 

부산 수영구 47.6  47.8 1.0 1.3 0.4 

부산 사상구 58.2  33.6 4.6 1.1 0.8 

부산 기장군 63.4  26.8 0.3 2.4 0.3 

표 4-9. 부산시에서 주변지역으로의 통근통행비율 변화, 2010년(출발지 기준)

     (단위 : %)

반면 주변도시에서 부산시로의 유입 통근통행표<4-10>을 살펴보면

김해시의 경우 강서구(3.2%), 사상구(1.6%), 부산진구(1.1%)로, 양산시의

경우 금정구(3.2%), 북구(1.5%), 부산진구(1.5%) 순으로 유입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합)창원시의 경우 부산시의 강서구로 1.2% 통

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주변도시와 부산시의 구·군들 사이의

통근통행은 각각의 주변도시와 인접한 부산시의 구·군과 활발히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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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지

도착지

김해시 양산 창원

통근량 통근비율 통근량 통근비율 통근량 통근비율

부산 중구 737 0.27 611 0.44 387 0.07 

부산 서구 532 0.20 271  0.20 387  0.07 

부산 동구 595 0.22 697  0.50 282  0.05 

부산 영도구 332 0.12 224  0.16 408  0.07 

부산 진구 2,950 1.08 2,028  1.47 1,239  0.21 

부산 동래구 1,081 0.40 1,632  1.18 324  0.06 

부산 남구 1,505 0.55 1,527  1.11 977  0.17 

부산 북구 1,910 0.70 2,109  1.53 328  0.06 

부산 해운대구 823 0.30 1,173  0.85 380  0.07 

부산 사하구 2,457 0.90 1,112  0.81 1,351  0.23 

부산 금정구 1,206 0.44 4,468  3.24 536  0.09 

부산 강서구 8,717 3.20 1,062  0.77 6,689  1.16 

부산 연제구 919 0.34 1,095  0.79 216  0.04 

부산 수영구 343 0.13 212  0.15 144  0.02 

부산 사상구 4,445 1.63 1,931  1.40 1,301  0.23 

부산 기장군 147 0.05 1,989  1.44 53  0.01 

표 4-10. 주변지역에서 부산시로의 통근통행 비율 변화, 2010년(출발지 기준)

     (단위 : 트립, %)

3) 부산대도시권의 통근통행 패턴 비교

부산대도시권의 통근통행량은 1995년 대비 2010년 5.8% 증가한

2,808천 트립이다. 부산대도시권의 통근빈도를 출발지 기준 비율로 비교

해보면 모든 도시의 내부통행이 2～4% 정도 감소하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산시는 전체통행빈도와 내부통행빈도가 모두 감소하였지만

김해시, 양산시, (통합)창원시는 출발통행빈도와 내부통행빈도가 함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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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하지만 내부통행빈도보다 타도시로의 통행빈도의 증가량이 더

큼에 따라 내부통근비율은 감소하였다.

시·군·구별 내부통행량을 살펴보면 김해시와 부산시 해운대구, 양산

시의 급격한 상승을 볼수 있다. 이들 지역은 1996년에서 2009년 사이 인

구가 늘어난 지역으로 해당지역으로의 인구이동으로 내부통근량이 증가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주 일치수준이 상승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

면 부산진구와 사상구, 금정구는 내부통행량이 감소하고 마찬가지로 인

구가 감소한 지역으로 이에 따라 내부통근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단위에서의 부산대도시권의 통근통행을 비교해보면 주요 흡

수통행지는 1995년 부산진구, 중구, 동래구에서 2010년 부산진구, 사상구,

강서구로 바뀌었다. 부산진구는 부산시의 도심으로 고용중심지의 기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나 흡수통행량의 절대치가 감소(121,865→94,887트

립)하였으며, 중구는 통행량의 감소(96,154→47,695트립)가 커 부산의 원

도심으로서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상구는 사상

공업단지가 입지해있으며 강서구는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

라 흡수통행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들의 지리적 위

치를 살펴보면 1995년 고용중심지가 부산시의 중심에 위치한 부산진구에

서 남쪽으로 존재하였으나 2010년 부산진구에서 서쪽 으로 방향이 바뀌

었다. 반면, 유출통행을 살펴보면 주요 유출통행지가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에서 해운대구, 부산진구, 북구로 변화하였으며 김해시, 양산시의

증가가 돋보여 중심점이 부산 중심부에서 동북부 쪽12)으로 옮겨갔다. 따

라서 고용과 주거의 중심점 위치 변화로 직주 불일치의 수준이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지역의 통근통행을 살펴보면 먼저 김해시는 내부통근비율이

77.8%에서 79.9%로 2.1% 증가하였지만 통근량 자체로 볼 때 1995년 대

12) 부산시 해운대구의 경우 해운대신도시와 대규모 주거단지(센텀시티, 블루시티)가 조성되었으

며, 북구의 경우 화명신도시, 김해시는 장유신도시, 율하신도시, 양산시는 물금신도시가 조성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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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약 123% 증가하여 김해시 내부에서의 통근통행의 비율이 증가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김해에서 부산시로 향하는 통근통행량은 증

가하였지만, 비율로는 크게 감소(16.3%→10.5%)하였으며, 양산시와 창원

시로 향하는 통근통행은 증가하였지만, 양산시는 그 양이 미미하다. 특히

부산시와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김해시는 1995년 부산시 북구

로의 통근통행비율이 3.6%로 가장 높았으나 2010년 0.7%로 북구로의 통

근통행이 거의 사라졌으며, 강서구와 사상구로의 통근만 아직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이는 김해시에서 부산시로의 전입지역 1위가 북구(28천

명)로 김해시에서 북구로 옮겨온 사람이 많음에 따라 통근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부산시의 구·군에서 김해시로의 통근을

살펴보면 대부분 통근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북구(5.8%)와 강서구

(5.4%)가 김해시로의 통근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기장군과 해운대

구에서의 김해시로의 통근량의 증가도 눈에 띈다. 결과적으로 통근통행

에서 김해시에서 부산시로의 유입량(2010년 기준 28,699트립)보다 부산

시에서 김해시로의 유출량(2010년 기준 46,624트립)이 많아 김해시의 일

자리가 증가하였으며 인구이동에서는 부산시에서 김해시로의 전출량이

전입량보다 많아 거주인구가 증가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김해

시가 부산시로의 의존성을 가지는 것보다 스스로 자족성이 증가한 것으

로 여겨진다.

양산시의 내부·외부로의 통근통행량 역시 증가하였다. 특히 김해시로

의 통근량이 큰 폭으로 증가(577%)하였으나 비율로 살펴보면 아직 미미

하다. 한편 양산시는 여전히 부산시로의 통근이 높은 수준(16.0%)을 유

지하고 있으며 금정구와 동래구로의 통근량이 가장 많다. 반대로 부산시

에서 양산시로의 통근통행량이 감소하였으며 부산의 구·군중 양산시로

향하는 주요 구인 금정구와 동래구에서의 유출량 역시 감소하였다. 그러

나 북구와 기장군은 반대로 양산시로의 유출이 증가하였다. 이들 도시는

양산시에서 부산시 구·군으로의 전입지 순위에서 각각 2위(20,829명), 7

위(8,085명)로 해당 도시로의 인구유입량이 많음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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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양산시에서 부산시로의 통근통행은 증가하였고 부

산시에서 양산시로의 통근통행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

구이동에서 부산시에서 양산시로의 전출량이 더 많았음에 따라 거주지는

양산시로 옮겨갔으나 여전히 부산시로 통근하는 인구가 많은 것으로 판

단된다.

(통합)창원시는 김해시와 양산시보다 부산과의 연계성이 적지만 창

원시에서 부산시로의 통근량은 1995년 대비 2010년 164.5% 증가한

2.6%(1995년 1.1%)이다. 특히 창원시에서 부산시의 강서구(1.2%), 사상

구, 사하구(0.2%), 부산진구(0.2%)로의 통근통행량이 돋보인다. 반대로

부산시 구·군에서 창원시로의 통근은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강서구(1.5%)

와 사하구(1.3%)는 여전히 창원시로의 통근량을 유지·증가하고 있다. 전

체적으로 창원시에서 부산시로의 통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두 지역의

경계지역인 강서구로의 유입의 증가(301트립→6,689트립)가 돋보인다. 인

구이동면에서도 부산시에서 창원시로의 유출이 많음에도 부산시로의 통

근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아 부산시와의 연계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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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대도시권의 목적별 통행 네트워크 구조 분석

본 절은 부산대도시권의 목적별 공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교통

연구원 KTDB센터에서 제공하는 2010년 목적별 통행데이터(출근, 업무,

여가 통행)를 부산대도시권에 맞게 새롭게 기종점 통행자료(OD행렬표)

로 구축하였다. 기종점 통행자료 구축시 KTDB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

의 지역단위(TAZ)가 현 행정구역과 차이가 없어 그대로 사용13)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지역간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구조를 파악하는 것에 초

점을 둠에 따라 지역내 통행인 내부통행은 제거하고 Netminer 4를 이용

하여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1) 부산대도시권의 목적별 통행량 분석

부산대도시권의 지역 간 상호작용 및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산대

도시권으로 설정한 지역의 2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목적별 통행량을 살펴

보았다. 통행 목적은 거주지에서 직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출근목적 통

행, 직장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업무목

적 통행, 그리고 쇼핑·레저·지인 방문 등의 여가목적 통행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목적에 따라 유입통행량과 유출통행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목적별 유입통행량을 살펴보면 출근·업무·여가 모든 목적에서 부

산진구와 중구로의 유입이 많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무목적에

서는 창원시의 높은 순위가 눈에 띈다. 자세히 살펴보면 출근목적은 부산

진구-사상구-동구-중구 순으로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업무

목적은 중구-창원시-부산진구-동구, 여가목적은 부산진구-중구-동구 순으

13) 앞 절의 경우 (구)창원시, (구)마산시, (구)진해시의 통행량을 합하여 (통합)창원시 하나로 나

타내고 있지만, 본 절의 경우 통합이전의 행정구역인 (구)창원시, (구)마산시, (구)진해시 각각

의 자료가 제공됨에 따라 보다 자세한 분석을 이전 행정구역단위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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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부산진구와 중구는 부산의 도심으로서 직장이 많이 모여 있

는 고용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상업 활동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으로 유입되는 통행의 출발지를

살펴보면 해당지역과 인접한 지역(사하구, 남구, 부산진구 등)들이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근목적이나 여가목적통행과

달리 업무목적에서 창원시의 유입 통행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

업도시인 창원시에 제조업 사업체가 많아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 등의 유

입 통행량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출발지를 기준으로 목적별 유출 통행량을 살펴보면 출근목적

과 여가목적에서는 부산진구가, 업무목적에서는 창원시가 유출 통행량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순위가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출근목적은

부산진구-해운대구-사하구, 업무목적은 창원시-부산진구-동구, 여가목적

통행은 부산진구-남구-사하구-해운대구 순이다. 출근목적과 여가목적의 주

요 유출지로 부산진구 외에 해운대구·사하구·남구가 나타나는데 출근목적

과 여가목적통행의 출발지는 일반적으로 거주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

지역이 부산대도시권의 주요 주거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업무목적의 유출

지 순위를 살펴보면 주변지역인 창원시(1위)-마산시(6위)-김해시(9위)의 순

위가 눈에 띈다. 이들 지역은 금속가공이나 기계나 장비 제조 등 일반제조

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되어 있다. 일반제조업의 특성상 본사가 아닌 지사

나 공장형태의 회사가 입지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과

정에서 발생하는 통행량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 모든 목적의 유입·유출통행량에서 부산진구가 높게 나타나 고용

및 상업기능의 중심지이자 대규모 주거지역을 보유하여 부산대도시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목적별로는 부산시내

의 구들이 대부분 유입·유출량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업무목적은 주

변지역인 창원시, 마산시, 김해시가 순위권에 올라 부산시와 주변지역들간

의 업무적 기능의 연계성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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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출근목적 업무목적 여가목적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1 부산진구 부산진구 중구 창원시 부산진구 부산진구

2 사상구 해운대구 창원시 부산진구 중구 남구

3 동구 사하구 부산진구 동구 동구 사하구

4 중구 남구 동구 연제구 동래구 해운대구

5 동래구 북구 사상구 남구 연제구 창원시

6 연제구 동래구 김해시 마산시 사상구 사상구

7 해운대구 연제구 마산시 사상구 창원시 금정구

8 남구 금정구 동래구 동래구 서구 연제구

9 사하구 사상구 연제구 김해시 김해시 북구

10 강서구 수영구 해운대구 중구 남구 동래구

표 4-11. 목적별 유입·유출통행량 순위

2) 부산대도시권의 목적별 통행 네트워크 구조 분석

(1) 통행 네트워크 구조 특성

부산대도시권의 목적별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흡수

통행, 즉 목적지로 유입된 지역 간 통행량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먼

저 목적별 통행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목적지의 흡수

통행량에 대한 출발지별 통행량을 비율화하여 5% 이상인 통행량만 추출

하였다. 이는 각 목적지에 초점을 두고 어느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통행결절류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이희연·

김홍주, 2006a). 이 방법에 따라 구축된 목적별 흡수 통행 네트워크 구조

를 보면 모든 목적통행에서 부산진구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목적별 주요 지역이나 연결체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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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목적은 부산진구를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연결체계가 나타나

고 있다. 즉, 부산진구로 대부분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통행량도 많

아 부산대도시권의 유입 출근통행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러나 마·창·진의 경우 김해시와 함께 또 다른 연결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아직 부산시 내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업무목적에서는 부

산의 도심(부산진구, 중구)이 부산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들과 직·간접

적으로 연결되면서 부산대도시권의 업무통행 중심지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원시와 김해시가 부산시 내부의 결절점들과 연결이 많아 부산대도시권

의 복잡한 업무통행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여가목적 역시 부산진구와

중구가 부산대도시권의 흡수통행 중심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시의

서북부 지역들은 부산시보다 김해시로 연결되는 선이 많아 김해시가 또

하나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림 4-1. 출근목적의 통행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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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업무목적의 통행 네트워크 구조

그림 4-3. 여가목적의 통행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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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출근목적 업무목적 여가목적

결절점 수 19 19 21

연결선 수 130 144 134

연결 결절점
최대 10 10 10

최소 3 3 3

표 4-12. 목적별 통행 네트워크 결절점 및 연결선 수

목적별 통행 네트워크 구조의 전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부산대도시

권에 출근·업무목적의 결절점 19개, 여가목적의 결절점 21개가 존재하며

출발지와 목적지가 되는 결절점을 연결하는 전체 연결선 수는 출근목적

의 경우 130개, 업무목적 144개, 여가목적은 134개로 나타났다.

이상 목적별 통행 네트워크 구조를 정리해보면 부산대도시권의 통행

네트워크는 출근목적 통행은 부산시와 주변지역간의 연계성이 아직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업무목적 통행을 살펴보면 가장 복잡한 구조를

보여 업무기능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가목적은 부산

시의 도심인 부산진구와 중구로의 유입뿐만 아니라 서북부지역에서 김해

시로의 유입도 눈에 띈다.

(2) 통행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성 분석

① 연결중심성 분석

사회네트워크 분석에서 각 결절점의 연결중심성을 산출할 때 흡수(in)

와 발생(out)으로 나뉘어 값이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행을 유입시키는

중심지, 즉 목적지로서의 결절점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므로 흡수연결 중심

성 값(in)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통행목적별 네트워크에서 연결중심

성을 살펴보면 출근목적은 부산진구·양산시, 업무목적에서는 양산시·해운

대구, 여가목적은 부산진구·김해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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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출근목적 업무목적 여가목적

1 부산진구

양산시

양산시

해운대구

부산진구

김해시2

3 사하구

동구

강서구

동구

양산시

4 해운대구

북구

금정구

5 해운대구

북구

남구

중구

연제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김해시

동래구

6

7 강서구

사하구

남구

영도구

동구

서구

8

9

10 김해시 기장군

표 4-13. 통행 목적별 연결중심성 상위 10위 지역

이들 지역은 통행 목적마다 21개 결절점 가운데 10개 결절점과 직접

연결되어있어 해당 지역들이 출근·업무목적에서의 지역은 노동력을 흡수

하는 구심력이 크고, 여가목적의 지역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 결절점 간의 직접 연결선 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연결중

심성 순위와 실제 유입 통행량을 기준으로 한 순위(<표 4-11> 참조)를

비교해보았다. 목적별 연결중심성 상위 10개 지역과 유입 통행량 상위

10개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결중심성이 높

은 지역이 흡수통행량도 많은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유입 통행량 순위는 높으나 연결중심성 순위는 낮은 지역을 살

펴보면 출근목적은 사상구(유입통행량 2위, 연결중심성 16위), 업무목적

에서는 중구(유입통행량 1위, 연결중심성 10위)·창원시(유입통행량 2위,

연결중심성 19위), 여가목적은 중구(유입통행량 2위, 연결중심성 14위)를

들 수 있다. 부산 사상구와 창원시에는 부산대도시권의 제조업이,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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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에는 운수업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들은 부산

대도시권의 서부에 있는 지역들로 이들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출발지들

이 부산대도시권의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연결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반대로 출근통행은 양산시(연결중심성 1위, 유입통행량 21위),

업무목적의 양산시(연결중심성 1위, 유입통행량 17위)·강서구(연결중심성

3위, 유입통행량 20위), 여가목적에서 김해시(연결중심성 1위, 유입통행량

9위)·양산시(연결중심성 3위, 유입통행량 17위)는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

이고 있지만 유입통행량 많지 않은 지역이다. 양산시와 김해시는 부산시

내부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양산시-도시철도 연장, 김해시-경전철

개통)이 이들 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아직 목적별 흡입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통행의 성격 면

에서는 양산시는 출근과 업무목적으로, 김해시는 여가목적으로 다른 지

역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창원시

는 유입 통행량은 많으나 연결중심성 순위권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이 좋지 않고 인접한 일부 지역내에서 업무목적의 영향

력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② 위세중심성 분석

각 결절점의 연결중심성 값은 직접 연결된 결절점의 수만으로 측정

되기 때문에 결절점들 간에 실제 이루어지는 통행량을 고려하지 못한다

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결절점들 간의 실제 통행

량 규모와 연결된 상대방 결절점의 중심성을 고려한 지표인 위세중심성

을 측정하였다.

통행목적별 위세중심성을 살펴보면 출근목적에서는 부산진구-동구-

사상구 순으로, 업무목적은 중구-동구-부산진구-창원시, 여가목적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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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진구-중구-동구 순으로 나타난다. 부산진구와 동구, 중구는 목적은 다

르지만 위세중심성의 순위가 계속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이 업무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소비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목적에서 중구·부산진구·동구의 위세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들 지역 중 부산진구와 동구의 경우 흡수/발생 위세중심성(in/out power

centrality)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중구는 흡수위세중심성이 발생위세중

심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중구에 입지해있는 산업의 경우 주변지역

으로부터의 업무목적 방문이 잦으나 나가지는 않아 본사의 기능을 담당하

는 업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창원시, 마산시가 상위권에 올라

와있는데 이들 지역은 제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지사나

공장 등이 많이 입지해 있어 업무통행에서 위세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

으로 예상된다. 여가목적은 부산시의 도심과 부도심에서 높은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변지역인 김해시의 중심성도 눈에 띈다.

순위 출근목적 업무목적 여가목적

1 부산진구 중구 부산진구

2 동구 동구 중구

3 사상구 부산진구 동구

4 동래구 창원시 동래구

5 중구 사상구 연제구

6 연제구 마산시 사상구

7 해운대구 동래구 창원시

8 남구 김해시 서구

9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구

10 사하구 해운대구 김해시

표 4-14. 통행 목적별 위세중심성 상위 10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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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의 순위를 비교해보면 다소 차이가 나

타나며 특히 양산시와 중구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양산시는

연결중심성이 위세중심성의 순위보다 높은 지역으로 출근목적·업무목적

의 연결중심성이 1위, 여가목적 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위세중심성에서

는 각 목적별 21위, 18위, 17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부산시 중구의

경우 위세중심성에서 출근목적 5위, 업무목적 1위, 여가목적 2위를 차지

하고 있지만 연결중심성에서는 목적별 5위, 10위, 14위에 올라 연결중심

성보다 위세중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의 연결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직접 연결된 결절점수는 많지만, 유입통행

량 자체가 적고, 양산시와 연결된 결절점들의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부산대도시권내에서 아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

다. 반면 부산시 중구는 인접한 지역으로부터의 유입통행량이 많고 과거

금융과 비즈니스업무의 중심지로 여전히 관련 사업체가 분포해있기 때문

에 연결성은 낮지만 중심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목적별 통행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을 정리해보면 부산진구와 중

구, 동구가 모든 목적에서 부산대도시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업무목적의 경우 중구와 부산진구·동구간의

성격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창원시와 마산시는 주변지역과의 연결

성은 좋지 않지만 업무 위세중심성이 높아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여가목적은 김해시가 주변지역과의 연결성이 좋고 위세

중심성도 눈에 띄어 새로운 중심지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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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부산대도시권의 직주 불일치 수준 분석

본 장에서는 부산대도시권의 공간구조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직주

불일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직주 불일치 수준은 직장과 주거지의

공간적 불일치로 나타나는 직주 비율과 초과통근을 통해 판단할 수 있

다.

본 장은 부산대도시권의 통근통행비용(실제 평균 통근 통행시간), 평

균 통근시간과 직주 비율의 관계, 초과통근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을 위해 부산대도시권의 통행량과 통행시간의 기종점 통행자료를 각

각 구축하였다. 이 표는 부산시는 구·군단위이며 주변지역들은 시단위로

19×19 행렬을 이루고 있다. 통행량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0년 인구

총조사의 12세 이상 경남권 지역간 통근통학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통행

시간은 국가교통연구원 KTDB센터에서 제공하는 2010년 전국권 기종점

통행량 및 네트워크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하였다.

1. 부산대도시권의 통근통행 비용

통행비용을 산출하는 지표는 주로 통행거리나 통행시간이 이용되는

데 통행거리보다는 통행시간이 도로 및 시간대의 교통조건을 잘 반영하

기 때문에 본 연구는 통행시간을 이용하여 분석단위 지역들 간의 통행비

용을 산출하였다. 지역들 간의 평균 통근 통행시간은 시·군·구의 지리적·

사회적 중심점(=centroid)과 전국 도로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권 네트

워크 자료, 전국권 기종점 통행량을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산출한 값이다.

centroid는 가상의 지점으로 각 시·군·구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 되는 지

점이며 EMME/3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한편 시·군·구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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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centroid로 설정함에 따라 내부통행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워 이는

인구주택총조사의 5% 표본조사14) 자료를 이용, 분석단위 지역별로 내부

통근자의 수와 통근통행 소요시간을 찾아 내부통근자들의 평균 통근시간

을 산출했다.

부산대도시권의 실제 평균 통근 통행시간을 계산한 결과는 <표

5-1>과 같다. 먼저 주거지 기준으로 통근 통행시간을 살펴보면 가장 긴

통근시간이 걸리는 지역은 부산시 영도구로 54.3분이며 가장 짧은 통근

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은 부산시 중구(22.4분)였다. 이 두 지역의 차이는

31.9분으로 부산대도시권내에서 지역마다 통근소요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 평균 통근 통행시간을 좀 더 자세히 살

펴보면 영도구(54.3분) 다음으로 해운대구(37.8분)와 수영구(32.8분), 양산

시(32.8분), 남구(30.3분) 순으로 평균 통근시간이 길게 나타나 이들 지역

에 사는 사람들은 주거지 주변의 직장이 아닌 장거리 통근을 하고 있으

며 직장과 거주지의 공간적 불일치가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직장을 기준으로 평균 통근 통행시간을 살펴보면 영도구(49.9

분), 중구(38.8분), 동구(33.0분)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지역으로의

유입범위가 다른 지역들보다 넓으며 고용규모나 밀도 등 영향력이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구는 부산의 원도심으로 고차위 서비스업 사업

체가 집중되어 있고, 동구는 부산의 도심인 부산진구와 인접하여 비즈니

스나 금융관련 사무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경제적 영향력이

커 장거리 통근자들의 유입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김수진,

2011). 그러나 영도구는 주거지기준뿐만 아니라 직장기준으로도 가장 긴

통근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경제적 영향력이 큰 것

보다는 지리적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도구는 섬지역으로 남항대

교(서구)와 부산대교(중구)를 통해 부산 내륙지역과 연결되어있기 때문

이다.

14) 2010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해야하나 아직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2005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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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기준 직장기준

중구 22.4 38.8 

서구 24.6 30.3 

동구 26.1 33.0 

영도구 54.3 49.9 

부산진구 26.5 29.0 

동래구 27.7 25.1 

남구 30.3 32.4 

북구 26.7 22.2 

해운대구 37.8 29.1 

사하구 30.2 31.6 

금정구 27.8 27.4 

강서구 23.5 31.5 

연제구 25.8 23.1 

수영구 32.8 21.4 

사상구 26.7 29.0 

기장군 24.7 25.6 

(통합)창원시 29.5 30.0 

김해시 24.4 25.3 

양산시 31.5 32.8 

표 5-1. 부산대도시권의 실제 평균 통근 통행시간                (단위 : 분)

2. 부산대도시권의 평균 통근통행 시간과 직주 비율

본 절에서는 부산대도시권의 직주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앞 절에

서 살펴보았던 평균 통근 통행시간과 직주 비율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직주

비율15)은 직주균형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단위지역에서 일하는 노동

자의 수를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노동자의 수로 나눈 비율이다. 직주균형

15) Giuliano and Small(1993)은 직주균형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주거와 직장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거지에 대한 주택수요와 주거부담능력의 부합정도, 일자리에서의 노동수요와 고용기

회의 부합정도와 같은 질적 측면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 양적지표

로서의 직주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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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 직주 비율의 범위는 학자마다 다르게 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참

고하고 있는 Margolis(1973)는 0.75에서 1.25 사이를 균형지역으로, 0.75이하는

주거 초과지역, 1.25이상을 고용 초과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

라 분류한 결과 중구와 동구, 강서구는 고용 초과지역이며 반대로 북구와 수

영구는 주거 초과지역이다. 그러나 부산대도시권의 대부분 지역은 직주 비율

이 균형지역 범위 안에 들고 있어 직주균형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출자수(A) 유입자수(B) 직주비율(B/A)
통근시간(분)

주거지기준 직장기준

중구 25,679 62,881 0.41 22.4 38.8 

서구 59,645 60,325 0.99 24.6 30.3 

동구 46,190 68,382 0.68 26.1 33.0 

영도구 67,564 59,690 1.13 54.3 49.9 

부산진구 200,110 205,309 0.97 26.5 29.0 

동래구 140,072 116,241 1.21 27.7 25.1 

남구 151,636 149,482 1.01 30.3 32.4 

북구 163,559 106,596 1.53 26.7 22.2 

해운대구 207,134 167,862 1.23 37.8 29.1 

사하구 183,559 166,254 1.10 30.2 31.6 

금정구 129,116 130,572 0.99 27.8 27.4 

강서구 29,379 87,711 0.33 23.5 31.5 

연제구 104,167 95,832 1.09 25.8 23.1 

수영구 86,232 65,349 1.32 32.8 21.4 

사상구 138,451 161,683 0.86 26.7 29.0 

기장군 45,680 50,578 0.90 24.7 25.6 

(통합)창원시 552,381 558,610 0.99 29.5 30.0 

김해시 266,701 273,187 0.98 24.4 25.3 

양산시 127,579 138,290 0.92 31.5 32.8 

표 5-2. 부산대도시권의 직주 비율과 평균 통근 통행시간      (단위 : 명,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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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초과지역인 강서구와 중구, 동구의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면 먼

저, 중구와 동구는 1절에서 설명했듯이 원도심과 도심의 인접지역으로

경제적 영향력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이 집중되는

곳이다. 또한, 강서구에는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해있어 제조업 중

심의 대규모 고용을 유발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평균통근시간을 살

펴보면 주거지기준으로는 평균통근시간이 짧은 지역(강서구 18위, 중구

19위, 동구 13위)에 속하지만 직장을 기준으로 할 때는 긴 통근통행시간

을 보이는 지역(강서구 7위, 중구 2위, 동구 3위)으로 분류된다. 이는 해

당 지역이 부산대도시권의 고용 중심지로서 해당 지역 및 인근 거주자는

물론 넓은 지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거지 주변에서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북구와 수영구는 주거 초과지역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2000년

대 초반 화명신도시 조성으로 주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주거지 기준의 통근 통행시간이 직장기준의 통

근 통행시간보다 길다는 것이다. 주거지 기준의 경우 수영구 32.8분, 북

구 26.7분으로 부산대도시권내에서도 긴 편에 속하지만 직장기준일 경우

수영구와 북구가 각각 21.4분, 22.2분으로 가장 짧다. 즉, 이들 지역의 거

주자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장거리 통근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직주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주거지기준과 직장기준

의 평균 통근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부산시 내부의 구·군들은

지역마다 좀 더 긴 평균 통근 통행시간을 나타내는 기준이 다르게 나타

나지만, 주변지역들은 주거지보단 직장기준으로의 평균 통근 통행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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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대도시권의 초과통근 분석

본 절에서는 직주 불일치로 발생하는 통근의 잉여분을 측정하는 초

과통근(excess commuting)을 구하고자 한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론은 White(1988)에 의해 제시된 선형계획모델이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과통근은 ‘한 도시의 평균 통근거리( )와 최소 평균 통근거리( )

와의 차이’로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한 도시의 평균통근거리( )

는 한 도시 전체 통근자의 평균통근거리로 공간이동행렬()과 통근비용

행렬()의 곱을 총통근자의 수로 나누어 구한다. 최소 평균통근거리( )

는 전체 통근자가 가장 짧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최적화기법 중 하나

인 선형계획기법을 이용하여 구한다. 이를 위해 이용하는 최적화 소프트

웨어들로는 LINGO, CPLEX, GAMS 등이 있으며 제약조건은 도시 내

각 지역의 거주노동자의 수와 고용노동자 수를 유지해야한다는 것으로

첫째, 도시 내 각 지역의 실제 총 고용노동자 수가 최적상태의 패턴에서

도 유지되어야함을 나타내며 둘째, 도시내 각 지역의 실제 총 고용노동

자 수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 식 

  초과통근
  한도시의실제평균통근거리 시간 
  한도시의이론적최소평균통근거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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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에서존 까지의통근통행량
  존 에서존 까지의통근비용 거리혹은시간 
  존 의총거주노동자수
  존 의총고용노동자수

초과통근은 백분율(0～100%)로 표시되며 한 도시가 얼마나 최적상

태의 통근 패턴과 가까운가를 나타낸다. 초과통근이 높으면 높을수록 통

근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맞는 이론적 최소 평균 통근통행 시간을 산출하기 위

해 최적화소프트웨어16) GAMS 23.5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산출한 이론

적 최소 평균 통근 통행시간과 실제 평균 통근 통행시간을 비교하여

<표 5-3>과 같이 초과통근을 구하였다.

16) 최적화소프트웨어란 최적화 함수(제약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목적함수의 최대치 혹은 최소치를 

찾는 것)를 풀기위해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을 지정한 후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치를 찾아내

는 소프트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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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최소 평균 통근 통행시간  초과통근

주거지기준 직장기준 주거지기준 직장기준

부산대도시권 18.67 36.3

중구 6.6 6.7 70.4 82.7 

서구 6.6 20.5 73.1 32.2 

동구 14.5 16.9 44.3 48.7 

영도구 24.2 16.2 55.4 67.6 

부산진구 17.5 17.1 33.9 41.0 

동래구 6.6 3.9 76.2 84.3 

남구 12.6 19.9 58.4 38.5 

북구 17.8 17.5 33.4 21.3 

해운대구 17.4 16.2 54.0 44.2 

사하구 19.4 18.7 35.7 40.8 

금정구 9.2 8.2 66.9 69.9 

강서구 21.3 18.6 9.0 41.0 

연제구 16.3 15.8 36.8 31.5 

수영구 25.4 6.7 22.6 68.9 

사상구 17.1 18.3 35.9 36.8 

기장군 18.9 20.9 23.6 18.3 

(통합)창원시 28.0 28.2 5.0 6.1 

김해시 18.9 19.0 22.5 24.8 

양산시 16.7 20.4 47.0 37.7 

표 5-3. 부산대도시권의 이론적 최소 평균 통근 통행시간과 초과 통근

(단위 : 분, %)

부산대도시권의 실제 평균통근통행시간은 29.31분이며 이론적 최소

평균통근시간은 18.67분으로 평균 10.64분의 초과시간이 발생하며 36.3%

의 초과통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와 비교해볼 때 비슷한 결

과로 이소희·鈴木勉·이영훈(2006)은 부산대도시권의 초과통근 비율이

1995년 27.1%, 2000년 29.3%로 다핵화 도시구조로의 변화로 초과통근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본 연구와 선행연구사이의 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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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17)적 차이, 그리고 통행비용 산출18)에서의 차이가 있지만 의미하는

바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초과통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 초과지역인 중구와 동구,

강서구는 모두 주거지 기준보다 직장기준의 초과통근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이들 지역의 일자리가 풍부해 주변지역에서 이들 지역으로의 장거

리통근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구와 동구 거주민은 주거지 기준의

초과통근도 높아 이들 지역의 경제적 영향력이 큼에도 해당지역의 일자

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통근이 발생하고 있어 직주 불일치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강서구는 주거지 기준의 초과통근이 9.0%

로 매우 낮아 이 지역의 거주민들은 해당지역의 직장으로 통근하여 직주

일치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서구는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해있

는 지역으로 제조업 종사자들의 직주근접 성향이 높아 다른 산업에 종사

하는 사람들보다 평균통행시간이 짧다는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와도 일

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 초과지역인 북구를 살펴보면 주거지기준의 초과통근

이 직장기준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는 직주 비율에서는 균형

지역으로 나타났으나 직장의 수보다 거주자의 수가 많은 해운대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지역은 1990년대 후반 신도시개발로 거주자 수가 증

가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하여 주변지역으로의 장거리통근

이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주거지기준의 초과통근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영구를 살펴보면 주거초과지역이지만 주거지 기준이 아

닌 직장 기준의 초과통근(68.9%)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거지 기준

17) 본 연구의 부산대도시권은 부산시를 중심도시로 하고 주변지역을 김해시, 양산시, (통합)창원

시로 하는 반면, 선행연구의 부산대도시권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제시된 

대도시권으로 부산시, 김해시, 양산시를 대상으로 한다.

18) 본 연구의 경우 실제 도로망에서의 통행시간을 사용하고 내부통근시간의 경우 2005년 인구주

택총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분석단위 지역별 실제 내부통근시간을 산출하여 사

용한 반면 선행연구의 경우 각 분석 존간의 중심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물리적 공간거리를 사

용하였으며 내부통근거리의 경우    (는 각 분석존의 내부면적에 상응하는 

원의 반지름)의 공식으로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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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근시간은 32.8분, 이론적 최소 통근시간은 25.4분으로 크게 차이

가 나지 않지만, 직장기준으로 살펴보면 실제 통근시간은 21.4분이나 이

론적 최소 통근시간은 6.7분으로 수영구 내의 일자리가 많지 않지만 이

일자리들이 해당 구의 거주자들이 일하는 것이 아닌 다른 주변지역의 거

주자에 의해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균형지역을 이루고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초

과통근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부산진구는 거주인구도 많지만,

부산의 도심으로서 경제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주거지 기준(33.9%)보

다 직장 기준(41.0%)의 초과통근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주변지역인 양

산시는 직장 기준(37.7%)보다 주거지 기준(47.0%)의 초과통근이 크게 나

타나 양산시가 아닌 주변지역으로 장거리 통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김해시와 창원시는 주거지와 직장 기준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특

히 창원시는 각각 5.0%, 6.1%로 초과통근이 낮게 나타나 높은 자족성을

가지고 있으며 직장과 거주지의 공간적 일치수준이 수준이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부산대도시권의 초과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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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부산대도시권의 직주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 통근

통행시간, 평균 통근 통행시간과 직주 비율의 관계, 초과통근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 초과지역들은 경제적 영향력이 크기 때

문에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유입이 일어나 주거지 기준보다 직장 기준에

서 평균 통근시간이 길게 나타나며, 중구와 동구는 직장 기준의 초과통

근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주거지 기준 또한 높게 나타나 직주 불일치

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서구는 직장 기준의 초과통

근은 높으나 주거지 기준의 초과통근은 낮아 이 지역 거주자들의 직주

일치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거 초과지역인 북구는 고용 초과지역과 반대로 해당 지역 내에 일

자리가 부족하여 주변지역으로의 장거리 통근이 일어남에 따라 직장 기

준보다 주거지 기준의 평균 통근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초과통근 또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초과통근값 자체는 크지 않아 직주 불일치로 보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균형지역들의 통근 통행시간은 기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

으나 주변지역(김해시, 양산시, (통합)창원시)의 직장 기준 통근시간이

주거지 기준보다 더 길게 나타나 내부통근보다는 부산시나 인접지역에서

의 역통근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초과통근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

타났으나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양산시는 주거지 기준의 초과통

근이 높아 직주 일치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해시와 창원

시는 두 기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원시는 두 기준에

서의 초과통근이 5%내외로 매우 낮아 직주 일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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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본 연구는 부산대도시권의 통행 네트워크 구조와 직주 불일치수준을

살펴봄으로써 부산대도시권의 지속가능한 공간구조 형성에 기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연계성지표를 이용하여 부산시를 중

심으로 하는 부산대도시권을 설정하였으며, 둘째, 부산대도시권의 공간구

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두 시점(1995년, 2010년)에서의 통근통행패턴

과 목적별 통행패턴을 살펴본 후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목적별

통행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과 기능별 중심지역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

로 공간구조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초과통근을 산출하여 직주 불일

치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대도시권은 대도시의 제반기능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엄운섭, 1990)로 이를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심도시 관

점, 주변지역 관점, 양자간의 관계를 모두 고려한 직업의존도(JDR)와 직

업점유율(JOR), 통행량비중(VI)을 기능적 연계성 지표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설정기준을 충족시켜 부산대도시권을 이루는 지역은 부산시, 김해

시, 양산시, (통합)창원시이다.

둘째, 부산대도시권의 공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통근통행과 목적별

통행의 유입·유출 통행량 분석, 목적별 통행네트워크 구조분석, 통행네트

워크에서의 각 결절점의 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먼저 통근통학 유입·유

출 통행량 분석을 통해 부산대도시권의 통근통행 빈도가 증가하나 지역

별 내부통행비율 변화가 크지 않고 여전히 높게 나타나 중심도시인 부산

시가 주변지역으로의 광역화가 심화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하

지만 내부통행에서 구·군간의 순위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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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간에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전통적인 고용중심지에

해당하는 중구, 부산진구의 흡수통행량에 비하여, 사상구, 강서구로의 유

입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주변지역인 김해시는 흡수통행지로써의 기능이

강화되고 내부통근의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자족성이 높아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양산시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내부통근량이 증가하

였으나 부산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산시에서 양산시로의 유입 통행량

보다 양산시에서 부산시로의 유출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침상도시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내부

통행량이 여전히 높으나 부산시에서의 유입량보다 부산시로의 유출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부산시와 연계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 시점의 부산대도시권의 공간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010년 목적별 통행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모든 목적에서 부산진구

가 유입·유출량뿐만 아니라 중심성도 높게 나타나 부산대도시권에서 고

용과 상업, 주거기능의 중심지로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유입통행을 중심으로 볼 때 부산진구와 더불어 중구와 동구도 모든

목적에서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업무목적 통행을 살

펴보면 창원시·마산시가 주요 출근통행지는 아니지만, 업무목적의 통행

량과 위세중심성이 높아 부산대도시권내 업무적 기능 연계성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여가목적은 김해시의 유입량과 위세중심성, 서북부 지역들

간의 연결성이 눈에 띄어 새로운 여가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

인다. 마지막으로 양산시의 경우 각 목적별로 주변지역과의 연결성은 매

우 높으나 아직 통행량이 낮아 영향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재 부산대도시권의 주거지와 직장 공간분포에서 실제 평균 통

근 통행시간은 29.31분이며 선형계획모델을 이용하여 산출한 이론적 최소

평균 통근 통행시간은 18.67분이다. 이론적 평균 통근 통행시간이 실제 평

균 통근 통행시간보다 작게 나타남에 따라 직주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 평균 통근 통행시간의 36.3%가 초과통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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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부산대도시권을 설정하고 부산대도시권의 공간구조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통근통행패턴과 목적별 통행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았으

며 공간구조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초과통근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인 통행이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즉, 부산대도시권의 도시 공간구조

변화와 효율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부산대도시권 공간구조의 변화와 효율성 측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부산시가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연계성 향상으

로 부산대도시권을 이루고 상호작용이 활발해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부산진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구조에서 통행목적에 따라 중심적인 역할

을 하는 지역이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단핵구조에서 탈피하고 다

핵도시지역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핵도시지역(polycentric urban

region)은 다양한 도시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긴밀히 상호작용하지만

역사적·공간적 배경이 다르며 한 도시에 의하여 지배받지 않고 전체적·

경제적 중요성에서 특별한 차별성이 없는 지역들이다. 이는 도시 간에

긴밀히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변화, 혁신 등의 전파가 빠르고 쉽다. 따라

서 개별도시가 가진 자원들을 연계 활용함으로써 네트워크 경제를 형성

하는 등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비공식적 거버넌스 체제구축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서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19). 따라서 다핵도시지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 계획이 필요하

다.

둘째, 직주불일치로 인한 초과통근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 구조적 측

면에서 주거와 고용의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도시개발로 교통비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 권영섭·임상연·구정은(2008), 「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 방안」, 

국토연구원, p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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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 간 상호작

용에 따른 목적별 공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흡수 통행에 초점을 두어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통행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각 결절점의 총 흡

수통행량에 대한 5% 비율을 기준으로 기종점 통행자료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각 결절점의 흡수통행량 크기에 따라 통행량 자체의 변이가

생길 수 있다(이희연·김홍주, 2006a).

둘째, 도시공간구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도시 공간구조를 파악하거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인 분

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목적별 통행량자료와 통근 통행시간 계산을 위한

네트워크 자료의 구득이 어려워 현시점(2010)에서만 볼 수 있었다. 이상

한계점을 대체할 지표나 자료를 이용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부산대도시권

의 공간구조와 직주 불일치 수준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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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spatial structure” refers to interactions among various

activities in a city. In particular, the locations of residents and jobs

are the major sectors in the urban spatial structure. A spatial

mismatch between jobs and residential locations causes diseconomy of

agglomeration due to increased work traffic, finally causing

inconvenience in people’s lives. Creating an efficient urban spatial

structure is a critical issue in urban planning since it will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and reduce unnecessary social cost, thus

promoting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urban spatial structure is composed.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more desirable urban

spatial structures in the Busan metropolitan area by analyzing trip

network structure and the job-housing mismatch. Above all, this

study defines the Busan metropolitan area based on functional

interactions with the surrounding areas. Second,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objective trip patterns in the Busan metropolitan

area and the functional distribution across the region. Finally, it

determines the degree of job-housing mismatch by area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Busan metropolitan area is

composed of the city of Kimhae, Yangsan, and the (integrated)

Changwon. It is found that jobs have grown from Busanjin-gu,

Jung-gu, and Donrae-gu to Busanjin-gu, Sansang-gu, and

Kangsoe-gu. Residential areas have developed from Busanjin-gu,

Dongrae-gu, and Yunje-gu to Haewondae-gu, Busanjin-gu, and

Buk-gu. Job locations such as Kangseo-gu and the city of Kimhae

are prominent, and residential areas such as Haewondae-gu and

Buk-gu have become outstanding. Based on an analysis by area, the



city of Busan still has a great impact on the adjacent cities, but the

magnitude of the impact is attenuating. In particular, the impacts of

Jung-gu and Busanjin-gu have dropped and there is a the change in

the spatial structure in Busan.

In case of Kimhae, the increase in the population, influx of traffic,

and increased intra-travel enhance self-sufficiency of city. Regarding

the objective trip networks, the Kimhae shows potential as a

destination for leisure travel. The city of Yangsan has good networks

with adjacent areas, but its impact is not clear. Commuter from the

Yangsan to Busan accounts for a high proportion of traffic, implying

that the Yangsan still functions as a bedtown of Busan. Regarding

the Changwon (integrated), connectivity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based on Kangseo-gu, which is the border area to the city

of Busan. Especially, it has strong impact on business objective trip.

Also, this study assesses the inefficient trip caused by spatial

structure change using a linear planning model. Theoretically, the

average minimum trip time is 18.67 minutes, and the real average trip

time is 29.31 minutes, which indicates that 36.3% excess commuting

is being generated and a job-housingl mismatch between jobs and

residential locations has been caused.

This study reveals that interactions in the Busan metropolitan

area have continuously increased and that functional changes have

occurred. To encourag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Busan

metropolitan a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velopment plan

with a mega-regional perspective and build a spatial structure plan

that encourages the development of the polycentric urban region.

Also,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for an efficient spatial



structure that reduces social costs caused by job-housing mismatch

and considers the spatial connection between jobs and residential

locations.

This study does not conduct a time series analysis due to the

difficulty of data collection, and it does not include a microscale

analysis using a spatial unit such as gu or gun, which is integrated

into the city of Changwon. However, it is meaningful that the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change in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Busan metropolitan area using objective trip data and the efficiency

of the spatial structure.

◆ Key words : Busan Metropolitan Region, Objective Trip, Social

Network Structure, Job-Housing Mismatch,

◆ Student Number : 2010-2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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