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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심을 중심으로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의 집중

이 심화되었고 도시화는 도시의 내적 성장뿐 아니라 외적팽창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오늘날 대도시에서 특히 도시의 경계 주변부에 대한. ,

이슈가 심화되고 있고 대도시의 성장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도시의 경계

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통합된 개의 도시 중에서 통합창원시. 45

는 년 세 개의 시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하여 인구 만의 대도시를2010 110

형성한 이례적인 사례이다 도시의 통합은 단지 도시 경계부의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질적인 도시들이 하나의 도시로 융합되면서

도시 가로조직과 도시의 전반적인 기능의 전환을 넘어 도시의 구역별 특

질의 변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의 통합에 따른 창원시 내적 외적 경계부의 시가,

화 특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아시아 대도시를 규정.

하는 데사코타 지역과는 다른 한국형 데사코타 지역의 특성을 도출할수

있다 대도시의 팽창에 따른 경계부의 시가화 특성을 세도시가 통합되어.

다양한 성격의 경계부를 지닌 통합 창원시라는 공간으로 한정지어 가시적

인 측면뿐 아니라 비가시적 측면까지 포함해서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대도시 경계부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 마산시 구 진해시의 보다 유기적인 통합과 균형적 발,

전을 위해 어떤 도시계획과 보완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대상지는 구 도심 경계부인 중동 성주동 지역과 도심 외곽지역 경계부,

인 내서읍 북면 장유동 율하 지역 도심 부도심 경계부인 현동 자은동, , , - , 7

개 지역으로 선정했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통합창원시 개편 논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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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통합창원시 개편 후 년 의 두 단계에 따른 토지(2000-2009 ), (2010-2017 )

이용의 변천 시가지확산 등에 대해 도시적 형태론적 특징을 위성사진과,

매핑 도식화를 통해 조사한다 다음으로 답사와 관련 주체들과의 인터뷰, .

와 정책보고서 통계자료와 같은 문헌자료를 이용해 기존 데사코타 지역의,

특성과 같은 범위와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며 경계부 지역의 특성과 형성요

인을 도출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통합에 따른 경계부의 변화와 시가화 특성을 통합

창원시라는 세부적인 대상지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수 있었다 내부 경계부.

인 중동 성주동의 경우 기존에 도시의 경계부였으나 도시의 통합에 따라,

중심부로 성격이 바뀜에 따라 기존의 농업과 노후화된 주거단지가 혼합된

점이적 성격을 탈피해서 도시 중심부로 편입되어가고 있다 토지 용도가.

변경되면서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과정에 있고 서비스

업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고 토지와 건물이 자본주의 시

장 논리에 민간주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반면 도심 부도심 경계부인 현. -

동 자은동의 경우 행정구역의 경계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인지하는 각각,

구 마산과 구 진해의 경계부에 해당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공간 구조의.

개편으로 인해 도심과 부도심의 경계에 위치하게 되면서 정부 개입에 의

한 인프라의 구축 보금자리주택과 산업단지의 건설로 인해 급속도로 인구,

밀도가 증가하고 있고 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정부 개입에 의해 보다 농촌마을에서 혼합된 도시 조직의.

성격을 띠게 변했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기존 데사코타 유형1

과 비교해보았을 때 상당한 공통점이 있고 도심 외곽지역 경계부(Konjuka)

보다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하게 개발된 준 데사코타 (Incipient

의 성격을 띠는 곳이라 할수 있다 또한 외부 경계부인 북면 내Desakota) . ,

서 장유동 율하는 기존에 관광 공업 농업으로 자립적으로 성장한 외곽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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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였지만 정부의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정책에 의해서 인프라가 집중3 -3 -3

구축되고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

비스업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우세하고 동시에 비 농업적 행

위와 농업적 행위가 공존한다 인구밀도가 높은 반면 유동인구도 많은 구.

창원에 의존하는 베드 타운적 성격을 띤다 또한 토지 이용 규모의 다양. ,

성이 공존하고 기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혼합된

도시 풍경을 볼수 있다 정부개입에 의해 계획된 측면을 제외한다면 데사.

코타 유형 의 전형성을 띠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다1 (Konjuka) .

통합 창원시의 경계부 시가화 특성을 초래한 거시적 요인으로는 통합으

로 인해 각종 규제의 완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에 있다 개발이 용이한 방향.

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고 창원시 토지계획 조례가 개정되고 주택 재

건축이 허용되었다 더불어 광역 인프라 확충과 지가가 저렴한 도시 경계.

부를 대상지로 산업단지 개발 주택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나아가 균형개발,

을 목적으로 부도심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통합 창원시의 경계부가 집중적

으로 개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시적인 요인으로는 도시 내 공간 구조 변.

화와 지가 변화로 인한 지역 내 인구이동이다 인구 구성표 비교에서 볼수.

있듯이 도시 중심부에 비해 경계부의 연령대는 낮은 편으로 젊은 부부 단

위의 가구 수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또한 지리적인 측면에서 개의 산으로. 6

둘러싸여있는 점으로 인해 도심 외곽 지역 경계부는 현재 베드타운의 형

태로 존재하지만 자족성을 띠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며

교통의 결절점에 있는 현동 자은동의 경우는 높은 접근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경계부 대도시 창원시 통합된 도시 데사코타, , , ,

▎학번 : 2015-2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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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

연구의 배경1.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심을 중심으로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의 집중

이 심화되었고 도시화는 도시의 내적 성장뿐 아니라 외적팽창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오늘날 대도시에서 특히 도시의 경계 주변부에 대한 이. ,

슈가 심화되고 있고 대도시의 성장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도시의 경계부

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림 은 창원시 중심부의 모습이고 그림. [ 1-1] [

는 창원시 경계부의 모습이다 도시화의 영향으로 언뜻 보기에도 중심1-2] .

부와 경계부의 차이를 단숨에 파악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현상은 창원시뿐.

아니라 한국의 많은 도시에서 쉽게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림[ 1-1 창원시 중심부] 그림[ 1-2 창원시 경계부]

특히 우리나라는 년대 이후 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빠른 도시1970

화 산업화를 이뤄온 대표적인 국가이다 일본 중국과 비슷한 문화와 사회, . , ,

경제 수준을 지니고 있지만 미시적으로 대도시의 성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두 도시와 확연히 다른 차이를 띤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대도시.

의 확장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광역시와 같이 도시의 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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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요인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와 군 구와 같,

은 큰 도시와 이에 종속된 도시가 통합됨으로 인해 도시내부의 잠재적 시너

지가 폭발하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통합창원시는 통합된 개의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세 개의 시가 하나의45

도시로 통합하여 인구 만의 대도시를 형성한 이례적인 사례이다110 .1) 이처

럼 도시의 통합은 단지 도시 경계부의 확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질적인 도시들이 하나의 도시로 융합되면서 도시 가로조직과 도시의 전

반적인 기능의 전환을 넘어 도시의 구역별 특질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림[ 1-3 통합 창원시 위치]

대도시 인구수 특징

서울특별시 10,022,181 수도 최대도시,

부산광역시 3,513,777 제 의 도시2

인천광역시 2,925,815

대구광역시 2,487,829

대전광역시 1,518,775

광주광역시 1,472,199

수원시 1,184,624
경기도청

소재지

울산광역시 1,173,534

통합창원시 1,103,849
마산 창원, ,

진해 통합도시

고양시 1,027,546
여러 읍들을

통합한 도시

표[ 1-1 국내 개 대도시 만 이상] 10 (100 )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kr)

통합창원시의 경우 구 마산시 구 창원시 구 진해시를 포함하여 개의, , 5

구와 읍 면 동으로 행정구역의 통합뿐 아니라 현재 구 창원시를 중심으2 6 54

로 급속도로 도심 집중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구 마산의 원도.

1) 창원시 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변경(2017).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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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 합성동 오동동 창동 일대와 구 진해시의 원도심인 충무동 화천동일, , ,

대의 도시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

그림[ 1-4 좌 년 원도심 합성동 우 년 쇠퇴하는 원도심 합성동] : 2009 ( ) / : 2017 ( )

또한 기존의 도시의 경계부에 위치하여 그 중요성이 약했던 구암동 팔,

용동 중동 성주동 일대가 도심부로써 새롭게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기, , .

존의 외곽도시였던 북면 내서읍 삼진 웅동 일대의 도시가 행정구역의, , ,

개편과 그 위상의 변화로 인해 급속도로 시가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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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의의2.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 창원시 경계부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도시의.

통합에 따라 창원시 내적 외적 행정 경계구역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개발,

에 따른 도시 공간 위상 변화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비가시적인 경계부가

등장할 것이다 통합 이전과 이후의 공간 구조 비교를 통해 도시의 통합이.

도시의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고 다양한 차원과 범

주의 경계부의 시가화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서 대도시 경계부의 특성과

개발 특성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아시아 대도시를 규정하.

는 데사코타 지역과는 다른 한국의 통합된 도시에서 나타나는 데사코타 지

역 (Desakota region)2)의 특성을 도출할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데사.

코타 유형 을 통해 일본 한국 타이완의 데사코타 지역의 특성을1 (Konjuka) , ,

세부적으로 규정해놓은 바가 있지만3) 한국의 데사코타 지역과 기존의 정의

는 그 성격과 변화 양상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 가정했다.

기존이론에 따라 이미지화 했을 때 그림 와 같은 도시와 농촌이 혼[ 1-5]

합된 풍경이 데사코타 유형 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1 (Konjuka) .

에서 나타나는 데사코타 지역은 그림 와 같은 도시와 농촌의 이질적인[ 1-6]

혼합된 풍경이 훨씬 우세하다 그리고 경계부의 성격에 따라 도시 공간적.

특성은 다르게 발현된다 그렇다면 기존 이론과 다른 경계부 지역의 개발.

특성을 초래한 요인들은 무엇일까 이러한 본질적인 의문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했다 또한 통합 창원시의 경계부 지역의 특성과 형성요인에 대.

2) 데사코타 지역은 비 농업적인 활동과 농업적인 활동이 강력하게 혼합되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대“

도시의 중심부 사이에 위치하는 공간을 지칭한다 이 지역은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농업활동에 집.

중했었다.”(Norton Ginsburg et al. 1991.)

3)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인구의 농촌 정착이 감소한 국가들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

중심부에 거주하고 데사코타 지역은 공공택지 혹은 정부의 보호정책아래에 농업활동을 보호받는 특

징이 있다 이 지역의 수입과 생산력은 도시 중심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소규모 필지들로 구성된.

주거 기업 농장들의 혼합된 풍경이다 이 지역의 농촌 경관으로 일컫어지는 곳의 대부분의 경제적인, , .

활동은 비 농업적 활동에서 기인한다. ”(Norton Ginsburg et 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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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도시 계획적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이, , , .

연구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도시 통합에 따른 한국 대도시의 경계부의 도시 구조적

변화 특성을 도출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창원시의.

도시조직 개선방안에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와 시 시와 군 사이의 통,

합시 균형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시에 도움이 될수 있다.

그림[ 1-5 데사코타 유형] 1 그림[ 1-6 한국의 경계부 율하 지역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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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연구의 범위2 .

공간적 범위1.

본 연구는 국내 인구 만이 넘는 개의 대도시 중에서 통합되어 대100 10

도시를 형성한 이례적인 사례인 통합 창원시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한제.

국 시기에 형성된 구 마산과 년 계획된 구 진해 그리고 년대 비1910 , 1970

로소 도시의 형태를 띠게 된 구 창원 이 세 도시는 순차적으로 인접지역,

에 형성된 도시이다 그리고 년 도시 통합 이후로 도시의 구조가 전면. 2010

재개편되면서 기존의 도심 경계부와 새롭게 형성된 도심 경계부가 중첩되

어 다양한 형태와 차원의 도시의 경계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 대도

시를 선정하기 보다는 통합 창원시로 연구 대상지를 한정지었다.

그림[ 1-7 통합 이전 창원시]

출처 : Google Earth

그림[ 1-8 통합 이후 창원시]

출처 : Google Earth

통합 창원시의 경계부는 우선 통합이전의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 사, ,

이의 구 도심 경계부와 통합 이후 새로운 행정구역 경계가 된 도심 외곽

지역 경계부 마지막으로 기존 행정구역과 새롭게 추가된 지역 사이 도심, (

부도심 의 경계부 세 곳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세 경계부를 편의상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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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경계부 도심 외곽지역 경계부 도심 부도심 경계부로 분류하고자 한, , -

다 아래 그림 에서 정확한 행정 경계선과 이에 상응하는 해당 경계. [ 1-9]

부를 찾을 수 있다.

그림[ 1-9 경계부 설정]

시간적 범위2.

본 연구는 개별적으로 형성된 구 마산 구 창원 구 진해 세 도시의 통, ,

합 논의가 나오게 된 년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그2010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년부터 년 현재까지의 통합창원시. 2000 2017

개편 논의 전 년 통합창원시 개편 후 년 의 두 개의(2000-2009 ), (2010-2017 )

단계에 따른 도시 경계부의 시가화 특성과 진행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함으

로써 창원시 경계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존 데사코타 지역

과의 차별성을 유추할 수 있다.



- 8 -

절 연구의 방법3 .

본 연구는 구 창원시 구 마산시 구 진해시의 구 도심 경계부인 중동, , ,

성주동 지역과 통합된 이후의 새로운 도심 외곽지역 경계부로 등장한 북

면 내서읍 장유동 율하 지역 그리고 도심 부도심 경계부로 급부상한 현, , , -

동 자은동을 대상으로 한다 개 지역의 통합 창원시 개편 논의 전, . 7

년 통합창원시 개편 후 년 의 두 개의 단계에 따른(2000-2009 ), (2010-2017 )

토지이용의 변천 시가지확산 등에 대해 일차적으로 커뮤니티,

근린주구 가로망 스케일에 대(Community), (Neighborhood), (Street form)

한 도시적 특징을 위성사진과 매핑 도식화를 통해 비교 분석한다, .

그리고 개 지역의 차례의 답사를 통해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미시7 3

적으로 비가시적인 시가화 특성에 대해서도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가화 특성에 대해 영향을 끼친 정치적 사회 경제적 도시 계획적 요인, ,

들을 통합창원시 추진 준비 위원회 창원시청 도시정책국 안전 건설 교통, ,

국 지역주민 동사무소 직원과 같은 다양한 관련 주체와의 인터뷰 보도자, , ,

료 정책보고서 및 통계 자료와 같은 문헌자료로 파악한다, .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데사코타 지역의 특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창원시를 통해 관찰되는 경계부의 가지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차이5

점을 도출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의 대도시 경계부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기존 이론의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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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선행연구 검토2 .

절 도시 경계부와 데사코타 지역1 . (Desakota region)

세기 이후 대도시의 급속한 발달과 교외 성장 이후 이를 계기로 도시20

경계부 에 대한 연구가 국외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Urban fringe) .

대표적인 연구로는 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만Southworth, Owens (1993) 8

개의 지역을 대상지로 성장하는 대도시의 경계부의 도시 형태에 대한 연

구가 있다 이 연구는 미국의 전형적인 대도시 교외적 특성을 근린주구. ,

가로망 커뮤니티의 스케일로 범주화하여 분석했다, .4) 그리고 외Feng

는 중국 난징의 년부터 년까지의 도시 경계부와 교외 지역(2015) 1984 2010

에서의 도시화에 대한 속도와 변화 양상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 하

였다.5)

또한 는 미국의 도심과 외곽지역 사이의 공간을 중간 경관Rowe (1992)

라고 일컫고 경계부의 건축적 현상에 대해 사회학 경제(Middle landscape) ,

적 문화적 측면을 통해 왜 이공간이 중요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하는지에,

대해 제안했다.6)

4) Michael Southworth (1993). “The evolving metropoli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59(3): 271-287.

5) L. Feng et al. (2015). “Measurement of Urban Fringe Sprawl in Nanjing between 1984 and 2010

Using Multidimensional Indicators”. Geographical research. 53(2): 184-198.

6) Peter G. Rowe (1991). Making a middle landscape. Cambridge, Mass. : MIT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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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중간 경관[ 2-1] (Middle landscape)

출처 : Peter G. Rowe (1992)

그리고 외 는 아시아지역의 대도시 확장으로 인해 한 지Ginsburg (1991)

역의 특질이 어떤 방식으로 변이되는지에 대해 데사코타 지역 (Desakota

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함으로서 대도시 경계부에 대한 새로운region)

정의가 가능해졌다 이 이론에 따르면.

데사코타 지역은 비 농업적인 활동과 농업적인 활동이 강력하게 혼합“

되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대도시의 중심부 사이에 위치하는 공간을 지칭한

다 이 지역은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농업활동에 집중했었다. .”7)

그리고 데사코타 지역의 가지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선 데사코5

타 지역에서는 많은 인구가 소규모 자작농 형태의 쌀농사에 집중한다 그.

리고 이전의 대규모 농경지에서 비 농업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 비

농업적 농업적 행위의 혼합적 공간구성은 경제적인 이유와 결부되어있다, .

또한 데사코타 지역은 극도로 유동적인 공간이며 인구의 이동성이 높다.

7) Norton Ginsburg et al. (1991). The Extended Metropolis Settlement Transition in Asia. Honolulu :

번역University of Hawaii Press. p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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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데사코타 지역은 토지 용도의 혼합률이 높다 또한 여성인구의.

비 농업적 활동 비율이 높고 정부의 개입에서 벗어난 비가시적인

회색 지역 으로 존재한다(invisible) (grey zone) .8)

이 이론에 따르면 데사코타 지역은 대도시의 성장적 측면과 공간의 경

제적 측면에서 잠재성이 많은 공간이다 한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할 때 경.

계부 주변부를 도심 중심부와 연계하여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

용도 혼합적 특성은 도시 중심부 사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

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가능

하다 도시중심부만큼이나 중요하지만 비형식적이고 예측불가능하기에 규.

제하기 힘든 지역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데사코타 지역에 대해 국가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세 가

지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한국은 일본과 함께 유형 로 불1 (Konjuka)

리는 범주에 속한다.

이 유형의 특징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인구의 농촌 정착“

이 감소한 국가들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 중심부에 거주하고 데사코타

지역은 공공택지 혹은 정부의 보호정책아래에 농업활동을 보호받는 특징이

있다 이 지역의 수입과 생산력은 도시 중심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소규.

모 필지들로 구성된 주거 기업 농장들의 혼합된 풍경이다 이 지역의 농촌, , .

경관으로 일컫어지는 곳의 대부분의 경제적인 활동은 비농업적 활동에서 기

인한다. ”9)

분명 기존 데사코타 지역에 대한 특성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정부의 농

업활동에 대한 개입과 인구밀도 소규모 필지와 다양한 토지 이용 경제적, ,

행위는 비농업적 활동에서 기인한다는 몇 가지 특이한 규정은 기존 이론

과는 상이하다.

8) 재편집Ibid. pp. 16-17.

9) 번역Ibid. p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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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아시아 국가의 공간 구조 분석[ 2-2]

출처 : Norton Ginsburg et al. (1991)

또한 에서는 데사코타 이론을 바탕으로 세기 세계화에Mcgee (2008) 21

따른 동아시아 국가의 도시와 농촌 간의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를 이

어나갔다 세계화 도시화가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 ,

기 때문에 데사코타 지역이 도시 농촌의 변화를 흡수하고 통제하는 측면-

에서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 한다 기존의 농업지역에서 그 위상.

의 변화로 인해 데사코타 지역으로 막 변이가 시작된 지역을 초기 데사코

타 지역 이라는 용어를 통해 제시했다(Incipient Desakota region) .10)

10) T.G. Mcgee (2008). “Managing the rural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Sustainability Science. 3(1): 155 167. pp. 1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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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세기형 아시아국가의 공간 구조 분석[ 2-3] 21

출처 : T.G. Mcgee (2008)

기존 연구의 도시 경계부에 대한 연구는 교외도시와 도시 주변부의 이

슈를 도시 형태 변화속도를 통해 분석했다 또한 경계부의 한 특성을 규, .

정지은 데사코타 지역에 관한 연구는 토지이용 인구 직업 과 같은, , , GDP

가시적이고 현상학적인 접근을 통해 그 공간의 성격을 일반화하려는 시도

를 했다 물론 데사코타 유형 을 통해 세분화시켰지만 한국과. 1 (Konjuka)

일본 타이완은 도시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공간적 특징이 상이하고 또, ,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형 대도시의 팽창에 따른.

경계부의 시가화 특성을 다양한 성격의 경계부를 지닌 통합 창원시라는

공간으로 한정지어 가시적인 측면뿐 아니라 비가시적 측면까지 포함해서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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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국내 도시 경계부와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연구2 .

국내의 도시 경계부에 대한 논의는 국외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

되지 않았다 그리고 도시 전체에 대한 광역적 측면에서의 경계부 논의라.

고 하기 보다는 특정한 구 지역 단위 주거와 같은 프로그램 단위의 소규, ,

모 논의에 한정되어있다.

추민영 은 구릉지라는 지형적 조건에서 아파트가 어떤 방식으로(2011)

재개발되고 그 경계부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새롭게 제안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관악구의 주거 사례를 통해 제안했다.11) 신하영

은 도시화에 따른 남산의 산자락의 경계가 어떤 물리적 환경을 갖게(2016)

되는지 산을 중심으로 환경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유형화 하였다.12) 이

밖에도 하만준 외 에서는 주상복합 건물로 구성된 단지의 경계부에(2012)

대한 특징을 도출하는 연구를 했고13) 조민선 외 에서는 재개발 주거(2010)

지의 경계부 특징에 대한 연구를 했다.14)

상대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연구는 상당수가 존재하는데 행정구

역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성과 의결 과정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한다 목, , .

영만 의 경우 행정구역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수(2015)

치화된 변수들을 분류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주민의 동의 시 자체,

의 경제적 상황 추진위원회 간의 원활한 의사결정에 따라 도시의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15) 그리고 강정운 은 통합 창(2010)

11) 추민영 구릉지 재개발 구역 경계부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설계 연구 관악구 사례를 중심(2011). “ :

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신하영 서울 남산 경계부의 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6). “ ” .

13) 하만준 여영호 서울시 주상복합건물 단지 경계부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2). “ ”. .『 』

제 권 호14 10 : 93-102.

14) 조민선 양승우 서울시 주택재개발 아파트단지의 경계부 구성 특성 한국도시설계학회· (2010). “ ”. 『

지 제 권 호. 11 2 : 185-198.』

15) 목영만 행정구역 통합의 영향요인 분석 지방행정연구(2015). . . 29(1): 31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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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장 단점 그리고 그 의결과정에서의 갈등 구,

조와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16) 특히 조형규 외 에서(2011)

는 통합 창원시를 대상으로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도시구조가 어떻게 변

화될 것인지 공간의 통합도 분석을 통해 도시의 성장 방향(Space Syntax)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17)

이와 같이 기존 연구는 행정구역의 통합을 통해 도시가 얻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방향을 예측하는 정도로 한정되어있다 본 연, .

구는 도시의 통합을 통해 당면한 실질적인 도시구조의 변화 도시 내 공간,

의 위상의 변화 그 경계부의 변화와 같은 주민과 공간과 관련된 궁극적인,

이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슈와 도시의 경계부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의.

를 통해 한국 대도시의 데사코타 지역의 특성과 형성요인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지닌다.

16) 강정운 통합 창원시의 정체성과 도시정책 방향 경남발전 연구원(2010). . .

17) 조형규 이정원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통합 창원시 도시구조 예측 대한건축학회연합· (2010). “ ”.『

논문집 제 권 호. 13 2 : 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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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통합 창원시 형성 과정3 .

절 통합 논의 배경1 .

지역 간 성장 불균형1.

통합 이전의 통합 창원시는 구 마산 구 창원 구 진해로 독립적으로 성, ,

장해온 개의 도시였다 대한제국시기 마산포에 일본 조계지가 들어서면서3 .

성장한 구 마산은 긴 매립의 역사만큼 오랜 기간 세 도시 중에서 우위를

점한 곳이었다 그리고 년대 일제강점기에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일제. 1910

에 의해서 계획된 구 진해는 일제 강점기 당시가 가장 도시의 전성기였을

만큼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린 도시 중의 하나였다.

구 창원은 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도시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1970

세 도시 중에서 가장 도시의 역사가 짧다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 개년. 5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중화학 공업 단지 육성을 위한 계획도시를 건립하

게 되고 호주의 캔버라를 본 따서 구 마산시의 일부가 독립하여 창원시로

승격된다 이후 구 창원은 지속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년대. 1990

무렵부터는 구 마산시를 앞지르고 세 도시 중 가장 발전된 도시로 자리매

김하게 된다.18)

비록 구 마산이 년대 이후 쇠퇴의 길을 걷고 구 진해는 군사시설1990 ,

제철산업 외에 성장할 산업동력의 부재로 인해 쇠퇴 도시로 전락했다 하.

지만 그 사이에 존재하는 구 창원시의 경우 중화학 공업단지와 일반산업

단지의 조성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자본과 인구의 유입이 원활한 도시성장

을 하고 있었다.

18) 안건혁 외 창원시(1983). . . .昌原新都市 中 心地區 都市設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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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한 구 창원시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창원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구 마산시의 시장의 통합 창

원시 제안을 통해 년 월 통합 창원시에 대한 안건이 처음 제기된2008 1

다.19) 이에 대해 구 진해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시 인구가.

만 명으로 기초 자치단체 내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108

광역시로의 논의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19) 같은 책, pp. 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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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구 마산1900 년 구 진해1920 20)

년1970 년 구 창원1977

년1980 년1985

년1996 년2005

표 대상지 시대별 현황[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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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생활권으로써의 인식2.

구 마산시 구 진해시가 건립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조직된 구 창원시는,

인구 만을 대상으로 철저히 계획된 도시로서 도시를 관통하는 주요 도30

로와 구 마산 구 진해로 이동하는 간선도로가 차선 차선의 광로로 구, 8 , 10

성되어있다 이와 같은 계획적인 가로체계와 구 진해 구 마산 사이에 위. ,

치하여 구 창원시 내부를 관통해야 두 지역 간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구조

는 단기간 내에 세도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다.21) 기존에

도시 간 통합도가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지역 간 순환도로의 별도의 신설

이나 보강 없이 자율통합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실제로 편리한 교통.

과 지역적 인접성을 이유로 구 창원시 건립 이후 빈번하게 도시간의 왕래

가 있었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지.

역 주민들 사이에는 친밀도가 형성되었다 시민들은 통합을 한다고 해서.

도시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한 거부감을 느끼

는 여론보다는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우세했

다.

재정과 행정의 효율화3.

통합 전 기존 행정구역은 여러 문제점이 존재했다 구 마산 구 진해 인. ,

구의 사회적 감소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행정의 비효

율이 비일비재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과밀화된 창원의 경우 주택 값 급.

등과 주택난이 존재했다 또한 기존에 계획도시로서 이미 잘 정비된 도시.

였기에 도시 인프라의 구축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환경 문제 주, ,

민 커뮤니티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구 진해 구 마산과의 지역적 괴리감은,

20) http://www.u-story.kr

21) 창원시 창원시 도시기본계획(2010). . pp.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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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된다.

구 마산 구 진해 구 창원의 통합은 이명박 정부의 지방 행정 체제, , ‘

개편 에 따른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 으로 인해 가속화 된다’ ‘ ’ .

22) 특히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는 년간 억 원 특별교부세10 2,629 ( 150

억원 포함 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

구분 지원 금액 지원내용 지원 기간

특별교부세 억원150
시 군 통합시 통합되는 시 군 당, ,

억원 교부50
년10

보통교부세액 보정

통합 전( )
억원115 통합 전 보통교부세 규모 년간 유지5 2011-2014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억원260
광특 국조보조율 상향 조정10% →

년 상향 조정액 억2011 : 52
2011-2015

통합지자체 추가 재정

지원
억원2,104

통합 직전연도 보통교부세 총액의

분의 을 년간 매년 추가 지원100 10 10
2011-2020

표 재정 인센티브 지원 계획 내용[ 3-2]

출처 행정 안전부 내부 자료: (2009)

당시 구 창원시장과 공무원들은 행정구역 통합에 실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 상당한 지방 재정 운용비용을 확보 받을 수 있고 재정자립도를 향상

시킬 뿐 아니라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음도 예측했다 또한 이를 기반으.

로 광역시로의 출범을 도모할 수 있다는 야망이 구 진해 구 마산시의 수,

요와 접점을 찾으면서 통합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본격적인 통합 창원시

에 대한 논의가 점화된다.23)

22) 년 이명박 정부는 자율 통합하는 시 군 구에 한하여 특별 교부세 억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2008 , , 50

을 한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광역시 승격 종합연구. ( (2016). . pp. 16-18.)Ⅱ

23) 향토문화전자대전 통합 창원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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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통합 진행 과정2 .

통합 논의 전1.

년 월 시민 공청회와 개 지역 대표 토론회를 통해 통합이 논의2009 9 3

되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에서 이상의 지지를 받‘ ’ 50%

아 통합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창원시의회가 월 일 행9 30

정안전부에 통합을 건의한다 이에 따라 통합시로의 행정 개편을 위한 개. 3

시의 시장과 의회의장으로 조직된 통합준비위원회가 년 월 일 조2010 1 14

직되고 민간 전문가 명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 명 출범 준16 58 ,

비단 명으로 구성된 산하 조직을 통해 통합시로의 개편 업무가 분담된29

다.24)

실제로 통합과 관련해서 이슈를 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데 명칭 시청4 ,

사 재정 인센티브 분배 다이노스 구단 유치이다 각 시가 적어도 하, , NC .

나 이상의 이득을 고르게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기존의 논의였다 시민들.

의 자율의지가 반영되어 통합이 결정되기는 했지만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

례에 관한 법률 과 법률에 대한 조례를 년 월 중으로 통과시켜야’ 2010 3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법률과 조례에 지역의 공식적인 명칭의 사용이 불.

가피하게 되면서 명칭을 빠르게 결정해야했고 일방적인 명칭 채택으로 인

해 갈등이 시작된다.

행정 구역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면서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은

지역의 공식적인 명칭이다 어떤 명칭을 쓰는지에 따라 어떤 도시에서 주.

된 공권력을 행사하게 될지 간접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가고파시. ‘ ’,

경남시 동남시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마 창‘ ’, ‘ ’, ‘ ’, ‘ ’, ‘ ’,‘ ⦁ ⦁

24) 창원시 시정백서(2012). . pp.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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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등 새로운 통합시의 명칭과 기존의 이름을 변형한 명칭이 논의 되었’

다 하지만 촉박한 시일과 과열된 명칭제안으로 인해 시민들의 의견을 하.

나로 수렴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통합 준비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한 통합 창원시 를 최종적인 지역의 명칭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로 인‘ ’ .

해 구 마산 구 진해 시민들의 상당한 항의가 있었다, .25)

다음으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신 시청사 위치의 문제였다 마산 종.

합운동장 육군대학부지 사단부지 진해시청부지와 같은 제안이 있었으, , 39 ,

나 지역간의 이해관계문제로 차례의 회의를 걸쳐 임시청사로 기존 창원7

시청으로 청사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월 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 3 8

합 창원시 승인을 인정받고 본격적으로 행정조직과 통합시 개편이 추진된

다.

그리고 다이노스 구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쇠퇴된 구NC

진해시에 야구장을 건립하여 지역균형을 도모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과적.

으로 구단의 거부로 인해 기존의 마산구장에 다이노스 구단이 자리하NC

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정 인센티브 분배의 문제는 기존에 구 진해 구 마산 구, ,

창원이 낙후지역 비율 기준으로 재정을 비례적으로 할당받기로 계획되었

다 하지만 투자 예산 비율로 그 기준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구 창원 구. ,

마산 구 진해가 각각 의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됨에 따라 구 진해, 4 : 4 : 2

시에서는 도시 통합으로 인한 이득이 없다며 지역 불균형이라는 명목으로

진해 분리 운동 을 일으키기도 했다‘ ’ .26)

25) 명이 응모하여 개의 명칭이 제안 되었다 같은 책27,001 839 . ( )

26)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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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논의 후2.

년 월 일 비로소 세 도시가 통합되어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2010 7 1 , , ,

마산회원구 진해구 개 행정구와, 5 읍 면 동의 행정구역을2 6 54 가진 통합

창원시로서 출범하게 된다.27)

27) 통합준비위원회 차 회의를 통해 거의 시민 공모를 거쳐 행정구 명칭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13 1,650 .

그리고 년 월 일 최종 적으로 개의 행정구 설치 승인을 통보받게 된다2010 6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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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통합의 결과3 .

1. 자치권 확보와 규제 완화

자치권 확보1)

도시 통합에 따른 가장 큰 성과는 재정력 강화와 자치권이라고 할수 있

다 창원시가 통합 진행과정 직전에 이명박 정부의 통합시 지원정책 계획.

안이 나왔고 창원이 통합되는 년 과정 도중에 계획안이 수정됨에 따라2

기존 억 원에서 억 원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통합 이후 창원시2,692 1,702

예산 규모가 년 억 원에서 년 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2011 22,621 2016 25,309

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2,621 23,062 23,549 24,098 24,737 25,309

표 창원시 예산 규모 변화[ 3-3]

단위 억 원( : )

출처 창원시 창원시청 예산정보: (2016). .

또한 통합 창원시는 대도시 특례 기준에 따른 별도의 자치권을 부여 받

게 된다 이와 같은 특례를 통해서 통합 창원시 내 택지개발 건축물의 자. ,

유로운 준공과 허가가 용이해 졌다 특히 특별법 제 조의 대도시 특. 34, 35

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세부내용

대도시 특례

인구 만 이상( 100 )

 지역개발 채권 발행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체

 화재예방 진압 등 소방사무 시행,

 급 이하 직급별 기관별 정원 책정5 ,

 부시장 명2

 도시엔 지역 자원 시설세를 시세로 전환하여 소방시설 충당

표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 특례 부분[ 3-4]

출처 이 영 이상헌 창원광역시 승격 종합 연구: · (2016). . p. 21.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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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토지 이용 계획 변경2) :

개발 가능지 분석도에서 볼 수 있듯 개발 불능지와 개발 억제지는 무질

서한 시가지 확산을 위해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도시 내에.

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 외곽, , , ,

지역에서는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 , , ,

획 관리 지역이 이 지역에 해당된다 총 면적 대비 기 개발지는 에 불. 20%

과하고 개발 가능지와 개발 억제지는 로 높은 비율로 잠재적 공간으로44%

산재하여있다 하지만 통합 이후 구 도심 경계부 도심 외곽 지역에 산재. ,

하는 개발 가능지 도심부 내에 분포하는 개발 억제지에 대한 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28)

그림 개발 가능지 분석[ 3-1]

출처 창원시 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2014). 2025 . p. 103.

28) 창원시 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2014). 2025 . p. 100-103.



- 26 -

그림 도시 관리 계획[ 3-2]

출처 창원시 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2014). 2025 . p. 101.

구분 계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인구 명( ) 1,371 587 167 284 147 186

면적 (k )㎡ 251.30 49.42 49.31 50.28 47.00 55.29

표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3-5]

출처 창원시 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2014). 2025 . p. 101.

특히 토지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도심 외곽 지역과 구 도심 경계지역의

보전용지가 공업용지와 주거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개발이 장려되고 있는

특성을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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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토지이용 계획 내역도[ 3-3]

출처 창원시 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2014). 2025 . p.116.

규제완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3) :

년 창원시 도시 계획 조례와 년 발간된 그 개정안에 근거하면2014 2016

통합 이후 창원의 개발 장려를 위해 몇 가지 도시계획 조례의 완화 규정

이 제안된다 우선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진흥지구 건폐율을 이하로 완. 30%

화하는 규정을 추가했고 공업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이하로 완화했다80% .

생산녹지지역에 건축물은 농수산물 관련시설 및 산지 유통시설의 경우 건

폐율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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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기존 공업 용지를 확장하여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생산 관리지역40% .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준공이 허용되었다 계획관리 지역, , .

내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 보호지구에서 준공하는 숙박시설은 허용되

는 것으로 건축제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특히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이하 일반상업지역 이하 주거1300% , 1000% (

복합 이하 로 완화되었다 준 공업지역의 용적률이 에서 로600% ) . 350% 400%

완화되고 근린상업지역에서 판매 운수 시설이 전면 허용되었다 또한 준, .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 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계획 관리지역에 대해, ,

건축행위를 완화 시키는 규정이 통과되었다 제 종 제 종 일반주거 지역. 2 , 3

에서의 건축물 중 의료 시설은 정신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만 해당‘ ,

한다 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

이와 같은 도시계획 조례와 그 개정안을 통해 창원시 도심부 내의 고층

건물 준공이 허용되었다 또한 구 도심 경계부 외곽 지역의 공업단지 관. , ,

광단지 개발 제한구역의 공지들의 보다 적극적인 개발행위가 허용되었,

다.29)

규제 완화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4) :

창원시가 통합 이전 개발 수요 억제책으로 제안했던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 과 관련한 정비 사업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자 년’ 2016

월부터 구암 동 석전 동 여좌동 곳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8 1 , 2 , 3

기 시작했다 년 월 추가로 구암 동과 회원 구역의 정비구역이 해. 2017 5 2 4

제됨에 따라서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곳 가운데 곳은 해제되고 율림27 5

구역 곳은 사업이 완료되고 지금 곳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이 진1 21

29) 창원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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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은 건축행위제한 필지개발행위 제. ,

한과 같은 규제적 성격이 강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제된 곳의 주택5

재개발 정비 구역은 구 마산과 구 창원의 경계부 구 진해와 구 창원의 경,

계부 지역으로서 개발의 수요가 높았던 부분으로 주민들의 개발의지에 따

른 해제로 볼수 있다.30)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개발 사업2.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1)

통합 창원시로 출범이후 구 마산 구 진해 구 창원시와의 광역도시권, ,

연결성 강화를 위해 교통망 체계를 보강했다 기존의 단절된 지역 간 광. ,

역권 교통망의 인프라 보강을 위해 여러 겹의 크고 작은 환형의 큰 교통

망을 만들고 이 환형의 교통망을 연결하는 가지들을 삽입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광역교통계획으로써31) 남해 고속 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창, ,

원 울산간 경제고속도로 내부순환도로- , 32) 외부순환도로, 33) 지역 간 순환도,

로34) 지개 남산연결도로, - 35)의 건설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이 원활해졌다.

그 밖에도 분지라는 창원의 지리적 특성상 특히 김해시 진해시와의 교,

통망의 단절이 존재했는데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지하차도 불모산 터널, ,

제 안민터널2 36) 장유터널을 건설했다, .

그리고 대중교통의 원할한 연결성을 위해 도시 철도 건설계획37)이 있었

고 신항 건설에 따른 복선화 계획이 있었다 또한 마산역과 창원역과 창원.

30) http://www.nocutnews.co.kr/news/4788334

31) 창원시 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2014). 2025 . p. 140-150.

32) 현동 귀산 양곡 양덕 회원- - - -

33) 구산 풍호 봉림 내서 태봉- - - -

34) 북창원 삼진 웅동지역, ,

35) 의창구 북면 지개리 동읍 남산리- (L=5.3km)

36) 진해구 석동 성산구 천선동- (L2.5km)

37) 가포 마산역 시청 성주동 석동 진해구청- - - - - (L=33.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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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역에 정차역을 건설했고 도시철도 북면과 내서 웅동의 물류 터KTX , ,

미널 팔용동 고속터미널 진해구 일원의 시외버스터미널계획 등을 통해, ,

대중교통을 통한 지역간 이동의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있었다.

이와 같이 교통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기존의 통합창원시의 경계부였던

북면 내서읍 삼진 웅동 장유동 율하 자은동 현동에 대한 접근성이 강, , , , , ,

화되었다 또한 단절되었던 진해 김해와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지역간. ,

이동이 편리해졌다 결과적으로 도심부에서 도심 외곽지역 경계부 지역으. ,

로의 연결성 도시간 통합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

그림 교통망 계획도[ 3-4]

출처 창원시 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2014). 2025 .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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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별 주요 발전 방향2)

세 도시의 통합을 기점으로 기존의 도심을 기준으로 하여 부도심 지3 3 , 3

역중심이라는 큰 도시 계획의 틀이 수립되었다 도심은 기존 구 창원 구. 3 ,

마산 구 진해시로써 도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행정 업무, . ,

산업 관광 주거 교육 문화를 아우르는 중심적인 기능을 관리한다 또한, , , , .

창원 스마트 마산 르네상스 진해 블루오션이라는 개의 특화된 개발을, , 3

장려했다 구 창원의 경우 기업지원시설 확충과 연구 개발사업 연구소 기. , -

업 네트워크 형성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로서 창원 제 국가2

산업단지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 마산의 경우는 마산 자유무역지.

역이라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바탕으로 제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고 물류2

센터와 삼진지역의 진전 테크노 밸리 형성과 로봇테마파크 진동만 해양관,

광단지 내서 산림 체험 랜드와 같은 사업을 계획 중이다 마지막으로 구, .

진해는 해양산업과 휴양레저 도시의 일환으로 명동해양관광단지 제덕만,

해양산업단지 신항만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국제해양물류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도심은 북면 삼진 진동 진전 진북 웅동 지역으로서 친환경 주거3 , ( , , ),

단지 첨단산업단지 관광 위락 지역행정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 , , , 3

중심에 해당하는 대산면 내서읍 신항만은 각각 연구 산업 단지 생태관, , ,

광 농업과 유통 공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으로서 항만 물류 상업의 기능, , , ,

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개별 부여했다 또한 생활권은 개로 분리하여 북. 8

창원 생활권 팔용 생활권 내서 생활권 창원생활권 마산생활권 진해 생, , , , ,

활권 삼진 생활권 웅동 생활권으로 설정하여 각각의 성격을 부여함으로, ,

서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했다.38)

이로 인해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은 부도심이 개발됨에 따라 도심 부도3 -

38) 창원시 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변경(2017). 2025 . p. 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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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경계부인 자은동 현동이 시가화 되고 있고 행정구역상 경계인 북면, ,

내서읍 장유동 율하 지역이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 - .

그림 공간구조[ 3-5]

출처 창원시 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변경: (2017). 2025 . p. 73.

도시 경계부의 산업단지 개발3)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가 통합 이전부터 도심 과밀화로 인한 도심, ,

외곽지역 산업 단지 개발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

고 통합을 기점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가속화되었다.

도심 부도심 경계부에 위치한 현동은 덴소 코리아 일렉트로닉스를 포함-

하는 경남 지능형 홈 산업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설립되었다 구 도심 경.

계부인 성주동 천선 일반산업단지 중동 옆에 위치한 창곡동의 상복 일반,

산업단지 창곡 일반 산업단지가 건립되었다 또한 도심 내 군부대 이전, .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사단의 이전과 덕산 조차장의 이전으로 인39

해 도심 내 유효 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개발이 적극적으로 장려된다.



- 33 -

도심 외곽지역의 내서읍은 수곡 일반 산업단지 평성 일반 산업단지가,

계획되었다 그리고 북면은 평암 일반 산업단지 동전 산업단지 감계 일반. , ,

산업단지 무동 철강 산업단지가 계획되었다 하지만 통합 이후 추진 중이, .

던 감계 일반산업단지와 무동 철강 산업단지는 북면의 주택단지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증가와 그 수요의 변화로 인해 산업단지 계획이 년 최2016

종적으로 무산된다 또한 진해 국가 산업단지 및 배후단지 개발의 일환으.

로 신항만 주변에 죽곡 일반 산업단지 안골 일반산업단지 웅동 복합 관, ,

광단지가 계획되었다.

도시 경계부의 주택 공급 확대4)

통합 이전부터 주택 보급률 부족과 집값상승으로 인해 서민 주택 공급

확충을 지속적으로 논의 해왔다 통합 당시 통합 준비 위원회에서는. 2020

년까지 주택 보급률을 로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했다 지방110% .

자치단체 중 가장 부동산 가격이 높고 주택 보급률이 낮았기에 이를 혁

신하고자 보금자리 주택을 비롯한 국민임대주택과 시영임대아파트 건립을

정부 주도하에 특히 도심 외곽지역에 대규모로 계획했다 아래 표를 보면.

도심 부도심 경계부인 자은동 현동과 도심 외곽지역 경계부인 북면에 정- ,

부 주도하의 대량 주택 공급이 유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년. 2015

에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도래하기를 전망했다 하지만 시영임대아파트 국. ,

민임대아파트의 건립과 더불어 민간 아파트의 건립이 가속화되면서 2017

년 현재 주택 보급률 를 빠른 속도로 진입하였고 인구의 사회적 감소105%

로 인해 주택시장 미분양 문제가 장기 이슈화될 조짐이 보인다.39)

39) 창원시 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2014).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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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대수

계 국민임대 공공임대 분양

계 10,807 4,326 3,543 2,938

현동지구(LH) 1,962 1,124 138 700

현동지구 경남개발( ) 1,724 - 899 825

가포지구(LH) 3,128 1,902 1,111 115

진해자은 지구3 (LH) 3,005 840 867 1,298

창원일반산단 대산면( ) 528 - 528 -

진해석동(LH) 460 460 - -

표 관내 공공 분양 임대 아파트 추진현황[ 3-6] /

출처 창원시 홈페이지 재편집: . .

연도 년2011 년2012 년2013 년 이후2014

총규모 가구7,779 가구11,426 가구17,423 가구16,481

아파트

1,779 7,426 13,432 12,481

감계 현대 힐 스

테이트 차1

: 1,082

일신 휴먼빌

: 697

마산 오동동 주택조합

: 543

성산 양곡 건일 이엔씨

: 319

감계 덕산 : 812㈜

무동 피엠디스타 : 854

무동 피엠디스타 : 231

진해구 이동 뉴 중앙건설

: 103

감계 현대 힐 스테이트 차2

: 663

감계 현대 힐 스테이트 차3

: 573

가포 부영 : 984

메트로시티 차2 : 1,732

외동 시영임대: 52, : 560

자은LH 3 : 4,294

현동LH : 5,986

월영부영 : 3,152

가포LH : 3,128

사단부지39

: 5,700

대산LH : 893

시운학부 : 2,300

시운 관사( ) : 460

단독,

다가구

주택40)

6,000 4,000 4,000 4,000

표 관내 공공 민간 아파트 추진 현황[ 3-7] ,

출처 창원시 홈페이지 재편집: . .

40) 년까지 만 가구 조성2014 5 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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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 변화3.

인구 감소1)

이 밖에도 세 도시가 통합된 이후 가시적인 성과로써 년까지 인구2025

만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년 당시 약 만 명까지 총 인130 . 2010 116

구가 증가함에 따라 광역시로의 추진을 당위성을 확보한 듯 보였다 그러.

나 년 기준 만 명으로 감소했고 년 현재 만 명으로 인구가2016 107 2018 1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도심 외곽지역의 주택 분.

양과 산업단지의 완공으로 인해 년에는 인구가 약 만 명으로 증가2028 120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하다.

그림 인구변화 예측[ 3-6]

출처 이 영 이상헌 창원광역시 승격 종합 연구 재편집: · (2016). . p. 160.Ⅱ

이와 같이 통합 창원시의 출범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 원인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인근 지역으로의 전입 전출로 인한 인구 이동현상이 두드러짐,

을 유추할 수 있다 창원시 주변 도시의 인구변화를 볼 때 김해시 양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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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인구증가율이 감소추세이다 부산 진주 밀양의. , ,

인구는 다른 도시로 유출되는 추세이지만 김해와 양산은 인구의 유입이

크다 이 유입되는 인구가 모두 창원시에서 유입된 인구라고 할 수는 없.

다 하지만 통합 창원시의 위성도시인 김해 양산의 도시 구조적 특성상. ,

통합 이후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인근 지역으로 창원시의 기존 인구가 상

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시장 확보를 위해 이동한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구역 전입 전출
시군

구 내

시군구간

전입 계( )

시군구간

전출 계( )

시도간

전입 계( )

시도간

전출 계( )

순이

동

2007 136,145 139,392 61,203 37,036 38,136 37,906 40,053 -3,247

2008 142,144 139,831 64,308 40,208 37,895 37,628 37,628 2,313

2009 160,657 164,930 88,503 36,677 37,221 35,477 39,206 -4,273

2015 146,924 156,612 95,494 19,610 23,230 31,820 37,888 -9,688

표 인구 이동 단위 인[ 3-8] ( : )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kr)

구역 년2005 년2010
연평균증가율

(2005-2010)

인구이동

(2005-2010)
비고

부산광역시 3,657,840 3,600,381 -0.3 전입 전출< 정체

김해시 448,796 577,316 +5.2 전입 전출> 급속한 증가

양산시 224,943 260,239 +3.0 전입 전출> 지속적 증가

밀양시 105,651 98,564 -1.4 전입 전출< 지속적 감소

진주시 336,355 335,297 -0.06 전입 전출< 지속적 감소

표 주변도시 인구 이동 추이[ 3-9]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kr)

경제성장2)

물론 가 조 천억에서 조 천역으로 약 증가하여 기초 자GDP 21 7 30 4 40%

치단체 위의 쾌거를 달성한 측면이나 무역수지 위를 달성한 측면에서1 3

경제적 재정자립도 경제 성장적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41)

4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37170&cid=51943&categoryId=5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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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 창원 구 진해 구 마산의 재정 비율을 으로 책정하여, , 20 : 40 : 40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특히 구 진해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성장에 이바지했다.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3)

더불어 구 진해 구 마산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보강하고 녹,

지율 확보를 위해 전면 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거주

쾌적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을 통해 구도심인.

구 마산의 오동동 동서동 일대와 구 진해의 여좌동 일대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러한 시도로 인해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성과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광역시로 승격을 위한 노력4)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년 창원 시정연구원이 건립되어 통합 창원시의2014

미래 비전과 도시 계획을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문화 레저 관광이라는 테마로의 제안이 있었다, , .42) 또한 통합 창원시에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창원 광역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광역시 추진 위원회 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 기관을 바탕으로‘ ’ .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한 연구와 계획안이 제안되고 있으며 광역시로의 도

약을 통해 기존의 대도시에서 거대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42) http://chari.re.kr/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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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경계부 시가화 특성 및 형성요인4 .

절 경계부 분포현황과 특성1 .

경계부 분포현황1.

창원시의 경계부를 공간적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구 도심 경계부,

도심 부도심 경계부 도심 외곽지역 경계부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실- , .

제로 행정구역상 경계를 기준으로 동별로 분류한다면 구 도심 경계부에는

의창동 팔용동 구암 동 구암 동 합성 동 봉암동이 있다 도심 부도심, , 1 , 2 , 2 , . -

경계부에 해당하는 지역도 풍호동 자은동 현동 세 곳이고 도심 외곽지역, ,

에 위치하는 지역도 북면 삼진 웅동 내서읍 동읍 대산면 율하 곳에, , , , , , 7

해당한다 하지만 인구 통계와 개발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인구증가가 두드.

러지고 도시 기반 시설 및 도시 개발 계획이 착공되어 큰 변화가 있었던

지역은 단 곳이다 나머지 경계부 지역들은 사업 보류 재심의 예정계획7 . , ,

이기에 경계부 시가화 특성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된 지역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7 .

그림 통합 창원시 행정동[ 4-1]

출처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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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구역 2009 2017
면적

(㎢)

인구

증감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개발 특성 비고

구

도심

경계

부

의창동 37,570 37,419 8.23 -15143) 중동 유니시티 주거단지

팔용동 46,118 37,943 14.17 -8,175
스타필드 산업단지 상복 일반산업단지, ,

창곡 일반 산업단지

지역

연계

거점

성주동 26,589 27,752 24.94 +1,163

번 국도 번 국도 불모산 터널1020 , 25 , /

경상대학병원 천선 일반산업단지, /

고급 주택단지 타운 하우스 고급빌라, ,

구암

동1
13,034 10,847 2.38 -2,18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구암

동2
12,214 11,007 0.74 -1,20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합성

동2
11,203 9,851 1.93 -1,352 주택재개발 사업 보류

봉암동 2,135 4,092 6.16 +1,957
경남 타운 정보통신기술기업-ICT (

집적단지 조성계획)

석동 17,859 18,757 2.24 +898 공공주택 건설 사업 승인 (2016)

도심

부-

도심

경계

부

현동 2,274 9,774 19.52 +7,500

내부 순환도로 번국도 번 국도 번, 2 , 5 , 14

국도 마창대교 경남 지능형 홈산업, /

도시첨단 산업단지 보금자리주택지구/

자은동 12,514 17,083 6.11 +4,569
지역 간 순환도로 번 국도 번 국도, 2 , 25

보금자리 주택지구/

풍호동 17,506 27,144 7.38 +9,638 풍호 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심의

지역

연계

거점

도심

외곽

지역

경계

부

북면 11,705 30,440 73.71 +18,735

남해 고속도로 번 국도 물류, 79 , /

터미널 조성계획 평암 일반산업단지, ,

동전 산업단지 보금자리 주택지구/

부도

심

선정

내서읍 73,761 71,259 55.84 -2,50244)

중부 내륙고속도로 남해 제 고속국도, 1 /

물류 터미널 조성계획 평성 일반,

산업단지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역

중심

선정

율하 50,896 55,548 21.97 +4,652 번 국도 율하 택지 개발지구58 / 2

웅동 38,327 42,785 47.84 +4,458

남해 제 고속도로 석동소사간도로3 , /

신항만 건설 물류 터미널 죽곡 일반, ,

산업단지 안골 일반산업단지 웅동, ,

복합 관광단지 조성계획

부도

심

선정

삼진 18,777 21,503
157.4

5
+2,726

진동 마산간 도로 번 국도 삼정- , 2 /

그린코아 골드 코스트 조성계획

부도

심

선정

동읍 23,822 22,949 59.75 -873
동읍 덕산조차장 이전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

연계

거점

표 경계부 개발 특성[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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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된 경계부 특성2.

우선 내부 경계부에 해당되는 기존의 구 창원과 구 진해 구 마산의 사, ,

이에 위치한 곳으로는 성주동 중동 구 팔용동 구 의창동 일부 이 있다, ( , ) .

성주동의 경우 경사지가 심한 산으로 둘러싸인 도심 근교 주거지였고 중

동은 사단 군부지가 위치하여 개발이 제한되었던 곳이다 통합이후 팔용39 .

동 일부와 의창동일부가 중동으로 편입되면서 지금의 행정범위를 갖게 된

다 이 두 공간은 동시에 접근성의 부족으로 개발이 되지 않은 채 낙후지.

역으로 존재했다 하지만 도시의 통합으로 인해 중심부로 그 기능이 바뀌.

면서 도심 중심 주거지로써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창원 도시기본계획의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의 계획으로‘3 , 3 , 3 ’

인해 부도심에 해당되는 삼진 웅동이 일반산업단지 경제자유무역지구로3 , ,

개발되었다 이로 인해 도심과 부도심의 경계부인 구 마산과 삼진의 사. 3 3

이에 위치하는 현동 구 진해와 웅동의 사이에 위치하는 자은동에서 지방,

정부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배후 주거지역과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급격한

시가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농 어촌 마을의 성격과 산업단지 주거단지, ,

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도심 외곽지역 경계부 보다는.

토착민이 우세하고 정주인구의 비율이 높다 하지만 혼합도의 측면에서.

농 어촌 마을 산업단지 주거단지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기에 도심 와곽, , ,

지역의 경계부 보다는 혼합도는 떨어진다. 45)

이와 더불어 광역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도시 외곽 가로망이 구축되면서

도심 외곽 지역의 내서읍 북면 장유동 율하 지역의 시가화가 진행되고, ,

있다 이 세 지역은 모두 농산물 도소매업장 온천 관광 근교 농업지역 등. , ,

과 같은 특징적인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교외도시로 자립적으로 성장해

43) 분양 이후 명 인구 증감 예상+10,000

44) 분양 이후 명 인구 증감 예상+15,000

45) 창원시 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2014). 2025 .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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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도시 주변부 지역이다 하지만 도시의 통합이후 정부주(Urban Fringe) .

도하에 이뤄진 주거단지의 전면 재개발과 산업단지 물류센터 조성으로 인,

해 통합 창원시 전체 주거지역과 인구이동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본질적인 마을의 성격이 명확했기에 주거단지 산업단지가. ,

혼합되면서 이질적인 경관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심 부도심의 경계. -

부와 달리 유동적인 성향을 띠는 혼합적 공간이다 지리적 영향으로 도심.

부와 단절되어 발현하고 있고 도시 내부 자체 완결적 공간 구조적 특징이

있으므로 시간이 지난다면 충분히 자족성을 지니고 새로운 도심의 형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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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목 위성사진

구 도심

경계부 중동( ,

성주동)

도심 부도심-

경계부 현동( ,

자은동)

도심 외곽지역

경계부 북면( ,

내서읍 장유,

동 율하)

표 경계부 현황[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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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 내 경계부의 특성은 경계부가 위치한 도시 내 공간적 위치

에 따라 범주화되고 통합 이후 도시 공간 구조가 바뀜에 따라 도시 공간

특성 또한 함께 변화한다 아래 표에서 경계부 지역별 도시 공간이 어떠한.

특성의 변화를 겪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분류 구역 공간적 위치 도시 공간 구조 변화 도시 공간 특성 변화

구

도심

경계

부

중동 도심 사이 공간
구 도심 경계부 →

도심 주변부

사단 부지 낙후 지역39 ,

대규모 주상 복합→

주거 단지

성주동 도심 사이 공간
구 도심 경계부 →

도심 주변부

저밀도의 고급 주거

단지 고밀화된 고급→

주거 단지 대표적,

부촌으로 성장

도심-

부도

심

경계

부

현동
교통의 결절점,

교차로

도심 주변부 →

경계부

농촌 어촌 마을 농, ,→

어촌 마을 산업단지,

자은동
교통의 결절점,

교차로

도심 주변부 →

경계부

농촌 마을 농촌→

마을 고밀화된,

주거단지

도심

외곽

지역

경계

부

북면
도심과 단절된

외곽도시

근교 농지 →

경계부

과수 농업 온천, →

산업단지 고밀화된,

주거단지 베드타운:

내서읍
도심과 단절된

외곽도시

근교 농지 →

경계부

농산물 도소매업장,

철강 산업단지 →

고밀화된 주거단지,

철강 산업단지 이전 :

베드타운

율하 위성도시
근교 초지 →

경계부

농촌 마을 고밀화된→

주거단지 대표적,

위성도시

표 경계부 특성[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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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바탕으로 공간적 변화를 다이어그램으로 재구성 해본 그림은

아래와 같다 아래 그림에서 볼수 있듯 구 도심 경계부는 경계부적 성격에.

서 도심 주변부로 그 성격이 바뀌면서 도시 중심부로 점차 편입되어가는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광역 교통망의 신설로 도심 외곽지역으로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외곽지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외곽지역이 도심의 성

격을 부여받아 그 일대가 새로운 도심 주변부와 경계부로 그 성격이 바뀌

고 있다 또한 가로망 보강에 따른 도시 통합도가 증대되면서 도심 부도심. -

사이의 교통의 결절점이 새로운 경계부로서의 성격을 부여받으며 도시 전

반에 걸쳐 공간구조가 변화과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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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통합 전 도시 공간구조[ 4-2]

그림 통합 후 도시 공간구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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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구 도심 경계부 도심 중심부로 편입되는 양상2 . :

아래 지도에서 볼수 있듯 구 창원과 구 진해 구 마산 사이에 위치하는,

구 도심 경계부는 중동 성주동이다 구 마산과 구 창원 사이 중동은 평, .

지로서 지역 간의 연결이 양호했고 구 진해와 구 창원 사이 성주동은 불

모산과 대암산으로 인해 지역 간 단절이 존재했다 거시적인 측면으로 봤.

을 때 중동 성주동은 각각 낙후지역과 저밀도로 개발된 부촌마을로서 공,

업단지 농지가 혼합된 형태의 공간이었다 통합을 전후로 토지이용규제가, .

완화되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묶여있던 공간이 해제되고 구 진해 김,

해시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가 신설되면서 접근성이 향상되고 도시의 중심

부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중동은 주상복합주거단지 성주동은 기존의 부촌. ,

의 성격을 좀 더 강화시키는 고급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고층아파트들이

고밀화 되어가는 양상을 띤다.

그림 중동 성주동[ 4-4] ,



- 47 -

기존 도시 성격

점이적 공간

낙후지역 사단 중동 저밀도로 개발된 부촌: , 39 ( ) / ,

산지 대암산과 불모산 로 인한 구 진해와의 단절 성주동( ) ( )

▼

통합 이전 계획

사단 이전 중동39 ( )

▼

개발 형성 요인

토지이용규제 완화 토지 이용계획 변경 도시계획 조례 개정( , )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터널 구축

▼

통합 이후 변경사항

중동 유니시티 스타필드계획 및 착공 중동, ( )

고급 주택단지 착공 및 분양 성주동( )

▼

현재 도시 성격

고층의 고밀 개발

도시 중심부로의 변화

표 구 도심 경계부 지역 특징 변천과정[ 4-4]

최소한의 교통 인프라 구축1.

통합 창원시로 출범한 이후로 구 마산 구 진해 구 창원시의 연결성 강, ,

화를 위한 여러 계획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중동과 성주동은 교통 인프

라의 구축으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은 권역이다 구 창원시가 계획도시였.

고 기존에 창원대로라는 광로로 인해 구 창원 구 진해 구 마산을 유기적, ,

으로 연결하고 있었기에 별도의 간선도로의 구축이 무의미 했다.46) 아래

그림은 통합 창원시의 주요 가로망 신설 현황도이다 기존 인프라 외에 추.

가로 구축된 교통 인프라는 극히 제한적이다.

46) 안건혁 외 (1983). . . p. 45.昌原新都市 中 心地區 都市設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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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은 추가로 신설된 가로망은 없고 중동을 관통하는 도시철도의 준공

계획이 예정되어있다 상대적으로 성주동이 도시 통합으로 인해 구 진해와.

김해 부산과의 연결성이 강화됨에 따라 가로망이 보강되었다 성주동은, .

기존 창원 김해 부산으로 연결되는 번 국도가 확장되고 불모산 터- - 1020

널47)과 진해로 이어지는 안민터널 번 국도의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25 .

그림 주요 가로망 신설 현황도[ 4-5]

토지 규제 완화와 토지의 집약적 개발2.

토지 이용 계획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1)

중동 팔용동 의창동은 구 마산의 구암동과 인접한 구 창원시와 구 마, ,

산시의 경계부로서 아래 그림을 통해서 볼수 있듯 동을 둘러싼 대부분의

토지는 산지로 인해 개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관리지

역으로 구획된 곳이다 구암동은 일부 일반 공업지역이 있으나 대부분 일.

반 주거 지역이고 팔용동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으로 구성되어

47) 년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됨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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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면에 의창동은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중동은.

토지 용도의 이상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구획되어 개발이 제한된 곳이90%

었다.

하지만 통합 창원시로 행정구역이 변화함에 따라 의창동 팔용동의 일부,

가 중동으로 편입되고 보전용지로 지정되었던 사단 부지가 매매되었다39 .

기존의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되면서 주거용지로 토지 용도가 전환되는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더불어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인해 중심상업지역. ,

준 공업지역 준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모든 구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 , ,

률 완화되었다 이로 인해 도심부 지역일대에 고층 고밀 개발이 장려되어. ,

중동 유니시티 주거단지와 스타필드 산업단지로 재개발되고 있다.48)

그림 중동 토지이용계획[ 4-6]

출처 네이버 지도:

마찬가지로 성주동 또한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보전지역인 곳이

세 도시의 통합으로 인해 교통망이 구축됨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

도가 전환되었고 친환경 아파트단지인 중앙 블루아템이 건설되고 있다 또.

48) http://cafe.naver.com/themukja/5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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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 완화되고 년에 경상대, 2016

학병원이 성주동에 준공됨에 따른 파급효과로 성주동일대의 고급 주택단

지 타운하우스 고급 빌라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단지들이 들어서고 있, ,

다.49)

그림 성주동 토지이용계획[ 4-7]

출처 네이버 지도:

토지 및 건물의 규모의 다양성2)

아래 위성사진과 매핑에서도 볼수 있듯 중동과 성주동은 구 창원시 내

에서도 가장 양측 끝단에 위치하여 개발에 제한이 많았다 하지만 구 창원.

의 도시 계획적 특성상 도로의 폭이 넓고 외곽도로와 내부도로의 위계가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중동의 경우 의창동과 중동 일대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공간,

으로서 향후 사단 부지에 들어서게 될 아파트 단지의 면적과 규모를 비39

교할 때 스케일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매핑에서는 비워진 부분이.

49)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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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대규모 부지로서 필지 건물의 규모에서 기존 필지,

와 건물과 상당한 대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년 중동[ 4-8] 2009 그림 년 중동[ 4-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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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성주동의 경우는 기존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 단지들과 공장들이

개발되었던 곳이다 아래 매핑에서도 볼수 있듯 다양한 크기의 타운하우.

스 고급주택단지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케일 측면에서,

기존의 큰 스케일의 필지 건물과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매핑에, .

서는 비워진 부분이 공사 중인 공간으로서 필지 건물의 규모만 예측가능,

하지만 토지와 건물의 규모의 다양성이 예상할수 있다.

그림 년 성주동[ 4-10] 2009 그림 년 성주동[ 4-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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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부로 편입하는 성장 패턴3)

내부 경계부 지역은 기존 시가지가 존재하고 이 외에 개발되지 않았던

부지들이 전면 개발되는 형태이다 이 부지에 들어서는 건물의 용도와 형.

태 필지의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도시의 성장 패턴은 분리 부분 개발, ,

되어 콜라주를 이루는 형태로 도시가 성장하게 된다 특히 창원은 계획도.

시로서 년 통합 전까지 기존 계획당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기에 도시2010

의 통합에 따른 경계부의 부분 개발은 창원시 전역을 통틀어 이례적인 변

화라고 할수 있다.

기존에는 도시 중심부와 이질적인 혼재된 중첩된 성격을 지녔던 곳이,

분리 부분 개발을 통해 창원 중심부로서의 새로운 위상과 결부하여 창원,

의 중심지로 편입되어 나가려는 개발 특성을 유추할수 있다.

그림 분리 개발[ 4-12] 그림 중심지로의 편입[ 4-13]

조밀한 토지 이용 밀도4)

성주동▎

아래 사진을 통해서 볼수 있듯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데사코타 지역적

특징에서 언급된 도심과 근교 사이의 점이지대 완충공간이라는 성격은 점,

점 사라지고 있다 논 밭 그리고 산업공단이 어우러져 있는 과거 경계였. ,

던 흔적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고급 주거단지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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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으로 급격히 대체되고 있다 구 도심 경계부로서 기존에는 구 창원의.

경계였지만 지금 현재 도시의 중심부로 그 성격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림 구 도심 경계부 흔적[ 4-14]

그림 도시 중심부로의 변화[ 4-15]

중동▎

중동 또한 기존의 데사코타의 특성을 찾기는 힘들다 원이대로를 기준으.

로 반대편에 자리하던 오래된 단독 다세대 주택들이 새롭게 재개발되고,

사단부지가 개발되면서 기존 도시 중심부로 융합되어가고 있다 구 경계39 .

부의 흔적보다는 도심부의 확장을 엿볼 수 있다.

그림 좌 기존의 단독 다세대 주택 우 개발된 단독 다세대 주택[ 4-1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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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좌 공사 중인 사단 부지 우 개발될 마스터 플랜[ 4-17] : 39 / :

출처 : http://nocutnews.co.kr/news/4581415

높은 인구밀도와 정주인구3.

중동과 성주동은 도심부의 반림동 상남동과 비교해서 경계부에 위치했,

기에 토지 건물의 매매나 임대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곳이다 하지만, .

도심부로 그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성주동은 중산층이상의 사람들이 거주

하던 부촌으로서 성격이 부각되며 이 일대의 지가가 오히려 급등하게 되

었다 산지가 인접해있어서 도심부에 비해 쾌적한 거주성과 부촌이라는 이.

미지가 형성되면서 성주동으로의 집심현상을 볼 수 있다 반면 팔용동 의. ,

창동 일대에 거주하던 일반 시민 및 저소득층들은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합리적인 거주를 할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아래 표를 통해 볼 수 있다.

또한 인구밀도의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다른 경계부 지역보다 인구밀

도가 전반적으로 높다 도심 부도심 경계부인 현동은. - 명500.72 /㎢의 인구밀

도를 가지지만 구 도심 경계부의 인구밀도는 배 정도의 높은 인구밀도2-8

를 가지며 의창동 팔용동은 부촌인 성주동보다 확연히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다 실제로 의창동 팔용동은 성주동보다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작. ,

은 평수의 거주지가 많다 이를 통해 도시의 통합이 단지 도시형태 구조. ,

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람들의 거주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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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동 성주동은 한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하고 머무르는 정주인,

구의 비율이 높다 이에 대한 지역 주민의 몇 명의 인터뷰는 다음과 같다. .

질문 이 지역 주민들은 보통 몇 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많나요 그리고. ?

직장 학교 같은 통근거리를 기준으로 주된 생활권은 어디이신가요, ?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창원으로 내려온 이후 줄 곳 성주동에 거주하고“

있어요 년 되었나 저는 성주동 아래 전자 창원공단에서 일해요 성주. 10 , LG .

동 일대를 딱히 떠나서 생활할 이유가 없죠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타 지역.

에서 온 사람이 많지만 이 주변에서 일해요 최근에 대학병원 때문에 전문직

종군의 사람도 많이 오기도 했고 공단 사람도 많죠.”50)

원래 구암 동에 살다가 아이가 중학생되면서 팔용동으로 이사 와서 산“ 1

거 같아요 구암 동이 다가구주택단지라서 아파트로 이사했죠 남편은 국가. 1 .

산업단지에 있는 중공업에서 일하고 자전거 타고 다녀요 학원도 학군STX .

도 만족하는 편이고 집값이 저렴해서 여기서 살기 시작하고부터 이사갈 생각

을 해본적은 없어요”51)

분류 구역 인구밀도2009 ( ) 인구밀도2017 ( ) 면적(㎢) 증감

구 도심

경계부

의창동 37,570 (4,565.01) 37,419 (4,546.66) 8.23 -15152)

팔용동53) 46,118 (3,254.62) 37,943 (26,770.70) 14.17 -8,175

성주동 26,589 (1,066.12) 27,752 (1,112.75) 24.94 +1,163

표 인구 분포[ 4-5]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kr)

50) 창원시 성주동 주민 대 남성 김 씨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년 월 일40 oo . (2017 5 15 )

51) 창원시 팔용동 주민 대 여성 김 씨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년 월 일50 oo . (2017 5 15 )

52) 분양 이후 명 인구 증감 예상+10,000

53) 중동이 기존에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의창동 팔용동의 일부분이 중동으로 편입되어 이,

지역이 재편되었기에 중동의 자료 대신 의창동 팔용동의 자료를 부분 참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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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과 성주동은 상대적으로 도심중심부와 비슷한 평균연령과 중위연령

을 띠지만 고령자의 비율이 많지 않고 세대당 인구수도 명로 도2.5 - 3.1

심중심부로 그 성격이 바뀜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예측된다.

읍면동 별 세대
새대 당

인구

세65

이상

고령자

세65

이상

고령자

비율

성비
평균

연령

중위

연령

구 도심

경계부

의창동 15,253 2.50 3,794 10% 1.038858 40.2 41.8

팔용동54) 14,063 2.77 2,332 6% 1.100322 37.9 38.5

성주동 9,119 3.11 1,124 4% 1.128076 37.8 38.2

구 창원

도심

반송동 15,960  3.00 2,817 6% 1.022246 39.4 40.2

상남동 10,640 3.01 1,450 5% 1.02837 39.7 39.3

구 마산

도심

양덕 동1 5,634 2.30 1,711 13% 1.019529 42.3 43.8

양덕 동2 11,155 2.82 2,805  9% 1.024356 39.4 41.2

구 진해

도심

이동 4,959 2.18 1,458 13% 1.073997 42.6 43.4

충무동 2,055 2.16 1,013 23% 1.008993 45.9 47.5

표 인구 구성[ 4-6]

전국 기준 : 40.4 / 41.2

경상남도 기준 : 40.8 / 42.2

창원 기준 : 39.5 / 40.8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kr)

공업 서비스업의 의존4. ,

아래 표를 보면 년 의창동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2009

팔용동 성주동은 공업 종사자가 많았다 그리고 팔용동에서는 농업적 행, .

위가 존재했다 하지만 년 통계를 보면 의창동은 여전히 서비스업 종. 2015

사자가 많고 증가했다 반면 팔용동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증가하여 공업종.

사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도약했고 농업활동은 사라졌다 성주동은 년. 2009

당시와 유사하게도 공업 종사자가 많고 소폭 증가했다.

54) 중동이 기존에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의창동 팔용동의 일부분이 중동으로 편입되어 이,

지역이 개편되었기에 중동의 자료 대신 의창동 팔용동의 자료를 부분 참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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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사코타 지역 유형 과 비교했을 때 이 지역은 도심부로 성격1 (Konjuka)

이 바뀌면서 농업활동이 사라지고 공업 서비스업에 의존하며 대부분의 경,

제적인 활동은 비 농업적 활동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분류 구역 합계 농업 공업 서비스업

구 도심

경계부

의창동 6,992 0 1,542 5,450

팔용동 43,955 10 24,842 19,103

성주동 18,786 0 15,998 2,788

표 년 종사자수[ 4-7] 2009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kr)

분류 구역 합계 농업 공업 서비스업

구 도심

경계부

의창동 8,172 0 1,961 6,211

팔용동 44,878 0 22,230 22,648

성주동 20,041 0 16,287 3,754

표 년 종사자수[ 4-8] 2015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kr)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도시개발5.

중동 성주동은 다른 경계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개입이 적었,

던 지역이다 기존의 경계부에서 중심부로 성격이 바뀜에 따라 창원시가.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 행정구역 법정동의 재편과 같은 규제 완화를 허용,

했지만 그 외의 도시 조직에 변화와 관련해서는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개

발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사단의 부지이동 성주동 일대의 민간 개발업. 39 ,

자를 통합 다양한 주거형태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개입과 전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공간의 성격이 바뀌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에 대한 창원시 도시계획과 공무원과의 인터뷰 내용.

은 다음과 같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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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 도심 경계부였던 중동 성주동의 개발 패턴 자체가 창원시의 최. ,

소한의 개입이 있었고 전적으로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 급속도로 개발되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제나 개발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인가. ?

창원시 도시계획이 구 도심 도심 부도심 경계부 도심 외곽지역 경계“ , - ,

부에 대한 개발 계획위주이고 실제로 구 도심부 경계까지 고려하지는 못했

다 통합을 전후로 중동 성주동일대의 지가가 상승해서 사단 부지는 외곽. , 39

지역으로 이전계획이 있었고 그 외에 개발행위는 제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

다 이 지역이 이 정도로 과밀 개발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

데사코타 지역 유형 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개1 (Konjuka)

발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는 개발과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특성을 볼수 있다.

소결6.

기존에 구 도심의 경계였던 공간이지만 지금은 도심부의 성격으로 공간

의 특성이 전이되고 있다 첫째 공간적 특성으로는 기존 구 도심사이에 위.

치하여 도시 통합도 높은 공간이었기에 도시 경계부로 변해가는 다른 지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의 구축은 미미했다 둘째 토지 규제 완.

화에 의해 고층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의 다양한 고급 주, ,

거단지들로 채워짐에 따라 토지가 집약적으로 개발되고 다양한 크기와 용

도의 건물들이 들어선다 셋째 높은 인구밀도와 정주인구를 가진다 넷째. .

공업 서비스업의 종사자가 많고 대부분의 경제적인 활동은 비 농업적 활,

동에 의존하고 있다 다섯째 정부주도의 개발보다는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도시가 개발되는 특성을 지닌다.

55) 창원시 도시계획과 송 계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년 월 일oo . (2017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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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도심 부도심 경계부 급속한 시가화로 인한 혼재3 . - :

아래 지도에서 볼수 있듯이 구 마산과 삼진 구 진해와 웅동 지역 사이,

의 도심 부도심 경계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현동 자은동이다 현동 자은동- , . ,

은 전형적인 농 어촌 마을로서 도시가 통합됨으로 인해 광역 인프라가 구,

축되지 않았다면 도시가 개발될 가능성이 희박했던 지역이다 내부 순환도.

로 지역 간 순환도로 마창대교 안민터널과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고 그, , ,

인프라의 교통의 결절점에 위치하게 되면서 접근성이 강화된다 또한 도심.

부도심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시 공간 구조적 위상을 갖게-

되고 각종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된다 이로 인해 통합이전부터 계획되었던.

산업단지 주택단지 건설이 가속화되고 기존의 농 어촌마을과 새로운 산, ,

업단지 주거단지가 급속도로 혼재된 공간으로 변화한다, .

그림 현동[ 4-18] 그림 자은동[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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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시 성격

농 어촌 마을,

▼

통합 이전 계획

산업단지 경남 지능형 홈 산업 도시 첨단 산업단지 개발 계획( )

주택단지 개발 계획

▼

개발 형성요인

토지이용규제 완화 토지 이용계획 변경 도시계획 조례 개정( , )

도시기본계획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의 결점점으로 위상변화( )

▼

통합 이후 변경사항

첨단 산업단지 착공

추가 신설 주택단지 착공 및 분양

▼

현재 도시 성격

공업 서비스업 농업 어업이 혼재된 공간, , ,

표 도심 부도심 경계부 특징 변천과정[ 4-9] -

교통의 결절점 형성1.

다른 지역에 비해 현동 자은동은 도시 통합에 의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다 도시의 통합에 따라 구 마산 구 진해 구 창원시의 유. , ,

기적인 연결을 위해 환형의 내부 순환도로56) 지역 간 순환도로, 57)를 건설

했다 이로 인해 개발이 억제되었던 현동 자은동에 가로망이 건설됨에 따. ,

라 접근성이 강화되었다.

특히 삼진과 구 마산 사이에 위치한 현동의 경우 번 번 번 국도가2 , 14 , 5

보강되고 마창 대교58)가 건설되면서 현동교차로를 중심으로 현동이 발달

하고 있다 그리고 웅동과 구 진해 사이에 위치한 자은동은 번 번 국. 2 , 25

56) 현동 귀산 양곡 양덕 회원 출처 년 창원도시기본계획 보고서- - - - (L=23.5km) ( : 2025 )

57) 북창원 삼진 웅동 출처 년 창원도시기본계획 보고서- - ( : 2025 )

58) 가포동과 귀산동을 잇는 번 번 국도의 일부로서 남해안대로의 일부이다 출처 국토지리정보원2 -7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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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안민터널로 인해 년 이후 지속적으로 접근성이 높아졌다 년2000 . 2010

이후 안민터널 이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석동 자은동 일대가 개발되면서,

번 국도에서 뻗어 나온 가로망이 세분화되어 석동 자은동 교차로를 형25 ,

성한다 아래 그림을 통해서도 볼수 있듯 신설된 광역 교통 인프라로 인해.

기존 가로망의 교통의 결절점에 현동 자은동이 위치하게 되었다, .

그림 주요 가로망 신설 현황도[ 4-20]

토지 규제 완화와 토지 이용의 다양성2.

토지 이용 계획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1)

현동은 지도에서 볼수 있듯이 지역의 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설정되어95%

있었던 개발 억제 지역이었다 기존에 개의 농어촌 마을이 있었고 어업과. 8

농업 행위가 활발한 곳으로서 신마산과 구 마산의 도심외곽 지역이었다.

년 경남지능형 홈 산업 도시 첨단 산업단지의 조성계획으로 인해 덴2008

소 일렉트로닉스가 들어서면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 통합 이후 자연녹지지역이 해제됨.

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어 개발되고 있다 또한 자연녹지.

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내의 모든 개발 규제가, , ,

완화되면서 건폐율이 최대 이하로 완화대고 증축의 경우 최대8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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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완화되는 규정으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되면서 창원시 내에서 자은지구 중리지구 현, ,

동지구 세 곳이 선정되었고 현동 교차로 일대가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

파트 단지로 건설되고 있다 현재 중흥 클래스 단지와 현동 그린품. S 1, 2 LH

애아파트가 건설되었다 기존의 농어촌 집단 취락지구와 산업단지 대규모. ,

주택 아파트단지가 혼재된 독특한 토지이용을 볼수 있다, .

그림 현동 토지이용계획[ 4-21]

출처 네이버 지도:

또한 자은동 일대도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보전지역으로 존재했으

나 도시의 통합과 안민터널 건설 이후 신시가지가 경화동에서 석동 일대

로 발달함에 따라 자은동 일대의 토지규제가 완화되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었다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 , ,

산관리지역 계획관리 지역 내의 모든 개발 규제가 완화되면서 개발이 장,

려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현동과 마찬가지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되었고 중흥 클래스 아파트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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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자은 프라임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에일린의 뜰 자은 블록 아, LH . , 3A

파트가 각각 년 월과 년 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기존의 농촌2017 10 2018 1 .

취락지구였기에 기존의 자연 발생형 마을과 계획된 대규모의 주거단지가

혼재된 토지이용을 볼수 있다.

그림 자은동 토지이용계획[ 4-22]

출처 네이버 지도:

자연발생형 취락지구와 계획된 공공주택 지구2)

현동과 자은동은 구 마산시와 구 진해시의 도시 외곽 농촌마을로서 개

발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이었다 하지만 가로망의 신설과 토지용도 규제완.

화로 인해 대규모 단지가 삽입되면서 아래 위성사진과 매핑에서 볼 수 있

듯 중동 성주동과는 다른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

우선 현동의 경우 개의 자연 발생형 농촌 어촌 마을이 산재했다 이후8 , .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되면서 기존의 면적을 지니는 단독 주택과 대조90㎡

되는 이상의 단위 주거로 구성된 아파트와 대규모 단독주택이 들어서85㎡

면서 건물의 규모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59) 특히 아파트 단

59) 창원시 주택 통계연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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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특성상 필지의 규모가 크고 정형을 가지지만 상대적으로 농어촌 집

단 취락 지구의 경우 필지의 크기가 작고 모양이 균질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림 년 현동[ 4-23] 2009 그림 년 현동[ 4-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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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좌 자연 발생형 기존 취락지구 우 계획된 공공주택지구[ 4-25] : / :

출처 네이버 지도:

자은동의 경우도 유사하게도 자연 발생형 농촌 마을과 공공주택지구로

인한 아파트 단지의 조성으로 인해 기존의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필지 건,

물 규모면에서 확연히 대조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년 이전. 2009

에도 지속적으로 기존의 취락지구 사이에 필지 건물들이 부분적으로 개발,

되어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모습을 매핑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와 지금현재 공공 주택 지구에 세워지고 있는 아파트단지

의 건물의 규모나 형태도 상이하다 마찬가지로 집단 취락 지구는 필지 규.

모가 작고 모양이 균일하지 않지만 후에 계획된 아파트 단지와 주거단지

는 모양이 균일하고 정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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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 자은동[ 4-26] 2009 그림 년 자은동[ 4-27] 2017

그림 좌 자연 발생형 취락지구 우 계획된 공공주택 지구[ 4-28] : / :

출처 네이버 지도:

중첩하는 성장 패턴3)

도심 부도심 경계부는 곳곳에 산재한 집단 취락 지구가 존재하고 기존-

의 취락지구 사이에 개발되지 않았던 부지 혹은 기존 부지를 허물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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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되는 형태이다 내부 경계부 지역과 유사한 패턴을 띠고 있지만 도.

시조직의 일부가 단순히 삽입되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 도시조직이 새롭게

개발되는 도시조직과 중첩되면서 복합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

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현동과 자은동은 통합 이전에는 명확하게 자연 발.

생형 취락지구가 조성되었고 그 사이에 계획된 도시조직이 삽입되고 중첩

되면서 도시가 성장하고 있다.

그림 중첩[ 4-29]

토지 이용 밀도의 증가와 이질적 풍경4)

현동▎

데사코타 지역적 특징에서 언급한 도심과 근교 사이의 완충지역이라는

성격을 느낄수 있는 곳이다 기존에는 근교 농업 어업이 이뤄졌지만 지금. ,

은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완충공간으로서 성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아래 사진에서 볼수 있듯 산업단지 농촌 어촌은 여전히 산재해 있고 논, , ,

밭도 여전하다 일부 지역이 주거단지로 시가화 되면서 예전에 비해 토지.

이용 밀도가 높아졌고 데사코타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 있는 인

프라 구축과 산업화로 인해 급속도로 도시화되어가고 있는 혼재된 공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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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존 농 어촌 마을 풍경[ 4-30] ,

그림 개발되고 있는 주거단지 산업단지의 풍경[ 4-31] ,

현동에서 찾아 볼수 있었던 독특한 현상은 기존에 개발이 전혀 되지 않

은 도로만 있던 공간이었기에 무인모텔 주유소 펜션 낚시 용품가게들을, , ,

현동으로 향하는 도로 곳곳에서 볼수 있었는데 이질적인 공간이 그 장소

를 옮기기 보다는 잔존하는 상태에서 주거지 학교가 들어서는 아이러니한,

경관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도시정책국 공무원과의 인터뷰는 다.

음과 같다. 60)

질문 도심 부도심 경계부에 위치한 현동지역의 경우 몇 가지 갈등의 형태. -

가 보인다 기존 도시 외곽지역에 존재하는 무인모텔 주유소 펜션 같은 숙박. , , ,

편의시설의 존재를 알았을텐데 보금자리주택 지구 선정 및 개발 착공단계에서

토지 보상 및 이전을 추진하는 식의 이전은 고려하지 않았나?

60) 도시 정책국 김 주무관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년 월 일oo . (2017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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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구에 모텔이 위치하고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이상 떨어“ 200m

진 곳이기에 문서상 큰 문제가 없어서 인허가를 줬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지 예상하지 못했다 토지 보상은 불가능하다 주유소 무인모텔 숙박시설이. . , ,

기존에 합법화되어 이미 들어선 시설이므로 이전은 불가하다.”

그림 무인모텔과 주거지[ 4-32]

또한 통합 전후로 추가로 신설된 교통망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교통

망이 단절되거나 고립되는 마을도 생기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도시정책국 공무원과의 인터뷰는 다음과 같다. 61)

질문 현동 임곡 국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차로의 확장으로 인해 가드레일. - 2

을 설치하면서 오산마을이 고립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실제로 추가로 개발.

되는 가로망으로 인해 이 마을 뿐 아니라 다른 마을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

는데 광역 교통망 건설시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나?

사실 이 도로공사는 창원시 통합 이전에 계획되어있었고 통합 이후 도“

로 차선이 조정되면서 교차로를 신설해서 불편을 없애려했다 기존 마을이.

있고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다보니 생긴 이해관계의 문제이다 다수의 효율을.

61) 도시 정책국 김 주무관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년 월 일oo . (2017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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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누군가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림 국도 확장과 마을고립[ 4-33]

출처 경남 도민일보 년 월 일 화요일: (2012 07 03 )

자은동▎

자은동 또한 현동과 마찬가지로 초기 데사코타의 공간적 특성을 느낄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볼수 있듯 기존의 배후 주거지들과 논 밭으로 이. ,

용되어지는 지역이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전면 개발됨에 따라 토지 이용밀도가 높아지고 있다 근교 농업 지역에서.

도심부와 근교 사이의 자연 발생형 주거지와 계획 주거지가 혼합된 독특

한 전이 공간의 모습을 볼수 있다.

그림 기존 농촌 마을 풍경[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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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개발되고 있는 주거단지 산업단지의 풍경[ 4-35] ,

높은 인구밀도와 정주 인구3.

현동과 자은동은 내부 경계부였던 중동과 성주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

시 통합으로 인한 인구밀도의 증가 폭이 크고 외부 경계부와 비교했을 때

도 비슷한 수준의 변화를 관찰할수 있다 도심 부도심이라는 공간 위상의. -

변화는 현동의 인구밀도를 년 대비 배 증가시켰고 자은동의 경우2009 4.2

년 대비 배 증가가 있었다 도시 통합과 부도심의 발달로 인해 접2009 1.3 .

근성이 높아지고 주택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현동 자은,

동으로 그 터전을 옮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면적은 현동이 자은.

동보다 년은 정도의 인구밀도였지만 년 의 인구밀도를 지2009 1/6 2017 1/2

니는 것을 볼 때 현동의 발달의 정도가 자은동보다 파급력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도심 외곽지역 경계부에 비해 현동 자은동은 정주인구가. ,

높은 편인데 특히 현동의 경우 도시 내에서 산업단지와 주택보급으로 인

해 일하고 상주할 수 있는 자족성이 높아졌고 자은동 또한 이주민보다는

토착민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현동 자. ,

은동 동사무소 직원과의 인터뷰는 다음과 같다.

질문 이 지역의 정주인구와 유동인구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구 마. ?

산 구 진해 구 창원시로 통근하는 인구가 많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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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소 일렉트로닉스가 들어오고 주택이 대량 보급되면서 도시 내에서“

생활권을 두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인접한 농 어촌 마을은 워. ,

낙 나이든 분도 많고 시내까지 나가는 분이 원래 없어서 상권이 형성만 잘.

이뤄진다면 현동에 자사고 들어와서 오히려 학군도 좋아질 것 같아요.”62)

아직 공사 중이라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자은동 일대가 원주민의 비율이 높고 인접한 석동에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

어서 구 창원시로 나가는 사람의 비율이 적어요 창원 공단 웅동 신항만으로. ,

통근하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지역 토착민이 많은 편이예요 공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집값도 싸서 오히려 전입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예요

.”63)

분류 구역 인구밀도2009 ( ) 인구밀도2017 ( ) 면적(㎢) 증감

도심 부도심-

경계부

현동 2,274 (116.50) 9,774 (500.72) 19.52 +7,500

자은동 12,514 (2,048.12) 17,083 (2,795.91) 6.11 +4,569

표 인구 분포[ 4-10]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kr)

기존 도시 중심부와 비교 했을 때 현동을 제외한 자은동의 평균연령과 중위

연령은 대 중반의 자녀가 있는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다 현동의 경우 기30 .

존 농어촌 마을이고 도시화로 인해 젊은층의 유입이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

에 그 변화가 느린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62) 현동 동사무소 직원 김 씨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년 월 일oo . (2017 3 16 )

63) 자은동 동사무소 직원 이 씨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년 월 일oo . (2017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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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별 세대
새대당

인구

세 이상65

고령자

세 이상65

고령자

비율

성비 평균연령 중위연령

현동 2,621 2.55  851 13% 1.065098 41.2 43.0

자은동 5,684 2.73  1,310  8% 1.019512 36.2 37.9

반송동 15,960  3.00 2,817 6% 1.022246 39.4 40.2

상남동 10,640 3.01 1,450 5% 1.02837 39.7 39.3

양덕 동1 5,634 2.30 1,711 13% 1.019529 42.3 43.8

양덕 동2 11,155 2.82 2,805  9% 1.024356 39.4 41.2

이동 4,959 2.18 1,458 13% 1.073997 42.6 43.4

충무동 2,055 2.16 1,013 23% 1.008993 45.9 47.5

표 인구 구성[ 4-11]

전국 기준 : 40.4 / 41.2

경상남도 기준 : 40.8 / 42.2

창원 기준 : 39.5 / 40.8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kr)

공업 서비스업 농업의 혼합된 풍경4. , ,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 실제로 논 밭은 많고 농촌 어촌 군락이 형성, ,

되어있지만 년 표에서 볼 수 있든 현동 자은동에서 주업으로 농업을2009 ,

하는 사람은 없음을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년은 현동. 2015

에서 공업 서비스업 종사자가 모두 증가했지만 공업 종사자의 비율이 서,

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을 역전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년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기도 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들이 공업2009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자은동은 년 공업. 2015

종사자의 비율은 더욱 감소하고 서비스 비율은 증가했고 공업 종사자 비

율보다는 서비스 종사자 비율이 우세하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듯 데사코.

타 유형 의 특징과 유사하게 경제적 활동은 비 농업적 행위에1 (Konjuka)



- 75 -

서 기인하지만 주거 공업 농업이 혼합된 풍경이 나타나는 공간임을 유추, ,

할 수 있다.

분류 구역 합계 농업 공업 서비스업

도심 부도심-

경계부

현동 479 0 171 308

자은동 1,666 0 691 975

표 년 종사자수[ 4-12] 2009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kr)

분류 구역 합계 농업 공업 서비스업

도심 부도심-

경계부

현동 2,480 0 1,738 742

자은동 1,805 0 596 1,209

표 년 종사자수[ 4-13] 2015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kr)

지방 정부의 개입에 의한 도시개발5.

현동 자은동은 내부 경계부에 비해서 지방정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는,

많았던 곳이다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심 부도심사이의 연결성 강화를 위. ,

해 다리 국도와 같은 가로망이 신설되었다 또한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선, .

정을 통해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의 주거단지를 유치시켰다.

데사코타 지역 유형 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개발1 (Konjuka)

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적극 장려되고 기존 공간의 특성과 중첩

되며 혼합성을 갖게되는 특성을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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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6.

기존에 도시 주변부로 존재하던 전형적인 농 어촌마을이 지금은 도심, -

부도심사이의 경계부로서 급속한 시가화로 인한 혼재된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첫째 공간적 특성으로는 광역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생긴 교통의 결.

절점에 위치하게 됨으로서 접근성이 강화된 공간이다 둘째 토지 규제 완.

화로 인해 기존의 자연 발생형 취락지구 위에 계획된 산업단지 주거단지,

가 건설됨에 따라 이절적인 요소들의 중첩에 의한 토지 이용의 다양성과

높은 토지 이용밀도가 나타난다 셋째 높은 인구밀도와 정주인구를 가진.

다 넷째 공업 서비스업에 종사자가 많고 경제적인 활동은 비농업적인 활. ,

동에서 기인하지만 공업 서비스업 농업의 혼합된 풍경을 볼 수 있다 다, , .

섯째 지방 정부의 개입에 의해 급속도로 도시가 개발되면서 혼잡성을 띠

는 특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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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도심 외곽 지역 경계부 점이적 성격의 베드타운4 . :

도심 외곽지역에 해당하는 경계부 지역은 북면 율하 내서읍으로 한정, ,

지을 수 있다 이 도시들은 각각 구 창원 구 진해 구 마산의 외곽도시로. , ,

써 개의 산지로 인해 기존 구 도심과 단절된 상태로 발전해왔다 거시적6 .

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각 공간은 공간 고유의 자족적 특성이 지닌 공간이

었다 통합 이전 이미 여러 가지의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개발 계획이 있었.

다 그리고 이로 인해 도심 외곽지역이 더욱 개발될 것이라는 개발 심리가.

존재했다 통합 전후로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고 북면은 부도심으로 내서.

읍은 지역중심으로 선정되면서 공간의 위상이 달라졌다 광역 교통 인프라.

의 구축은 단기간 많은 인구이동을 유발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주택단지의 규모가 커지면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기존에 계획되었던 일

반산업단지의 유치가 한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산된다 이로 인해 기존의.

공간적 특질과 고층의 아파트들의 대비를 이루는 점이적 성격의 베드타운

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다.

그림 북면 내서읍[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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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율하[ 4-37]

기존 도시 성격

특징적인 공간 특질 보유

과수농업 온천 북면 농산물 도소매업장 철강산업단지: , ( ) / ,

내서읍 농촌마을 율하( ) / ( )

개의 산으로 인한 기존 도심부와 단절6

▼

통합 이전 계획

산업단지 수곡 평성 일반 산업단지 평암 동전 감계 일반( , / , ,

산업단지 무동 철강 산업단지 개발 계획, )

주택단지 개발 계획

▼

개발 형성 요인

토지이용규제 완화 토지 이용계획 변경 도시계획 조례 개정( , )

도시기본계획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

통합 이후 변경사항

동전 일반산업단지 착공 기타 산업단지 무산( )

주택단지 착공 및 분양

▼

현재 도시 성격

기존 공간 특질을 가진 점이적 성격의 베드타운으로 전락

표 도심 외곽 지역 특징 변천과정[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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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1.

창원시가 통합됨에 따라 가장 많은 인프라의 구축이 있었던 곳은 북면,

내서 율하 지역이다 이 도시들은 구 창원 구 마산의 외곽도시로서 통합, . ,

이전까지 그 중요도가 부각되지 않았던 도시이다 하지만 통합으로 인해.

북면 삼진 웅동이 부도심 삼진 내서 구산 북면 대산 동읍 팔용 웅동, , 3 , - - , - - - , -

풍호 신마산으로 지역중심으로 도시 구조로 재편되면서 이 지역 중심으- 3

로 대대적인 인프라와 가로망의 신설이 있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외부.

순환도로64)와 지역 간 순환도로65)와 같은 통합 창원시를 아우르는 교통망

체계가 계획되었고 구축되고 있다 그리고 북면의 경우는 남해고속도로와.

번 국도의 확장과 북 창원 가 건설되었고 내서 지역은 기존 구마고속79 IC

도로가 보강되면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확장되고 남해 제 고속국도가 보1

강되고 내서 가 건설되면서 접근성이 강화되었다 율하는 번 국도에IC . 1020

서 이어지는 번 국도가 부분 보강되면서 가로망이 지금의 모습으로 자58

리 잡게 된다.

그림 주요 가로망 신설 현황도[ 4-38]

64) 구산 풍호 봉림 내서 태봉- - - - (L=70.5km)

65) 북창원 삼진 웅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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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규제 완화와 토지 이용의 다양성2.

토지 이용 계획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1)

북면 내서 율하는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의 경계부로서 개발 억제, , , ,

지역에 자리하고 있고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부분이 이미 시가화 되어있

거나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있었다 구 창원의 외곽도시였던 북면의 경우.

구 창원과 북면 사이에 정병산이 있어서 도심부와 지리적으로 단절되어있

다 북면이 기존에 온천을 이용한 관광업과 단감재배와 같은 과수 농업이. ,

발달한 곳이다 관광업이 발달한 구 시가지는 일반 상업 지역 일반 주거. ,

지역이 형성되어있고 그 외에 북면의 의 지역은 농림지역 계획관리70% , ,

보전관리 지역이었다 번 국도를 따라 나뭇가지를 형상으로 제 종 일반. 79 1

주거지역이 형성되는데 이는 소백산맥의 끝자락으로서 경사가 심해서 산

맥을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감계 무곡 무동 도시개발 구역으로서 감계 무동지역은 계획 관리, , ,

지역이 제 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1

있다 또한 계획 관리 지역을 일반산업단지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동전 산.

업단지 감계일반산업단지 무동 철강 산업단지 계획안이 수립되었고 이를, ,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도시계획 조례가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 , ,

지역의 유통시설 공업시설 용지를 각각 최대 건폐율 까지 완화, 60%, 80%

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생산 관리지역 온천 공보구역 및 온천. ,

원 보호지구 내에 숙박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의 준공이 허용됨에 따라, ,

관광업의 발달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건축제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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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북면 토지이용계획[ 4-39]

출처 네이버 지도:

또한 내서지역의 경우 북면과 마찬가지로 무학산에 의해서 구 마산과

지리적으로 단절되어있으며 내서읍을 기준으로 동쪽의 무학산 자체가 개

발제한구역이고 서쪽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

다 내서 주변의 상업지역 그 북측은 모두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지. IC

역 계획 관리지역이고 내서읍을 관통하는 광려천을 따라 동편은 일반 공,

업지역 서편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있다 내서지역의 남단은 자연, .

녹지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구성되었으나 주거단지와 공단이 광려천을 따라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고 민간 아파트 단지의 보급을 위해 자연녹지지역과

농림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되었다 또한 도시계획 조.

례 개정에 의해 북면과 마찬가지로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

완화 규정이 있었고 특히 생산 관리 지역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 ,

과점의 준공이 허용됨에 따라 개발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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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내서읍 토지이용계획[ 4-40]

출처 네이버 지도:

또한 율하 지역은 가 자연녹지지역에 둘러싸여 있고 전원도시라는60%

컨셉에 맞게 나머지 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잔존한다 기존의 생산녹지40% .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용도 변경이 허용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내에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된 아이러니한 현상의 관찰이 가능하다 북면과.

내서 지역과는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 완화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개발이 장려된다.



- 83 -

그림 장유동 율하 토지이용계획[ 4-41] -

출처 네이버 지도:

2) 자연발생형 취락지구와 계획된 공공주택 지구

북면 내서 율하는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의 외곽도시로서 도심 부, , , , -

도심 경계부와 마찬가지로 관광업 공업 농업이 주업이었고 주거지는 자, ,

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곳이 대부분이었다 외곽도시이기 때문에 나들목이.

존재하고 국도 고속도로를 통해서 진입이 가능하고 국도를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있다.

북면의 경우 기존에 관광업이 발달해 있는 구시가지는 북쪽에 있지만

최근 개발되고 있는 감계 무동지구는 북면의 남단에 위치해있고 기존 취,

락지구가 존재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됨에 따

라 독특한 필지와 건물의 형태 배치의 대비를 볼수 있다 보금자리 주택, .

지구로써 일신 휴먼 빌 감계 현대 힐 스테이트 감계 덕산 감계 프루지, , ,㈜

오 무동 피엠디스타와 같은 임대주택이 보급되고 무동 센텀 파라디아 무, ,

동 코아루파크 아파트 또한 민간 건설업자에 의해 보급된다 아래 그림은.

기존 주거지역의 필지 모양과 감계지구가 계획되면서 새롭게 구획되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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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모습이다 그 크기와 모양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매핑을. .

통해서 건물의 크기와 밀도의 대비를 발견할 수 있다 기존의 취락지구 주.

변에 감계지구가 들어섬에 따라 기존 취락지구가 잔존하면서 신시가지가

구획되면서 발생하는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년 북면[ 4-42] 2009 그림 년 북면[ 4-4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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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좌 자연 발생형 취락지구 우 계획된 감계지구[ 4-44] : / :

출처 네이버 지도:

내서지역의 경우 기존에 공업단지가 광려천의 동쪽으로 하천을 따라 발

달하고 있고 평성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에 있다 또한 년 대비. 2009

년에 광려천 서쪽의 주거지역의 이례적으로 확산한 모습을 관찰할 수2017

있다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중흥 클래스가 중리부분에 건설되고 위드필. S

타운하우스 라임하우스와 같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특히 공업단지의, .

필지나 건물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주거단지의 필지와 건물에 비해 크고

기존 주거단지는 신설된 주거단지에 비해 필지나 건물의 규모가 작음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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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 내서[ 4-45] 2009 그림 년 내서[ 4-4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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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좌 서쪽 주거단지 동쪽 공업단지[ 4-47] : /

출처 네이버 지도:

율하 지역의 경우 전형적인 농업이 행해지던 도시였다가 구 창원의 주

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도시이다 기존 주거지가 산자락을 따라 가장.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기존주거지 안쪽에 계획된 주거단지가 겹겹이 중첩

되어 나타남을 볼수 있다 율하 택지 개발 지구에 원메이저 블록 자이 힐. 2 ,

스테이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편한 세상 원 로얄 듀크 모아미래도 아파e , ,

트가 건설되었다 기존 주거지의 소규모 단독 연립 주택에 비해 아파트. ,

단지의 거대한 스케일이 대비를 이루는 것을 매핑을 통해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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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 율하[ 4-48] 2009 그림 년 율하[ 4-49] 2017

그림 자연 발생형 취락지구 계획된 율하지구[ 4-50] /

출처 네이버 지도:

독립적인 성장 패턴3)

기존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북면 내서 율하 지역의 경우 기존, ,

도심과는 달리 분리 단절되어 성장해왔고 도심과 가로망으로 연결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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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하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구역이다 특히 산자락 하천과 같은 지. ,

리적인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기존도시가 성장해왔고 도시 통합 후

새로운 도시조직이 그 주위에 삽입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가 중첩되면서.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파편화되어 발달하는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창원.

의 독특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서 외부 경계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도시

성장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다.

그림 파편화[ 4-51] 그림 중첩[ 4-52]

토지 이용 밀도의 증가와 이질적 풍경4)

북면▎

북면은 기존 데사코타의 이론의 전형성을 띠는 공간이다 기존의 관광업.

이 발달했던 구시가지와 농업행위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 지역과 별

개로 개발되지 않았던 부지가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의 건설 주택단지의,

건설을 통해서 기존 취락지역과 혼재되는 풍경을 관찰할 수 있다 구 시가.

지에 비해 새롭게 형성되는 신시가지는 토지 이용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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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존 관광업 농업 풍경[ 4-53] ,

그림 주거단지 건설로 인한 혼합적 풍경[ 4-54]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북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갈등 상황이 있었는

데 기존에 승인된 무동 철강 산업단지와 기타 일반산업단지의 유치 유무에

대한 토착민과 이주민간의 갈등이 있었다 또한 주택단지의 대량 건설로 인.

해 기존 농지의 지가가 상승하고 교통인프라가 재구축되면서 농민들의 농업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자 주택단지 건설을 반대하는 움직임 또한 도시 곳곳

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도시계획과 공무원과의 인터뷰는 다음과.

같다.

질문 무동 철강 산업단지와 기타 일반산업단지의 준공계획이 보류가 되었.

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인가 또한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갈등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창원시 정부의 입장과 개발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되고 민간에서도 주택시장“

개발을 추진하면서 자족성을 가지는 부도심을 향한 계획은 일단 보류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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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시정가능하다면 산업단지 유치는 창원시 당국에.

서 원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기존에 농업 관광업이 주된 사업이었기에 어느. ,

정도 갈등은 예상했던 바이다 그렇다고 주택단지 건설을 중단할 계획은 없.

다.” 66)

그림 무동 철강산업단지 반대 시위[ 4-55]

출처 시사코리아뉴스 년 월 일: (2012 05 15 )

그림 주택단지 건설 반대 시위[ 4-56]

실제로 북면의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쇠퇴하던 마금산 온천지구가 활기

를 되찾게 되었고 이로 인해 펜션과 숙박시설들이 개발되면서 토지이용의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도시계획과 공무원과의 인터뷰는 다음.

과 같다.

질문 북면 감계 무동지구의 개발에 따라 북면 온천지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

데 예상한 결과인가 그리고 기존의 관광업 농업과 새로 들어서는 주택지구? , ,

산업단지의 괴리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주택공급 산업단지 건설에 초점을 맞추“ . ,

었지 북면 구시가지가 활성화될 것은 예상치 못했다 기존 관광업 농업을 행. ,

하던 구역과 새롭게 주택과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공간 사이의 거리가 있어서

큰 문제나 갈등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택건설이.

확장되면서 공간적 이질감이 발생하고 있음은 동의한다.” 67)

66) 도시계획과 개발 인가담당 김 계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년 월 일oo . (2017 4 20 )

67) 도시계획과 개발 인가담당 김 계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년 월 일oo . (2017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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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북면 관광업 활성화[ 4-57] 그림 북면 온천테마파크 건설[ 4-58]

내서읍▎

북면과 마찬가지로 기존 데사코타 지역의 전형성이 관찰되는 공간이다.

기존의 공업단지와 저층의 소규모 주택들이 밀집한 주거지역과 새롭게 광

려천을 따라 남쪽으로 끝없이 확장되어가고 있는 신시가지의 모습은 구

마산시의 도시조직과 유사성을 띤다 또한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층위.

가 나눠져 겹겹이 쌓이면서 발달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광려천을 따라 남

단으로 내려가면 도시 형성의 역사를 관찰 가능하다 공업단지 구시가지. , ,

신시가지가 혼합되어 있지만 동 서 남 북으로 분리되어 존재한다, , , .

그림 동쪽의 공업단지 풍경[ 4-59] 그림 기존 구시가지 풍경[ 4-60]

그림 서쪽의 주거단지 풍경[ 4-61] 그림 주거단지로 인한 혼합적 풍경[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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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동 율하-▎

율하 지역도 데사코타 지역의 특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기존의 농업.

행위가 나타나던 논 밭과 취락지구와 도시 통합 이후 계획을 통해 건설된,

아파트 단지 상업단지가 혼재되는 성격을 볼수 있다 특히 북면과 내서에, .

비해 층수가 낮고 인동간격이 넓어서 전원풍의 아파트단지를 볼 수 있다.

그림 주거단지 상업단지 건설[ 4-63] ,

그림 주거 상업단지 건설로 인한 혼합적 풍경[ 4-64] ,

높은 인구밀도와 유동 인구3.

북면 장유동 율하는 내부 경계부 도심 부도심 경계부와 비교했을 때, , -

인구밀도의 변화가 크다 특히 북면의 경우 년 대비 인구가 배가량. 2009 3

증가했다 감계 지구의 개발에 따른 인구의 이동을 볼수 있다 율하 지역. .

또한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볼수 있다 반면 내서지역의 경우 주거단지들1/5 .

의 건설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는 감소한 수치인데 기존의 공업단지

가 인근 함안 창녕 쪽으로 지가를 줄이기 위해 이전하면서 인구의 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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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 중인 주거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향.

후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분류 구역 인구밀도2009 ( ) 인구밀도2017 ( ) 면적(㎢) 증감

도심 외곽지역

경계부

북면 11,705 (159.97) 30,440 (416.02) 73.71 +18,735

내서 73,761 (1,320.93) 71,259 (1,276.13) 55.84 -2,502.0068)

율하 50,896 (2,316.61) 55,548 (2,528.357) 21.97 +4,652

표 인구 분포[ 4-15]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kr)

기존 도시 중심부와 비교 했을 때 도심 외곽지역 경계부의 평균연령과

중위연령은 대 중반의 자녀가 있는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다 지가가30 .

저렴한 도심 외곽지역으로 신혼 부부 젊은 부부들이 이동을 한 결과로 예,

상된다 특히 북면 율하 지역의 경우 실제 중위 평균 연령대가 낮을 뿐. , ,

아니라 고령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볼수 있는데 지역을 직접 방문하

면 그 도시공간의 체감 나이는 훨씬 젋다 도시 곳곳에서 젊은 임산부와.

아이들을 볼 수 있다.

읍면동 별 세대
새대당

인구

세 이상65

고령자

세 이상65

고령자

비율

성비 평균연령 중위연령

내서읍 24,616 2.92 5,924 8% 1.02083 36.0 38.8

북면 10,687 2.71 3,188 11% 1.02713 36.1 37.7

율하 10,831 3.13 1,100 5% 1.01344 33.5 35.0

반송동 15,960  3.00 2,817 6% 1.022246 39.4 40.2

상남동 10,640 3.01 1,450 5% 1.02837 39.7 39.3

양덕 동1 5,634 2.30 1,711 13% 1.019529 42.3 43.8

양덕 동2 11,155 2.82 2,805 9% 1.024356 39.4 41.2

이동 4,959 2.18 1,458 13% 1.073997 42.6 43.4

충무동 2,055 2.16 1,013 23% 1.008993 45.9 47.5

표 인구 구성[ 4-16]

전국 기준 : 40.4 / 41.2

경상남도 기준 : 40.8 / 42.2

창원 기준 : 39.5 / 40.8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kr)

68) 분양 이후 명 인구 증감 예상+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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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4. 업 서비스업 농업의 혼합된 풍경, ,

북면 내서 율하는 전형적인 농촌도시로서 통계에서 전부 판별하기는, ,

힘들겠지만 전통적으로 농업 종사자가 많았던 도시였다 아래 표를 통해.

볼 수 있듯 북면과 내서의 경우 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율이 높고 북면은

년 대비 년 산업 서비스업 종사자는 현저히 증가했다 또한 북면2009 2017 , .

은 기존 과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농업행위가 통합이후 배 증가했음을 볼6

수 있다 반면 내서는 공업종사자는 소폭 감소했고 서비스업 종사자는 증.

가했는데 기존 공업단지가 인근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인구 이동으로

유추할 수 있다 율하의 경우 공업종사자 서비스업 종사자가 모두 증가했. ,

고 공업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율하 지역의 구 창원으.

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임을 볼 수 있는데 생85%

활권이 구 창원지역에 있고 상대적으로 상주인구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분류 구역 합계 농업 공업 서비스업

도심

외곽지역

경계부

북면 3,442 2 1,511 1,910

내서 15,246 0 5,580 9,666

율하 40,030 0 18,000 12,030

표 년 종사자수[ 4-17] 2009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kr)

분류 구역 합계 농업 공업 서비스업

도심

외곽지역

경계부

북면 5,507 13 2,242 3,252

내서 17,048 0 5,448 11,600

율하 42,100 0 23,077 19,023

표 년 종사자수[ 4-18] 2015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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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 정부의 개입에 의한 도시개발

북면 내서 율하 지역은 내부 경계부 도심 부도심 경계부에 비해 가장, , , -

지방정부의 개입이 많았던 곳이다 광역 교통망 건설을 위해 인프라의 구.

축이 대대적으로 시행됨은 물론 내서 율하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선,

정 북면의 감계 무동 무곡지구 및 산업단지 건설 등을 통해 외곽도시를, , ,

발달시킴으로서 기존 도심 내부의 과밀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

다 실제로 삼진 웅동 북면을 부도심으로서 집중적으로 개발했지만 실제. , ,

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곳은 북면 내서 율하 지역이었다, , .

데사코타 지역 유형 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개1 (Konjuka)

발이 적극 장려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 의도와 달리 내재한 잠재력으로 인

해 비약적으로 혼잡성을 띠며 개발되는 도시 경계부의 예측 불가능한 특

성도 볼 수 있었다.

소결6.

기존에 근교 농지 초지로서 존재하던 공간이 지금은 도심 외곽 지역 경,

계부로서 보다 점이적성격의 베드타운으로 변화해가는 공간의 특성을 볼

수 있다 첫째 광역 교통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인해 접근성이 강화.

된 공간이다 둘째 토지 규제 완화로 인해 기존의 자연 발생형 취락지구.

주변에 계획된 산업단지 주거단지가 삽입되는 과정에서 토지 이용의 대비,

와 다양성 파편화된 토지 이용을 관찰할 수 있다 셋째 높은 인구밀도와, .

높은 유동인구를 가진다 넷째 공업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고 경제적인 활. ,

동은 비 농업적 활동에서 기인하지만 공업 서비스업 농업의 혼합된 풍경, ,

을 볼 수 있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개입에 의해 도시가 보다 혼잡성을 띠.

는 방향으로 개발되는 특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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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경계부 특성 및 시사점5 .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경계부가 가지는 특성을 가지의 가5

시적인 범주에 따라 구 도심 경계부 도심 부도심 경계부 도심 외곽지역, - ,

경계부 지역에서 어떻게 발현하는지 분석했다 가로망과 교통 인프라 토. ,

지 규모 및 이용 인구 증감과 유동인구 산업구조와 직업군 지방정부의, , ,

개입과 도시계획이라는 가지의 큰 틀에서 각 공간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5

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래 두 표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구 도심 경계.

부는 기존 경계부라는 특성에서 창원시의 통합이후 도심 중심부로서 특성

의 변이를 살펴볼 수 있고 도심 부도심 경계부는 도심 주변부에서 경계부-

로서 공간의 특성이 변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심 외곽지역 경계부는.

근교 농지 초지에서 경계부로서 공간 특성이 바뀌고 있다 또한 인구 구, .

성적 측면에서도 구 마산 구 창원 구 진해의 도심부의 평균연령 중위연, , ,

령이 경계부지역의 평균연령 중위연령보다 대체로 높고 경계부 지역 내에,

서도 구도심 경계부의 평균연령 중위연령이 가장 높다 현동 북면의 경우, . ,

기존 도시공간의 특성상 농촌 마을로서 노인의 비율이 전통적으로 높은

공간이었기에 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다른 경계부 지역보다 배 이상65 2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지만 젊은층의 인구유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평

균연령 중위연령은 낮은 편이다, .

이와 같은 경계부 지역의 공간적 특성 정책적 특성 사회적 특성을 관, ,

찰함으로써 대상지가 어떤 공간인지 정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특성

을 지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경계부 지역을 분석함으로써 대상지와 같은.

경계부 공간의 개발과 개발억제를 위해 지방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

요한지 또 경계부 지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이뤄질 동 폐합 시 군 구의 통합과 관련한 도시계획 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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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 무분별한 경계부의 개발과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

시가 가능하다.

분류 구역

가로망과

교통

인프라

토지 규모 및

이용
인구증감

산업구조

직업군/

지방정부의

개입과 도시계획

구

도심

경계

부

중동 내부 도로

자연녹지지역 →

일반주거지역,

토지 규모와

용도의 다양성

-8,326

분양 이후(

+10,000)

중화학

공업 /

서비스업

종사자

우세69)

중동 유니시티

주거단지 민간( )

스타필드

산업단지 민간( )

성주동

번1020

국도,

번국도25 ,

불모산

터널,

비음산

터널

자연녹지지역 →

일반주거지역,

토지 규모와

용도의 다양성

+1,163

의료업,

중화학

공업 /

공업

종사자

우세

경상대학병원

민간( )

중앙 블루아템,

고급 주택단지,

타운하우스,

고급빌라 민간( )

도심

부-

도심

경계

부

현동

내부

순환도로,

번국도2 ,

번국도5

번국도14 ,

마창 대교

자연녹지지역 →

일반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기존 자연

발생형

취락지구와 계획

주거단지의 대비

+7,500

농업,

어업,

첨단

산업,

기계 /

공업

종사자

우세70)

경남 지능형

홈산업 도시

첨단 산업단지

정부( )

보금자리주택지

구

중흥 클래스( S ),

현동 그린품애LH

아파트

자은동

지역 간

순환도로,

번국도2 ,

번국도25

자연녹지지역 →

일반주거지역,

기존 자연

발생형

취락지구와 계획

주거단지의 대비

+4,569

농업 /

서비스업

종사자

우세

없음

보금자리주택지

구 중흥 클래스( S ),

자은 프라임LH

아파트 에일린의,

뜰 자은, 3A

블록 아파트

표 경계부 특성비교[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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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외곽

지역

경계

부

북면

남해고속도

로,

번국도79 ,

북창원IC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일반산업지역,→

일반주거지역,

기존 자연발생형

취락지구와 계획

주거단지의 대비

+18,735

관광업,

과수업 /

서비스업

종사자

우세

동전 산업단지

대우건설 기타( ),

산업단지 무산

평암 감계( -

일반산업단지 창(

원시 무동 철강),

산업단지 민간( ))

보금자리주택지

구 일신 휴먼(

빌 감계 현대 힐,

스테이트 감계,

덕산 감계,㈜

프루지오 무동,

피엠디스타),

무동 센텀

파라디아 무동,

코아루 파크

내서

중부내륙고

속국도,

남해 제1

고속국도,

내서IC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 지역

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의 대비

-2,502.00

분양 이후(

+15,000)

농업,

철강

산업 /

서비스업

종사자

우세

수곡 평성 일반,

산업단지

창원시( )

보금자리주택지

구 중흥(

클래스 위드필S ),

타운하우스,

라임하우스

율하 번국도58

자연녹지지역 →

일반주거지역,

기존 자연발생형

취락지구와 계획

주거단지의 대비

+4,652

농업,

첨단

산업 /

공업

종사자

우세

없음

율하 택지2

개발지구

원메이저 블록( ,

자이 힐

스테이트 편한), e

세상 원 로얄,

듀크 모아미래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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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별 세대
새대당

인구

세65

이상

고령자

세65

이상

고령자

비율

성비 평균연령 중위연령

의창동 15,253 2.50 3,794 10% 1.038858 40.2 41.8

팔용동71) 14,063 2.77 2,332 6% 1.100322 37.9 38.5

성주동 9,119 3.11 1,124 4% 1.128076 37.8 38.2

현동 2,621 2.55 851 13% 1.065098 41.2 43.0

자은동 5,684 2.73 1,310  8% 1.019512 36.2 37.9

내서읍 24,616 2.92 5,924 8% 1.02083 36.0 38.8

북면 10,687 2.71 3,188 11% 1.02713 36.1 37.7

율하 10,831 3.13 1,100 5% 1.01344 33.5 35.0

반송동 15,960 3.00 2,817 6% 1.022246 39.4 40.2

상남동 10,640 3.01 1,450 5% 1.02837 39.7 39.3

양덕 동1 5,634 2.30 1,711 13% 1.019529 42.3 43.8

양덕 동2 11,155 2.82 2,805  9% 1.024356 39.4 41.2

이동 4,959 2.18 1,458 13% 1.073997 42.6 43.4

충무동 2,055 2.16 1,013 23% 1.008993 45.9 47.5

표 인구 구성 비교[ 4-20]

전국 기준 : 40.4 / 41.2

경상남도 기준 : 40.8 / 42.2

창원 기준 : 39.5 / 40.8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kr)

69) 년 산업 종사자가 우세2009

70) 년 서비스업 종사자가 우세2009

71) 중동이 기존에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의창동 팔용동의 일부분이 중동으로 편입되어 이,

지역이 개편되었기에 중동의 자료 대신 의창동 팔용동의 자료를 부분 참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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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5 .

본 연구는 통합 창원시라는 세부적인 대상지를 통해 도시통합에 따른

대도시 경계부의 특성과 시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바.

탕으로 기존 경계부 이론과는 다른 한국의 통합된 도시에서 나타나는 경

계부 개발 특성을 파악할수 있었다 통합 창원시의 경계부 지역의 특성과.

이 특성을 형성한 요인에 대해 정책적 사회적 도시 계획적 맥락의 측면, ,

에서 살펴봄으로써 경계부의 특성을 몇 가지로 결론내릴 수 있었다.

첫째 구 도심 경계부인 중동 성주동의 경우 구 도심의 경계부였으나 도,

시의 통합에 따라 중심부로 성격이 바뀌면서 기존의 농업이 우세했던 노

후화된 주거단지가 점이적 성격을 탈피해서 도시 중심부로 편입되어가고

있다 토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고층 주거단지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오.

는 과정에 있고 서비스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고 토지

와 건물이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민간주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둘째 도심 부도심 경계부인 현동 자은동의 경우 행정구역의 경계는 아- ,

니었지만 사람들이 인지하는 각각 구 마산과 구 진해의 경계부에 해당되

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공간 구조의 개편으로 인해 도심과 부도심의 경계.

에 위치하게 되면서 정부 개입에 의한 인프라의 구축 보금자리주택과 산,

업단지의 건설로 인해 급속도로 인구밀도가 증가하고 있고 공업과 서비스

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정부 개입에 의해 개.

발이 전혀 되지 않은 농촌마을에서 혼합된 도시 조직의 성격을 띠게 급속

하게 변했다는 점에서 특이성이 있다.

셋째 외부 경계부인 북면 내서읍 장유동 율하는 기존에 관광 공업 농, , , ,

업으로 자립적으로 성장한 근교 농지 초지였지만 정부의 도심 부도심, 3 -3 -3

지역중심 정책에 의해서 도심 외곽지역 경계부로 공간의 성격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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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교통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구축되고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혼합되

면서 개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

이 우세하고 동시에 비 농업적 행위와 농업적 행위가 공존한다 인구밀도.

가 높은 반면 유동인구도 많은 구 창원에 의존하는 베드 타운적 성격을

띤다 또한 토지 이용 규모의 다양성이 공존하고 기존 구시가지와 신시가. ,

지가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혼합된 도시 풍경을 볼수 있다.

이러한 통합 창원시의 경계부 독특한 시가화 특성을 초래한 거시적 요

인으로는 통합으로 인해 창원시가 자치권을 부여받으면서 도의 승인을 받

지 않고 각종 규제의 완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에 있다 또한 도시 통합에.

따라 주택시장의 수요가 높아졌고 이에 따른 공급을 확충하려는 일환으로

보다 개발이 용이한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고 창원시 토지계획

조례가 개정되고 주택 재건축이 허용되었다 더불어 광역 인프라 확충과.

지가가 저렴한 도시 경계부를 대상지로 산업단지 개발 주택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나아가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부도심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통합

창원시의 경계부가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미시적인 요인으로는 도시 내 공간 구조 변화와 지가 변화로 인

한 지역 내 인구이동이다 년도에 인구가 소폭 증가했다가 통합이후. 2010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도시 공간 내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경계부

지역 내 인구 증감이 두드러진다 또한 인구 구성표 비교에서 볼 수 있듯.

이 도시 중심부에 비해 경계부의 연령대는 낮은 편으로 젊은 부부 단위의

가구 수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또한 지리적인 측면에서 개의 산으로 둘러. 6

싸여있는 점으로 인해 도심 외곽 지역 경계부는 현재 베드타운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자족성을 띠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며 교통의

결절점에 있는 현동 자은동의 경우는 높은 접근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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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통합 창원시 경계부의 특성과 형성요인을 기존 데사코타 지역의

특성과 비교했을 때 농업 공업 주거단지가 혼합된 풍경을 띤다는 공간의, ,

전체적인 특성의 유사성은 있지만 세부적인 특성을 분석했을 때 정부 개

입의 측면 산업구조 및 직업군의 측면 유동인구의 측면에서 상이한 특성, ,

을 띤다 또한 도심 부도심 경계부는 상당히 자족성을 띠는 공간이지만 반. -

면 도심 외곽지역 경계부는 독립성을 가지기 보다는 창원 중심부에 의존

적인 베드 타운적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그 도시에는 농업 산업 주거 지. , ,

역과 같은 자족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시간이 흐른다면 충분히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심의 성격을

잠재한 공간이다 그리고 아파트라는 주거 유형이 우세하기 때문에 시가화.

특성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규모와 형태가 다양하다 산지가 우세한 한국의.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시가화 과정에 있어서 도시 개발이 부분 개발되

거나 파편화되어 나타나는 독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개발으로 인해 토지이용 측면에서 더욱 혼재된 점이적 공

간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점이 기존 이론과 차별성을 띠는 부분이다.

도시 통합으로 인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경계부의 특성을 파악하고 일

반화했기 때문에 경계 지역별 미시적 측면에서의 관찰이 부족하다는 한계

가 있다 또한 창원이 통합도시로서 출범한지 약 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 10

지난상태에서 경계부의 특성을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본 연.

구는 도시 통합에 따른 한국 대도시의 경계부의 개발 특성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창원시 도시구조 개선 방안에.

활용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시에

도 도움이 될수 있다 또한 기존 아시아 경계부 특성을 규정한 데사코타.

이론을 비롯한 다른 경계부 이론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대도시는 어떤 경

계부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도시의 통합 동 간의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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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계부에 대한 연구가 좀더 미시.

적인 측면에서 보강된다면 도시 통합시 경계부에 대한 도시계획 가이드라

인과 도시 통합도를 높이는 도시계획의 제안까지 가능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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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urbanization characteristics

of urban edge of Changwon in terms of integrating cities

Baek, Cho-long

Major in Urban Desig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apid sprawling city, it is important for urban core of metropolis to

grow and expand. We have focused more on central city development.

However, large areas of new growth at the urban edge work as an

important part of the city now. Because of improvement in mobility,

steady economic expansion, inexpensive land, and mitigation of regulation

for land use, suburban communities have grown. Especially, Changwon is

an exceptional case, which means that three cities were integrated into a

city in 2010 which formed a population of 110 million. Integration of the

city is not only an extension of the boundaries of the city but also a

mixture of disparate cities as it has changed into the conversion of

overall function of cities and urban fabrication to reorganize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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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few studies on the urban fringe. One of them, which is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extended metropolis and how to transit one

area to other characteristics in Asia in terms of the hypothesis of

Desakota Regions are important. “ Desakota regions are areas of an

intense mixture of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activities that often

stretch along corridors between large city cores. These regions were

previously characterized by dense populations engaged in agriculture,

generally but not exclusively dominated by wet rice.”(Ginsburg et al.

199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Desakota region, especially concerning integrating cities.

Because of the integration, the urbanization characteristics of inner,

middle and outer boundaries of Changwon, which are Desakota regions

will appear in different ways. Through the changes from before and after

the integration,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city can be

grasped and it aims to deal with the historical, cultural and morphological

context. If three different cities which were developed individually are

integrated, the existing two Desakota regions (inner boundaries) may

become peri urban area as more centralization and the existing densely

populated rural area (middle, outer boundaries) become incipient Desakota

region. Through this study, we can define the type of South Korea and

Integrating cities as Desakota regions. Also, we can identify the factors

that caused these changes, and find out what kind of urban planning and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for more organic integr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among cities.

I am studying 7 areas as inner fringe belt, middle fringe bel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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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 fringe belt scope in the boundaries and the edges of old Changwon,

old Masan, and old Jinhae called Jung-Dong, Sungju-Dong, Naeseo-Eup,

Buk-Myeon, Jangyu-Dong Yul-ha, Hyeon-Dong, and Jaeun-Dong.

Discussion of integrating Changwon was started in 2008, and implemented

in 2010. Using the year as a reference point, I will analyze the thesis in

two phases such as before discussing integration of Changwon

(2000-2009), and after reorganization of Changwon (2010-2017). Through

two phases, I will analyze 7 areas on the Community, Neighborhood,

Street form scale based on pictures and maps. And then I am going to go

on three field trips to investigate and interview citizens and developers.

Also, the study identifies underlying organizing principles and spatial

typology and analyzes patterns of land use, and street layouts of urban

edge development by interviewing stakeholder such as integrating

preparation committee members, Changwon research institute members,

urban policy department, developing infrastructure department, and so on.

In addition, I can analyze the driving factors such as the policy

influencing these changes and migration. In conclusion, I can determine

the direction and characteristics with the extension of the urban area.

In the case of Jung-Dong, Sungju-Dong, which are inner fringe belt,

the boundaries of the city were already existing. However, due to the

integration of urban are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areas have

changed and the existing agriculture and aged housing complexes have

been merged into urban core. As land use changes, large residential

complexes and industrial complexes are in the process of entering, and

the proportion of people engaged in service industry and industry i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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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and and buildings are rapidly developed by private owners in

capitalist marke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Hyeon-Dong, and

Jaeun-Dong, which are the middle fringe belt, it was not the boundary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but it was the area corresponding to the

boundary of old Masan, and old Jinhae respectively. However, as a result

of the change of spatial structure, it is located at the boundary between

the urban and sub-urban areas. The population density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by government

intervention, the construction of social housing and industrial complexes

planning. Also, there is a lot of floating population.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ntervention has changed the nature of

mixed urban tissues into rural villages, but it has some common when we

consider the fact of Desjkota type 1 (Konjuka). So middle fringe belt has

the characteristic of Incipient Desakota. In addition, the outer fringe belts

which are Naeseo-Eup, Buk-Myeon, Jangyu-Dong Yul-ha were originally

developed as tourism, industry, and agriculture independently. However,

the infrastructure was constructed by the government and due to the 3

urban core - 3 secondary urban core - 3 region policies, social housing

and industrial complexes are being developed intensively. Therefore, the

proportion of people engaged in the service industry and industry

dominates, while non-agricultural and agricultural activities coexist. The

population density is high, while the floating population is also high it

means that it looks like Bed Town. These cities are dependent on the old

Changwon. In addition, the diversity of land use and scale can coexist,

and the mixed landscape can be seen when the old city and the new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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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combined. Except for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it seems as if

a typical of the Desjkota type 1. However, both the middle fringe belt

and the outer fringe belt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to live by

themselves. If cities have been developing in the long term, they can

have chance to become urban core to rise the other city.

▎Keywords : Fringe belt, Metropolis, Changwon, Integrating cities,

Desakota

▎Student Number : 2015-2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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