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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2015년 세계 도시거주 인구가 인구의 54%에 도달했고,2050

년에는 65%로 증가될 망이다.아시아,아 리카,라틴 아메리카의 개

발도상국에서는 도시화가 조하게 진행되었으며,특히 동남아시아의 경

우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47%에 해당된다.그러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도시를 거 으로 활발한 경제성장과 도시 확장이 진행되고

있어 미래의 도시인구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이에

따라 외곽 지역 개발과 도시확산에 한 문제인식이 두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자카르타,방콕,마닐라는 비교 높은 비율의 도시화

가 진행된 지역이며,경제 상황과 인구규모도 한국의 도시들과 유사하

다.그러나 네 도시권 지역은 다른 구조의 인구분포와 도시확산의 형

태를 가지고 있다.이 때,도시확산과 인구분포는 인구 도에 의해 측정

될 수 있으며,도시지속가능성과 효율성에 있어 도시계획에 요하게 여

겨진다.

본 연구의 목 은 네 국가의 도시권에 해당하는 수도권의 도시확

산과 인구분포 정도를 인구 도 분석을 통해 실증 으로 검증하는데 있

다. 한,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동남아시아 지역에 서울을 추가하

여 국제 비교론 에서 인구분포와 도시확산을 비교하는데 있다.연

구의 방법은 인구 도를 정량 으로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도시확산의

정도를 분석하 다.인구 도 분석에는 도시 공간구조 연구에서 많이 활

용되는 클락 모델(Clackmodel)을 활용하 다.분석에 사용된 자료로 각

국의 인구자료와 GIS를 활용하여,인구 도,면 거리를 측정하 다.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면 네 수도권의 도시확산 정도를 비교할 수 있

다.2010년의 자카르타,방콕,마닐라와 유사하게 도시화가 진행된 시기

인 1980년의 서울에는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도시화 정도를

비교해보면,1980~2010년 동안 반 으로 서울의 수도권이 다른 세 수

도권보다 비교 게 진행되었다.2010년의 수도권 체 역의 인구

도경사함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서울,방콕,자카르타,마닐라 수도권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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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도시확산이 더 진행되었다.결론 으로 서울의 도시 형태는 상

으로 도시확산이 덜 진행된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동남아시아 지역은 도시확산이 더 이 진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주요어 :인구 도,인구분포,도시확산,서울,자카르타,방콕,마닐라,수도권

학번:2014-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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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연구의 배경 목

    

2015년 세계 평균 도시화율이 54%가 넘어서면서 2050년은 65%에 도

달할 것으로 망된다.UN (2014)자료에 따르면,선진국인 북미와 유럽은

1950년에 이미 50%의 도시화율을 보유하고 있었고,2010년에는 70%를 넘어

섰다.도시화율이 낮게 측정되는 국가에는 아시아,아 리카,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이 해당된다.그 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도시화율은

47%로 세계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선진국의 경우는 체로 오랜 시간에

걸친 발 을 이 오면서 다양한 지역에서의 성장이 동시다발 으로 진행되었

다.반면에 개발도상국은 단기간에 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며 소수의 도시에

부분의 인구가 집 되는 상이 병행되었다.한국도 격한 발 과 도시화

과정을 거쳐 유사한 과정을 겪어왔다.

도시화에 따른,고 도 개발 복합토지 이용 구 과 무분별한 도시 개

발 방지를 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도시확산에 한 심이 세계 으로

높아지고 있다.이 때,도시확산은 인구 도에 따른 인구분포를 기 으로

단할 수 있다.인구 도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효율성의 측면에서 개발

도의 요한 기 이 되기 때문에 개발의 장소 강도의 측면에서 계획과 조

정의 상이 된다. 세계 에서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주요 도시를 거

으로 역동 인 경제성장과 도시 확장이 진행되고 있어 미래 도시인구 증가

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이에 따른 외곽의 무계획 개

발과 도시확산에 한 문제인식이 두되고 있다.

WorldBank보고서 (2015)에 따르면,인구수와 도시화된 토지 기 으로

동남아시아 수도 자카르타,방콕,마닐라는 높은 비율로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이며,경제와 인구규모는 한국 국내 도시들과 유사한 수 이다.그러나

도시화는 지역별로 다르게 형성되어 서울,자카르타,방콕,마닐라의 수도권

은 다른 형태의 도시성장과 확장을 겪어왔다.따라서 인구분포와 도시확산의

모습도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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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는 동남아시아 도시권인 자카르타,방콕,마닐라와 같은 수

도권의 인구 도와 도시확산에 한 비교분석 연구가 있다.그러나 동아시

아 지역인 서울과 해외 도시를 상으로 한 비교논문은 진행되지 않았

다.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

구 도와 도시확산을 21세기 이후 시 에서의 비교하고,서울을 추

가하여 도시간의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하 다.서울,자카르타,방콕,

마닐라 네 수도권의 인구 도와 도시확산을 정량 으로 비교분석하여 공

간분포에 한 특성을 악하고,비교연구를 통해 각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시사 을 살펴보고자 하 다.

1.2연구의 범

본 연구의 범 는 한국,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네 국가의 도시

권인 수도권을 심으로 하 다.각 국의 수도인 서울,자카르타,방콕,

마닐라를 심으로 수도권이 연구범 에 해당한다.

1.2.1한국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한반도 앙에 치했으며,가운데 한강이 흐르

고 있다.면 은 605로 한국 체 면 의 0.6%에 해당한다.2010년을

기 으로 9,631,482명이 서울에 머무르고 있고 인구 도는 15,919명/이

다.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인 경기도의 면 은 10,171이다.경기도에는

11,520,008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인구 도는 10,063명/이다.본 연

구에서는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을 상으로 한다.한국의 행정구역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3단계로 나뉘며,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역의 70개의

시·군·구가 연구 범 에 해당한다.인구데이터는 국가통계포털 (2010)자료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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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DKI Jakarta, Daerah Khusus

Ibukota)는 자바섬의 서쪽해안에 치해있다.수도의 면 은 664로

인도네시아 체의 0.03%에 해당한다.2010년 기 ,9,604,329명이 수도에 머

무르고 있고 인구 도는 14,464명/이다.수도권의 명칭은 수도를 둘러

싸고 있는 주변지역인 Bogor,Depok,Tangerang,Bekasi를 합쳐서 부르

는 축약어인 보데타백(Bodetabek)이라 칭한다.보데타백 역의 인구는

16,610,837명이며 면 은 4,936,따라서 인구 도는 2,966명/이다.행

정구역 분류는 주(Province),도시(City·Regency),소구역(Subdistrict),마

을(Villages)4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연구범 는 자카르타 수도권 지역

으로 보데타백 지역을 포함한 역이다.본 연구에서는 소구역 183개 지

역이 해당된다.인구데이터는 IndonesiaBPS(2010)자료를 활용하 다.

1.2.3태국

태국의 수도인 방콕(Bangkok,KrungThepMahanakhon)은 짜오 라야

강(ChaoRiver)주변으로 발달하 다.수도의 면 은 1,568로 태국

체의 0.3% 정도에 해당한다.2010년 기 ,8,305,218명이 거주하고 있고,인

구 도는 5,296명/이다.수도권 지역은 태국 공식 역으로 지정된 방

콕 5개의 인 도시를 일컫는 방콕 메트로폴리탄 지역(Bangkok

MetropolitanRegion)으로 선정하 다.이 때,방콕을 제외한 BMR의 인구

면 은 6,321,007명,7,759이며 이때의 인구 도는 814명/으로 네

수도권 가장 은 인구 도를 가지고 있다.태국의 행정구역 분류는 주

(Province),구역(Districts),소구역(Subdistricts),마을(Villages)4단계로

구분된다.연구범 에는 구역단 의 79개 지역이 포함되었다.인구자료는

ThailandNationalStatisticalOffice(2010)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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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필리핀

필리핀의 가장 큰 섬인 북부의 루존섬(Luzon)에 치한 메트로마닐

라(MetropolitanManila,MetroManila)는 수도도시인 마닐라가 포함되

어 있는 수도권으로 앙정부(NationalGovernment)의 할지역이다.메

트로마닐라는 일반 으로 수도권(NationalCapitalRegion)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본 연구에서는 타 수도권과의 유사한 조건에서의 연구를 해

메트로마닐라를 수도지역으로 선정하 다. 한,수도권은 Gavin W.

Jones의 연구에서 사용한 확장된 메트로마닐라 지역을 수도권으로 선정

하 다.메트로마닐라는 611로 국토의 0.2%에 해당하는 역이다.

2010년 기 인구 인구 도는 11,855,975명,21,267명/로,네 수도권

수도의 인구와 인구 도가 가장 높다.메트로마닐라를 제외한 수도권의

인구,면 인구 도는 각각 15,887,561명,12,099,1,313명/이다.

필리핀의 행정구역 분류는 4가지로 지역(Regions),주와 도시(Province

andIndependentCities),도시(MunicipalitiesandComponentCities),마

을(Villages)단계로 구분된다.본 연구에서는 3번째 단계인 도시 164개

가 연구단 로 사용되었다.자료는 NationalStatistics Office ofthe

Philippines(2010)과 NationalStatisticalCoordinationBoard(2010)데이터

를 기반으로 하 다.

a

b

c

d

a.방콕 b.자카르타 c.마닐라 d.서울

[그림1]도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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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

수도

수도권

[그림2]연구 범



- 6 -

구분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명칭

수도 서울
자카르타

(DKIJakarta)

방콕

(KrungThep

Mahanakhon,

Bangkok)

메트로마닐라

(MetroManila)

수도권1) 경기도 Bodetabek

BMR

(Bangkok

Metropolitan

Region)

Extended

MetroManila

인구

(명)

수도 9,631,482 9,604,329 8,305,218 11,855,975

수도권 11,520,008 16,610,837 6,321,007 15,887,561

인구 도

(명/km²)

수도 15,919 14,464 5,296 21,267

수도권 10,063 2,966 814 1,313

면

(km²)

수도 605 664 1,568 557

수도권 10,838 4,936 7,759 12,099

[표1]수도와 수도권 황

1)수도권 명칭에서 태국의 BMR과 필리핀의 ExtendedManila는 각 수도인 방콕

과 메트로마닐라를 포함하는 명칭이나,인구·인구 도·면 계산시 한국과 인도

네시아 경우처럼 수도를 제외하고 연구범 를 설정하 다.



- 7 -

구분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1단계 시도 Provinces Provinces Regions

2단계 시군구
Citiesand

Regencies
Districts

Provinces

&

IndependentCities

3단계 읍면동 Subdistricts Subdistricts
Municipalities&

ComponentCities

4단계 - Villages Villages
Villages/

Neighborhood

연구범
시군구

70개

Subdistricts

183개

Districts

79개

Municipalitiesand

Cities164개

[표2]연구 단 2)

2)각 국가별 행정단 명칭은 다음과 같으며 표에는 문식으로 구분하 다.

a.인도네시아 :Provinces(Provinci),Cities and Regencies(Kota,Kabupaten),

Subdistricts(Kecamatan),Villages(Desa),

b.태국 :Provinces(Mueang),Districts(Amphoe/KhetinBangkok),Subdistricts

(Tambon/KhwaenginBangkok),Villages(Moo)

c.필리핀:Provinces(Probinsiya/Lalawigan)&IndependentCities(Ungsod/Siyudador

Ciudad/Dakbayan/Lakanbalen),Municipalities(Munisipalidad/Bayan/Balen/Bungto/Banwa)

&componentcities(lungsod/SiyudadorCiudad/Dakbayan/Dakbanwa/Lakanbalen),

Villages/Neighborhood(Barang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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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인구 도분포를 정량 으로 비교분석하여 도시확산의 정

도를 악하 다.연구에 필요한 인구 도,면 거리 측정에는 앞서

언 된 각 국의 인구자료와 GIS를 활용하 다. 한,본 연구에서는

도시 공간구조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인구 도함수(populationdensity

function)를 사용하 다.인구 도함수의 표 인 연구에는 1950년 콜

린 클락(ColinClark)(1951)이 사용한 음지수함수(negativeexponential

model)형태의 도경사함수(populationgradientcurve)가 있다.본 연구

에서는 클락의 함수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각 수도권의 인구 도와

인구분포를 정량 으로 비교한다.

일반 으로 도시의 인구 도 분포패턴은 도심에서 가장 높고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형태를 가진다.클락의 함수에서도 도심으로

부터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인구 도가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모델을

설정하 다 (Clark,1951:490-496).클락 모델은 각국 도시의 인구 도

분포유형을 설명하는 유용한 모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


이 때,x는 심으로부터의 거리, 는 도심(x=0)에서의 인구 도이

다.g값은 도경사로 도시 심으로부터 거리증가에 따른 도의 감소율

을 나타내며,g값의 부호와 크기를 기 로 도분포의 변화를 악할 수

있어 도시확산의 정도를 알 수 있다.상기 식에서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

하면 아래식과 같다.

 ln  ln

일반 으로 다핵구조나 분산형 구조에 해서는 클락 모델 분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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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일 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알려진다.그러나 도시

내부공간구조 변화분석에 여 히 클락 모델이 사용되고 있으며,도시내

부의 인구와 교외화 정도를 단하는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

다 (김재익 ·정 욱,2006:197).

본 연구에서 정한 도심은 각 수도의 심지(centroid)이다.따라서

그림2에 표시된 심지는 서울,자카르타,방콕,메트로마닐라의 심지

이다.서울 구,자카르타 SetiaBudi,방콕 WangThonglang,마닐라

SanJuan이다.수도의 심지에서 각 도시의 심지까지의 거리를 측정

하여,인구 도경사도 값을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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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시 성장 과정

WorldBank의 도시화율 조사 자료에 의하면,2014년 세계 평균

도시화율은 54%이고,북미와 남미 지역은 80% 반으로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반면,아시아나 아 리카 지역은 48%와 40%에 해당한다.

같은 시기에 한국(82%),인도네시아(53%),태국(49%),필리핀(44%)의 도

시화가 진행되었다.서구나 동북아시아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동남아시

아의 도시화 수 은 낮은 편이나 그 증가 속도는 상 으로 높은 편이

다.표3의 국가통계포털 도시화율을 살펴보면,한국은 1970년 40%에 해

당하는 도시화 수 에서 지난 40년간 속한 성장을 거쳐 재의 82%까

지 성장해왔고,2000년 들어 성장이 완화되었다.인도네시아,필리핀,태

국의 도시화율은 한국의 1970~1975년도 수 이며 2015년까지 지속 으

로 도시화율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2015

한국 40.7 48 56.7 64.9 73.8 78.2 79.6 81.3 81.9 82.2 82.5

인도네

-시아
17.1 19.3 22.1 26.1 30.6 36.1 42 45.9 49.9 52.3 53.7

태국 20.9 23.8 26.8 28.1 29.4 30.3 31.4 37.5 44.1 47.9 50.4

필리핀 33 35.6 37.5 43 48.6 48.3 48 46.6 45.3 44.6 44.4

[표3]국가별 도시화율(1970~2015년)(단 :%)

자료 :국가통계포털 도시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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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도권의 도시화는 수도권을 심으로 시작되어 변화와 확산을

통해 성장해왔으며,시가지 행정구역 변화 과정은 각각 다르게 형성

되어 왔다.동남아시아의 경우, 도시 심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산업

기반이 제 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농 의 노동력이 속히 유입되며

단기간에 격한 인구증가를 경험하 다.이에 따라 도시 교외지역의

확장이 차 농 지역의 개발로 이루어져,도시의 확산이 수도권 지역을

넘어서 진행되고 있다.도시확산은 일반 으로 부정 인 문제 을 수반

하는데,도심으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환경상의 쟁 인 라의 공

부족 등이 이에 해당된다.도시확산 방지를 한 계획 인 도시개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두된다.

2.1 도시권 변화

2.1.1서울 수도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14-15)에 따르면,서울의 조선시 때 시

가지는 4 문 성곽 내부로 국한되어 있었으나 19세기 후반 철도와 철

을 포함한 근 교통수단 도입으로 확산되기 시작하 다.1963년에 이

르러 행정구역 확장으로 인한 본격 인 시가지 확산이 시작되었고,이어

속한 산업화 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시가지 확산이 가속

화되었다.1980년 에 도심 주의 단핵도시에서 강남,여의도 등포

심의 다핵도시 구조로 바 었으며 시가지 확산은 서울을 넘어 수도권으

로 확산되었다.수도권으로의 확장은 1990년 제 1기 신도시와 2000년

제2기 신도시가 개발되고 교통망의 역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을 통해 서울시의 통근권이 더욱 확 되고 시가지가 확산되었다.

서울의 도로망은 순환형,방사형,격자형과 같은 형태의 도로들이 혼합된

모습이며 도시의 형성과정에 향을 미친다.1930년에 4 문 안과 마포,

등포 등의 일부 외곽 지역에만 도로가 연결된 형태에서 차 강북지역

으로 도로망이 연결이 되었다.1980년에 강남지역에 격자형 도로망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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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고,1990년에 도시고속도로를 비롯한 간선도로가 정비되면서 교통망

의 발 이 이어졌다.

1979 1988

1997 2005

[그림3]서울 수도권 시가지 변화(1970~2005년)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9).서울의 도시형태 연구. p.14

서울 도시화 과정의 특징 인 면은 서울은 시가지 확산 정책을 억제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이다.1971년 도입된 서울의 공간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 의도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부분

의 산지로 구성된 지형 특성은 서울의 인구 도 분포와 도시확산에

향을 미쳤다.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의 외연 확산이 억제되었

고 주변지역의 개발행 도 제한되었다.개발제한구역은 자연경 형성

보호,오 스페이스 확보, 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과 심도시와의

연계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하 으며, 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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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DepartmentofEnvironment,1988;권용우 ·박지희,2012:36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울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의 비 이 크기 때문에

개발된 지역의 면 이 상 으로 작다.단순히 토지량, 도,토지이용

의 개념으로서 비교를 할 때,비교 컴팩트한 발 을 이 왔다.특히 서

울의 공간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서울을 둘

러싸고 있어 인구 도 분포에 향을 미쳤다.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경

계를 넘어 경기도 지역의 성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

가 확산되었다.

2.1.2자카르타 수도권

자카르타의 시가지 변화는 1598년 네덜란드인이 자카르타 해변 쪽에

상륙하며 시작되었다.이후,3.5세기동안 시가지가 확장되었고,1942년부

터 시작하여 세계 2차 기간 동안 일본인의 지배에 의해 시가지가

확 되었다.1972년 시가지 역은 65km²의 작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

고, 부분의 시가지는 자카르타에 집 되어 있었다.수도권 지역

Bogor와 Depok은 임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부분의 땅은 논이 아닌

마른 땅(dryland)의 형태로 존재하 다.이후,1983년 120km²까지 시가지

확 가 진행되었는데,기존의 임야지역이었던 역이 주로 논과 마른 땅

으로 변환되었다.1990년 시가지 확산이 확 되어 부분의 건조한

땅과 임야지역은 시가지 지역으로 환되었다.이후 20년 동안 지속 인

시가지 확산이 이루어졌으며 주로 고속도로를 따라 개발이 진행되었다.

특히,1995~2012년 반 인 인구증가로 인한 주거지 확보와 시설물 개

발이 이 지면서 시가지 확산이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1995년에는 수도

권 지역인 Bogor,Depok,Tangerang,Bekasi등도 같이 확장하기 시작하여

임야지역의 시가지 개발이 이 지고 있었는데,이 시기에 이미 자카르타의

모든 지역이 도시화가 완료되었다.1972~2012년 동안 총 시가지 분석 결

과,자카르타 수도권 지역 체의 71%에 해당하는 1,520km²의 임야지역이

사라졌다.마른땅은 710km²인 약 31%로 감소한 반면,시가지는 1,950k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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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증 되었다 (Rustiadi,Pribadi,Pravitasari,Indraprahasta& Iman

2015:435-436).특히 자카르타 수도 자체는 속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

로 인해 도시화 지역이 증가하고 토지이용 변화가 수반되어 개발이 활발히

일어났다.1992년부터 2005년까지 13년 동안 미개발지역이 179km²에서

2005년 71km²으로 약 60%가 감소하 다. 한,1980년부터 2002년까지 근

20년 동안 4분의 1에 해당하는 농업,습지,수공간이 산업,상업,주거를

한 도시공간으로 환되었다 (TheWorldBank,2011:6).도시화 과정

에서 추구되는 높은 경제 가치로 인해 시과와 집세가 지속 으로 증가

하면서 녹지공간으로의 개발압력으로도 이어진 결과로 시가지화가 증

되어왔다.그림4와 그림5에서 진하게 표 된 부분은 시간에 따라 시가지

화가 진행된 모습을 나타낸다.

1619 1700 1800

1900 1955 1965

1973 1978 1980

[그림4]자카르타 수도권 시가지 변화(1619~1980년)

자료 :Purnomohadi,Ning(1994).Greenopenspacetoimproveairqualityin

metropolitanJak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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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자카르타 수도권 시가지 변화(1972~2012년)

자료 :　Rustiadi외 (2015).GreaterJakarta(Jabodetabek)Megacity　:FromCity

DevelopmentTowardUrbanComplexManagementSystem”.R.B.Singh(Ed.).

UrbanDevelopmentChallenges,RisksandResilienceinAsianMegaCities.p.435.

자카르타 수도권 외곽의 난개발 집 은 수도권내의 렴한 주택 부

족 도시개발규제의 비효율성,비교 렴한 도시외곽 개발로 인해

발생했다.개발업체에게 도심재생 는 재개발보다 외곽을 개발하는 것

이 렴하기 때문에 주로 외곽 지역에 개발이 진행되었다. 한,자카르

타 수도권에 동서쪽으로 뻗어 있는 고속도로 등 교통망 주변을 따라 신

도시 규모 주택지가 들어서자, 상 층이 양질의 거주환경을 찾아

교외지역으로 이 하 고,쇼핑몰과 상업시설 개발로 인해 사 교통이용

이 증가하 다.이로 인해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부터 자카르타 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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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동하는 교통패턴이 격히 증가하 다.자카르타의 교통 시

스템인 철,모노 일,버스 등이 도입되고 있으나 장거리 교통량의 증

가는 사 교통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사 교통의 증가는 곧 자카르

타 수도권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는 의한 심각한

교통체증을 야기한다.결국,자카르타 수도권 지역은 도시확산과 외곽개

발로 인한 토지의 비효율 개발 사용으로 인해 외곽의 무질서하고

무계획 인 확장이 진행되어 왔다.

2.1.3방콕 수도권

방콕 수도권은 1960년 이후 근 5년 동안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를 겪

으며 확장해나갔다.주로 도로인 라 개발,부동산 개발,토지 가치 증가

등을 이유로 방콕 심지와 주변지에 인구유입이 발생했고,인구가 증가

하기 시작했다.방콕도시(BangkokMetriopolitanAdministration,BMA)

에서의 도시 확장은 세 개의 주요 도로를 통해 남서쪽,동남쪽,북쪽으로

각각 확장되었다.방콕의 토지이용의 확장 역시 무계획 으로 진행되어

왔다.그 결과, 체 수도권 지역의 시가지화된 지역은 1994,2000,2009

년에 각각 16.5%,28.2%,35.4%의 비율로 차 증가했다.그림6에서 방

콕 심부의 진회색 부분이 차 외곽으로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2000년 이후,도시지역은 방콕도시(BMA)를 넘어 근 한 도시인

Nonthaburi,Pathum Thani,andSamutPrakan로 확장되었고,도시화된

지역으로서 완 히 연결되었다.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농업지역

(agriculturalland)은 1994,2000,2009년에 걸쳐 순서 로 71.4%,56.1%,

43.3%의 진 인 감소를 보 다.그리고 1994년에 방콕도시 심부의

도시화가 완료되었다.동쪽은 부분 농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994년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논에서 도시로의 변화가 속히 나타

났다.특히 Pathum Thani와 Nonthaburi에서 이러한 경향이 주로 나타났

다.녹지공간이 각각 70%,74%의 감소하 고 각각 91%와 50%의 큰 인

구증가도 보 다 (Nagasawa,Durina& Patanakanong,2011:2-3).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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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을 통해 방콕 수도권에서 빠른 도시화가 일어났으며,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한,도시화와 함께 격한 인구

증가도 동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방콕을 심으로 이 진 수도권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어

리되는데,방콕 심 부분을 주로 리하던 반의 형태에서 차 확

장된 수도권 지역을 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왔다.먼 ,방콕도시를 의

미하는 BMA(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는 방콕시의 법정

행정구역,태국의 수도를 의미한다.BMR(BangkokMetropolitanRegion)

은 BMA와 경계를 한 5개 인 도시를 포함하며 주로 보고서에서 많이

다루어져왔다.태국의 공식 보고서에 수도권의 범 는 이 두 가지 역

이다.이외에도 CMR(CapitalManagementRegion,수도권 리권역)이

있으며,이는 BMR지역에 최근 속 성장도시를 포함하며 리가 필요

한 지역으로 여겨진다.마지막으로 리되는 지역은 EBMR(Extended

BangkokMetropolitanRegion,방콕 역 도시권지역)으로 농 요소

가 강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마지막 두 역은 비공식 연구

리 목 으로 주로 사용된다 (고병호,2002:112-114).방콕의 도시화는

수도권을 심으로 차 외곽 지역의 개발로 이어져,수도권 리범 가

차 넓어졌다.

1994 2000 2009

[그림6]방콕 수도권 시가지 변화(1994~2009년)

자료 :Nagasawa외 (2011).UrbanizationandItsInfluencesontheSuburban

LandUsechangesinBangkokMetropolitanRegion,Thailand”.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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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도 마찬가지로 속한 도시화 속에서 도시 과 문제와 함께

무질서한 도시공간의 확산과정을 겪고 있다.방콕 최근의 성장 패턴을

보면 주로 외곽 지역에서 개발이 일어나고 있으며,도시외곽 지역의 인

구증가도 빠르게 일어난다.자카르타와 유사한 패턴으로, 심지의 값비

싼 토지와 주택건설비용,개인 교통 이용,개인소유의 주택을 희망하는

움직임으로 인해 방콕 외곽 지역으로의 확산이 가속화되었다.이에 따른

외곽 지역에서의 교통,주거 환경문제들이 두되고 있으며,태국 정

부에서는 외곽으로의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계획 으로 통제하려는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방콕의 수도권 지역의 체계 인 리 방식은

리 상 범 를 설정하여 도시확산을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2.1.4마닐라 수도권

메트로마닐라는 필리핀의 재정,권력,상업의 심지로서 시작되었는

데,주로 미국과 국의 향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미국 식민

지 지배 아래 있던 기간 동안,마닐라 도시(Manila,Cityof) 심으로 교통

망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시가지화는 수도인 마닐라 도시 주변부로부터

시작되었다.1903년 약 78.9%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으며,1939년 90%를

거쳐 1970년에는 메트로마닐라 역 100% 지역이 도시화가 완료가 되었

다.도시화가 완료된 후 20년 후까지 폭발 인 인구증가가 이루어져

1903년 407명/km²,1970년에 6,200명/km²이었던 인구 도가 1990년에는

12,400명/km²으로 기록되어 있다.특히,마닐라 도시의 경우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1990년에 64,200명/km²로 기록되어 있다.도심의

폭발 인 인구증가와는 달리 외곽 지역은 1980년 까지도 농업지역으로

남아있었다.1980년부터 1990년까지 도시화가 진행되었지만,여 히 심

지보다는 낮은 인구 도인 342명/km²정도에 머물러 있다.이 지역은 주

로 운동이나 여가 환경을 즐기거나 공원,산업단지 등으로 조성되어 있

는 지역이었다 (Ballesteros,2000:4-5).이후 2010년에는 주변지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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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zal,Cavite,Bulacan,Laguna의 일부지역까지 시가지화가 진행되어 나

갔다.

마닐라 역시 다른 수도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 지역이 도시지역으

로 환되며,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다른 동남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인 메트로마닐라가 발 하면서 경제발 이 이어졌다.메

트로마닐라의 경제 발 은 투기 인 개발업자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 투

자하게 만들었고,결국 이 과정을 걸쳐 지속가능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컴팩

트 도시의 형태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결국,특별한 제재가 없었던 메트로

마닐라의 확장은 주변지역을 도시화시키며 차 퍼져나갔으며,인구 도가

낮던 외곽 지역의 개발이 계속되었다.

1975 1990 2010

[그림7]마닐라 수도권 시가지 변화(1975~2010년)

자료 :EarthObservationCenter(2010).MappingUrbanSprawlofMegacities

fromSpace.Retrievedfromhttp://www.dlr.de/e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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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선행연구 고찰

인구분포와 도시확산을 국제 에서 비교분석한 선행연구는

표 으로 세 가지로 압축된다.먼 ,WorldBankGroup(2015)이 작성

한 최근 연구 보고서 “EastAisa’sChangingUrbanLands”가 있다.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25개국의 수도 심으로부터 2000년과

2010년 동안 개발이 이루어진 패턴을 분석하 다.분석은 시가지가 확산

되는 공간변화과정을 성사진과 인구를 기 으로 비교하 다.보고서에

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자카르타,방콕,마닐라 각 수도는 체 동남아시

아의 수도권에서 가장 큰 비율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서울 한 동아

시아 체에서는 높은 비율에 속한다.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성사진

을 살펴보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일어난 개발패턴을 표시하여 도시

확산의 정도를 나타냈다.2000년 기존 시가지 개발은 자카르타 심지에

집 되어 있던 반면,2010년 새로운 시가지 개발은 주로 수도권 외곽 지

역에서 발견된다.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개발은 발생하는 지역

은 기존 시가지가 아닌 주로 외곽 지역에서 두드러져 심지에서 벗어난

외곽의 난개발 실태를 보여 다.

GavinW.Jones(2002)의 연구 “SoutheastAsianUrbanizationand

theGrowthofMega-UrbanRegions”에서는 동남아시아의 거 도시인

방콕,마닐라,자카르타의 각 수도의 한 수도권 지역을 연구하고,선

정된 수도권의 거리에 따른 도변화를 분석하 다.연구데이터는 1980

년과 1990년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거리의 기 을 수도 심(core), 심에 가까운 안쪽 외곽 지역

(innerzone), 심에서 먼 바깥쪽 외곽 지역(outerzone)세 구역으로 구

분하 다. 심은 수도에 해당하는 방콕,자카르타,메트로마닐라로 지정

하 다.안쪽 외곽 지역은 형 으로 도시의 심으로부터 30~50km

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바깥쪽 외곽 지역은 50~100km 반경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확장된 수도권 지역을 포함시켰다.각 구역의 인구수,면

도를 측정하여 성장 형태를 비교하 다.연구범 의 경우,자카르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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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도와 1차 산업 고용비율 도시시설물(urbanfacilities)의 존재여

부로 안쪽 외곽 지역을 설정하 다.방콕은 공식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

는 지역인 5개의 주(province)를 포함시켰다.마닐라는 인구 도와 1차

산업 고용비율을 토 로 안쪽 외곽 지역을 설정하 다.사용된 연구단

는 주 단 의 인구계산이었으며 필요시 시(city)단 까지 계산하 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인구변화에 을 맞춰 각 수도권 해당 반경에서

인구증감이 일어나는 이유에 해 분석하 다.

다른 선행연구는 AkinobuMurakamia,AlindaMedrialZain &

KazuhikoTakeuchi,AtsushiTsunekawa,ShigehiroYokota(2005)의

연구가 있다.연구는 1970~1998년까지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Gavin

W.Jons와 같은 역인 동남아시아의 거 도시로 분류될 수 있는 자카

르타,방콕,마닐라를 연구범 로 정했다.이 연구에서는 토지이용 패턴

을 클락(Clark)과 뉼링(Newling)의 모델을 사용해 인구 도에 따라 분석

하여 각 도시의 수도권 지역의 인구 도 분포를 비교하 다.이 때 사용

된 연구범 는 수도권 지역이며 각 단 는 자카르타의 경우,소구역

(subdistrict),방콕은 구역(district),마닐라는 시(cities)단 의 인구를

분석하 다.이 연구의 경우,각 수도권의 교외화(suburbanization)단계

를 분석하고자 했으며 결과는 자카르타는 교외화 기 단계,방콕과 마

닐라는 교외화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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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연도) 제목 주요내용

보고서

World

Bank

Group

(2015)

Eastasia’sChanging

UrbanLands-

Measuringadecade

ofspatialgrowth

2000년과 2010년을 기 으로

동아시아 수도권의 도시 확장

도시 인구,인구 도 변화

비교

논문

GavinW.

Jones

(2002)

SoutheastAsian

Urbanizationandthe

Growthof

Mega-urbanRegions

동남아시아 도시 방콕,마닐

라,자카르타 지역의 거리에

따른 도변화 분석.수도권을

수도,안쪽 수도권,바깥쪽 수

도권 지역으로 구분하여 인구

수,면 ,인구 도를 측정하

여 도시 성장에 한 비교

Murakamia

외 4인

(2005)

Trendsin

Urbanizationand

PatternsofLandUse

intheAsianMega

CitiesJakarta,

Bangkok,

andMetroManila

동남아시아 도시 자카르타,

방콕,마닐라의 인구 도를

심지와의 거리와 연계시켜 클

락 등의 모델을 활용,비교

[표4]선행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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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시별 인구 도와 도시확산 분석

3.1GavinW.Jones연구와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기존 GavinW.Jones(2002)가 설정한 연구범 를

활용하고,기존 1980~1990년의 연구에 2010년 자료를 추가하여 분석하

다.서울의 경우,GavinJones의 기 에 따라 수도를 심 지역(core)으

로,30~50km 사이를 안쪽 외곽 지역(innerzone)으로 설정하 으며 50~ 

100km를 바깥쪽 외곽 지역(outerzone)으로 선정하 다.서울의 자료는

1980~2010년 자료를 추가해,네 수도권의 변화를 동일한 기간에서 비교

할 수 있도록 하 다.표5를 통해 인구 인구변화에 한 자료를 분석

할 수 있으며,이를 토 로 작성한 표6에서는 체 인구 100%를 기 으

로 하여 심 지역,안쪽 외곽 지역,바깥쪽 외곽 지역의 인구구성을 분

석한 값을 볼 수 있다.두 표를 기 으로 네 수도권의 인구비율을 비교

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심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1980년은 자카르

타,방콕,마닐라 세 지역은 54%,51%,51%로 체 인구의 반 정도가

수도에 머물고 있다.반면에,서울의 인구비율은 69%로 가장 높았다.

1990년에도 자카르타,방콕,마닐라 세 지역에서는 유사한 수치를 보인

다.여 히 체 인구의 반인 50% 정도의 인구비 을 보 다.반면,

서울은 58%로 여 히 가장 높았다.2010년을 기 으로 자카르타 심지

의 인구비 은 크게 감소하여,28%로 나타난다.네 수도권 자카르타

의 수도권의 인구비 이 가장 다.서울 심 지역의 인구비 은 지난

20년간보다는 어들었으나,다른 수도권에 비해서는 서울의 인구비율이

비교 높으나,방콕,마닐라,서울의 인구비율이 50% 정도로 비슷한 수

치로 나타났다.따라서 2010년에는 자카르타 수도권에서는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장 었고,자카르타를 제외한 세 수도권에서는 수도

에 사는 인구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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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Core

Inner Zone

Outer Zone

km
50km

[그림8]Jones의 연구범

자료 :GavinW.Jones(2002)의 연구범 를 기반으로 재구성 추가

이어서 외곽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 ,안쪽 외곽 지역의

인구비율을 분석해보면,1980년 방콕과 마닐라,서울의 비율은 20% 반

으로 유사한 수치를 보인다.1990년 서울은 36%로 다른 두 지역의 23%

와 26%보다 높다.2010년 기 ,서울은 47%이고 방콕과 마닐라는 각각

33%,28%으로 서울이 가장 높다.반면에 바깥쪽 외곽 지역은 1980년과

2010년 방콕과 마닐라에서는 20~30% 사이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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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서울은 10%가 되지 않는 비율로 유지되어 왔으

며,2010년에도 7%로 가장 은 수치이다.따라서 2010년을 기 으로 서

울의 외곽지역에서는 안쪽 외곽 지역에 인구가 가장 많고,바깥쪽 외곽

지역은 제일 었다.반면,방콕과 마닐라는 바깥쪽 외곽 지역과 안쪽 외

곽 지역에는 비슷한 비율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

앞서 언 한 표3의 도시화율을 살펴보면,한국의 1970년 는 약

40%,1980년은 약 56%의 도시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2010년의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의 도시화율은 각각 49%,44%,45% 정도이다.

따라서 2010년 동남아시아에서 진행된 도시화율과 유사한 도시화율이 진

행된 시기는 한국의 1970~1980년 사이임을 알 수 있다.표6을 살펴보면,

2010년 자카르타,방콕,마닐라 수도권의 심 지역 인구가 각각 28%,

43%,43%이다.반면,1980년 서울 수도권에서는 약 70%의 인구가 서울

에 거주하고 있었다.따라서 도시화율이 비슷하게 진행된 시기인 1980년

서울에는 2010년의 자카르타,방콕,마닐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구

가 서울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각 수도권의 연도별 변화과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자카

르타 수도권은 1980~1990년 에 심 지역과 수도권의 인구비율이 유사

하게 나타났다.그러나 2010년도에 심 지역의 인구비율이 격히 감소

하 다.1995년에 자카르타의 100%로 도시화가 완료되었고,1995~2012

년에 반 인 인구증가가 이어지면서 외곽으로의 시가지 확산이 더 빠

르게 진행되었던 시기이다.방콕의 경우는 1980~1990년 동안 유사한 패

턴이 이어져왔다.1994년에 방콕 심 부분의 도시화 완료가 되면서 수

도권 지역의 시가지화가 속히 진행되어,그 이후 반 인 인구비

변화를 볼 수 있다.2010년에 심 지역의 인구비 이 어들며 안쪽 외

곽 지역은 증가,바깥쪽 외곽 지역은 유사한 비 을 유지하 다.마닐라

의 경우도 1980~1990년 유사한 패턴이 이어져왔다.2010년에 심 지역

의 인구가 어들며 외곽 지역의 인구비 이 지속 으로 증가하 다.

1970년은 마닐라의 도시화가 완료되었던 시기이다.이후, 심 지역인 메

트로마닐라 지역이 인구증가가 폭발 으로 이어져 온 반면,외곽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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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까지도 주로 농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심 지역에서

시작된 시가지화는 차 주변지역으로 진행되었다.서울은 1980~2010년

동안 심 지역의 인구비 은 지속 으로 감소하 다.반면에,안쪽 외곽

지역의 비 이 차 증가하 다.1980~1990년 는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

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었고,1990년 1기와 2000년 2기 신도시를 거쳐

확산되었다.

표5에서 세 동남아시아 수도권인 자카르타,방콕,마닐라 수도권을

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80~2010년 세 수도권 모두 심 지역의

인구는 지속 으로 증가했으나,연 인구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심 지역은 낮아지는 출산율과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 형 으로 인구 성

장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세 수도권 심 지역에서 인구

도 역시 증가해왔다.방콕과 마닐라 수도권에서는 1980~1990년 사이보

다 1990~2010년에 확연히 높은 증가가 있었다.그러나 방콕 마닐라와

달리 자카르타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인구증가는 심 지역보다 외

곽 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안쪽 외곽 지역은 새로운 인

구유입으로 인한 인구성장이 빠르다.1980~1990년 의 지속 인 인구

인구 도 증가에 이어 1990~2010년 한 속한 인구 인구 도의 증

가가 이어졌다.즉,안쪽 외곽 지역은 뚜렷한 도시 확장이 발생한 지역으

로,성장이 심지보다 빠르게 이루어져온 것으로 추정된다.바깥쪽 외곽

지역은 인구유입의 비 이 낮은 편이었으나 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서울 수도권은 동남아시아 지역과는 조 다른 패턴을 보인다.

심지의 경우,1980~2010년 동안 지속 으로 증가한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1980~1990년 사이의 인구 증가 이후 1990~2010년 감소하

는 추세를 보 다.인구 도 역시 지속 으로 증가한 동남아시와 달리

1980~1990년 사이 증가 후 1990~2010년에 감소하 다.따라서 서울

심지의 인구증가율 인구 도는 감소하는 형태이다.서울의 안쪽 외곽

지역의 경우,다른 세 수도권처럼 인구가 증가하 으나 증가율은 히

감소하 다.인구 도는 증가하 으나 증가도가 둔화되고 있다.따

라서 안쪽 외곽 지역의 성장도 차 느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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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외곽 지역은 인구와 인구 도가 1980~1990년 사이에 감소하 으나

2010년에 다시 증가하여,성장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자카르타 방콕 마닐라 서울

198019902010198019902010198019902010198019902010

　인구(단 :1.000명)

Core 6,4818,2239,5864,6975,8768,3055,9267,94811,8558,35010,6039,631

Inner
5,4137,67624,679

1,9472,7066,3212,8204,1077,8092,6206,61210,035

Outer 2,5133,0614,6792,9323,9088,0781,065 9641,484

Total11,89415,89934,2659,15711,64319,30511,67815,96327,74312,03518,17921,150

인구 도(단 :명/km²)

Core 9,76012,38414,4813,0003,7545,2909,31812,49721,26713,79617,51815,913

Inner
1,0191,4463,695

314 437 667 9641,4032,926 5371,3562,059

Outer 130 158 239 312 416 857 178 162 248

Total1,9912,6614,667 337 429 630 9011,2312,1921,0521,5891,848

인구 연 증가율(단 :%)

Core　 2.69 0.83　 2.51 2.07　 3.41 2.46　 2.70-0.46

Inner　
4.1811.08

　 3.90 6.68　 4.56 4.51　 15.24 2.59

Outer　 　 2.18 2.64　 3.33 5.34　 -0.95 2.70

Total　 3.37 5.78　 2.71 3.29　 3.67 3.69　 5.11 0.82

　인구 도 증감(단 :명/km²)

Core　 2,6242,097　 7541,536　 3,1798,770　 3,722-1,605

Inner　
4272,249

　 123 230　 4391,523　 819 703

Outer　 　 28 81　 104 441　 -16 86

Total　 6702,006　 92 201　 330 961　 537 259

[표5]인구 인구변화(1980~2010년)

자료 :GavinW.Jones(2002)의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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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카르타 방콕 마닐라 서울

198019902010198019902010198019902010198019902010

Core 54 52 28 51 50 43 51 50 43 69 58 46

Inner
46 48 72

21 23 33 24 26 28 22 36 47

Outer 27 26 24 25 24 29 9 5 7

Total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6]인구 비율(단 :%)

3.2AkinobuMurakamia외 4인 연구와의 비교

Akinobu Murakamia,Alinda MedrialZain,Kazuhiko Takeuchi,

AtsushiTsunekawa,ShigehiroYokota(2005)이 실시한 동남아시아권에

한 연구에서는 1970~1998년인 약 30년의 과정을 비교하 다.이 연구

기간에 2010년의 연구를 추가로 분석하여 총 40년간의 변화과정을 살펴

보았다. 한,서울을 추가로 연구하 다.서울의 연구범 도 논문에서

실시한 자카르타,방콕,메트로마닐라와 유사한 거리에서의 비교를 해

심 지역으로부터 25km 반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선정하 다.

먼 수도권별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서울 수도 심지

에서의 인구 도인 값을 동남아시아 세 수도 심지의 값과 비교할

때,1980년과 1990에는 서울은 약 60,500명/km²와 53,700명/km²로 가장

높았다.이후,2000년부터는 32,100명/km²이하로 감소하여 다른 지역과

유사한 수치를 보 다.서울의 g값은 1980~2010년 반 으로 다른 세

수도권의 값보다 높은 값을 보인다.결과에 따르면,서울의 수도권이 다

른 수도권보다 도시확산이 비교 게 진행된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분석된다.상 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도시확산이 더

외곽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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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

수도

수도권

km 25km

[그림9]Murakamia외 4인의 연구범

자료 :Murakamia외 (2005)의 연구범 를 기반으로 재구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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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 :100명/km²)
(g)  

자카르타

2010 266 0.06 0.44

1998 415 0.17 0.83

1990 495 0.2 0.81

1980 466 0.2 0.9

1970 534 0.24 0.89

방콕

2010 167 0.05 0.45

1998 158 0.89 0.96

1990 214 0.11 0.97

1980 200 0.13 0.92

1970 135 0.13 0.91

마닐라

2010 352 0.04 0.41

1995 339 0.05 0.77

1990 323 0.06 0.8

1980 306 0.09 0.82

1970 239 0.1 0.82

서울

2010 235 0.063 0.28

2000 321 0.09 0.41

1990 537 0.15 0.61

1980 605 0.17 0.77

[표7]인구 도경사도 추정결과(1970~2010년)

자료 :Murakamia외 (2005)의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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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도권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자카르타의 경우,1970년 

53,400명/km²와 g값 0.24에서 시작해 40년 동안 지속 으로 감소하 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시확산이 더 외곽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방콕은 40년 동안 와 g값의 증감을 반복하 다.특히 g값은

1998년 격한 증가 되었던 시기가 있었고,이후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 다.따라서 1998년에 일시 으로 도시확산이 완화되었다가 다시 진

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닐라는 40년 동안 값이 23,900명/km²에서 35,200명/km²로 유사

하게 유지되었으며,g값은 지속 으로 감소하 다.따라서 40년 동안 도

시확산이 지속 으로 진행되어 차 외곽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상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서울은 값이 1980년 60,500명/km²에서 2010년 23,500

명/km²으로 지속 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g값도 지속 으로 감소하

여 차 외곽으로 도시확산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3.3인구 도경사도 추정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1970~2010년간의 인구변화를 살펴보았

다.본 연구에서는 추가 으로,2010년 기 으로 각 수도권의 인구 도경

사도를 추정하 다.연구범 는 수도권 일부에 제한하지 않고,수도권

체 지역에 한 인구 도와 인구분포 분석을 진행하 다.

앞서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클락의 단일도심모형에 기 한 인구 도

함수를 추정하면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마이

스 값을 갖는지,설명력이 얼마나 높은지 악이 가능하다.클락의 모델

을 사용하여 인구 도경사도를 추정한 결과 네 수도권의 인구 도함수

그래 는 모두 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구 도가 감소하는 유사

한 형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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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도권의 그래 를 합치면 그림10과 같다.이 때,네 수도권 인구

도함수의 경사도(g값)가 모두 마이 스 수치이며 P-value값이 통계

으로 유의하다.따라서 Clark함수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해 회귀식이 도

출될 수 있으며,이에 따른 α,β(g값),,
은 표8과 같다.

0 20 40 60 80 100 120

심지로부터의 거리(km)

10,000

15,000

5,000

20,000

25,000

30,000

35,000

인구 도

(명)

서울 수도권

자카르타 수도권

방콕 수도권

마닐라 수도권

40,000

[그림10]인구 도경사함수 추정결과

구분 서울 자카르타 방콕 마닐라

 10.361 10.14 9.7978 9.2981

(g) -0.084 -0.059 -0.071 -0.038

 31,598 25,336 17,995 10,917

  0.7066 0.635 0.7359 0.5117

회귀식 y=-0.084x+10.361 y=-0.059x+10.14y=-0.071x+9.7978y=-0.038x+9.2981

[표8]인구 도경사도 추정결과(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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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에 따르면,도심의 추정인구 도 는 서울>자카르타>방

콕>마닐라 순이며,각 값은 31,598명/km²,25,336명/km²,17,995명/km²

10,917명/km²이다.β(g값)이 네 수도권 모두에서 마이 스 수치로 나와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인구 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이 때,의 값

은 β(g값)에 따라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1km 멀어질수록 순서 로 8.4%,

5.9%,7.1%,3.8% 감소한다.따라서 서울>방콕>자카르타>마닐라 수도권

순으로 도시확산이 진행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결과 으로,마닐라 수

도권이 가장 외곽으로 도시확산이 진행되었으며 서울 수도권에서는 가장

낮은 도시확산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심지는 서울 구이며 이때의 인구 도는 11,769명/km²이

다.분석 결과,서울 양천구가 26,810명/km²로 가장 높은 인구 도로 나

타나며,이 때 서울 구로부터 거리는 12km에 해당한다.반 로 가장

인구 도가 낮은 곳은 가평군으로 60명/km²이며 52km 떨어져있다.양천

구와는 26,750명/km²차이나는 수치이다. 심지 기 최 반경에 해당

하는 지역은 안성시로,63km에 해당한다.안성시의 인구 도는 318명

/km²이다.이 때,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값에 따라,단

순모형은 서울 수도권 인구 도 변화의 70%를 설명한다.

두 번째로,자카르타의 심지는 JakartaSelatan의 SetiaBudi이며

이때의 인구 도는 14,320명/km²이다.Jakarta Pusat의 JoharBaru가

58,131명/km²로 가장 높은 인구 도이며 심지로부터 거리는 4km에 해

당한다.57,894명/km²차이나는 수치이며 네 수도권의 최 최소 차이

가장 높다.가장 작은 인구 도는 MuaraGembong으로 237명/km²이

며 34km 떨어져있다.최 반경에 해당하는 지역은 60km 떨어져 있는

Bogor,Kab의 Sukajaya이다. 값에 따라 63%로 모형을 설명한다.

세 번째로,방콕의 심지는 WangThonglang이며 이때의 인구 도

는 13,239명/km²이다.방콕의 ThonBuri가 21,291명/km²로 가장 높은 인

구 도이며 심지로부터 거리는 16km에 해당한다.가장 작은 인구 도

는 NakhonPathom의 BangLen으로 162명/km²이며 56km 떨어져있다.

최 와 최솟값의 차이는 21,129명/km²으로 수도권 가장 은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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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한,연구범 에서 최 반경에 해당하는 지역은 76km 떨어져 있

는 NakhonPathom의 KamphaengSaen이다.모델의 설명력은 73%이다.

마지막으로 마닐라의 심지는 SanJuan이며,인구 도는 21,009명

/km²이다.가장 높은 인구 도 수도인 Manila이고,45,060명/km²의 인구

도로 5km 떨어져 있다.최 치와 최소치의 차이는 45,037명/km²이다.

반면 가장 작은 인구 도는 Dona Remedios Trinidad로 23명/km²,

54.8km 떨어진 지역이다.최 거리는 105km에 있는 Batangas지역의

Lobo이다.40km까지는 추세선보다 분산된 인구 도 분포를 보이나 이후

추세선과 한 인구 도 분포를 보인다.모델의 설명력은 5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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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세계 평균 도시화율이 차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시확산

이 수반하는 문제 에 응하기 한 노력도 주목받고 있다.특히,동남

아시아 도시권에서는 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외곽 지역으로의 도시확

산이 발생하면서 큰 국가 문제 으로 자리 잡아 왔다.도시확산에

한 분석은 인구 도와 인구분포의 분석을 통해 이 질 수 있는데,계획

인 개발 인구 도 조정과 같은 지속가능한 형태의 도시계획을 실행

하는데 있어 요하게 인식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1970~2010년의 인구변화

를 살펴보았다.서울,자카르타,방콕,마닐라 도시권의 인구분포와 도

시확산을 국제 비교론 에서 분석하 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구

도함수는 인구분포를 정량 으로 보여주며,네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인구분포의 차이는 도시확산의 정도를 설명한다.GavinW.Jones의 논

문에 추가 으로 진행한 연구결과를 따르면,2010년의 자카르타,방콕,

마닐라와 유사하게 도시화가 진행된 시기인 1980년의 서울에는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1980~2010년 네 수도권 모두 심 지역은 낮아

지는 출산율과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 형 으로 인구 성장속도가 느려

져,인구는 지속 으로 증가했으나,연 인구증가율은 둔화되어 왔다.자

카르타,방콕,마닐라의 경우,안쪽 외곽지역은 뚜렷한 인구증가와 도시

확산으로 심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서울의 경우는 성장이 둔화

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이어서 Murakamia외 4인의 논문에 추가된 연

구결과에 따르면,서울의 수도권이 다른 네 수도권보다 도시확산이 비교

게 진행된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고,상 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은 도시확산이 더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의 수도권 체의 인구 도경사함수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방콕,자카르타,마닐라 수도권 순서로,도시확산이 더 진행되었음

을 알 수 있다. 한 지난 연구에서 밝 진 로,1970~2010년 동안 서울

에서 외곽으로의 확산이 가장 게 발생했다.따라서 마닐라 수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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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외곽으로 도시확산이 진행되었으며,서울 수도권에서는 가장 은

도시확산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즉,동남아시아 세 수도권에 비해

서울의 도경사함수의 경사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서울의 도시성

장이 이루어지던 당시 도시확산이 게 이루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서

울의 도시 형태는 지형 인 요소,개발제한구역 설정의 향을 받아 상

으로 도시확산이 덜 진행된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남아시아 지역은 경사 값이 낮게 나타나,상 으로 도시확산이

더 이 진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사한 경제와 인구규모를 가진 네 국가 도시권에

해당하는 수도권의 도시확산 정도를 인구 도분포 분석을 통해 실증 으

로 검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기존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동남아

시아 지역의 연구에 동아시아 지역인 서울을 포함하여 비교논문을 진행

하여,21세기 이후 시 에서의 인구분포와 도시확산을 비교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은 인구 도 분포 비교가 총 도를 기반으로 하여

측정하 다는데 있다.순 도에 한 정량 인 연구를 추가 으로 진행

된다면,실제 개발된 시가지면 비 거주인구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한,본 연구에서 사용한 클락 모델은 일반 으로 다핵구

조나 분산형 구조에 해서는 분포 유형을 일 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인구 도분포 연구에 사용되는 모델에는 클락 모델 이외에

도 뉼링(Newling)의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뉼링의 모델은 인구 공동화

상과 도시 반의 인구 도분포의 경향을 반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뉼링의 모델을 사용한 연구가 추가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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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Studyon

PopulationDistributionand

UrbanSprawlinMetropolitan

AreasofSeoul,Jakarta,

Bangkok,andManila

Kim,DaHyun

GraduateProgram inUrbanDesign

SeoulNationalUniversity

According to the World Bank,54 percentofthe world’s

populationlivedincitiesin2015,anditsproportionisexpectedto

increaseto65percentin2050.DevelopingcountriesinAsia,Africa,

LatinAmericahavebeenconsideredasthelowesturbanizedareas.

Theaverageurbanization ratein SoutheastAsian Countriesis47

percent,whichisbelow averageoftheworld’srate.However,theyare

expected to largely contribute in the increase of future urban

population sinceurbanization with rapid economicgrowth hasbeen

occurringinmostofSoutheastAsiancountries.Accordingly,issueson

developmentinsuburbsandurbansprawlcametothefore.

Jakarta,Bangkok,Manila are the highly urbanized cities

expanding from its spatialcore,and their economic statu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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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size are similar to the Korean cities.However,their

metropolitanareashavebeenshapedindifferenturbanformsinterms

ofdevelopmentdensityandurbansprawl.Urbansprawlandpopulation

distributioncanbemeasuredbypopulationdensity,andmeasuringitis

criticalfrom theperspectiveofurbansustainabilityandefficiencyin

thefieldofurbanplanning.

Thepurposeofthisstudyistoempiricallyverifyurbansprawl

and population distribution in metropolitan areas offourcountries

through population density.Another purpose is to internationally

comparefourdifferentmetropolitanareasbyincludingSeoulbesides

SoutheastAsian countries,which have been mainly dealtwith in

previous researches.A quantitative analysis was adopted for the

methodsofthestudyusingClarkmodel,whichiscommonlypracticed

inthefieldofurbanspacestructure.PopulationdataandGIS were

usedtomeasurepopulationdensity,area,anddistance.

TheurbanizationrateofSeoulin1980isapproximatelythe

sametotheratesofJakarta,Bangkok,andManilain2010,butthe

percentageofresidentsintheSeoulmetropolitanareasisabout20

percenthigherthantheotherthreemetropolitanareas.Theresultof

thestudyprovedthatpopulationdistributioninSeoulislessspread

outtowardthesuburbswhencomparedtoSoutheastAsiancountries

from 1980to2010.Theresultimpliedthatpopulationdistributionin

Seoulmetropolitanareasisrelativelyshownasbeingmorecompact

whileit’smorespreadoutfrom centralurbanareasinmetropolitan

areasinJakarta,Bangkok,andManila.

Keywords:PopulationDensity,PopulationDistribution,UrbanSprawl,Seoul,

Jakarta,Bangkok,Manila,Metropolitanareas

StudentNumber:2014-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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