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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행정 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 분석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합성 평가

지도교수  최 재 필

서울 학교 학원 건축학과  임 장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개발에 앞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미래발 방향을 구상하는 미래 측 이고 동시에 응 인 작업이다. 만약 계획에 

따른 결과가 계획가의 의도에서 벗어나 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계획 실

패에 따른 규모 투자자  손실, 거주민의 불편과 같은 막 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공간이 추후 어떠한 성격의 공간으로 발 될 것인가를 측하고 

계획도시의 공간 특성을 미리 악하는 일은 요하다.

본 연구는 행정 심복합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의 합성 평가를 해 토지이용계

획 측방법을 독자 으로 고안하 다. 이를 한 사 작업으로 이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측 기 의 가설을 설정하 고, 분당신도시를 상으로 가설 검증을 

실시하여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하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토지이용 측

방법을 도출하 고 이를 행정 심복합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측하는 분석도구로 

삼고자 하 다. 분석도구를 통해 도출된 측안과 실제 개발계획안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행정 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 합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따라서 연구내용

은 크게 토지이용 측방법 설정과 행정 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 합성 평가  

계획안 수정 부분으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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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토지이용 측방법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통합도는 동종시설의 도와 상

계가 있음을 알아냈고, 통제도는 가로의 리성을 보장하는 변수로 상업⋅업무시

설과 주거시설의 입지를 결정짓는 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발 차이를 통합도 값의 차이로 설명하나 이는 연구의 분

석 상이 주거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악된다.

행정 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를 분석한 결과 행정 심복합도시의 환상형 도시구

조를 통해 지역 내 고른 균형발 이 기 되었다. 한 개발과정에서 특정지역의 편

개발을 지양하고 가로의 계를 개발 완료시까지 유지하는 략을 통해 도시성

장의 안정 , 진  변화를 기 할 수 있다. 하지만 2-4생활권은 심상업업무지

구로서 매우 부 합한 입지로 단되었다. 그에 따라 2-4생활권의 통합도와 통제도 

조 을 해 주변 가로망 확충을 제안하 다.

본 연구는 공간분석이론을 활용하여 가로의 상학  속성만으로 도시 상을 분

석하여 도시의 여러 요소를 종합 으로 고려하지 못한 을 한계로 들 수 있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 고안한 측 방법은 신도시 계획 기단계에 빠르고 간편하게 토

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검증하는 도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통합도 뿐만 아니라 통제도라는 공간구문지표를 사용함으로써 다각 인 분석

을 시행하 고 분석결과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에서 의의가 있다.

주 요 어  : 행정 심복합도시,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공간구문론 ,  입 지특 성

학  번 : 2012-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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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는 인간이 도시생활을 해 나가기 한 사회  ·경제  ·정치  활동의 

심이 되는 장소이다. 도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발생 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도시정비나 신도시개발과 같은 정책에 의해 인 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규모 택지 개발에 의해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개발에 앞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미래발 방향을 구상하는 미래 측 이고 동시에 응

인 작업이다. 계획가는 매력 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

제들을 측하여 그에 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존하는 문제에 해서는 즉각

인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한다. 만약 계획에 따른 결과가 계획가의 의도에서 벗어

나 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계획 실패에 따른 규모 투자자  손실, 거

주민의 불편과 같은 막 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공간이 추후 어떠한 

성격의 공간으로 발 될 것인가를 정확히 측하고 계획도시의 공간 특성을 미리 

악하는 일은 착공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상지인 행정 심복합도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 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의 균형발   국가경쟁력 강화를 한 취지로 건설되는 계획도시

이다. 2014년까지 36개 앙행정기 과 16개 국책연구기 이 이 하여 행정 기능을 

심으로 교육·문화·첨단산업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를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2005년 3월 ‘행정 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06

년 7월에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같은 해 11월에 ‘행정

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개발이 본격화 되었다.2) 2030년 완공

을 목표로 2014년 5월 재, 행정 심복합도시는 1단계 공사가 한창 진행 이며, 

작년 11월 6개 앙행정기 과 10개 산하기 이 입주를 시작하는 정부부처 2단계 

이 이 시행되었다.

행정 심복합도시는 한민국의 앙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추  도시로서 이  

공무원들의 거주편의성과 앙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해 행정 심복합도시의 

개발은 반드시 성공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에서 행정 심복합도시 조

성계획이 당  계획 로 진행될 것인지에 한 연구는 행정 심복합도시의 개발 

1) doopedia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42871&cid=40942&categoryId=39699>

2) 행정 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 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변경, 2010,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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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혹은 개발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개발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도시의 공간구조는 크게 가로체계와 같이 도시의 물리  행태, 구조를 형성하는 

형태  차원의 요소와 그에 배치되는 장소, 시설 등의 기능  차원의 요소로 구분

할 수 있다.3) 본 연구는 행정 심복합도시의 형태요소 분석을 통해 심지체계, 교

통체계, 토지이용패턴과 같은 기능요소를 시기별, 권역별로 측하고, 개발계획안

과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 을 미리 악하여 행정 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 합성

을 평가하는데 그 목 이 있다. 그  토지이용계획을 으로 살피고자, 이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독자 인 토지이용 측방법을 고안하고자 하며 이러한 

측방법은 신도시 계획 기단계에 빠르고 간편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검

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도출된 문제 을 토 로 가

로계획의 수정안을 제시하 으며, 그에 한 구체 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행정 심복합도시와 같은 신도시 계획 시 참고할 수 있는 기 자료를 마

련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둔다.

3) 강홍빈 외 6인 역, 『도시설계 장소 만들기의 여섯 차원』(Carmona, M et al. 2003, Public place-Urban 

space the dimensions of urban design, Elsevier, New York.), 가, 2009, pp.117-161, 29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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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상지인 행정 심복합도시는 건설특별법 제 11조  제 1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앙행정기  등의 이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해 지정된 면  

72.91㎢의 정지역이다.4) 건설지역은 종  연기군 남면· 남면·동면과 공주시 장

기면·반포면 지역이었으나, 2012년 7월1일자로 이 지역과 연기군 체, 공주시·청원

군 일부가 편입되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재의 행정구역은 세종특별

자치시에 속해 있다. 

[그림 1-1] 대상지 범위 설정

4) 정지역이란 앙행정기 과 그 소속기 을 행정 심복합도시로 이 하는 계획에 따른 앙행정기  등의 

이 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하여 「신행정수도 후속 책을 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심복합도시 건

설을 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용어사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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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방법

이해를 돕고자 연구의 흐름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행정 심복합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으로 살피고자 토지이용 측을 한 방법을 독자

으로 고안하 다. 이를 한 사 작업으로 이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측 기

의 가설을 설정하 고, 분당신도시를 상으로 가설 검증을 실시하여 측 기

의 타당성을 검토하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토지이용 측방법을 도출하

고 이를 행정 심복합도시의 토지이용계획 측을 한 분석도구로 삼고자 하

다. 분석도구를 통해 도출된 측안과 실제 개발계획안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행정

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 합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그림 1-2] 토지이용 예측방법 설정방법 

공간구조의 특성을 보다 객 이고 정량 으로 측하기 해 공간분석이론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사용하 고, 공간구문론을 통해 도출되는 공간구문변

수  통합도와 통제도 값을 분석지표로 활용하 다.

먼 , 토지이용 측방법의 가설 검증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 다. 분당신도시

의 가로를 축선도로 옮기고 각 축선을 해당시설 용도로 이어를 분류하 다. S3

로그램을 이용해 공간분석 시행 후, 각 가로마다의 통합도, 통제도 값을 추출하여 

시설별 통합도, 통제도 평균을 도출하 다. 도출된 수치자료를 바탕으로 공간구문

변수와 시설 발 간의 상 계를 밝히고자 하 다.5) 

행정 심복합도시의 공간분석 방법은 분당신도시와 동일하다. 단 행정 심복합

도시 가로를 시기별,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이 특징이며, 분석결과를 개발 

계획안과 비교하여 상되는 문제를 추론하 다. 측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

로체계의 수정안을 제시하 다. 

5) S3 로그램은 서울 학교 건축도시공간연구실에서 개발된 로그램으로, 분석을 통해 각 가로의 공간구문론

변수 값을 추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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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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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토지이용계획론

(1) 상업⋅업무지역

상업⋅업무지역은 도시 내의 매기능과 업무기능이 집 하여 형성된 표  기

능지역이다. 이들 기능은 매우 다양하여 도심부에 집약 으로 집 하여 입지하거나 

주변부에 소군집 형태로 집단을 이루어 입지하며 종류에 따라 도시 역에 산재하

기도 한다. 상업⋅업무지역은 교통노선이 집 되는 지역이나 주도로에서 근

이 쉬운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러 형태의 상업지역 에서 심상업⋅업무지역이 도시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

은 매우 요하다. 이곳은 도시 내 어느 곳보다 재화와 서비스 활동이 집 되어 있

어 사  이윤추구의 심이 되며, 도시 내  지역은 물론 도시 주변지역까지를 

상으로 심서비스 기능이 집 된 곳이다. 이곳에 입지하는 표 인 기능으로는 

기업 리기능, 융⋅투자기능, 매기능, 락기능  문화⋅서비스기능 등이 있

다. 심상업⋅업무지역의 입지조건은 다음과 같다.

∙ 도시 내에서 근성이 가장 좋은 도시공간의 기하학  심지

∙ 교통망의 심지나 교통 수단이 집 된 곳

∙ 도시 공간구조의 심부에 형성될 뿐만 아니라 도시 활동의 구심 이 되는 지역

한 주거지역 심부에 형성되어 주변 주거지역에 일상용품과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능을 지닌 근린상업⋅업무지역이 있다. 근린상업⋅업무지역에는 주로 일상생

활에 필요한 각종 편익시설이 입지하는데, 다른 상업⋅업무지역과는 달리 사  

리목 의 상업⋅업무시설 외에도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지닌 비 리성 시설이 다량 

입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입지하는 주요 편익시설의 종류는, 리목 의 시설로서 

구매시설⋅상업서비스시설⋅일반업무시설 등이 있고, 비 리시설로서 공공행정서

비스시설⋅사회복지시설⋅교육문화시설⋅공공휴식시설(공원, 장, 체육시설 등)이 

있다. 근린상업⋅업무지역의 주요 입지조건은 다음과 같다.6)

6) 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 토지이용계획론, 보성각, 2008, pp.271-276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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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에서 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주거지역의 지리  심부나 진입부

∙ 도시 내 주요 간선도로와 직  연결이 가능한 지역

∙ 하나의 근린상업∙지역이 입지하기 한 최소 이용인구는 일반 으로 인구 3-5만

   명 규모의 주거지역을 배경으로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도시지역 내에서 면 상 가장 큰 비 을 차지한다. 체로 개발 지역 

면 의 50~60%를 유하는 것이 일반 이다. 주거지역은 일반 으로 주택과 함께 

학교, 구매시설, 운동시설  오 스페이스로 구성된다. 주거지역의 입지는 주거형

식, 거주 도  거주자의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보편 으로 거주환경의 

쾌 성과 생활의 편익성 도모에 비 을 두어 결정된다. 

도시 심부는 생활의 편익성 면에서는 양호하지만 높은 지가로 인해 충분한 공

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이 혼잡하고 소음과 기오염 등이 심하여 거주

환경의 쾌 성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외지역은 거주환경의 쾌 성을 제공

해  수 있는 반면에 직장이나 도심부까지의 거리가 멀어 통근과 도심부의 방문을 

해 많은 시간과 경제  비용을 소모시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도시 심부와 교

외지역 사이에는 거주환경의 쾌 성과 생활의 편익성을 각각 일정 비율씩 추구할 

수 있는 간지 가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시 역이 주거지역의 

상이 될 수 있다. 도시 내 어느 곳에서 거주하느냐 하는 것은 거주자 개인의 경제⋅

사회  여건과 선호도  제공된 선택의 기회에 달려있다.

한편 도시지역은 소득계층에 의해 고  주거지 ,  주거지    주거지

 등으로 세분되며, 주거형식과 주거 도에 따라 주거지 , 주거지 , 고

주거지  등으로 나 어진다. 일반 으로 도심에서 가까운 곳일수록 소득층⋅

고 도의 주거지 가 형성되고 교외지역으로 갈수록 고소득층⋅ 도의 주거지

가 형성된다. 미국 등 서구지역에서는 이 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소득계에 의한 동심원  주거지 분화 상이 뚜렷하게 나

타난 징후가 없다. 도시 내 주거지역의 입지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7)

7) 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 토지이용계획론, 보성각, 2008, pp.276-279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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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고용지, 주변의 편익시설  휴식공간과의 근성이 용이한 지역

∙ 주변 공업시설이나 교통시설 등에 의한 기오염⋅소음⋅진동 등의 피해가 은 곳

∙ 도심부로부터 가까운 곳은 고 도로, 교외지역으로 갈수록 도로 계획

∙ 도시 역이 주거지역의 상이 될 수 있음

(3) 공업지역

공업시설의 입지는 시설의 종류와 입지시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1960년  반 이 까지만 하더라도 부분의 공업시설이 소규모의 경

공업 심이었으며 도시 시가화구역 내부나 시가지 인 지역에 입지했었다. 1960년

 반 이후는 화학공업 심의 단  공업단지가 임해지역과 일부 도시 주

변에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1970년 에 들어와 도시 주변과 지역 간 교통이 양호

한 지방도시의 외곽에 공업단지가 활발하게 조성되었다.

 도시 내 공업지역은 생산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기반을 강화시켜 도시에 활력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 등 공해발생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공업지역의 입지결정은 도시의 산업발  측면과 환경보  측면을 동

시에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 세부 인 입지조건은 다음과 같다.8)

∙ 화물수송에 련된 도시내외의 주요 교통수단과 직 으로 연결이 가능한 지역

∙ 도시 내 주요지 주거지역과 간선교통수단을 통해 직 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 

∙ 지역 내 거주하는 고용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

∙ 장래 시가화구역 확장 등의 도시발 에 지장을 래하지 않을 지역

∙ 인 한 주변지역에 부정  향(소음, 진동,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 경공업의 경우 도시 시가화구역 내부나 시가지 인 지역에 입지

∙ 화학공업의 경우 수상교통이 유리한 바다나 하천에 면한 지  혹은 철도나 간선

   도로의 이용이 용이한 지역

∙ 첨단산업의 입지는 고  노동력 유치를 해 양호한 자연환경과 문화시설을 동시에

   갖추면서 교통이 좋은 도시 근교에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규모 단지 형성

8) 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 토지이용계획론, 보성각, 2008, pp.280-281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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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간구문론

2.2.1. 공간구문론 개요

1984년 빌 힐리어(B.Hillier)와 리엔 핸슨(J.Hanson)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구문

론은 건축물의 공간구조나 도시의 형태가 어떻게 특정한 형상(Configuration)을 취

하는가에 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건물 혹은 도시공간의 질서화는 공간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태에 기인하며 결국, 사회는 건물 혹은 도시 공간의 

본질과 행태에 여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지에서 공간에 한 이해는 개별 공간

의 개체  특성보다 공간 상호간의 상학  계에 의해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며, 이를 정량 으로 기술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으로서 공간구문론을 제안하

던 것이다.9) 

공간구문론으로 공간을 분석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우선 분석 상이 되는 공간

조직의 경계를 설정하고, 이 공간조직을 단 공간으로 분해하여 표 한다. 이들 단

공간 상호간의 연결 계를 설정하고 최종 으로 단 공간간의 상학  계를 

정량 으로 산출하게 된다. 공간조직은 스 일에 상 없이 건물이나 도시 규모 모

두가 상이 될 수 있다.10)

[그림 2-1] G-Town의 축선도(Hillier & Hanson, 1984인용) 

9) 최윤경, 7개의 키워드로 읽는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문화사, 2003, p.19.

10) 앞의 책,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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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문론에서 단 공간 설정은 볼록공간도(Convex map)와 축선도(Axial 

map)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볼록공간도는 건물 내부 공간을 재 하는데 주로 사용

되고 축선공간도는 도시 규모를 재 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볼록공간도는 공간의 

단 를 일종의 닫 진 공간 역으로 정의하는 방법이고, 축선도는 [그림 2-1]과 같

이 체 공간조직 내 통행가능한 길을 직선의 조합으로 표 하는 방식이다. 본 연

구에서는 축선도를 이용하여 행정 심복합도시의 가로망을 분석하 다.

2.2.2. 분석지표 및 도구

공간구문론은 가로공간의 배치(configuration)를 노드(node)와 에지(edge)의 그래

로 표 하여 분석하고, 연결 계에 의한 각 공간의 고유한 속성을 정량화하여 

건축  도시공간의 속성을 악한다. 각 단 공간의 공간구문변수들은 수치 으로 

산출되는데 각 단 공간이 가지는 상학  계성은 통합도, 연결도, 통제도 이 세 

가지 공간구문변수로 표 된다. 

통합도(integration)는 공간들 간의 상학  계성을 분석하는 지표로 임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기 한 상  깊이(depth)를 나타낸다.11) 어떤 공

간의 통합도가 높다는 것은 다른 모든 공간으로의 이동단계가 어 근이 쉽고 연

결 계의 평균  깊이가 얕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 로 통합도가 낮다는 것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 이동단계가 많아 근이 어렵고 평균  깊이가 깊다는 것을 의미

한다.  

통합도를 계산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먼 ,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이동 

가능한 평균깊이를 구한다. 이 평균깊이는 체 공간의 개수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이므로 RA(Relative Asymmetry)로 보정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이 RA값도 규모

가 커짐에 따라 반 인 값의 분포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실질 인 비교를 해 

보정 계수가 필요하게 되며 이 개념을 고려하여 RRA(Real Relative Asymmetry)

값을 구한다. RRA값은 실질 인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지만, 깊이의 개념을 내포

하고 있기 때문에 RRA의 역수를 취한 값을 통합도로 정의하여 혼란을 없앤다. 통

합도 산출과정에서 필요한 계산법을 [표 2-1]과 같이 정리하 다.

11) 깊이란 그래프에서 노드와 노드 사이의 최단 경로 상에 존재하는 에지의 개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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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이름 함수 비고

평균깊이

(Mean Depth)

한 기준영역이 다른 모든 

영역에 대해 갖는 깊이의 

평균

RA

(Relative Asymmetry)

평균깊이를 0과 1사이의 값

으로 표준화 한 것

RRA

(Real Relative 

Asymmetry)

서로 다른 공간의 값을 비

교하기 위해 RA를 Dn(다이

몬드 그래프의 루트가 되는 

노드의 RA값)으로 나눈 것

통합도 

(ntegration)

RRA값이 작을수록 중앙성

이 높은 반대되는 의미를 

보정하기 위해 RAA를 역수 

취한 것

[표 2-1] 공간구문론의 통합도 산출과정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p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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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는 체통합도와 국부통합도로 나뉜다. 이는 깊이를 계산할 때 어느 단계

까지를 고려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체통합도는 체 공간 조직에 소속된 모든 

노드를 상으로 하여 산출하고 Integration(n)으로 표 한다. 반면, 국부통합도는 r

단계까지 연결된 노드들만을 상으로 하여 산출하고 Integration(r)로 표시한다. 

이는 분석의 경계를 도시 체로 볼 것인지 혹은 r단계까지 만을 고려할 것인지에 

한 차이의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국부통합도의 경우는 3단계까지 만을 고려한 

Integration(3)을 사용하 다. 

지표이름 비고

Integration (r)

깊이 r단계 노드까지만 계산된 것으로 해당공간에서 r단계 경로까지만 

고려된 값

r단계 깊이의 국지적인 중심성을 의미

Integration 

(n)

전체 노드를 대상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공간의 모든 경로를 고려한 

값

전체영역에서의 중심성을 의미

[표 2-2] 전체통합도와 국부통합도 비교

연결도(connectivity)는 임의의 공간에서 이웃한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가능

성을 의미하는 지표로 임의의 공간이 몇 개의 다른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 

개수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연결도가 높다는 것은 직  연결된 공간들의 수가 많다

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도(control value)는 임의의 공간이 주변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

하며 그 공간과 이웃한 공간의 연결도의 역수 값들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통제

도가 높다는 것은 주변과의 연결 계가 많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변 공간을 강하

게 제어하거나 혹은 주변공간에 의해 보다 많은 제어를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

다.12) 다시 말하면, 통제도가 높은 도로는 공간의 이동에 있어 그 도로를 지나칠 확

률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2) 여기서 말하는 제어란 어떠한 가로를 지나지 않고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정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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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간분석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 고찰

2.3.1. 도시공간구조 예측에 관한 연구

저자 논문 서지사항 내용

김진균,

권영상

“신도시개발에 의한 도시공간

의 구조적 이분화에 대한 연구 

: 안양시와 평촌신도시를 대상

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8권 9호, 2002

공간구문론을 사용하여 안양시의 도시공간구

조를 분석한 결과 평촌신도시가 개발된 이후 

구도심과 신도심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

고, 신도시 계획 시 기존 중심부와 연결부분

의 고려를 강조하고 있다.

임붕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중국 

베이징 도시 구조의 시기별 변

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979년부터 이후 현재까지의 베이징시 도시

변화 과정에 주목하였다. 전체도시계획정책

을 제정한 주요시기의 지도를 근거로 도시공

간구조분석을 실시하여 베이징시의 지역별, 

시기별 특징 및 경향을 도출하였다. 

이석권 “춘천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와 예측에 관한 연구”, 강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춘천시를 대상으로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도시공간구조와 중심지의 변화, 

결과적으로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과정에서 

발전되는 도시공간구조의 특성을 예측하고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도시개발 사업

후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수립하였다.

조형규,

이정원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통합 

창원시 도시구조 예측”, 대한

건축학회연합논문집 13권 2

호, 2011

공간구문론을 사용하여 창원시 행정구역 통

합 이전 도시의 개별 공간구조를 분석하였

다. 또한 통합예정 구역인 창원, 마산, 진해 

통합시의 미래 공간구조 및 성장 변화를 예

측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였

다.

[표 2-3] 공간분석이론을 적용한 도시공간구조 예측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공간분석이론을 용한 도시공간구조 측에 한 선행연구를 [표 2-3]과 같이 

정리하 다. 이를 살펴보면, 크게 신도시개발 혹은 행정구역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와 도시성장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시계열  분석을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계 으로는 공간구문변수  통합

도 지표만을 사용하여 도시의 상권, 심지 이동만을 단편 으로 분석한 ,  도

시 공간구조의 문제 은 밝 냈지만 그에 한 해결책 제시가 미흡한 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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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입지특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

저자 논문 서지사항 내용

강효정

“공간분석이론을 활용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후 광주 

구도심의 공간구조 변화 예

측”,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7

광주 구도심을 대상으로 상업시설의 프로그

램 별 입지와 통합도, ERAM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내어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후의 도

시공간구조 변화를 예측하였다. 예측안을 토

대로 대상지 관련 기존 정책 및 계획안에 대

한 수정 및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구본옥

“도시 가로의 물리적 배치에 

의한 건물 이용 프로그램의 생

성과 확산에 관한 연구”, 서

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서울 압구정동을 대상으로 실제 건축물 이용

현황과 공간구문론을 토대로 얻어 낼 수 있

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통해 개별 변수들이 

건축물 프로그램의 생성과 확산에 영향을 미

치는 확인하였다.

김영욱 

“Space Syntax를 활용한 공

간구조속성과 공간사용패턴의 

상호관련성 연구 : 인사동 지

역의 보행자 및 차량 통행량을 

중심으로”, 대한국토계획도시

학회지 38권 4호 , 2003

서울 인사동 지역의 도시 공간구조를 정량적

으로 분석하고 이 지역의 공간사용패턴을 분

석함으로써 보행량과 국부 통합도, 차량 통

행량과 전체 통합도의 상호관련성을 밝혔다.

박인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도

시공간구조 변화가 상업시설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 안양 평촌신도시 개발 사

례의 ERAM분석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4

안양시를 대상으로 평촌신도시 개발 전, 후

의 도시공간구조 변화와 토지이용변화를 살

펴보았다. ERAM분포와 상업시설 분포는 밀

접한 관계가 있다가 밝히고, 평촌신도시의 

내부지향적인 계획은 전체 안양시의 도시공

간구조와 상업시설분포의 상관관계를 악화시

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박훈태

“배치분석에 의한 도시가로의 

공간구조적 특성연구”,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역삼1동을 대상으로 통합도, 통제도 사분위

값과 상업시설, 주거시설의 입지간의 상관관

계를 증명하였고 용도지역지정에 따른 공간

이용 억제보다 가로의 성격이 특정시설 입지

의 발현에 더 중요한 인자임을 밝혔다.

신행우, 

김영욱

“토지이용에 따른 보행특성에 

관한 연구 : Space Syntax를 

활용한 보행네트워크 분석과 

보행량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

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8권 

3호, 2007

서울 숭례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보행공간

의 네트워크가 갖는 물리적인 특성을 파악하

고, 보행네트워크(통합도)와 보행통행량과의 

상관관계를 토지이용과 연관 지어 분석하였

다.

[표 2-4] 공간분석이론을 적용한 입지특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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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석이론을 용한 입지특성  토지이용에 한 선행연구를 [표 2-4]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공간구문변수와 통행량간의 상 계 

분석에 한 연구와 가로체계에 따른 시설들의 입지, 토지이용 특성 등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들 연구는 도시 내 발생하는 다양한 상을 공간구문론을 

이용하여 정량 으로 분석, 해석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시설의 입지특성

을 밝히는데 있어 부분의 선행연구가 상업시설만을 상으로 삼고 있다는 과 

용도 구분시 단순히 주거시설과 상업시설로만 이원화하 다는 을 연구의 한계로 

지 할 수 있다. 한 개발 완료된 상지의 황분석에 의한 연구방법이 부분이

어서 개발 이거나 개발계획이 있는 도시를 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는 

도 한계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는 통합도 외에 다른 공간구

문변수를 추가로 활용하여 다각 인 분석을 실시하고, 개발계획안의 문제  도출뿐

만 아니라 그에 따른 구체 인 해결책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한 시설의 구분 시 

용도뿐 아니라 규모까지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를 더운 세분화하여 기존 선행연구

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며, 이론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토지이용 측방법을 

고안하여 도시공간구조를 측할 수 있는 기 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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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간구문변수와 도시시설 발현간의 관계

3.1.1. 공간구문변수에 따른 가로특성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사용하여 공간 분석을 실시하면 각 가로들의 연결 

계에 한 해석의 결과로 4개의 변수가 생성되는데, 이는 체 통합도(Global 

Integration), 국부 통합도(Local Integration), 통제도(Control Value), 연결도

(Connectivity)로 표 되는 변수들이다. 힐리어는 이러한 변수들 에서 통합도와 

통제도가 가로공간의 성격을 비교  잘 설명하는 것으로 언 한다.13) 통합도는 도

시 체 역에 한 특정 가로의 성격을 규정하며, 통제도는 국부 인 역에서 인

 가로들의 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이에 본 에서는 공간분석결과 도출되

는 가로공간의 통합도와 통제도 값이 의미하는 바를 고찰하고, 이 두 변수의 계

에 따른 가로공간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통합도에 따른 가로특성

통합도는 근성과 련된 체 (global) 지표이다. 체 역에서의 특정 공간

이 갖는 심성을 의미하며 임의의 공간에서 특정 공간으로 근이 용이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통합도가 높다는 것은 체 시스템의 심에 치하여 임의

의 공간에서 그 공간으로의 근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합도가 낮다는 것

은 체 시스템에서 그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임의의 다른 공간에서 그 공간으로의 

근이 비교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구문론을 용하여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하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 공

간구문변수들  통합도에 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데, 기존 선행연구는 통합도와 

보행량 간에 한 상 성을 확인하 다. 즉 근성이 용이한 곳은 그 만큼 사람

들이 몰린다는 것이다. 김 욱은 서울 인사동 지역의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하여 보

행량과 국부통합도, 차량통행량과 체통합도의 상호 련성을 밝혔다.14) 신행우는 

숭례문 주변지역을 상으로 통합도와 보행량 간의 상 계를 토지이용과 연  

지어 분석하 다.15)

13) Bill Hillier, Julienne Hanson,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14) 김 욱, Space Syntax를 활용한 공간구조속성과 공간사용패턴의 상호 련성 연구 : 인사동 지역의 보행자 

 차량 통행량을 심으로, 한국국토계획학회지 38권 4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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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통합도가 지가, 상업시설 분포와도 한 련이 있음

을 입증하 는데 이는 지가, 상업시설 분포가 보행량에 지 한 향을 받는 종속  

계에 있기 때문으로 단할 수 있다.16) 종합하면, 통합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가로공간의 특성은 보행 도임을 확인하고, 통합도 값에 따른 가로의 특성을 [표 

3-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보행밀도
고밀 통합도 높음

저밀 통합도 낮음

[표 3-1] 통합도에 따른 가로 특성

(2) 통제도에 따른 가로특성

통제도는 주변 공간의 제어와 련된 국지 (local) 지표이다. 국지 으로 동선이 

집 되고 분배되는 양상을 의미하는데, 통행량 자체와는 별 상 이 없지만 국지  

측면에서 통행의 출 빈도를 설명한다. 즉 임의의 공간에서 주변공간으로 이동할 

경우 이 공간을 지나갈 확률이 높은 정도를 나타낸다. 통제도가 높다는 것은 이웃

한 공간들과의 동선 교류가 활발하여 이동시 그 공간을 지나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통제도가 낮다는 것은 이웃한 공간과 동선 교류가 어 그 공간을 지나

칠 확률이 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도와 도시공간구조의 상 계에 한 연구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통제도와 련된 연구 성과는 상 으로 미흡이고 그에 한 논의도 부족한 실정

이다. 통합도는 도시 체를 포 하여 특정 공간과 도시 체와의 상학  연결 

계를 설명한다. 반면에 국지  역의 성격만을 변하는 통제도의 수치  한계

로, 공간분석결과 해석 시 활용성이 통합도에 비해 떨어져 그에 한 연구가 활발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통제도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훈태는 역삼 1동 공간구조 분석을 통해 

15) 신행우외 1명, 토지이용에 따른 보행특성에 한 연구 : Space Syntax를 활용한 보행네트워크 분석과 보행

량의 상호 련성을 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8권 제3호, 2007

16) 박인수, 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공간구조 변화가 상업시설 분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서울 학

교 석사학 논문, 2004,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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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상업기능이, 통합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주거기능이 발

되는 경향성을 찰하 고, 통제도와 상업기능 발  간에 한 상 계를 확인

하 다.17) 통합도가 높더라도 통제도가 낮은 가로공간에서 상업기능의 발 이 지연

되는 상을 찰하 던 것이다. 구본옥은 압구정동 공간구조 시기별 분석을 통해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의 기 생성에 있어서는 통합도가 요한 향인자로 작용하

지만 이후, 통제도가 높은 가로를 심으로 상업시설이 차 확산되어 가는 양상을 

확인하여 상업업무시설의 확산에 있어서는 통제도가 요하다는 것을 밝혔다.18) 

한 최윤경은 통제도가 높은 가로공간의 경우 사람들의 이동과 활동의 양이 많지 않

더라도 통행이 지속 으로 발생하여 소  자연  감시 효과로 인한 범죄 방에 효

과가 있음을 알아내었다.19)

선행연구를 통해 논의된 통제도의 함의를 되새겨볼 때 통제도는 상업기능의 발

, 다시 말해 가로의 리성과 한 련이 있음을 단하 다. 이는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리목 시설이 지속 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해서는 보행

자들의 빈번한 출 이 보장되는 가로에 입지해야한다는 가정이 뒷받침되었다. 통제

도와 가로의 리성간에 상 계를 [표 3-2]와 같이 정리하 다.

가로의 영리성
영리성 통제도 높음

비영리성 통제도 낮음

[표 3-2] 통제도에 따른 가로 특성

통합도의 경우에는 보행 도와의 깊은 상 계가 지속 으로 검증되어 왔으며 

이를 보편 인 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20) 하지만 통제도에 한 의 해석은 진

리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논의가 부족하여 검증을 통해 해석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

다. 이에 3.2 에서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분당신도시의 공간분석을 통해 통제도와 

가로의 리성간의 상 계를 밝히도록 하겠다.

17) 박훈태, 배치분석에 의한 도시가로의 공간구조  특성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1999

18) 구본옥, 도시 가로의 물리  배치에 의한 건물 이용 로그램의 생성과 확산에 한 연구, 서울 학교 석사

학 논문, 2001

19) 최윤경, 7개의 키워드로 읽는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문화사, 2003

20) 의 책,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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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도와 통제도 관계에 따른 가로 유형

[그림 3-1]은  다른 배치속성을 갖는 두 가로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A의 경

우를 보면 어느 가로공간으로 이동하든지 간에 선택의 여지없이 가로 a를 지나가

야만 한다. 결과 으로 가로 a에는 가로 b보다 많은 통행량이 유발될 것이다.21) 공

간구문론을 이용한 공간분석을 통해서도 가로 a는 통합도가 가장 높은 동시에 통

제도도 가장 높은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상업기능의 입지가 요구된다면 그러

한 기능이 가로 a에 우선 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림 3-1] 공간배치의 두 유형

(출처 : Hillier B et al., Natural Movement: or, 

configuration and attraction in urban pedestrian 

movement, 1993) 

B의 경우를 살펴보자.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로 a가 상학 으로 가장 심

인 곳에 치하여 모든 가로를 통틀어 통합도가 가장 높다. 하지만 통제도의 경

우는 상황이 조  다르다. B의 경우는 공간이동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많다. 굳이 

가로 a를 지나지 않더라도 공간의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B의 가로 a는 A의 경

우에 비해 이동을 제어하는 능력인 통제도는 낮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가로 d의 경

우는 형 인 막다른 골목의 형태이다. 체 공간구조에 있어 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격리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간의 이동에 있어서도 가로 d를 지나

칠 확률은 거의 없다. 즉 가로 d는 통합도도 낮을 뿐더러 이동의 제어 능력인 통제

21) 힐리어는 이러한 물리  배치에 의해 제한되는 임의의 통행량 분배양상을 ‘자연이동(natural movement)’이라

고 정의한다. 공간구문론은 이러한 자연이동에 의해서 공간성이 발 됨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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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제일 낮다. 만약 이러한 외진 골목에 상업시설이 입지한다면 이윤추구에 있어 

매우 불리할 것이다. 근성이 떨어지고 사람의 왕래도 뜸한 곳에 상업시설이 입지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신 지극히 사 인 공간인 단독주택이나, 도시에서 격리

될 필요가 있는 도시 오시설의 입지가 합할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이 공간의 

상학  분석을 통해 가로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를 토 로 용도에 따른 시설의 

입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앞선 이론  고찰을 바탕으로 통합도는 가로의 보행 도와 통제도는 가로의 

리성과 한 련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토 로 통합도, 통제도의 

조합에 따른 가로특성을 [표 3-3]과 같이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앞서 살

핀 용도지역별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각 가로유형에 합한 정시설의 입지를 미

루어 유추할 수 있다.

통제도 높은 가로 통제도 낮은 가로

통합도 

높은 

가로

‐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른 공간을 

지나기 위해 이 공간을 거쳐야 할 확

률이 큰 가로

‐ 통행이 가장 빈번한 가로

‐ 중심상업시설, 업무시설 같은 고밀

도 영리목적 시설의 입지에 적합

‐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공간이동에 

있어 이 공간을 거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가로

‐ 초고층 주거시설(고밀주거) 같은 고

밀도 비영리목적 시설의 입지에 적합

통합도 

낮은 

가로

‐ 쉽게 접근할 수는 없지만, 다른 공

간을 지나기 위해 이 공간을 거쳐야 

할 확률이 큰 가로

‐ 통행량이 많지 않더라도 통행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는 가로

‐ 근린생활시설 같은 저밀도 영리목적 

시설의 입지에 적합

‐ 접근하기도 어렵고, 공간이동에 있

어 이 공간을 거칠 확률도 높지 않은 

가로

‐ 전형적인 막다른 골목형태의 가로

‐ 단독주택(저밀주거) 혹은 도시혐오

시설 같은 저밀도 비영리목적 시설의 

입지에 적합

[표 3-3] 통합도와 통제도의 조합에 따른 가로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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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토지이용 예측을 위한 가설 설정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토지이용 측방법 설정을 한 사 작업으로, 시설별 입지

조건을 살펴보고, 통합도와 통제도에 따른 가로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한 통합도

와 통제도의 조합에 따라 가로공간을 크게 4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가로유형에 합

한 시설의 입지를 유추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다음 사항들이 제되었다.22)

∙ 통합도가 높은 가로공간일수록 고 도의 시설이 입지한다.

∙ 통제도가 높은 가로공간일수록 시설의 리성이 보장된다.

∙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입지차이는 통합도보다 통제도의 향이 더 크다.

같은 맥락에서 통합도와 통제도 구간에 따른 각 시설들의 입지조건을 [표 3-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통제도에 따라 크게 리시설(상업⋅업무시설)과 비 리시설

(주거시설)로 구분 짓고, 통합도에 따라 시설의 도를 결정지었다. 공공업무시설은 

리성 단이 모호하여 통제도를  구간으로 설정하 다. 공장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입지조건은 매우 상이하여 토지이용 측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표 3-4]의 

내용은 의 가설들을 제한 것으로 3.2장에서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시설유형 세분 통합도 통제도

주거시설

저밀주거 하위구간

하위구간중밀주거 중위구간

고밀주거 상위구간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하위구간

상위구간
판매시설 상위구간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상위구간 상위구간

공공업무시설 상위구간 전구간

공업시설
공장 - -

혐오시설 하위구간 하위구간

[표 3-4] 시설별 통합도 통제도 구간 설정 (가설) 

22)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통합도와 상업시설과의 상 계에 주목하 다. 통합도가 높은 가로공간에는 주로 상

업시설이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통합도가 낮은 가로공간에 주로 주거시설이 발 되는 상을 찰한 것이

다. 하지만 아 트나 고층 주거시설과 같은 ⋅고 주거시설이 연구 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을 한

계로 지 할 수 있다. 즉 주거와 상업시설간의 통합도 차이는 입증하 지만 고 주거와 주거, 고

주거와 상업시설간의 공간구문변수의 차이에 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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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로망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앞서 제한 가설을 검증하기 해, 분당신도시를 상으로 가로망 배치에 따른 

토지이용 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당신도시의 축선도를 작성하고 S3 로그램

을 사용하여 공간분석을 실행하 다. 이를 통해 도출되는 가로의 통합도  통제도 

값으로 분당신도시의 공간구조 상을 악하고 통합도, 통제도에 따른 가로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3.2.1. 사례선정의 배경 및 현황 

[그림 3-2] 분당신도시 위성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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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문론의 에서 가로의 배치특성에 따른 시설의 발 양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해서는, 자연발생  도시를 상으로 시설들의 입지특성을 찰하는 것

이 타당하다. 자연발생  도시란 계획가의 의도가 배제된 오랜 시간 자생 으로 성

장한 도시라 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국 런던 일   서울의 구  

종로구 일  등 표  자연발생  도시를 연구 상지로 주로 다룬다. 자연발생  

도시는 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하며, 필지의 크

기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그로 인해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가 소하고, 용도

가 제한 이다. 실제로, 이러한 도시에 입지하는 시설의 종류는 단독주택, 다세 주

택, 근린생활시설에만 한정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행정 심복합도시의 경우, 단독주택, 다세 주택 같은  주거시설 용지는 

체 주택용지의 약 28%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아 트, 주상복합시설과 같은 ⋅고

 주거시설 용지는 체 주택용지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한 심상업

지역에 백화 , 쇼핑센터, 회의장 같은 규모 상업업무시설도 계획되어 있다. 이는 

비단 행정 심복합도시만의 차별화된 도시 형태가 아닌 형 인 한국 도시의 모

습이기도 하다. 발 되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의 한계로 자연발생  도시구조를 토

로는 한국의 도시  행정 심복합도시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따를 것으로 생

각되어 이에 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 다.

[그림 3-3] 종로구 안국동(좌), 통의동(우) 거리 (출처: 다음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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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충안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도시를 가설검증 상지로 삼

고자 하 고 본 연구에서는 분당신도시를 선정하 다. 

∙ 행정 심복합도시 같은 국내 계획도시 일 것

∙ 토지이용 측면에서 다양한 용도, 도의 시설들이 존재할 것

∙ 오랜 시간의 경과로 도시성장의 안정기에 진입한 도시일 것

도시는 자연 으로 발생하고 성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치, 경제, 사회 인 이유

에서 새로운 도시를 계획 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계획도시는 서울시 종로구 일

와 같이 공간  특질에 따라 오랜 시간 자생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

획가의 의도에 의해 시설의 입지가 결정된다. 하지만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

아서 기에 계획  의도가 개입되었더라도,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도시의 구

성  특질에 따라 계획도시 역시 자연발생  도시와 같이 스스로 변화하고 진화한

다. 이에 한 근거로 박훈태(1999)는 일반 으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과 같은 제

도  규제에 의해 도시의 형태가 지 한 향을 받게 됨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에 

한 제어는 실제로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한다.23) 따라서 계획도시라 할지라도 충

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도시성장의 안정기에 진입하 다면 이는 자연발생  도시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요구  거주민의 필요에 따라 자생  도시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분당신도시는 행정 심복합도시와 같은 계획도시로서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행

정 심복합도시와 유사 이 많고 인구변화추이와 산업구조, 도시발 양상, 시설입

지 황 등을 살펴볼 때 도시성장의 안정기에 진입하 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분당신도시의 경우, 1989년의 기 개발계획안 그 로 도시가 성장한 것

은 아니다. 2000년에 서 역 주변 상업지구를 제외하고 체 상업용지의 미개발 비

율이 30%에 육박하 고 미 역과 오리역의 주변 상업용지의 70% 가까이가 나 지

로 방치되었다. 수요 측 실패에 따른 상업용지 과잉공 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

고 미개발 상업용지의 분양을 활성화하기 해 상업용지에 고 의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허가하 다. 이를 계기로 정자역 주변 상업 업무용지에 많은 주상복합아

23) 역삼 1동 공간 분석을 통해 주거 용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통합도와 통제도가 높은 가로를 따라 상업

기능들이 침투하는 상, 일반상업지역임에도 통합도와 통제도가 낮은 공간  조건으로 인해 상업기능으로

의 이행이 더디게 진행되거나 주거 용으로 유지되는 상을 찰하 다. (박훈태, 앞의 책,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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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오피스텔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건물은 높은 지가를 형성하며 서울의 상류층

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 고 정자동 카페거리와 같은 상권형성에도 기여하 다. 지

 재도 고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과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고 있다. 계획도시이지

만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며 자생 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분당

신도시는 자연발생  도시는 아니지만 앞서 설정한 토지이용 측방법을 검증하고 

행정 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를 측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분당신도시는 경기도 성남시에 조성된 면  19.6㎢의 계획도시이다. 1기 신도시

 하나로 첫 입주를 시작한 1991년으로부터 약 25년의 시간이 흘 다.24) 분당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산층을 한 고  주상복합부터 서민들을 한 임 아

트까지 다양한 종류의 주거시설이 들어서있다. 역세권을 심으로 오피스텔과 백화

 등 상업시설이 집해 있고 분당 표 상권인 서 역은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한

다. 정자동은 산층을 한 아 트와 주상복합 단지들이 많다. 카페거리와 율동공

원 등 명소가 조성돼 있어 다른 곳에 비해 지가가 비싼 편이다. 국가가 의도 으로 

개발한 신도시인 만큼 구임 , 국민임  단지들도 많다. 경부고속도로와 지하철 

분당선이 지나며 서울과 이어지는 버스노선이 많아 교통이 비교  편리한 편이다.

[그림 3-4] 분당신도시 전경 (출처: 네이버 항공뷰)

24) 1989년 노태우 정부시  당시 폭등하던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  인구 분산을 하여, 거주지를 서울 외 지

역에 분산 수용하고자 경기도 지역에 200만호 주택건설을 계획하 다. 1991년 분당 시범단지 입주를 시작으

로 90년  후반 신도시 건설을 완료하 다.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 , 군포시 산본, 부천시 

동이 1기 신도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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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신도시, 신시가지

발주처 국토해양부

사업기간 1989.08.30.-1995.12.31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외 20개동

면적 19.6㎢

목표인구 약 40만명 (2010년 기준, 인구 49만명)

입지여건
서울 도심에서 동남측 25km 반경 내에 위치하며 서울 강동구, 강남구와

10km이내에 위치

계획배경 주택공급정책과 부동산가격 안정, 수도권의 인구, 기능분담

[표 3-5] 분당신도시 사업개요 (출처: 성남시청)

분당신도시의 목표수용인구는 39만 명으로 계획되었고, [그림 3-5]와 같이 입주 

15년만인 2000년을 후하여 목표인구를 달성하 다. 2013년을 기 으로 10만 가

구, 49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당  계획보다 약 10만 명이 더 많

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완만한 속도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분당신도

시는 서울의 인구분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성공 인 도시개발사례로 단된

다. 

[그림 3-5] 성남시 분당구 인구 통계 (출처: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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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남시 주택수 통계를 보면 교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기  해인 2009년

까지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며 20만호를 돌 다. 성남시 사업체수는 약 50000개 

정도로 10여년에 걸쳐 안정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종사자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여

10년 사이 그 수가 10만 명 이상 증가하 다. 인구변화추이, 주택수, 사업체수, 종사

자수로 알아본 도시발 양상을 살펴볼 때 그 속도에는 조 씩 차이가 있지만 꾸

히 증가하거나 안정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분당신도시는 

도시성장의 안정기에 진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3-6] 성남시 주택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통계 (출처: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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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분당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출처: 국토교통부,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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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간구문론을 통해 살펴본 분당신도시 공간구조

(1) 축선도 작성 방법

[그림 3-8] 분당신도시 축선도 작성범위 

분당신도시 가로구조를 축선도로 옮기는데 따른 기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축선은 2014년 재 분당신도시의 가로체계를 기 으로 6m이상 도로만을 선별하

여 작성하 다. 이후 민간 기업에 의해 계획된 아 트 단지 내 가로는 축선도 작성

에서 배제하 다.25) 

25) 공간 이동시 아 트 단지 내 가로를 통하면서 이동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단하 고, 신도시 개발계획

안을 토 로 토지이용 측시 다른 사례에서도 동일한 기 을 용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한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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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지는 분당신도시 내에서도 지리 으로 심  치에 있는 서 1동, 서

2동, 수내1동, 수내2동, 정자1동, 정자2동을 상으로 삼았고26) 축선도 분석 반경

은 엣지이펙트(edge effect)를 고려하여 5km로 설정하 다. 조형규(2006)는 엣지이

펙트에 한 버퍼존(buffer zone)의 정범 를 1km로 설정하 지만 분석 상지가 

도시  스 일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더욱 강화된 분석범 를 용하 다.27)

[그림 3-9] 축선도 분절 방법 (박인수, 2004 인용) 

한 가로공간의 분 에 있어 기존 공간구문론에서는 시각 으로 개방된 역이 

하나의 단 공간으로 인식된다는 제 하에 가장 길고도 가장 은 수의 축선으로 

분 하여 표 한다.28) 하지만 실제 도시의 가로공간은 교통체계와 같은 요인에 의

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에 박인수(2004)는 4차선 이상의 큰 도로 머의 공간

은 이동의 흐름이 끊어져서 다른 공간으로 인식될 것이고 따라서 4차선 이상의 도

로와 교차되는 지 마다 다른 축선으로 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이를 근거

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용하 다.29) 

26) 분동신도시 북측에 치한 야탑동은 서울시 강남과 인 해 있고 남측의 구미동은 용인신도시에 인 해 있

다. 강남과 용인신도시가 보행자의 움직임에 향을 미치는 유발요인(attractor)로 작용하여 자연 이동성에 

의한 장소성이 발 되기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이에 야탑동과 구미동은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27) 조형규, 공간구조 분석을 한 각도가  ERAM모델의 구축  용,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2006

28) B. Hillier & Hansson,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29) 박인수, 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공간구조 변화가 상업시설 분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서울 학

교 석사학 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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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지 내 축선은 총 454개로 구성되어 있다. 가로의 상학  구조에 따른 

시설별 입지특성을 도출하기 해, 재 분당신도시에서 찰되는 모든 시설물을 

[표 3-6]과 같이 크게 주거, 상업, 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이를 총 9개의 시설로 세분

하 다. 그 후, 분당신도시 개발계획 원안(1989)이 아닌, 2014년 분당신도시의 시설 

입지 황을 기 으로 [그림 3-10]과 같이 축선 하나에 앞서 분류한 9개 시설  하

나를 응하여 하나의 축선이 갖는 상학  특성과 시설입지간의 상 계를 살

펴보았다.

시설 유형 세분 종류

주거시설

저밀주거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중밀주거 아파트

고밀주거 주상복합30), 초고층아파트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미용실, 세탁소, 의원

판매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위락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시설 모텔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사무소, 오피스텔. 금융업소

공공업무시설 경찰서, 우체국, 구청

[표 3-6] 분당신도시 시설 분류

축선 분류 시, 분당 축선이 시설의 출입구와 면해있음을 기 으로 각 축선을 해

당시설 용도로 구분하 다. 해당 시설로의 출입에는 여하지 않고 단순 통과동선

으로만 역할을 하는 축선은 이어 분류에서 제외하 다. 하나의 축선에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면 을 기 으로 가장 많은 면 을 차지하는 

시설을 우선하여 이어를 구분하 다.

30) 아 트가 주택법의 용을 받는데 비하여 주상복합은 오피스텔과 함께 건축법의 용을 받는다. 하지만 주

거 면 이 최  70%까지 허용되어 유면  기 으로 상업시설이라 보기 곤란하여 주거시설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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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분당신도시 축선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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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당신도시 공간구조

[표 3-7]은 분당신도시 공간분석을 통해 산출된 통합도, 통제도, 명료도 값을 정

리한 표이다. 통합도, 통제도 평균값 그 자체로 설명력을 가진다기보다는 각각의 가

로가 갖는 수치값의 상  계를 통해 근성, 보행량, 통행빈도 등을 설명할 수 

있다. 명료도는 체 으로 통합되고 국부 으로 연결성이 좋을수록 높아지는데 분

당신도시의 명료도가 0.105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명료성이 낮아 공간의 인

지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31)

[표 3-8]은 분당신도시 가로의 통합도, 통제도 분포를 보여 다. 먼  통합도를 

살펴보면, 도시의 심  공간  주간선도로에서 통합도가 높게 나타나고 도시외

각지역  이면도로에서 낮게 나타난다. 통합도 상  5% 가로를 살펴보면, 수내역

을 심으로 주변 간선도로의 통합도가 매우 높게 집 됨을 알 수 있다. 

통제도는 이면도로를 많이 끼고 있는 주요도로에서 높게 나타나고 단순 통과도

로  막다른 골목에서 낮게 나타났다. 국부 인 성격을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분

포양상이 비연속 이고 산발 인 것이 특징이다. 통제도 상  5%의 가로들은 정자

역, 미 역 주변가로와 정자동 카페거리를 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축선수 통합도 통제도 명료도

454개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R2

0.7732 0.4095 0.5891 1.9 0.2857 1.0032 0.105

[표 3-7] 분당신도시 통합도, 통제도, 명료도 분석치

31) 명료도는 공간조직의 부분을 통해 그 공간조직 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체 통합도와 연결

도간의 상 계수로 정의된다. (최윤경, 의 책,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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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 분포 (ordinal) 통제도 분포 (ordinal)

통합도 상위 5% 가로 통제도 상위5% 가로

[표 3-8] 분당신도시 가로의 통합도, 통제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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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분당신도시 공간구조 위상에 따른 시설별 입지 특성

분당신도시 공간분석 결과를 [표 3-9]와 같이 입지 시설에 따른 가로의 통합도, 

통제도 평균값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체 454개의 축선  주거시설이 입지해 있는 

축선은 247개로 그 수가 가장 많고 업무시설이 입지해 있는 축선은 26개로 가정 

다. 한 주거시설이 입지한 가로의 통합도와 통제도는 모두 체 평균값보다 낮았

고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입지해 있는 가로의 통합도와 통제도는 체 평균값보

다 높았다.

앞서 분류한 9개의 시설로 세분한 통합도, 통제도 평균값은 [표 3-10]과 같이 정

리하 다. 이 표를 심으로 통합도, 통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지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락시설, 숙박시설이 입지한 가로는 체 축선 비 그 수가 어 정확한 결

과를 도출해내기 어려울 것으로 단되어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시설 축선수 통합도 통제도

전체 454개 0.5891 1.0032

주거시설 247개 0.5736 0.9864

상업시설 143개 0.5916 1.0425

업무시설 31개 0.6450 1.0531

[표 3-9] 분당신도시 입지시설별 통합도 통제도 평균값

시설 축선수 통합도 통제도

전체 454개 0.5891 1.0032

주거시설

저밀주거 109개 0.5275 0.9866

중밀주거 79개 0.5905 0.9933

고밀주거 59개 0.6360 0.9766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79개 0.5827 1.0544

판매시설 59개 0.6034 1.0264

위락시설 3개 0.5590 0.9000

숙박시설 2개 0.5731 0.6250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21개 0.6482 1.0629

공공업무시설 10개 0.6318 1.0120

[표 3-10] 분당신도시 시설별 통합도 통제도 평균값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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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도와 시설 입지특성과의 관계

분당신도시 내 가로의 통합도 평균값은 0.5891이다. [그림 3-11]은 분당신도시 내 

입지시설에 따른 가로의 통합도 값을 나타낸 그래 인데,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이

보다 동종시설 간 도에 따라 통합도 값에 큰 차이를 보인다.

먼  주거시설이 입지한 가로를 살펴보면 고 주거, 주거, 주거 순으로 

통합도 값이 높게 나타나고 그 차이가 매우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주거의 통합

도 값은 평균값에 크게 도는 반면, 고 주거는 통합도 평균값을 크게 상회하며 

일반업무시설 다음으로 높은 값을 가진다. 상업시설을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은 평

균값을 조  하회하지만 매시설은 평균값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다. 일반업무시

설과 공공업무시설이 입지한 가로는 모든 시설을 통틀어 체 으로 높은 통합도 

값을 갖는다. 

체 으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입지한 가로의 통합도가 높게 형성된다. 하지

만 고 주거와 주거가 입지한 가로의 통합도 값이 상업⋅업무시설에 비견되는 

통합도 값을 갖는 것을 통해, 통합도로 시설의 용도발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의 입지차이를 설명하는데 

통합도가 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밝혔지만 주거시설의 상이 단독주택  다가

구 주택과 같은 주거로만 한정되어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던 것으로 

단된다.

[그림 3-11] 분당신도시 입지시설에 따른 가로의 통합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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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도와 시설 입지특성과의 관계

[그림 3-12]는 분당신도시 내 입지시설에 따른 가로의 통제도 값을 보여주고 있

다. 분당신도시 가로의 통제도 평균값은 1.0032이다. 통제도에 따른 시설별 입지 특

성을 살펴보면 주거시설이 입지해 있는 가로의 통제도 값은 모두 평균보다 낮고, 

근린생활시설, 매시설, 업무시설과 같은 상업 업무시설이 입지해 있는 가로의 통

제도 값은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서 가정한 바와 

같이 통제도는 가로의 리성을 보장하는 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주거시설을 살펴보면 , , 고 주거 순으로 통제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에 

통제도와 동종시설 도간의 상 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단된다. 상업시설의 경

우, 매시설보다 근린생활시설의 통제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마

찬가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근린생할시설의 통제도 값이 일반업무시

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매시설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은, 백화 , 쇼핑센

터와 같은 매시설은 유발요인(attractor)으로 작용하여 이용자가 목 성을 갖고 

계획 으로 찾아가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로 운 되다보니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 경쟁 으로 치하여 보행자들의 즉흥 , 비계획  구매를 유도하기 때

문일 것으로 단하 다.32)

[그림 3-12] 분당신도시 입지시설에 따른 가로의 통제도 값

32) 대규모 건물, 상점, 전철역, 버스정거장, 극장등과 같이 보행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  

(최윤경, 앞의 책,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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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도와 통제도 조합에 따른 입지 특성

통합도와 통제도의 조합에 따른 분당신도시 내 가로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 3-11], [표 3-12]는 통합도와 통제도의 상, 하위 값 조합에 따라 가로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분당신도시 내 가로 분포를 정리한 표이다. [표 

14]는 상, 하위 50%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표 15]는 25%를 기준으로 하였다.

유형Ⅰ 가로는 통합도, 통제도 모두 상 구간인 가로들로 8차선 이상의 주간선도

로  정자역과 수내역 주변 상업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50% 기 으로 보면 분당

신도시의 격자형 주간선도로 부분이 유형Ⅰ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유형Ⅱ 가로

는 통합도 상 구간, 통제도 하 구간의 가로들로 역세권  주간선도로에 분포하

는 양상이 유형Ⅰ과 비슷하나 유형Ⅰ과 달리 건물의 측면이나 후면에 치하여 기

능을 수용하기 보단 단순 통과교통만을 유발하는 도로에 주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Ⅲ 가로는 통합도 하 구간, 통제도 상 구간의 가로들로 유형Ⅳ와 비슷

한 분포를 보이는데 이 유형의 가로는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하는 단독주택용지에 

주로 분포하거나, [그림 3-13]과 같이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들이 입지하고 2,3층

은 주거시설을 수용하는 다가구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분포하는 것이 특

징이다. 또한 도로의 물리적 길이가 짧아 유형Ⅰ,Ⅱ의 가로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유형Ⅳ 가로는 통합도와 통제도 모두 하위구간인 가로들로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도시외곽의 단독주택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50%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 내 이면도로에도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6m 혹은 8m의 좁은 도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리적 길이가 유형Ⅳ과 마찬가지

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3-13] 분당구 분당동(좌), 정자동(우) 가로 (출처: 다음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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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Ⅰ 통합도 상위50%, 통제도 상위50% 유형Ⅱ 통합도 상위50%, 통제도 하위50%

유형Ⅲ 통합도 하위50%, 통제도 상위50% 유형Ⅳ 통합도 하위50%, 통제도 하위50%

[표 3-11] 분당신도시 가로의 통합도, 통제도 조합에 따른 분포 (5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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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Ⅰ 통합도 상위25%, 통제도 상위25% 유형Ⅱ 통합도 상위25%, 통제도 하위25%

유형Ⅲ 통합도 하위25%, 통제도 상위25% 유형Ⅳ 통합도 하위25%, 통제도 하위25%

[표 3-12] 분당신도시 가로의 통합도 통제도 조합에 따른 분포 (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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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안과 수정안 비교를 통한 입지특성 도출

가설검증을 한 분석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자 분당신도시의 개발계획 원안과 

수정안의 공간분석 결과 비교하 다.

3.2.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당신도시는 착공한지 10년이 넘어서도 체 상업

업무용지의 30% 가까이 분양이 되지 않아 나 지로 방치되었고, 그에 한 책으

로 미개발 상업업무용지에 고 의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허가하 다. 미분양 상업용

지에 주상복합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 기 때문에, 원안과 수정안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일반업무시설, 매시설, 고 주거시설의 차이가 주로 찰될 뿐, 나

머지 시설들의 통합도, 통제도 값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먼  통합도를 살펴보면 계획안 수정 후 일반업무시설의 통합도는 높아졌고 고

주거시설의 통합도는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미분양 상업용지는 분양된 상업

용지와 비교하여 통합도가 낮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3-14] 원안과 수정안 가로의 통합도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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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제도를 살펴보면 계획안 수정 후 일반업무시설의 통제도가 원안과 비교

하여 격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매시설과 고 주거시설의 통제도가 소폭 상

승한 것을 찰할 수 있다. 이는 미분양 상업용지의 통제도 값이 분양된 상업용지

의 통제도에 비해 그 값이 매우 낮았음을 의미한다. 

[그림 3-15] 원안과 수정안 가로의 통제도 값 비교

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통합도와 통제도가 낮은 상업업무용지에서 상업기능

의 발 이 지연되었고, 결과 으로 해당용지가 미분양 되는 결과를 래하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도와 통제도 모두 상업시설의 발 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통합도와 비교하여 통제도의 변화 폭이 매우 큰 것을 통해 

상업용지의 발 에 있어 통합도 보다는 통제도의 향이 더욱 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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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지이용 예측방법

분당신도시 내 가로분석을 통해 ３.1 에서 가정한 공간구문변수에 따른 가로 특

성이 실제 도시공간에서도 용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을 구분 짓는데 있어 통합도 보다는 통제도의 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한 내용을 [표 3-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시설 밀도
고밀 통합도 높음

저밀 통제도 낮음

시설의 영리성
영리성 통제도 높음

비영리성 통제도 낮음

[표 3-13] 통합도, 통제도에 따른 가로 특성

동종시설을 기 으로 통합도가 높을수록 시설의 도는 커진다. 통제도가 높을수

록 가로의 리성이 보장되어 상업⋅업무시설의 입지에 합하고 통제도가 낮을수

록 가로의 리성이 떨어져 상업⋅업무시설의 입지에 부 합하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별 입지가로의 통합도, 통제도 구간을 [표 3-14]와 같이 설정할 수 있고, 이를 

[그림 3-16]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의 토지이용 측방법을 토 로 4장에서 

행정 심복합도시의 도시구조를 측하도록 한다. 

건물 세분 통합도 통제도

주거시설

저밀주거 하위구간

하위구간중밀주거 중위구간

고밀주거 상위구간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하위구간

상위구간
판매시설 상위구간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상위구간 상위구간

공공업무시설 상위구간 중위구간

공업시설 혐오시설 하위구간 하위구간

[표 3-14] 시설별 입지가로의 통합도, 통제도 구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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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통합도와 통제도 관계에 따른 시설입지 특성

이와 같은 토지이용 측방법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참고해야 할 

여러 기 들  하나일 뿐, 인 기 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신도시 계획 

기단계에 빠르고 간편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검증하는 도구로서 충분한 가

치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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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이상의 분당신도시 공간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도는 동종시설의 도와 상 계가 있다. 통제도는 가로의 리성을 

보장하는 변수로 상업⋅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의 입지를 결정짓는 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발 차이를 통합도 값의 차이로 

설명하나 이는 연구의 분석 상이 주거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악된다.

둘째, 분당신도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통제도가 매시설보다 높게 나타났다. 

백화 , 형쇼핑시설 같은 매시설은 이용자가 목 성을 갖고 계획 으로 찾아가

지만, 근린생활시설은 국지  수 에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 경쟁 으

로 치하여 보행자들의 즉흥 , 비계획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일 것으로 간주된

다.

셋째, 통합도가 높은 가로는 도로의 폭이 넓고 길이가 긴 것이 특징이며 도시의 

심  치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 다. 통합도가 낮은 가로는 도로의 폭이 좁고 

길이가 짧으며 도시 외곽에 분포하는 양상이 뚜렷하 다. 한 통제도가 높은 가로

는 체로 해당시설로의 출입구와 면해있어 시설 이용의 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만, 통제도가 낮은 가로는 시설의 측면 혹은 후면에 치하거나, 특정 기능을 수용

하는 역할이 아닌 단순 통과교통만을 유발하는 도로가 부분이 것이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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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 분석

4.1.1.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개요 및 건설기본계획

행정 심복합도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 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의 균

형발   국가경쟁력 강화를 해 건설되는 도시이다. 2005년 3월 ‘행정 심복합

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 7월에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같은 해 11월에 ‘행정 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개

발이 본격화 되었다.33) 

행정 심복합도시는 행정기능이 심이 되는 복합도시로서 9부2처2청을 포함한 

16개의 앙행정기 과 20개의 정부소속기 을 2014년까지 3단계로 나 어 이 하

여 국토 심부에 복합기능의 추거 으로 조성된다.34) 2011년 12월,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세계 인 모범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세

종특별자치시 일원에 건설되고 있다.35)

사업의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기간 2005. 5. 24.-2030. 12. 31

위치 충남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일원 및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원

면적 72.91㎢ (분당의 4배 규모)

목표인구 약 50만명

입지여건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철도, 경부고속도로가 예정지역의 동쪽을 지나가

고, 서쪽으로는 2009년 준공예정인 당진~대전 고속도로가 건설 중이며 

청주공항이 24km거리에 위치, 대전 청주10㎞, 서울 120㎞ 거리에 위치

사업의 목적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

가 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

[표 4-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요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변경)

33) 행정 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 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변경, 2010, pp.3-4

34)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 부, 

지식경제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국세청, 소방방재청이 이에 속한다. 

35)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은 종  연기군 남면· 남면·동면과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지역이었으나, 2012년 

7월1일자로 이 지역과 연기군 체, 공주시·청원군 일부가 편입되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재의 

행정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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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감도 (출처:LH) 

다음은 행정 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변경(2010)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 심복

합도시 도시공간구조에 한 설명이다.

∙ 도시기능에 따른 심지를 환상형 도시개발 축을 따라 분산 균등 배치하고 교

   통축으로 지역 심지를 상호 연결하는 환상형 도시공간구조로 설정

∙ 앙녹지공간은 시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  개발의 요

   성을 상징하고 심공간을 보 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행정 심복합도시는 환상(Ring)형 도시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35]와 같

이 도시의 심부에 앙공원을 배치하고 바깥으로 환상형 교통 심도로를 따

라 앙행정, 문화⋅국제, 도시행정, 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 등 6개 주요 

도시기능지구를 배치하 는데, 과거 축, 선, 결  등을 강조하는 집 형으로 개발

된 신도시 사례와 달리, 환상형 구조를 통해 도시기능을 분산시켜 도시 체의 균

등한 발 을 꾀하 다. 매력 인 교통가로 조성과 교통축까지의 용이한 도

보 근을 해 교통축 주변은 고 도로 개발한다. 한 교통량을 유발하지 않

으면서 녹지, 번화가 등 다양한 용도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복합 , 입체  토지이용

계획을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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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행정중심복합도시 환상형 도시구조와 도입기능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

구분 내용

고정권역(1생활권)
∙ 중심행정타운지구

∙ 시범생활권으로서의 대표적 주거환경 조성

송원권역(2생활권)
∙ 국제교류/문화기능과 연계된 기능 유치

∙ 생태주거시범단지 조성을 통한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

대평권역(3생활권) ∙ 지방행정 관련기능 집적

봉기권역(4생활권)
∙ 대학/연구시설 밀집지역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연친화형 주거단지 조성

용호권역(5생활권)
∙ 국립의료원 입지 등 의료, 복지기능과 연계

∙ 북측 구릉지에는 자연친화형의 테라스형 주택 건설

원산권역(6생활권)
∙ 자족도시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한 특화된 첨단산업단지 육성

∙ 오송역과의 연계교통 및 환승기능 강화

장남권역(S-1생활권) ∙ 중앙녹지 보존을 포함, 개발을 대한 자제

[표 4-2] 권역별 토지이용 계획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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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행정기능은 역  근편의성, 시민친화성, 상징성을 고려해 장남평야의 북

서쪽에 배치했다. 문화⋅국제교류 기능은 다른 도시로부터 근성, 앙행정기능과

의 연계성, 수변 공간과의 인 성을 고려해 장남평야의 서쪽에 두었다. 도시행정기

능은 일반시민의 근성과 도시의 균등한 발 을 고려해 강 남쪽에 치하도록 

했다. 학 연구 기능은 시와 덕연구개발특구의 연계성을 고려해 도시의 남

동쪽에 두었다.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바로 그 사이에 들어서게 된다. 의료 복지기능

은 양호한 자연환경확보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북동쪽에 배치

하 다. 첨단지식기반기능은 주변산업단지와의 연계성과 역  근편의성을 고

려하여 도시 내 원산산업단지에 배치하 다.36)

[그림 4-3]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 생활권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6) 행정 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 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변경, 2010,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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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정 심복합도시는 각 자치단체의 동(洞)단 와 유사한 22개의 기  생활

권을 배치하여 도시특성에 맞도록 계획하 다. 1개의 생활권은 ⋅고등학교 1개 

단 로 구성 가능한 인구 2~3만 명 규모이다. 교통 근성을 고려하여 생활권의 

크기는 반경 500m 내외로 고려하 다. 생활권의 심은 주거, 상업, 업무 등 복합

인 토지이용을 허용하 고 교통축 주변은 상업  ⋅고 주거로, 보행축 주

변은 ⋅ 의 연도형 주거형태로 구상하 다.37)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내 대표적인 친환경 녹색도시로 건설된다. 도시중앙인 중

남평야 일대(S-1생활권)에 중앙공원, 호수공원, 국립 수목원등 총 260만 m²규모의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개발예정지의 52.4%가 공원⋅녹지지역과 수변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는 분당 27%, 판교 37%와 비교하여 국내 최대 규모이고, 영국의 밀턴

케이스 22.0% 일본의 다마뉴타운 18.4%,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37.6% 등 최

근 조성된 세계의 다른 신도시와 비교해도 매우 큰 규모이다.

기능 세부시설

중앙행정 (1생활권) 9부 2처 2청등

문화⋅국제교류

(2생활권)

문화 박물관/미술관, 복합공연시설, 도서관 등

국 제

교류
국제회의장, 무역전시장, 호텔, 쇼핑시설 등

도시행정 (3생활권) 시청, 시의회, 세무서, 교육청 등

대학⋅연구 (4생활권) 17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교 등

의료⋅복지 (5생활권)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

첨단지식기반 (6생활권)
출판인쇄, 전기변환장치, 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

기 등

[표 4-3] 도입기능별 주요시설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변경)

[표 4-4]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3단계에 걸쳐 개발이 완성되는데 단계별 

도시성장 시나리오에 따라 개발범위를 설정하고 각 단계에 도입되는 도시자족기능

에 따라 주변 배후주거지역을 개발한다. 

1단계 초기활력단계에서는 중앙행정, 지방행정, 정부출연연구기능이 입지하는 

지역을 집약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환상형 대중교통중심도로를 완성하여 도시가 

37) 건설교통부,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안, 2006,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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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인구는 15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

로 개발한다. 2단계 자족적 성숙단계에서는 도시가 스스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도

시자족기능(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기능 등)이 본격적으로 운용되는 

단계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비되고 추가적으로 15만인의 인구 유입을 목표

로 하여 도시성장이 본격화되는 단계이다. 3단계 완성단계에서는 1,2단계에 걸쳐 

도입된 도시기능 및 기반시설 등이 성숙단계를 거치면서 도시의 전체적인 골격이 

완성된다.38) 

단계 내용

<1단계>

초기활력단계

2007~2015년

∙ 도시기능

- 중앙행정기능, 정부출연연구기

능,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기능

∙ 누적인구 - 15만

∙ 도시기능

- 초기 도시 활성화 유도

- 대중교통중심도로 완성

<2단계>

자족적 성숙단계

2016~2020년

∙ 도시기능

- 대학기능, 의료⋅복지기능, 첨단

지식기반기능

∙ 누적인구 : 30만

∙ 도시기능

-자족기능 중심의 개발확대

-도시기반시설의 확대설치

<3단계>

완성단계

2021~2030년

∙ 도시기능

- 도시완성

∙ 누적인구 : 50만

∙ 도시기능

- 주거지 확충

- 도시기반시설의 완비

[표 4-4] 행정중심복합도시 단계별 시행계획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변경)

38) 행정 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 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변경, 2010, pp.41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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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평면도(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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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공간구문론을 통해 살펴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간구조 

(1) 축선도 작성 방법

[그림 4-5] 행정중심복합도시 축선도 작성범위 

행정 심복합도시 축선도 작성 시, 분석의 일 성을 해 분당신도시와 동일한 

기 을 용하 다. 축선은 2012년 12월에 확정된 행정 심복합도시 개발계획평면

도를 기 으로 6m이상 도로만을 선별하여 작성하 고, 아 트 단지 내 가로는 축

선도 작성에서 제외하 다. 분석반경 설정에 있어, 앞서 분당신도시는 분석반경을 

5km로 설정하 지만 행정 심복합도시는 상지의 면 (분당면 의 4배)과 주변 

교통요지(오송역)와의 연결을 고려해 분석반경을 10km로 설정하 다. 축선의 분

기 은 분당신도시와 마찬가지로 4차선 이상의 도로와 교차되는 지 마다 다른 축

선으로 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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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간구조

[표 4-5]는 행정 심복합도시 내 가로의 공간분석을 통해 산출된 통합도, 통제도, 

명료도 값을 정리한 표이다.

먼 , 통합도 값을 살펴보면 행정 심복합도시의 통합도 평균은 0.3882로 분당신

도시의 통합도 평균인 0.5891과 비교해 낮게 나타났다. 통합도 값의 분산을 살펴보

면 분당신도시의 분산이 약 8배정도 높다.39) 이는 행정 심복합도시와 비교해서 분

당신도시 가로들의 통합도는 높지만 통합도 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7]과 같이 분당신도시의 경우,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수내역을 심으로 통

합도가 매우 높게 집 되고 최외각 단독주택지역으로 가면 그 값이 매우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행정 심복합도시는 환상형 교통축을 심으로 통합도 

높게 나타나고 그 주변으로 통합도 값이 고르게 분포하여 통합도 간의 편차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심복합도시의 통제도 평균값은 분당신도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행

정 심복합도시의 명료도는 0.274로 분당신도시의 0.105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는

데, 그만큼 공간조직의 부분을 통해 도시 체를 인식하기 쉬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축선수 전체통합도(r=n) 통제도 명료도

1391개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R2

0.4440 0.2485 0.3882 3.087 0.1667 1.0021 0.274

[표 4-5]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통합도, 통제도, 명료도 분석치

행정중심복합도시 분당신도시

전체통합도 평균 0.3882 0.5891

전체통합도 분산 0.000593 0.0046

[표 4-6]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분당신도시 통합도 분산 비교

39) 변량이 데이터 평균으로 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즉 분산이 클수록 변량의 분포가 평균

에서 떨어져 있어 변량 간 편차가 심하고, 분산이 작을수록 변량 분포가 평균에 가까이 집하여 변량 간의 

편차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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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당신도시와 행정 심복합도시의 공간분석 결과의 근본 인 차이는 도

시 구조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선형 구조인 분당신도시는 심 

역이 분명하고 심지와 주변지역 간 개발 격차가 크다. 반면, 행정 심복합도시는 

도시 체를 아우르는 환상형 교통축이 계상 심  치에 놓인다. 행정

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변경(2010)에 명시되어 있듯, 환상형 도시구조를 통해 지

역 내 균형발 을 이루고자 했던 계획의도가 충분히 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당신도시 전체통합도 분포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통합도 분포

분당신도시 전체통합도 상위 5% 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통합도 상위 5% 가로

[표 4-7] 분당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전체통합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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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 전체통합도 분포 (ordinal)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부통합도 분포 (ordinal)

[표 4-8]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통합도와 국부통합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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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통합도 상위 5% 국부통합도 상위 5%

전체통합도 상위 10% 국부통합도 상위 10%

전체통합도 상위 20% 국부통합도 상위 20%

[표 4-9]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통합도, 국부통합도의 상위 5%, 10%, 20%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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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개발 1단계 구역(2015)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 

4.2. 도시체계 예측 및 평가

4.2.1. 시기별 공간구조 예측 및 평가

행정 심복합도시는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총 3단계의 시행계획을 거쳐 개발이 

완료된다. 가로망의 형태  차이로 인해 시기별 가로공간의 성격이 상이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개발 단계별 공간구조의 특징과 차이를 악하고자, 각 개발의 완료 

시 인 2015년, 2020년, 2030년의 행정 심복합도시의 축선을 작성하고 S3 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도출된 통합도, 통제도 값을 토 로 행

정 심복합도시의 시기별 가로공간의 성격을 측하고 변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다.

(1) 개발 1단계(2015)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간구조

1단계 기활력단계(2007-2015)는 앙행정기

능, 지방행정기능, 정부출연연구기능이 입지하는 

지역을 집약 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환상형 

교통도로를 완성하여 도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이다.

[표 4-11]은 1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15년도 

행정 심복합도시 내 가로의 체통합도와 국부

통합도 분포를 보여 다. 체통합도는 행정 심

복합도시의 환상형 교통축을 동서로 잇는 

도로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반 으로 1-4생활권과 심행정타운(1-5생활권)

의 체통합도가 높고, 심상업업무지구(2-4생활권)와 첫마을(2-3생활권)의 체

통합도는 상 으로 낮게 나타난다. 국부통합도는 심행정타운(1-5 생활권)과 

심상업업무지구(2-4생활권)의 격자 가로, 3-2생활권의 공공시설용지  상업용지 

주변 가로에서 높은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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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선수 전체통합도(r=n) 국부통합도(r=3) 통제도 명료도

730개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1.001 0.213
0.3917 0.2893 0.3525 2.9117 0.3334 1.6289

[표 4-10] 개발 1단계 행정중심복합도시 통합도, 명료도 분석치

전체통합도 분포 국부통합도(r=3) 분포

전체통합도 상위 5% 가로 국부통합도(r=3) 상위 5% 가로

[표 4-11] 개발 1단계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가로의 통합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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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개발 2단계 구역(2020)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 

(2) 개발 2단계(2020)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간구조

2단계 자족  성숙단계(2016-2020)는 도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을 본격 으

로 운용하는 단계이다. 이를 해 [그림 29]과 같

이 1-1, 2-1, 3-1, 3-3, 4-1, 4-2, 5-2생활권을 추

가로 개발하여 학⋅연구기능, 의료⋅복지기능, 

첨단지식기반기능을 수용한다.

[표 4-13]은 개발 2단계 완료 시 인 2020년도 

행정 심복합도시 내 가로의 체통합도와 국부

통합도의 분포를 나타낸다. 체통합도는 개발 1

단계와 마찬가지로 환상형 교통도로와 그 도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 새로 개발된 남측의 3-1생활권, 3-3생활권, 4-1생활권에서 높

은 통합도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여 히 심상업업무지구(2-4생활권)의 

체통합도는 다른 생활권과 비교하여 낮은 값을 갖는다. 국부통합도는 새로 개발된 

5-2생활권의 교통도로 정류장 주변과 2-1생활권의 일부 가로를 제외하면 개발 

1단계와 비슷한 분포양상을 보인다. 

종합하면, 개발 1단계와 비교하여 개발 2단계의 행정 심복합도시 내 가로의 

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그림 4-7]와 같이 개발 2단계에서는 앙

공원을 기 으로 도시의 남부, 서부, 동부를 고루 개발하여 특정지역의 편 개발을 

지양하 다. 따라서 도시의 심지가 경계를 이루며 역성을 분명히 하기 보단 환

상형 교통축을 따라 도시 체에 고른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측할 수 

있다.

축선수 전체통합도(r=n) 국부통합도(r=3) 통제도 명료도

930개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1.0022 0.264
0.4196 0.3012 0.3715 2.9057 0.3334 1.7153

[표 4-12] 개발 2단계 행정중심복합도시 통합도, 통제도, 명료도 분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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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통합도 분포 국부통합도 분포

전체통합도 상위 5% 가로 국부통합도 상위 5% 가로

[표 4-13] 개발 2단계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가로의 통합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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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개발 3단계 구역(2020)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

[그림 4-9] 환상형 도로 상업지역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

(3) 개발 3단계(2030)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간구조

3단계 완성단계(2012-2030)에서는 1, 2단계에 

걸쳐 도입된 도시기능  기반시설 등이 성숙단

계를 거치면서 도시의 체 인 골격이 완성되

는 단계로 주거지를 확충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완비하여 개발을 완료하는 단계이다. 

[표 4-15]는 행정 심복합도시 내 가로의 통

합도 분포를 보여 다. 체통합도는 개발 1단

계, 2단계와 마찬가지로 환상형 교통도로와 

그 교통도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시 

심부의 가로에서 높게 나타났다. 생활권 단 로 

살펴보면, 1-4생활권과 심행정타운(1-5생활

권)의 체통합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개발 1, 2

단계와 마찬가지로 심상업업무지구(2-4생활

권)의 체통합도는 높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국부통합도는 체통합도와 마찬가지로 환상형 

교통축을 심으로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국지  성격의 지표인 분포양상이 비연속 이고 

독립 이다. 주목할 은 이들 지역은 교통

축을 따라 형성된 생활권 내 상업업무지역이라

는 것인데, 심행정타운(1-5생활권)과 심상업업무지구(2-4생활권)를 포함한 총 

6개 권역의 상업업무지역 모두에서 국부통합도가 높게 나타났다.40)

개발 완성단계에서는 도시 북부지역의 도로망 건설  주거시설의 확충으로 개

발 2단계와 비교해 체통합도 상  가로의 분포가 북측으로 거 이동하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환상형 교통도로를 심으로 체통합도가 높게 분포하고, 국

부통합도가 교통도로의 상업업무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분포양상은  단계

와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 1단계, 2단계의 가로 계를 개발 완료시까지 유지

하는 략을 통해 도시성장의 안정 , 진  변화가 기 된다.

40) 행정 심복합도시는 지역  도시생활권의 상업⋅업무 용지를 환상형 교통 심도로 역세권을 심으로 

계획하 다. (행정 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 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변경, 2010,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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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선수 전체통합도(r=n) 국부통합도(r=3) 통제도 명료도

1319개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1.0021 0.274
0.4440 0.2485 0.3882 2.9057 0.3334 1.7099

[표 4-14] 개발 3단계 행정중심복합도시 통합도, 통제도, 명료도 분석치

전체통합도 분포 국부통합도 분포 (r=3)

전체통합도 상위 5% 가로 국부통합도 상위 5% 가로

[표 4-15] 개발 3단계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가로의 통합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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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기별 공간구조 변화

앞서 살펴본 개발 1단계, 2단계, 3단계 행정 심복합도시의 체통합도와 명료도 

변화추이는 [그림 4-10]과 같다. 개발이 완료되어 갈수록 체통합도와 명료도 값

이 꾸 히 상승하는데, 이는 근성과 공간인지성이라는 측면에서 개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짐을 반증한다.

[그림 4-10] 전체통합도(좌)와 명료도(우) 변화추이

주요 생활권의 체통합도 변화추이는 [그림 4-11]과 같다. 5개의 생활권 모두 

개발이 진행될수록 체통합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41) 도시행정지구(3-2생

활권)를 제외한 모든 생활권의 통합도가 비슷한 비율로 동반 상승하면서 개발 기

와 비교해 개발 완성단계의 생활권간 계에 큰 변동은 없다. 

주요 생활권의 통제도는 그 변화양상이 통합도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4-12]와 같이 심상업업무지구(2-4생활권)와 도시행정지구(3-2생활권)의 통제도

는 1단계 개발 이후 격히 낮아진다. 2단계 개발 시 인  생활권(2-1, 3-1, 3-3생

활권)이 추가로 개발되면서 이들 생활권 내 가로의 통제력이 약해진 결과로 단된

다. 반면 주거지역(1-3생활권)의 통제도는 1단계 개발을 거치면서 격히 상승

하고 개발 완성단계에서 주요 5개 생활권  가장 높은 통제도 값을 갖는다. 

41) 22개의 생활권  개발 1단계에 완공되는 행정 심복합도시에서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생활권을 선별하

다. 총 5개의 생활권으로 심행정타운인 1-5생활권, 심상업업무지구인 2-4생활권, 도시 행정기능을 담당

하는 3-2생활권을 비롯한 주거지역인 1-3, 1-4생활권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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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요 생활권 전체통합도 변화

[그림 4-12] 행정중심복합도시 주요 생활권 통제도 변화

체통합도는 체 역에서의 심성을 의미하는 체  지표이다. 통합도의 경

우 외 없이 모든 생활권에서 상승하여 행정 심복합도시의 공간의 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안정 , 

진  개발이 기 된다. 

통제도는 주변공간의 제어와 련된, 가로의 리성을 보장하는 국부  지표이

다. 국부  성격의 지표인 만큼 인  생활권의 개발유무에 따라 격한 변화를 보

인다. 그로 인해 상업시설의 발 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상된다. 특히 심

상업업무지구(2-4생활권)는 통제도의 격한 하락으로 개발 기와 비교해 상업시

설의 발 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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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생활권별 공간구조 예측 및 평가

생활권 축선수 전체통합도(r=n) 국부통합도(r=3) 통제도

전체 1319 0.3882 1.7099 1.0021

S-1 50 0.4174 1.4274 1.0021

S-2 7 0.3751 1.3871 1.0048

1-1 113 0.3559 1.5441 0.9937

1-2 49 0.4026 1.7466 1.0341

1-3 19 0.4043 2.1426 1.0580

1-4 50 0.4176 1.7075 0.9865

1-5 186 0.3987 1.7354 0.9984

2-1 37 0.3888 1.8995 1.0397

2-2 40 0.3655 1.6768 0.9969

2-3 45 0.3560 1.3728 1.0140

2-4 128 0.3751 1.9097 0.9853

3-1 37 0.3895 1.7947 1.0177

3-2 44 0.3886 1.7775 1.0064

3-3 52 0.4010 1.7960 1.0068

4-1 43 0.4009 1.6772 0.9845

4-2 56 0.3839 1.7706 1.0155

5-1 76 0.3813 1.6904 1.0106

5-2 46 0.3911 1.8861 0.9890

5-3 30 0.3946 1.7685 0.9994

6-1 95 0.3952 1.7532 1.0037

6-2 47 0.3862 1.5227 0.9943

6-3 35 0.3971 1.5058 0.9853

6-4 29 0.3928 1.5879 1.0134

[표 4-16]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별 전체통합도, 국부통합도, 통제도

체통합도는 [그림 4-13]과 같이 S-1, 1-4생활권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다. S-1

생활권은 앙녹지와 하천을 포함하는 생활권이어서 실질 으로 1-4생활권이 행정

심복합도시 내 가장 심  치에 있는 생활권이다. 이 지역은 주거시설이 

입지하는 생활권으로 뛰어난 근성을 바탕으로 높은 지가를 형성하며 추후 재개

발 시 고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반 으로 동서축 도로에 인

한 생활권에서 체통합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42) 반면 1-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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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의 체통합도는 매우 낮게 나타난다. 1-1 생활권은 주거시설이 집한 

생활권이고, 2-2, 2-3 생활권은 주거시설이 입지하는 생활권이다. 이들 지역은 

근 편의성보단 쾌 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에 합한 입지로, 앞서 설정한 토지

이용 분석방법에 따르면 주거시설을 수용하기보단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도의 시설 입지에 합한 용지로 단된다. 보통 도시의 외곽에 치하는 

동시에 환상형 교통도로가 통과하지 않는 생활권의 통합도가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 

[그림 4-13]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별 전체통합도

국부통합도는 1-3생활권에서 높게 나타나고 S-1, S-2, 2-3 생활권에서 낮게 나

타났다. 그 에서도 심상업업무지구(2-4생활권)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상업업무지구(2-4생활권)의 체통합도는 상 으로 낮으나, 국부통합도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인다. 즉 도시 체 역에서의 심성은 떨어지나 깊이 3단계

까지만 고려한 국부  수 에서는 비교  심  치에 있는 생활권이라는 해석

이 가능하다. 역시와의 근성을 고려하여 심상업업무지구를 도시의 서남

부에 치우쳐 배치함으로서 체통합도가 낮게 나오는 결과를 래한 것으로 단

된다.

42) 동서축 가로는 환상형 교통도로의 양쪽을 잇는 유일한 도로이면서 도시의 정 앙에 치하여 통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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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별 국부통합도 

[그림 4-15]는 행정 심복합도시 생활권별 통제도 분포를 나타낸다. 통제도의 경우 

1-2, 1-3, 2-1생활권에서 매우 높은 값을 보인다. 이들 지역은 가로의 높은 통제력을 바탕

으로 상업시설의 입지에 합한 지역으로 단되나, 실제로는 주거지역으로 계획되

어 있다. 이들 지역은 추후 상업시설의 침투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상되나, 통행이 

지속 으로 발생하여 소  자연  감시 효과로 인한 범죄 방 효과가 뛰어난 주거

단지로의 발 도 상할 수도 있다. 반면 심상업업구지구(2-4생활권)의 통제도는 모

든 생활권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따라서 추후 상업시설의 발 에 상당한 문

제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림 4-15]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별 통제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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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교통계획 예측 및 평가

행정 심복합도시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가  교통이용을 유도하기 

해 23.9km에 달하는 환상형 교통도로를 계획하 다. 환상형 교통도로의 

체통합도는 0.4193으로 행정 심복합도시의 체통합도 평균을 크게 웃돌아, 실

제 행정 심복합도시 내 가로의 구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 된다. 

동서축 도로의 체통합도는 0.4404로 환상형 교통도로보다도 높고, 행정

심복합도시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강에 의해 분할된 지를 

연결하는 몇 안 되는 도로이자 환상형 교통도로를 가로지르는 유일한 도로이

고 도시의 정 앙에 치하여 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단된다. 따라서 동서

축 도로의 교통량이 도시 내 어떤 가로보다도 많을 것으로 상된다. 하지만 환상

형 교통도로가 도로 폭 40m이상의 로로 계획되어 있는 반면 동서축 도로는 

25m의 로로 계획되어 있어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통합도 분ㅍ 환상형 대중교통도로

[표 4-17]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전체통합도 분포와 환상형대중교통도로 비교

전체 환상형 대중교통도로 동서축 도로

통합도 0.3882 0.4193 0.4404

[표 4-18] 개발 2단계 행정중심복합도시 통합도, 명료도 분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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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토지이용계획 예측 및 평가

4.4.1. 시설별 입지 예측 및 평가

(1) 저밀주거시설

 주거시설은 근 편의성보단 거주환경의 쾌 성을 제공하는 시설로 주로 

도시 외곽에 사람들의 통행빈도가 은 곳에 입지한다. 앞서 3장에서 설정한 토지

이용 측방법에 따르면, 주거 시설의 입지에 합한 가로는 통합도 하 , 통제

도 하 구간의 가로이다. 

행정 심복합도시 내 주거시설 용지 면 을 고려하여 하  25%를 기 으로 

해당 축선을 선별한 결과, [표 4-20]의 왼쪽 그림과 같은 분포를 보 다. 해당가로

는 주로 도시외곽에 산발 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가’ 부분에서 해당

가로가 많이 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실제 계획상 일반

상업지역  심상업지역으로 심상업업무지구(2-4생활권)와 심행정타운(1-5

생활권)이 치해 있는 곳이다. 도시외곽에 드문드문 분포하는 양상은 실제 계획안

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나 ‘가’ 지역에서의 용도 불일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통합도 하위25%, 통제도 하위25% 저밀주거시설 입지지역

[표 4-19] 저밀주거시설 입지예측 및 실제 입지지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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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밀주거시설

중밀주거시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설로 개발

면적의 14.2%가 중밀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다. 앞서 설정한 토지이용 예측방법을 

토대로 통합도 상위 50%, 통제도 하위 50% 가로를 선별하여 실제 계획안과 비교

하였다. 

그 결과, 해당 가로의 분포가 도시 전역에 걸쳐 나타났다. 그 중 [표 4-21]의 

‘가’지역(1-5, 2-4생활권)에 해당가로가 집중적으로 밀집하였다. 반면 ‘나’ 지역

(1-2, 1-3, 1-4생활권)은 중밀주거시설의 적정입지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

이 특징이다. 하지만 ‘가’ 지역은 중심상업업무지구와 중심행정타운이고 ‘나’ 지역

은 실제 중밀주거시설 생활권으로 계획되어 예측안이 실제 계획과 상이하였다. 

이는 ‘가’지역의 통제도는 낮은 반면 ‘나’지역(1-2, 1-3, 1-4생활권)의 통제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초래된 결과이다. 따라서 지금의 현 가로체계에서는 ‘가’지역보다 

도리어 ‘나’지역이 상업업무시설의 입지에 더욱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앞서 계

속 언급하였듯이 중심상업업무지구(2-4 생활권)의 통합도, 통제도 조절을 통해 가

로체계가 시설의 발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가로망 수정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

통합도 상위50%, 통제도 하위50% 중밀주거시설 입지지역

[표 4-20] 중밀주거시설 입지예측 및 실제 입지지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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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밀주거시설

고밀주거시설은 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은 떨어지나 뛰어

난 접근성과 주변 편의시설이용에 따른 편의성 제공에 중점을 둔 주거시설이다. 고

밀주거시설의 최적 입지 기준을 통합도 상위 25%, 통제도 하위 25%의 가로로 설

정하였다. 

그 결과, 각 생활권별 환상형 대중교통도로의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고밀주거

시설을 배치한 부분에서는 예측결과와 실제 계획안이 일치하였다. 하지만 ‘다’지역

(1-5생활권)의 경우, 실제 계획안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 ‘다’지역은 중심행정타

운(1-5생활권)이 입지하는 곳이다. 실제 계획안은 고밀주거시설을 중심상업업무지

구(2-4생활권)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지만 본 연구의 예측기준에 따르면 중심상업

업무지구(2-4생활권)는 고밀주거시설의 입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도 상위25%, 통제도 하위25% 고밀주거시설 입지지역

[표 4-21] 고밀주거시설 입지예측 및 실제 입지지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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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최  입지 기 을 통합도 하  25%, 통제도 상  25%의 가로로 

설정하 다. 해당 가로는 첫마을(2-3생활권)과 심상업업무지역(2-4생활권)에 주

로 분포하며, 환상형 교통도로에 면한 상업용지에서도 분포하는 양상을 보

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 심부에 형성되어 주변 주거지역에 일상용품과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상업시설이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시설입지에 

종속 인 특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입지 측 시 고려하지 않아 

측안과 실제 계획안이 큰 차이를 보 다. 

통합도 하위25%, 통제도 상위25% 근린생활시설 입지지역

[표 4-22] 근린생활시설 입지예측 및 실제 입지지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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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매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및 일반업무시설은 도시 내의 매기능과 업무기능이 집 하여 형성된 

표  기능지역이다. 이들 기능은 도심부에 집약 으로 입지하거나 주변부에 소군

집 형태로 집단을 이루어 입지하며 종류에 따라 도시 역에 산재하기도 한다. 상업

⋅업무지역은 교통노선이 집 되는 지역이나 주도로에서 근이 쉬운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앞서 토지이용 예측방법을 토대로 통합도, 통제도 상위 25%구간을 선별한 결과 

환상형 대중교통도로를 따라 입지하는 양상이 실제계획안과 매우 흡사하였다. 하지

만 중밀주거시설 지역인 ‘나’지역(1-2, 1-3, 1-4, 1-5 생활권)이 판매시설 및 일반

업무시설의 최적 입지로 예측되었다. 실제 중심상업업무지구(2-4생활권)는 환상형 

대중교통도로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업업무시설의 입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분석에 따르면 2-4생활권은 중밀주거시설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에 중심상업업무지구가 계획된다는 것은 가로체계를 압도할 수 있는 유인력 

즉 보행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유발요인에 의한 결과로 보이지만 2-4생활권

의 낮은 통합도와 통제도로 인해 상업시설의 발현이 지연되는 현상이 우려된다.

통합도 상위25%, 통제도 상위25% 판매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입지지역

[표 4-23] 판매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입지예측 및 실제 입지지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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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업무시설

행정 심복합도시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기능이 심이 되는 도시

이다. 공공업무시설은 일반업무시설과 다르게 리추구를 목 으로 하는 시설이 아

니다. 따라서 공공업무시설의 최 입지 조건은 통합도 상  25%, 통제도 하  25%

를 기 으로 삼았다. 

그 결과 심행정타운(1-5생활권)에 해당가로가 집하여 분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 시청  도시 행정을 담당하는 시설들이 환상형 교통도로의 

심상업지역을 심으로 집하는 양상이 측안과 상당히 일치하 다.

통합도 상위 25%, 통제도 하위 25% 공공업무시설 입지지역

[표 4-24] 공공업무시설 입지예측 및 실제 입지지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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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생활권별 입지 예측 및 평가

체통합도, 통제도 두 개의 으로 응되는 산 도를 작성하여 의 분석을 종

합하면 [그림 4-16]과 같다. 산 도는 앞서 3장에서 설정한 토지이용 측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x축은 통합도, y축은 통제도를 의미한다. 통합도가 평

균보다 높으면 고 , 평균보다 낮으면 시설의 입지에 합하다. 통제도가 평균

보다 높으면 가로의 리성이 보장되어 상업업무시설의 입지에 합하고 통제도가 

평균보다 낮으면 주거시설같은 비 리시설의 입지할 가능성이 크다. 하나의 이 

의미하는 값이 각 생활권에 속해있는 모든 가로들의 평균임을 감안하여 좀 더 완화

된 기 으로 도식을 해석하 고, 용도와 도 두 가지 측면에서 각 생활권의 토지

이용계획 합성을 단하고자 하 다.

1-1생활권의 경우 주거와 주거시설로 계획되어 있지만 분석에 의하면 

통합도가 매우 낮아 시설의 입지에 합하고 통제도는 평균에 근 하여 주거

시설과 상업시설 모두 입지할 수 있다고 단하 다. 그 결과 주거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의 입지에 합한 생활권으로 단된다. 1-2, 1-3 생활권은 통제도값

이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상업업무시설의 입지에 합할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거시설이 입지하는 생활권으로 주거시설의 입지에 부 합한 

것으로 단된다. 2-4생활권의 경우는 행정 심복합도시의 심상업업무지역으로 

규모 상업시설  주상복합아 트와 같은 고 주거시설이 입지할 계획이나 통합

도와 통제도가 모두 평균을 하회하며 주거시설의 입지에 합할 것으로 단

된다. 이에 상업시설  고 주거의 발 에 있어 매우 불리할 것으로 우려된다. 1-5

생활권은 세종청사가 들어서는 심행정타운으로 상업업무시설  고 주거시설로 

계획되어있지만 통합도가 고 의 시설들을 수용할 만큼 높지 않다. 1-4생활권은 통

합도가 가장 높아 고 주거시설의 입지에 합할 것으로 단되나 실제로는 

주거시설로 계획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생활권의 입지특성을 해석하면 

[표 4-2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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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별 통합도, 통제도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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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용도지역 입지계획 입지예측
적합성 판단

용도 밀도

1-1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저밀주거

중밀주거
저밀주거, 근린생활  ✕

1-2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밀주거 근린생활, 판매, 업무 ✕ 

1-3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밀주거 근린생활, 판매, 업무 ✕ 

1-4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밀주거 고밀주거, 판매, 업무  ✕
1-5 중심상업지역

상업업무 

고밀주거

중밀주거, 

근린생활, 판매, 업무
 ✕

2-1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밀주거 근린생활, 판매, 업무  ✕
2-2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밀주거 저밀주거, 근린생활  ✕
2-3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밀주거 저밀주거, 근린생활  

2-4 일반상업지역
상업업무

고밀주거
중밀주거 ✕ ✕

3-1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밀주거 "  

3-2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밀주거 "  

3-3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밀주거 "  

4-1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밀주거 "  

4-2 제2종일반주거지역 교육시설 "  

5-1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밀주거 "  

5-2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밀주거 "  

5-3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밀주거 "  

6-1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공업 "  

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밀주거 "  

6-3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밀주거 "  

6-4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저밀주거

중밀주거
"  

[표 4-25] 생활권별 토지이용 적합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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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결

이상 4장의 행정 심복합도시 공간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당신도시와 비교하여 행정 심복합도시의 통합도 평균은 낮지만 편차가 

작아 지역 내 고른 균형발 이 기 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행정 심복합도시의 

환상형 도시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단하 다.

둘째, 개발 단계별 행정 심복합도시 내 가로의 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환상형 교통도로를 심으로 특정지역의 편 개발을 지양하 으며 

1단계, 2단계 가로의 계를 개발 완료시까지 유지하는 략을 통해 도시성장의 안

정 , 진  변화를 기 할 수 있다.

셋째, 2-4생활권은 통합도와 통제도 모두 평균을 크게 돌면서 심상업업무지

구로서 매우 부 합한 입지로 단된다. 신 통합도와 통제도 모두 높은 분포를 

보이는 1-2생활권과 1-3생활권이 상업시설의 입지에 더욱 합한 것으로 단된

다. 따라서 중심상업업무지구(2-4 생활권)의 통합도, 통제도 조절을 통해 가로체계

가 시설의 발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가로체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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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존 계획안 검토

행정 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 분석을 통해 2-4생활권이 심상업업무지구로서 

그 입지가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 다. [표 5-1]과 같이 심상업업무지구(2-4 

생활권)의 통합도와 통제도 값은 행정 심복합도시 내 가로의 평균보다 낮다. 심

상업업무지구임에도 낮은 통합도와 통제도 분포에 의해 상업시설의 발 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체 2-4생활권

통합도 0.3882 0.3751

통제도 1.0021 0.9853

[표 5-1] 중심상업업무지구(2-4생활권)의 통합도, 통제도

[그림 5-1] 2-4생활권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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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업업무지구(2-4생활권)가 낮은 통합도, 통제도 값을 갖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생각해보았다. 먼 , [그림 5-1]과 같이 역시와의 근성을 고

려하여 도시의 남서쪽에 치우쳐 심상업업무지구를 배치한 것이 2-4생활권의 통

합도를 크게 떨어트린 1차  원인으로 단된다. 신도시 개발 시, 주변도시와의 연

계성을 고려한 부분은 계획 의도 상 충분히 수 할 수 있지만, 추후 행정 심복합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해서 행정 심복합도시 내 2-4생활권의 근성  통

행빈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한 2-4생활권의 주변 녹지와 하천의 보존을 한 소극 인 가로계획도 주요한 

원인  하나로 단된다. [그림 5-2]의 a부분을 보면, 강으로 합류하는 실개천으

로 인해 앙행정타운(1-5생활권)과 심상업업무지구(2-4생활권)가 물리 으로 

분리되어있고 이를 잇는 도로는 단 두 곳에 지나지 않는다. b부분은 강이 흐르고 

있어 2-4생활권은 강의 남쪽 지역과 분리되어 있고 강의 남북을 잇는 다리는 단 두 

곳만 계획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c부분에 앙녹지를 계획하면서 이 지역의 통과

교통을 완 히 배제하 다. 결과 으로 2-4생활권 주변은 최소한의 가로만을 계획

함으로써 환상형 교통도로 이외에는 근이 어려운 고립된 생활권으로 락하

고 말았다.

[그림 5-2] 중심상업업무지구(2-4생활권) 주변 가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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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a지역(좌), b지역(중), c지역(우) 위성사진 (출처: 네이버 지도) 

5.2. 대상지 가로계획 수정안 제시

지 까지 2-4생활권이 심상업업무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4생활권

의 통합도와 통제도를 조 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 고 그 원인에는 소극 인 가

로계획에 의한 생활권의 고립에 있음을 악하 다. 행정 심복합도시의 개발계획 

원안은 심상업업무지구(2-4생활권)의 주변 자연녹지를 보존하기 해 도시 운

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로만 계획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계획 의도를 최 한 

존 하는 선에서 도시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가로망을 확충하고자 한다.43)

앞에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a, b, c 지역에 [표 5-2]와 같이 총 14개의 가로

망을 확충하 다. 먼  a지역에는 1-5생활권과의 원활한 근을 해 실개천을 가

로지르는 근로 한 곳을 추가하 고, 하천변을 따라 끊어진 도로를 연결하 고, 이

들 가로를 연결하는 가로망을 추가로 설치하 다. b지역에는 강을 가로지르는 다

리 하나를 추가로 신설하여 총 3개의 다리가 2-4생활권과 직  연결되도록 하 다. 

c지역은 앙공원이 치하는 지역으로서 공원 내 통과교통은 배제하되 신 강변

도로를 확충하여 동서축 도로에서 2-4생활권으로의 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한 강변도로와 4-1생활권을 잇는 다리를 추가하 다.

43) 도시 계획에 있어 녹지 보존에 가치를 둘 것인가 혹은 도시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더 큰 가치를 둘 것인가 

하는 가치 단에 따라 가로망 확충에 한 평가기 은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의 가로망 

확충 계획은 비 의 소지가 다분하나 가로체계의 상학  계를 분석하고자한 본 연구 흐름의 연장선으로

써 이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 음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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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업무지구 가로계획 수정안

중심상업업무지구 가로계혹 수정안 통합도 분포

[표 5-2]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통합도와 국부통합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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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심상업업무지구(2-4생활권)의 근성을 높이기 해 주변 가로망을 

확충하 고 가로계획 수정 후 공간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5-4], [그림 5-5]와 같

은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먼  통합도 변화를 살펴보면, 가로 계획 수정 후 반

으로 모든 생활권에서 통합도가 상승하 음을 알 수 있다. 통합도는 체  지표

이기 때문에 2-4생활권 주변의 가로계획 수정으로도 도시 체의 통합도 값에 

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에서도 2-4생활권과 s-1생활권의 통합도 상승폭

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s-1생활권은 도시 앙의 녹지를 포함하는 생활권이

어서 실질 으로는 2-4생활권이 통합도 상승폭이 다른 생활권과 비교하여 매우 높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4] 행정중심복합도시 가로계획 수정 전 후 통합도 분포 변화

통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그 변화 양상이 통합도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통제

도의 경우 몇몇 생활권을 제외하고는 반 으로 그 값이 크게 변하지 않으며, 

체 평균에 있어서도 그 변화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도는 국부  지표인 만

큼 가로계획의 수정이 이루어진 주변 생활권에서만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통제도는 가로계획 수정 후, 1-3생활권과 2-4생활권에서 히 높아졌다. 

특히 2-4생활권은 가로계획 수정을 통해 평균을 크게 돌던 것이 평균을 살짝 상

회할 정도로 그 값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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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행정중심복합도시 가로계획 수정 전 후 통제도 분포 변화

종합하면, 가로계획 수정 후 2-4생활권의 통합도와 통제도 값이 큰 폭으로 상승

하며 그 값이 평균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개발 계획 원안 로라면 낮은 통합

도, 통제도 값에 의해 심상업업무지구로서 상업기능의 발 에 상당한 문제가 있

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2-4생활권 주변 가로망의 확충은 2-4생활권이 심상업기

능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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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연구의 종합

본 연구에서는 행정 심복합도시를 상으로 가로망 분석을 통해 심지체계, 교

통체계, 토지이용계획과 같은 기능 요소를 시기별, 권역별로 측하 다. 이를 개발

계획안과 비교하여 계획의 문제 을 악하고 도출된 문제 을 토 로 구체 인 

해결책을 제시하 다. 

특히 행정 심복합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으로 살피고자 토지이용 측을 

한 방법을 독자 으로 고안하 다. 이를 한 사 작업으로 이론  선행연구 고

찰을 통해 측 기 의 가설을 설정하 고, 분당신도시를 상으로 가설 검증을 실

시하여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하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토지이용 측방

법을 도출하 고 이를 행정 심복합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측하는 분석도구로 

삼고자 하 다. 분석도구를 통해 도출된 측안과 실제 개발계획안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행정 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 합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따라서 연구내용

은 크게 토지이용 측방법 설정과 행정 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 합성 평가  

계획안 수정 부분으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

먼  토지이용 측방법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통합도는 동종시설의 도와 상 계가 있다. 통제도는 가로의 리성을 

보장하는 변수로 상업⋅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의 입지를 결정짓는 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발 차이를 통합도 값의 차이로 

설명하나 이는 연구의 분석 상이 주거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악된다.

둘째, 분당신도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통제도가 매시설보다 높게 나타났다. 

백화 , 형쇼핑시설 같은 매시설은 이용자가 목 성을 갖고 계획 으로 찾아가

지만, 근린생활시설은 국지  수 에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 경쟁 으

로 치하여 보행자들의 즉흥 , 비계획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일 것으로 간주된

다.

셋째, 통합도가 높은 가로는 도로의 폭이 넓고 길이가 긴 것이 특징이며 도시의 

심  치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 다. 통합도가 낮은 가로는 도로의 폭이 좁고 

길이가 짧으며 도시 외곽에 분포하는 양상이 뚜렷하 다. 한 통제도가 높은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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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로 해당시설로의 출입구와 면해있어 시설 이용의 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만, 통제도가 낮은 가로는 시설의 측면 혹은 후면에 치하거나, 특정 기능을 수용

하는 역할이 아닌 단순 통과교통만을 유발하는 도로가 부분이 것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행정 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당신도시와 비교하여 행정 심복합도시의 통합도 평균은 낮지만 편차가 

작아 지역 내 고른 균형발 이 기 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행정 심복합도시의 

환상형 도시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단하 다.

둘째, 개발 단계별 행정 심복합도시 내 가로의 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환상형 교통도로를 심으로 특정지역의 편 개발을 지양하 으며 

1단계, 2단계 가로의 계를 개발 완료시까지 유지하는 략을 통해 도시성장의 안

정 , 진  변화를 기 할 수 있다.

셋째, 2-4생활권은 통합도와 통제도 모두 평균을 크게 돌면서 심상업업무지

구로서 매우 부 합한 입지로 단된다. 2-4생활권은  유성지역과의 근성을 

고려해 도시의 남서쪽에 치우쳐 치하고 있고 이웃한 강과 앙녹지 등 자연녹

지보존을 해 가로망 계획을 최 한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고립된 생활권으로 

락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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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이론  선행연구의 고찰 그리고 검증의 과정을 거쳐 토

지이용 측방법을 직  고안하 고 이를 실제 도시의 공간구조를 측하는데 사

용해보았다는 에 있다. 고안한 측 방법은 신도시 계획 기단계에 빠르고 간편

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검증하는 도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둘째, 주로 통합도 지표만을 활용하 던 기존의 선행 연구와 달리, 통제도라는 공

간구문지표를 사용함으로써 다각 인 분석을 시행하 고 분석결과에 있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 다. 이를 통해  도시의 공간구조를 설득력 있게 해석할 수 있

어 선행연구 분석 한계를 극복하 다.

셋째, 기존 도시공간구조의 황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개발 진행 인 도시의 공

간구조를 미리 측하여 상되는 문제를 구체 으로 도출하 다. 추후 신도시 개

발 시 착공에 앞서 미리 도시공간구조를 악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

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한계는 첫째, 도시의 여러 요소를 종합 으로 고려하지 못한 을 한계로 

들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잣 를 용하여 다각도

로 계획을 수립하고 검증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간분석이론을 활용하여 

가로의 상학  속성만으로 도시 상을 분석하 다. 이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

는데 있어 참고해야 할 여러 기 들  하나일 뿐, 인 기 이 될 수는 없다는 

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토지이용 측방법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하나의 사례만을 검토하 다. 

당시 1기신도시는 통일된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고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짐

작되지만 토지이용 측방법의 타당성 검토를 한 사례를 다양화 한다면 더욱 정

확한 분석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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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City through Analysis of its Spatial Structure

JANGHYUN, LIM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JAEPIL, CHOI

In case of developing a new city, urban planning should be established ahead 

of starting construction. If the urban planning would be failed, it could result in 

the large-scale loss of investment funds and the inconvenience of residents. 

Thus, it is important to predi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ture urban space in 

advance.

The study devised a method for assessing the suitability of land-use planning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which is a planned city with the 

intent of correcting side effects due to the centralization of the Capital Region. 

This method was developed through a series of process. First of all, previous 

studies and theories were reviewed. Secondly, a hypotheses were set up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theories. After that, a space analysis of the Bundang 

new town was conducted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hypotheses. The 

land-use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was predicted by means of 

the device. And the suitability of spatial structure was evaluated by comparing 

predicted proposals to the actual development proposals of the Multi-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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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City. Therefore, the study is composed of three contexts: 

devising the land-use planning forecasting methods, assessing the spatial 

structure and suggesting a revised planning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The study finds several facts. First, integration value is related with density, 

not land-use. Previous studies explained that integration value is a fact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a place is suitable to be used for commercial. But 

this finding turned out to be wrong. This is because residences as research 

objects are limited to only low density residences. This study found that control 

value is actually related with determining land-use between residence and 

commercial.  

As a result of the spatial structure analysis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is expected to 

develop evenly due to the ring-shape city. In addition, development proposals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excludes to develop a specific spot and 

maintain the hierarchy of the road. So gradual and stable changes can be 

expected. However, 2-4 life zone is considered to be very inappropriate as a 

central business district. Thus, the study suggested revised planning by 

expanding the street to increase the integration and control value.

The limitation of the study is that the topological properties of only one city 

have been analyzed. However, the prediction method devised in the study could 

be used during the early stages of planning a new city quickly and easily.

Keyw ords :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Urb an P lan,  

Land-use P lan,  Space Syntax ,  Location Characteristic

Student N umb er : 2012-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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