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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물리적 계획 특성 또한 서로 

유사한 평촌 신도시 내의 두 역세권인 범계역과 평촌역이 상당히 다른 

분위기로 개발된 현상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였다. 제 1기 신도시가 

건설 공급된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주택가격의 안정, 

주거환경의 개선, 서울 인구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각 신도시들의 자족성 확보, 그에 따른 서울의 기능분산, 

상업용지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 등 건설 및 성장 과정에서의 도시 

관리 미흡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수도권 1기 신도시들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들에서까지도 중심상업

지역의 유흥지구화 현상이 발견되고 있으며, 과거 2000년대 초반 사회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그러나 관련하여 어떠한 이론적 접근이나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로 구성 되어 있다. 이론연구 부분에

서는 배경이론, 초점이론, 자료이론을 구분하여, 각기 신도시와 필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유흥산업 관련 연구들, 입지 및 특화지역 관련 선

행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였다.

실증연구 부분에서는 먼저 제 4장을 통해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 

유흥업소 또는 러브호텔과 같은 숙박업소들이 난립하였다는 명제의 사

실여부를 검증하였다. 해당 문제에 대하여 과거로부터 문제제기는 있어

왔으나, 실증 분석한 선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제 5장에서는 해당 명제

가 사실임이 밝혀진 도시들에 대해서 유흥지구화 된 중심지를 특정하

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공간의 규모 차원에서 이야기해보면, 제 4

장에서는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을 분석의 단위로 하여 각 모도시와 비

교하였으며, 제 5장에서는 신도시 내 각 역세권을 분석의 단위로 하여 

유흥특화지역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한 5개 지역에 대하여, 기

존도시 지역과 신도시 지역 각각의 특화 수준 (= 특화지역면적 / 시가

화 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유흥



특화지역에 대한 판정은 FLQ 분석 통하여 이루어졌다. FLQ 분석 결

과가 1 이상의 값을 갖는 Cell의 개수를 통해 특화지역의 면적을 산출

하였다. 분석결과 군포시 - 산본 신도시를 제외한 대상지 전반에서 신

도시 지역이 기존도시 지역보다 높은 유흥특화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분석결과를 시각화한 자료를 통해 다수의 역세권 구

조로 이루어진 신도시의 경우 특정 역세권은 유흥산업특화지구로 발전

하는 한편, 다른 역세권은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달리 표현하자면, 

신도시 내 중심상업지역이 균질하게 높은 유흥산업 밀도를 보이는 것

이 아니라 다수의 역세권 중심지 중 특정 상권만이 유흥특화지역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제 5장에서는 유흥지구화 된 신도시 내 중심지에 대하여 두 가지 

특징을 밝혀냈다. 우선 중심지들의 각 신도시에서의 개발순서와 유흥산

업의 규모 및 밀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4개 

신도시 모두에서 개발순서가 늦은 역세권 중심지들의 유흥특화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역세권 중심지들 간의 개발 순서를 판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역세권 별로 상업중심가로 주변 건축물들을 사

용승인일자 기준으로 정렬한 뒤 Box Plot의 기법을 차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로 필지규모분포 특성과 유흥밀도의 관계를 살

펴보았다. 필지규모분포의 특성을 경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파레토 

계수를 활용하였다. 대상지들의 파레토 계수를 추정한 결과 1.112 < 

α < 2.854 의 범위 내에서 거동하였는데, 유흥 시설의 절대적 규모는 

α = 1.851 인 중동_상동 주변 상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전체 연면적 대비 유흥시설의 연면적 비율은 α = 2.064 인 일산_

백석 주변 상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파레토 계수와 유흥밀도 간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는 0 < α < 2.064 구간까지 정비례 관계를 유지하

다가, α > 2.064 구간에서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들로부터 도출한 본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제 1기 신도시 상업용지의 미매각 사태와 관련해서 연구를 진

행한 선행연구자들은 현대 사회의 토지 시장에 대하여 일반적인 시장 

원리가 작동하여 탄력적인 가격 변동이 이루어 질 수 없음에 인식을 



같이 한다. 다만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각기 달랐으

며, 그 중에는 사업 시행자인 정부가 공급물량을 시기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중

동 신도시 상동 상권의 사례는, 신도시의 왜곡된 상업용지 시장과 그로 

인한 유흥지구화 현상의 본질적인 문제가 일시에 공급되는 사업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절대수량이 불일치하는데 있다는 생

각을 갖게 한다.

둘째, 신도시 지역에서는 규모를 산출하고 배분하는 인위적 작업을 

통해 각 용도지역의 면적이 결정된다. 그런데 신도시 지역은 기존도시 

지역보다 시가화 면적 중 상업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다. 이론연구의 과정에서는 과도하

게 설정된 신도시의 상업용지 용량에 대하여 비판하는 연구들을 접했

으며, 장기 미개발 필지를 추적 조사한 결과 상당 비율이 유흥 및 숙박 

시설로 개발되었음 역시 확인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 4장 분석 결

과를 해석해보자면, ‘신도시 중심상업 지역 규모의 산정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는 제안에 다다르게 된다.

셋째, 파레토 계수가 유흥밀도 지표에 대하여, 선행연구자가 확인하

였던 활성화 지표에 대해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특정 파레

토 계수를 기준으로 정비례하여 증가하다가 반비례 관계로 전환되는 

것인데, 이는 과거에 Pareto가 개념을 창시하면서 주장하였던 파레토분

포는 특정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 최적이라는 개념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글을 마무리하자면 본 연구에서 정확한 경로까지 분석해내지는 못하

였으나 이론적 검토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도하게 배분된 신도

시 상업용지는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겨져 상권 형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치다가 종국에는 유흥산업이 입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인구 감소 시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는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곧 개발의 역사였으며 그 규모는 달라졌을지 

모르겠으나 신도시 개발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유흥지구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이후 진행되는 신시가지 개발하고 관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



를 희망한다.

주요어 : 신도시, 상업중심지, 유흥시설, 유흥지구화 현상, FLQ 분석, 

파레토계수

학  번 : 2015-2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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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배경

이 연구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물리적 계획 특성 또한 서로 

유사한 평촌 신도시 내의 두 역세권인 범계역과 평촌역이 상당히 다른 

분위기로 개발된 현상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한다. 

1980년대 서울의 인구는 800만에 이르렀으며, 1988년 서울은 인구 

천만의 도시가 되었다.1) 폭발적인 서울의 인구 증가는 주택 수요를 지

속적으로 증대시켰고,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에는 주택가격 폭등과 

전세가격 폭등 현상이 나타났다.2) 대한민국 정부는 1980년대 후반 주

택공급부진과 맞물려 야기된 부동산 투기 열풍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 

폭등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해야했다. 1988년 하반기 주택건설 200만호 

정책을 추진하였고, 주택 200만호 중 90만호(서울시내 40만호, 서울외

곽 40만호)를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 건설할 방침을 세웠다. 서

울 외곽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1988년 9월에는 안양

의 평촌, 산본지구 개발 계획을, 1989년 4월에는 분당, 일산 신도시 계

획을, 1989년 7월에는 부천 중동지구의 계획을 통해 총 5개 신도시 건

설계획을 발표하였다.3)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책이었다는 점과 당시 한국사회에 남아있던 군사

정권의 문화4)가 결합하여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은 마치 군사작전과 

같이 속도전으로 진행되었다.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2001,� p.� 550,� 650

2)� 전남일�외� 3,� 『한국�주거의�사회사』,� 서울:� 돌베개,� 2008,� p.� 282

3)� 오성훈·임동근,� 『지도로� 보는� 수도권� 신도시계획� 50년� 1961-2010』,� 서울:� AURI,�

2014,� p.� 101의�내용을�중심으로�재구성�함.

4)� 제� 1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노태우� 정권은� 제� 6공화국의�첫� 번째� 정부로,�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지만,� 노태우� 본인이� 군인� 출신이라는� 점,� 제� 5공화

국� 수립에� 크게� 연관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과도기적� 정부로� 인식되며,� 실제로�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영삼은� 이전� 군인출신� 수장들의� 정부와� 선을� 긋기� 위해� ‘문민

정부’라는�명칭을�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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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기 신도시가 건설 공급된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주택가격의 안정, 주거환경의 개선, 서울 인구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신도시 

개발 노하우는 수출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각 신도시들의 자족성 

확보, 그에 따른 서울의 기능분산, 상업용지의 과잉공급5)으로 인한 문

제 등 건설 및 성장 과정에서의 도시 관리 미흡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4~5년이라는 단기간에 주택을 200만호나 건설해 공급한다는 정부

의 프로젝트는 초창기부터 언론의 집중관심을 받았고, 그로 인해 물을 

섞은 불량 레미콘 사용과 같은 부정적인 보도가 건설초기부터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었다.6)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수

도권 1기 신도시들이겠으나, 그 중에서도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2000년대 초반 일산의 중심가에 러브호텔이 난립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일 것이다. 주민들은 난립하는 러브호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양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 저지 공동대책위원회’7)를 조직하여 

허가권자인 고양시장 퇴진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행정당국과 대립하였

다. 

과거 신문 등의 문헌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파동 당시 

시민단체들은 고양시 행정당국을 상대로 활동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동시에 숙박 및 유흥업소 업주들과 법적 쟁송을 하는데 자신들의 여력

을 집중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대다수의 신문 매체들 역시 문제의 본질

을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행정 또는 세수 확장에만 현혹되어 절

차적 정당성만 갖추었다면 별다른 고려 없이 허가를 내준 시당국의 태

5)� 최막중은� “수요예측에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설계에� 이르는� 일련의� 계획� 과정에서

의� 상업시설� 면적� 증감량을� 통해� 추적해본� 결과,� 분당신도시� 상업시설의� 총� 공급연

면적은� 수요� 예측치에� 비해� 약� 3배가� 초과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언급했다.�

(최막중·박영규,� “신도시� 상업용지� 공급규모에� 관한� 사후평가”,�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

회지� 「국토계획」,� 제� 34권�제� 2호,� 1999,� p.� 97)

6)� “철근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자제인� 콘크리트의� 경우도� 품질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

되지� 않고� 있다.� …� 레미콘에� 물을� 타는� 공사� 관행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조선일

보� 1995년� 7월� 22일자�기사�중�발췌)

7)� 2000년� 9월� 출범하여� 당시� 고양시장이었던� 황교선� 시장의� 퇴진� 서명운동을� 주도하

는� 한편�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하여� 러브호텔에� 출입하는� 차량� 번호를� 자체� 홈페이

지에�공개하는�등의� 활동을�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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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찾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8) 그러나 이와 같이 중심가에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가 난립하는 문제가 일산 신도시뿐만 아니라 비

슷한 시기 분당, 산본, 평촌, 중동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사실과, 

1기 신도시의 선례와 경험이 있음에도 동탄 등 제 2기 신도시의 중심

지에서까지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9)한다는 점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

인이 행정당국의 안일한 업무처리가 아니라 신도시 계획 및 설계적 오

류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게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신도시 중심상업지구의 유흥지구화 현상과 관련하

여 도시 계획 및 설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 연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된 바 없는 실정이다.10) 과거의 유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발이 완성되어가는 수도권 2기 신도시들의 중심상업지역에서 유흥업

소 및 모텔들이 난립하는 현상이 발견되는 것은, 2000년대 초반 일산

의 러브호텔 파동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 2기 신도시들의 경우 제 1기 신도시들과 

달리 단기간에 건설되어 일괄 공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탄1 신

도시와 같이 현재 완성기에 접어든 도시도 있지만 대다수의 도시들은 

여전히 개발과정에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중심상업지역이 유흥지구화 되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보는 것은, 향후 수도권 제 2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참

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8)� 한겨레� 2000년� 10월� 16일자� 사설,� 중앙일보� 2002년� 2월� 23일자�기사� 등

9)� 경기일보� 2015년� 12월� 28일자�기사

10)� 국내� 도시�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오효경이�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서울시립대,�

2007)� “서울� 북창� 유흥지구의� 특화과정과� 입지요인에� 관한� 연구”을� 통해� 유흥지구

와�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만� 신도시를�대상으로� 유흥지구화에�대하여� 연구한�

선례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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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목적

연구의 배경 첫머리에 기술한대로 본 연구 최초의 물음은 ‘하나의 

신도시 내에 있는 두 개의 역세권이 왜 서로 다르게 특화되어 개발되

었는가?’였다. 이 물음에 대하여 도시 계획 및 설계적 차원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면 우선 특정 역세권이 실제로 유흥지구화 되었다는 것을 

검증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향후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하는데 있어 실

제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특정 장소의 유흥지

구화를 견인하는지 파악해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화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이론적 연구 특히 해외에서 수행된 도시 계획 및 설계적 관점

에서의 유흥업 관련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한

국의 도시, 그 중에서도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유흥지구화 현상은 어떠

한 배경에서 분석해야하는 것인가를 검토한다. 

둘째,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 유흥업소 또는 러브호텔과 같은 숙박

업소들이 난립하였다는 명제의 사실여부를 검증한다. 일산의 사태가 사

회문제로 대두된 이후로 신도시 중심가에 유흥업소 및 러브호텔이 무

분별하게 입지하여 유흥지구화 된다는 것은 별다른 의심 없이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다.

셋째, 신도시 내 유흥지구화 된 역세권들의 특징을 도출한다. 신도

시 중심가가 유흥지구화 되는 것이 2000년대 초반의 사회문제였다고는 

하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아도 신도시 내에 모든 중심상업공

간이 유흥업소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단일 신도

시 내에서도 특정 장소만이 유흥지구화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중심지들의 특성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위락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 고려할만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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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용 및 구성

연구의 진행은 이론 연구로 시작돼 탐색적 연구를 거쳐 대상지에 

대한 실증 연구로 마무리 되었다. 먼저 선행 연구 고찰(제 2장)을 통해 

본 연구의 배경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도시 상업용지의 개발과정 

및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또한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유흥 산업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자들이 논의하였던 주제와 관점을 정

리하였다. 평촌 신도시를 대상으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 따라 

가설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수행할 분석의 틀(제 3장)을 마련하였다. 

실증 연구(제 4, 5장) 단계에서는 전술한 분석의 틀을 제 1기 수도권 

신도시에 적용해봄으로써, 가설을 검증하였다. 각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 2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연구의 배경적 지식이 되는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과 상업용지

의 물리적 속성을 결정하는 필지체계에 관한 선행 연구자들의 저작을 

검토하였다. 둘째로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유흥 산업에 대한 

이론들을 정리하였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외 모두 도시 분야에

서 다루어진 선례가 많지 않아 도시 분야와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공

역을 갖고 있는 법학계의 관점을 함께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에서 다루는 자료와 분석 기법과 연관되는 입지론 및 지역특화 현상과 

관련한 선행 연구자들의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제 3장에서는 2장의 이론연구와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촌

의 사례분석을 통해 얻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

다. 이와 함께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는데, 분석대상의 설정, 제시한 두 

개의 연구문제에 대한 각각의 실증 연구 방법, 선정한 변수, 자료 구축 

방법 등을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의 유흥지구화 현상에 대한 논의

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분야가 도시 계획 

및 설계적 관점에서 연구를 할 만한 가치를 가지는가를 검증하였다. 먼

저 서울로부터 거리가 20km 내외의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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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들이 유흥산업에 특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파악였다. 그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유흥 산업에 특화되었다고 나타난 중동 신도시

를 비롯한 수도권 1기 신도시들에 대하여 신도시 지역과 기존도시 지

역 간 유흥규모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이 유흥지

구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다.

제 5장에서는 각각의 수도권 신도시 차원에서 유흥지구화 되는 역

세권들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역세권이 해당 신도시의 개발우선 순위에

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주변의 경쟁관계에 있는 역세권들

과의 규모 차이는 어떠한가, 소규모 필지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서술하였다. 

결론부인 제 6장은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함의, 그리고 연구의 한계를 담고 있다. 본 연구의 종합적인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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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 1장

§ 연구의�배경�및� 목적

§ 연구의�내용�및� 구성

기초연구

제� 2장

배경�이론 초점�이론 자료�이론
§ 신도시�중심지

개발과정

§ 필지에� 대한�

기존�연구

§ Adult� Ent.

Zoning

§ 유흥업소의�

입지�특성

§ 상업입지이론

§ 집적입지이론

§ 공간통계분석

탐색연구

제� 3장

사례분석

§ 평촌�신도시�내� 두� 개의� 역세권�비교분석

§ 유흥지구화되는�역세권의�특징파악

분석의�틀

§ 본�연구�가설의�설정

§ 분석�방법

§ 분석�대상�및�범위

§ 변수의�선정�및� 분석자료�구축

실증연구

제� 4장 제� 5장

o 신도시� 중심상업지역과�

기존도시� 중심지� 간의�

유흥밀도�차이�분석

§ 수도권� 지역� 내� 유흥�

특화지구�도출

§ 수도권� 1기� 신도시와�

각각의� 모도시� 간의� 유

흥특화�수준�비교�

o 신도시� 내� 역세권� 중� 유

흥지구로� 특화되는� 중심

지의�특성�도출

§ 역세권의� 개발우선� 순위

와�유흥밀도의�관계

§ 필지규모분포� 특성과� 유

흥밀도의�관계

결론

제� 6장

§ 연구결과�요약

§ 연구의�의의�및� 정책적�시사점

§ 연구의�한계�및� 향후� 과제

[그림� 1]� 연구의�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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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2장을� 통해� 크게� 3가지� 영역에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이론을� 검토

하였다.� 첫째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신도시와� 필지체계� 관련� 이론을� 검토하였

다.� 둘째로,� 연구의� 소재라고� 말할� 수� 있는� 유흥산업과� 관련한� 문헌들을� 검토

하였다.� 셋째로,� 구체적� 분석� 방법을� 정립하기� 위하여� 입지� 및� 특화지역� 관련

한�이론들을�정리하였다.�

2.1. 배경 이론 : 신도시 중심상업지역 및 필지 관련 연구

본 연구는 유흥지구화 되어 개발되는 중심지는 일반 근린상업 중

심으로 개발된 중심지와 구분되는 개발과정에서의 차이점 및 물리

적 특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제 2.1. 절을 통해 신도시 중심상업지역, 그 중에서도 본 

연구의 대상지가 되는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의 중심상업지역들을 대

상으로 수행되었던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도시설계적 차원에서 

상업지역의 물리적 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기초 요소라고 할 수 있

는 필지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2.1.1.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기존연구

서울 반경 20km, 5개 지역에 약 30만호에 달하는 주택이 동시에 

건설되는 것은 유례없는 대사건이었으며, 따라서 학계에서도 개발 과정

에 발맞추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도시 건설에 앞서 계획 단계

에서는 유관기관들이 수도권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의 적절한 규모 및 

공간구조, 설계 기법 등을 연구하였다.11) 또한 관리 주체인 지역자치단

11)� 수도권� 1기� 신도시가� 건설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된� 연구로는� 국토개발연구원

(1989),� 『상업지역의� 적정규모� 및� 용도배치에� 관한� 연구』� 가� 대표적이며,� 수도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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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도 관련하여 필요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2)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는 상업시설 규모추정의 일반적 방법으로 허

프모형, 다중회귀 분석법, 유사사례 비교법, 원단위법, 적산법13)을 제시

하며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의 적정 상업용지 규모를 제시한다. 흥미

로운 사실은 당시의 연구에서도 분당과 일산 모두에서 ‘일반상업지역’

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상 추정치 이상으로 면적이 설정되어 있다고 결

론 내렸다는 점이다. 다만 분당의 경우 ‘업무지역’ 추정에서 비슷한 규

모가 반전되어 있다는 점 역시 언급하고 있다.14) 

도시가 형성되는 시점부터는 신도시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상업용지의 미매각 사태가 큰 문제가 되었는데, 관련한 연구로는 손진

수(1997), 최막중·박영규(1999) 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두 연구는 미매

각 사태의 핵심 문제를 서로 다르게 진단하고 있다.

손진수(1997)는 분당 신도시의 미매각 현상을 광주의 상무대, 부산

의 해운대 신시가지 중심상업용지 사례와 비교하여 관찰하였다. 손진수

는 신도시 또는 신시가지 개발사업에서 이윤창출구조가 토지매각(a1), 

건설시공(a2), 개발(a3), 운영(a4)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실무에

서는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a1 - a4 의 각 

단계에서 참여하는 개발주체들에 대한 고려 없이, 토지공급자와 토지수

요자라는 양자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

다.15) 따라서 손진수의 연구는 상업지역의 과다지정 역시 미매각 사태

기� 신도시� 건설� 시점에� 수행된� 토지주택연구원(2011),� 『신도시� 상업용지� 적정규모�

추정기법�개선방안�연구』� 등이�있다.

12)� 경기개발연구원(1998),� 『수도권�신도시�도시설계�운영방안에�관한� 연구』� 등

13)� 허프모형� :� 소비자가� 주어진�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상업시설의� 크기에� 비례하

고� 그곳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반비례한다는� 가정에� 의해� 적정�

규모�도출

� � � � 다중회귀� 분석법� :� 유통시설의� 매출액이� 매장면적� 크기,� 경쟁상업시설� 규모,� 상권

별� 인구규모,� 이용자�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하에� 경험적� 자료를� 활

용하여�적정�상업면적�도출

� � � � 원단위법� :� 인구� 1인당� 소요되는� 최소한의� 공간규모로� 여러� 결과들� 가운데� 하한치

를�보이며,� 최소한의�규모� 산정에�활용

� � � � 적산법� :� 실무적�방법으로�주변� 인구의�소비지출액을�평당매출액으로�나누어�추정

� � � � (국토개발연구원(1989),� 『상업지역�적정규모�및�용치에�관한�연구』,� p.� 4� -� 7)

14)� 국토개발연구원(1989),� 위의� 책,�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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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 중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주요한 원인은 토지공급자 중심의 

사업구조와 사업자금 조기회수를 위한 일괄매각에 있다고 진단하는 것

이다.16)

최막중 외(1999)는 상업용지가 과다 추정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집중한다. 먼저 연구자는 상권별 C/R 비율, 상업용지의 공급시점, 지하

철역과의 거리, 필지별 건축연면적, 도로와의 관계를 독립변수로 하여 

상업용지의 매각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주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

고자 한다.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분당신도시의 상업시설 규모가 수요

에 비하여 과잉공급된 것이 미매각의 주요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17) 이후 상업용지가 수요 대비 과공급된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

서 세 가지 원인을 지목한다. 첫째로 토지이용계획상 상업면적이 수요

예측 결과에 비해 초과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토지이용 원단

위와 관련하여 도시설계 단계에서 적용된 용적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이

다. 마지막으로 주택용지에서의 주상 혼합토지이용과 같이 수요예측 또

는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상업시설의 추

가공급을 지적한다.18) 

신도시들의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에서는 개발 결과와 이를 

이용하는 도시민들의 행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신도시 지역 전

반의 상업시설 이용 행태와 관련해서는 김동근 · 안건혁(2004)에 의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으며, 보다 특정하여 신도시의 역세권 중심상업지

역들의 특성에 따른 구매 및 서비스 이용행태에 집중한 연구 역시 박

홍욱 · 구자훈(2007)에 의해 수행되었다. 또한 김홍재 · 김광현(2009)의 

연구나 임지희 외 2(2010)의 연구 등은 신도시 중심상업용지의 필

지규모가 상업중심지의 건축행위 끼친 영향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신들 이전에 수행되었던 필지 및 필지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도권 1기 신도시에 적용해보고, 그 결과 이전의 도시

지역과는 구분되는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의 특성을 도출하였다는 점

15)� 손진수,� “신탁방식을� 통한� 미매각토지의� 해소방안� 연구”,�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 32권�제� 5호,� 1997,� p.� 97

16)� 손진수(1997),� 위의�책,� p.� 95

17)� 최막중�외(1999),� 전의�책,� p.� 92

18)� 최막중�외(1999),� 위의�책,�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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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2.1.2. 절에서는 필

지 및 필지체계와 중심지 형성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자, 

앞서 언급한 논문들의 주요한 가정 또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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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필지19)에 대한 기존연구

필지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던 선행 연구자들 대부분이 공유

하는 시각은, 필지체계 자체는 2차원적 시스템이지만 3차원 공간으

로 구현되는 도시의 기본적 틀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도시설계적 수

단이라는 점이다. 이를 역으로 해석해보자면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

의 역할은 필지체계라는 2차원적 시스템을 통해서 3차원의 도시공

간을 관리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필지체계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

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심도 있는 이해와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필지체계에 대한 선행연구자 중 하나인 오성훈20)은 필지에 대한 연

구를 개별필지에 대한 연구와 필지체계에 대한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고 이야기한다.21) 필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는 오성훈의 구

별방법에 따르면 대부분 개별필지 차원에 대한 연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개별 필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필지의 규모와 형상에 관심을 갖

는다.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주택문제를 겪으며 단기간에 수많은 택지

개발사업 및 주택사업을 시행해야했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22)

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을 바탕으로 상업중심지의 개별 필지가 가져

야하는 속성과 용도별 적정 규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23) 

필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토지 공급자 및 규제적 시각에서 접근한 

19)� 본� 연구에서는� ‘필지’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나,� 2.1.2.� 절을� 통해� 정리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시대적� 편차에� 의해� 각�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각� 연구에서�주로� 사용하고�있는� 용어를�그대로�준용

하였다.

20)� 오성훈은� 기존의� 필지체계� 관련� 논의의� 장은� 정성적인� 평가와� 분석이� 주를� 이룬다

는� 점에� 착안하여,� 자신의� 학위� 논문을� 통해� 필지체계� 관련� 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지구중심� 상업지의� 필지

규모�분포� 특성”,�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7.)

21)� 오성훈,� “서울시� 지구중심� 상업지의� 필지규모� 분포�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07,� p.� 7

22)� 현재�한국토지주택공사(LH)로�합병

23)� 한국토지공사,� “상업편익시설의� 획지규모� 및� 형상연구”(1993),� 대한주택공사,� “선

진적�도시설계�수법연구”(200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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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주를 이룬다. 대표적으로 윤주선(1986)의 연구와 개발비용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 장문봉(1989)의 연구, 필지 조건

에 따른 표준개발용량모델을 제시한 강병기 · 최봉문(1994)의 연구를 생

각해볼 수 있다.

윤주선(1986)의 연구는 획지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Alonso(1964)24) 등 해외석학들의 

이론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획지형태 결정요소를 밝히고자 시

도하였다. 그 결과 획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경제적 측

면, 도시공간구조적 측면, 규제적 측면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을 주장

하였다.25)

장문봉(1989)은 계획된 단지 내에서 개별획지의 형태는 단지의 도

로율과 하부시설 등의 설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는 

이론적 차원에서 동일 가처분면적을 확보하며 개발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획지 형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리하자면, 토지 공급자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획지의 형태를 모델

로 제시한 것이다.26) 

강병기 · 최봉문(1994)의 연구는 특정 대지 또는 가구의 최대개발용

량이 결정되는 구조에 대하여, 법적 제어요소와 공간적 제어요소에 의

한 이원구조라고 이야기 한다.27)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간적 제어요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해의 바탕에서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었다. 

연구자들은 대지면적, 대지 형상비, 접도상황, 전면도로폭원 등을 주요

한 공간적 제어요소라고 가정한 채, 각 조건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개발용량을 품셈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적인 제한이 

24)� William� Alonso,� 『Lacation� and� Land� Use� :� Toward� a� General� Theory� of�

Land� Rent』,�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64.

25)� 윤주선,� “간선도로변� 가구� 및� 획지형태� 결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1986� ;� 오윤표·임재문,� “도시토지의� 획지규모� 및� 최적형상결정� 모형� 구축에� 관

한� 연구”,�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 39권� 제� 6호,� 2004,� p.� 58에

서�재인용

26)� 장문봉,� “경제적�주택단지�설계방안에�관한� 연구”,�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9�

;� 오윤표·임재문,� 위의� 책,� p.� 59에서�재인용

27)� 강병기·최봉문,� “대지와� 가구의� 유형에� 따른� 개발용량의� 추정과� 계획적� 제어방안에�

관한�연구”,�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 29권�제� 1호,� 1994,�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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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 이전에도, 각 대지의 형태와 도로와의 관계에 의한 공간적 

개발용량의 한계가 실재함을 밝혀냈다. 따라서 강병기 외(1994)의 연구 

이전에는,   × 구내대지면적 와 같은 수식

을 활용하여 개발총량을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실제 개발총량

은, ℛ ×번째대지의면적 의 수식을 통해 예측

되어야 하며, ℛ ≤  의 관계에 있음을 이야기 한

다.28)

이상의 연구들은 토지를 공급하거나 규제하는 입장에서 필지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려는 시도였다. 반대로 토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형태 

및 규모를 밝히고자하는 목적의 연구들 역시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박병주(1986, 1987)의 연구와 오윤표·임재문(2004)의 연구를 생각해볼 

수 있다. 

박병주(1986, 1987)의 연구는 국내 학계에서 필지를 주제로 한 초

창기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던 

시점에서, 기존의 한국의 주택획지는 정방형 또는 동서축장방형이 일반

적29)이었으나 변화하는 거주환경에 적합한 남북축장방형의 필지를 공

급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이 변화해야함을 주장한다.30) 박병주(1986)은 

당시 한국사회에서 요구하는 단독주택 평면의 적정규모를 통해 획지의 

적정규모를, 획지의 적정규모를 통해 가구의 적정규모를 산출하는 방식

을 취한다.31) 거실, 식당, 침실, 부엌, 화장실의 필요 면적을 통해 산출

한 적정 단독주택의 규모는  ∆≒, ∆≒ 라

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65.8m²수준의 건축면적을 필요로 하다.32) 

28)� 강병기·최봉문(1994),� 위의� 책,� p.� 82

29)� 박병주(1986)은� 당시� 대규모� 계획주거단지�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화곡� 주택단지의�

표준� 획지가� 15m� x� 15m� 의� 정방형이었음을� 상기하고� 있다.(박병주� “주택지의� 획

지 · 가구의� 계획적정규모�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 21권�제� 1호,� 1986,� p.� 120)

30)� 박병주(1986),� 위의�책,� p.� 129

31)� 연구자는� 서론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가구의� 규모와� 형상은� 획지세장비에� 변화가�

생긴다면� 이를� 수용하여� 변화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박병주(1986),� 위

의�책,� p.� 120)

32)� 박병주(1986),� 위의�책,�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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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획지·가구의�규모와�형상의�관계도�

출처:� 박병주(1986),� p.124

이때, 획지의 규모 및 형상은 [그림 2]의 세 가지 선,  (규모무차별곡

선), (세장비선),  (가구의 단변 = 획지 안기장 ×2) 관계로 표현

될 수 있다. 그런데 은 의 값에 좌우되므로 을 결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한다.33) 

전술한 연구가 표준 획지 규모를 도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 후속 

연구를 통해서 박병주(1987)는 바람직한 획지의 형상을 찾으려고 노력

한다. 일제시대로부터 해방 및 6·25 사변 이후 전후복구시기, 1960 ~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일반적으

로 발견되는 획지 형상이 어떠한 경위로 형성된 것인지를 규명한다. 

1987년의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정방형 필지에서 장방형 필지로의 전

환을 주장하는데, 다음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33)� 박병주(1986),� 위의�책,�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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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방형�필지와�장방형�필지의�개념적�비교

출처:� 박병주(1987),� p.25(左),� p.30(右)

  

첫째로 종전에는 단층주택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주택을 신축할 때 

2층, 반지하 등을 통해 층고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34) 둘

째 가로와 면하는 획지의 앞너비 크기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공급에 필

요한 비용이 달라지는데, 장방형 획지로의 전환은 같은 규모를 확보하

면서도 공공시설 공급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35) 두 논문을 통해 박병

주는 획지의 적정규모 및 형상으로, 10m × 20m = 200m² 및 10m ×

22.5m = 225m²를 표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구의 단변은 

40 ~50m 가 되며 장변은 150 ~ 200m 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36)

오윤표 외(2004)는 이전의 연구들은 그 논의의 초점이 토지 공급자

에게만 맞춰져 있었다고 이야기한다.37) 그러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한 

관점에서 오윤표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 

역시 필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토지 공급자 및 규제적 시각에서 접근

34)� 박병주� “주택지의� 획지� 및� 가구의� 적정규모 · 형상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 · 도시계

획학회지� 「국토계획」,� 제� 22권�제� 2호,� 1987,� p.� 25

35)� 박병주(1987),� 위의�책,� p.� 30

36)� 박병주(1987),� 위의�책,� p.� 36

37)� 오윤표,� 임재문,� “도시토지의� 획지규모� 및� 최적형상결정�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 39권�제� 6호,� 2004,�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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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가 주를 이룬다고 전술한 바 있으나, 앞서 공급자 및 규제적 시

각에서 진행되었다고 분류한 연구들이 공급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며, 수요자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들 역시 수요적 측면만을 고려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직전에 언급한 박병주(1986, 1987)

의 연구만 하더라도, 연구자가 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수요

자들이 선호하는 평면에 맞는 획지 형태의 차원 뿐 아니라, 공공시설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는 등 복합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다만 오윤표 외(2004)의 연구는 최종 토지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자들은 획지의 기본형

태로 세장비가 0.75인 것이 적용 가능한 최적의 형태라 결론내리고 있

다.38) 이는 Alonso(1964)의 주장을39)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경남 창

원시와 김해시의 부동산 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 조사 결

과로부터 도출된 결론이다. 오윤표가 실시한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주

목하여 살펴볼 점은 숙박과 대형공장을 제외한 기타 대부분의 용도40)

에 있어 정면장형, 다시 말해 세장비가 1보다 작은 필지들이 선호된다

는 점이다.41) 이를 박병주(1986, 1987)의 주장과 교차하여 해석한다면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상 국내에서 수행된 필지 관련 선행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개별 필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필지체계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적절한 권위를 갖

는 이론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

다. 보다 이론적 차원에서 권위자들의 필지체계 관련 언급을 찾아보자

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다.42) 

38)� 오윤표 · 임재문(2004),� 위의�책,� p.� 69

39)� “개인은� 획지의� 규모뿐만� 아니라� 형상(Shape)까지도� 관심을� 갖는데� 형상에�있어서

는� 정문에서부터� 획지의� 모서리까지의� 접근성과� 관계되며� 오직� 규모만� 생각한다면�

획지의� 경계선(the� periphery� of� his� lot)을� 최소화하려는� 개인의� 선호를� 무시할� 수�

있다.”� Alonso,� 1964� ;� 오윤표�외(2004),� p.� 64� 에서�재인용

40)�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형상가,� 대형상가,� 오피스,� 소형공장

41)� 오윤표 · 임재문(2004),� 위의�책,� p.� 62

42)� 다음� 문단을� 통해� 이어지는� 도시설계분야� 석학들의� ‘필지체계’와� 관련한� 언급을� 정

리한� 부분은,� 오성훈의� 박사학위논문(2007)� 2.2절의� 내용(p.� 10-17)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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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 Jacobs는 도시 설계분야에서 그 이전까지의 역사적 흐름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

는다. Jacobs는 자신의 대표적 저작43)을 통해서 다양성의 보존을 주장

하며, 다양한 규모와 연식의 건축물(필지)을 보존할 것을 주장하였다. 

Christopher Alexander 역시 자신의 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성이 있는 언급을 하였다. 먼저 실제 수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설계

프로젝트를 소개한 『The Oregon Experiment』를 통해서는, 실제로 

구현하지는 못하였으나 각 필지규모분포는 로그를 이용한 분포를 가지

는 것이 적절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였다.44) 또한 그 이후에도 

전일성(Wholeness)의 개념을 제시하며, 공간의 유기적 통합을 담보하는 

정확한 요소들과 그들의 적절한 조합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으나 

이는 실존하는 구조적 속성이라고 이야기 한다. 따라서 공간의 전일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들에 대한 집합적 고려가 필요하며, 이 

작은 단위(필지 또는 건축물)들은 일정한 통계적 분포 하에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5)

도시의 입도(urban grain)와 조직(texture)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필

지체계와 관련된 서술을 남긴 학자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J. E. 

Gibson의 1977년 저술을 통해서는 그가 도시 입도를 근린과 근거리 

내에서 토지이용의 혼합을 유도할 수 있는 도구로써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46)  이에 앞서 Paul D. Spreiregen 역시 입도와 조직에 

대하여 기술하였는데, 입도는 도시지역의 개별 객체들이 자잘한지 굵은

지를 나타내는 정도이며, 조직은 그 요소들이 어떻게 혼합되어 있는가

에 대한 정도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건물과 공간이 인간에 적합한 스케

일을 유지해야할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도 적절한 스케일을 유지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47)

43)� Jane� Jacobs,� 『The� Death� and� Lif� of� the� Grea� American�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Inc.,� 1961.

44)� Christopher� Alexander� at� el.,� 『The� Oregon� Experi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45)� Christopher� Alexander� at� el.,� 『A� New� Theory� of� Urban� Desig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46)� J.� E.� Gibson,� 『Designing� the� New� City:� Sytemic� Approach』,� NY:� John�

Wiley� &� Sons� Inc.,�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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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도시 설계적 이론의 바탕에서 오성훈(2007)은 112개의 

서울의 지구중심 상업지들을 대상으로 각 중심상업지들의 필지규모분

포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라 상업중심지의 성능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오성훈은 각 유형을 나타낼 적절한 수학

적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Alexander 가 이야기하는 ‘전체적으로 좋은 

형태’를 경제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수단48)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러한 수학적 지표로서 파레토 계수를 제안하였으며, 서울의 지구 중심

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개별 대상지들의 단위면적당 보행량 

및 통행량이 파레토 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의 상관관계로 증가하다

가 1.22를 기준으로 다시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림� 4]� 서울� 지구중심지들의�파레토�계수와�단위면적당�보행량�및�통행량

*� 구의�크기:� 단위면적당�통행량,� 숫자:� 파레토계수,� 통행량

출처:� 오성훈(2007),� 전의� 책,� p.86

47)� Paul� D.� Spreiregen,� 『Urban� Design:� The� Architercture� of� Town� and� Cities』,�

NY:� McGraw-Hill� Book� Company,� 1965.

48)� Christopher� Alexander,� 『Notes� on� the� Synthesis� of� Form』,�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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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필지에 대하여 수행되었던 선행연구 및 이론들에 대하

여 고찰하였다. 검토 결과 오성훈(2007)이 주장한 바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개별 필지에 대한 연구와 필지 체계에 대한 연구로 대별

할 수 있었는데, 개별 필지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필지체계를 경제적으로 표현할 수단의 부재가 관

련한 연구 수행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2.1.3. 절에서는 오성훈

(2007)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파레토 계수에 대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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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파레토 분포

파레토 분포는 Vilfredo Pareto가 자신의 저서49)를 통해 주장한 개

념이다. Pareto는 방대한 실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대와 지역을 초월

하여 다양한 사회들에서는 유사한 부와 소득의 분포가 존재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인간의 본성이 이와 같은 결과를 야기한

다고 주장하였다.50) Christian Kleiber · Samuel Kotz(2003)는 파레토 

분포를 규모분포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한다.51) 파레토 분포의 개념은 후

대의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재해석되었으나, 본 2.1.3. 절에

서는 Christian Kleiber · Samuel Kotz(2003)의 책과 Anwar M. 

Hossain · Wiilliam J. Zimmer(2000)의 논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

다.

� 1)� 정의�및� 역사적�기원52)

고전적인 파레토 분포는 자신의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누적분포함수)로 정의된다.

  


 


 ≥               ·························  (2.1)

수식 (2.1)에서    는 형태모수이며, 이는 오른쪽 꼬리의 두꺼움을 

표현한다. 그리고 는 축적을 의미한다. 

49)� Vilfredo� Pareto,� 『Cours� d'economie� Politique』,� Geneva:� Droz,� 1896.

50)� Pareto(1896)� ;� 오성훈(2007),� 전의� 책,� p.� 65에서�재인용

51)� Christian� Kleiber · Samuel� Kotz,� 『Statistical� Size� Distributions� in� Economics�

and� Actuarial� Sciences』,� New� Jersey:� John�Wiley� &� Sons� Inc.,� 2003,� p.� 59

52)� Christian� Kleiber · Samuel� Kotz(2003),� 위의� 책,� pp.� 59-62�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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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2.2)

Quantile Function(c.d.f.의 역함수)은 다음과 같다.

               ·································  (2.3)

이때,  ∼   으로 표현할 수 있다.

19세기 말, Pareto(1895, 1896, 1897a)는 파레토 분포에 대한 세 

가지 형태53)를 제시한다. 첫 번째 형태가 수식 (2.1)을 통해 정의되는 

전통적 분포이며, 두 번째 모델은 다음과 같은 c.d.f.를 갖는다.

   


 


 ≥         ·································  (2.4)

세 모수 파레토 분포(three-parameter Pareto distribution) 라고 불리

기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이라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이러한 

분포는 Pareto 이후 5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다른 상황과 맥락에서 

Lomax(1954)에 의해 재발견되기도 하였다. 

∼Ⅱ ⇔ ∼      ··························  (2.5)

Pareto type Ⅰ과 Pareto type Ⅱ의 관계는 위의 수식 (2.5)와 같이 표

현될 수 있다. 또한 Rytgaard(1990)는 “파레토 분포” 라는 용어가 유

럽에서는 주로 Pareto type Ⅰ을, 미국에서는 Pareto type Ⅱ를 의미한

다고 주장하였다.54) 

53)� 본� 절에서는� Pareto� type� Ⅰ,� Ⅱ까지만� 정리하였다.� 이는� Christian� Kleiber ·

Samuel� Kotz(2003)에서� Pareto� type� Ⅲ을� 소개하고는� 있으나,� 동시에� 거의� 사용

되지�않는다고�기술하고�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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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분포의 발견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Pareto는 소득세 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득 자료를 분석하던 

중, 소득의 log값과 의 log값 사이에 음의 선형 관계가 있음을 발견

하였다. 여기서 는  ≥ 일 때, 보다 높은 소득을 취하는 사람

의 숫자이다. 이러한 Pareto의 발견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log  log                    ·································  (2.6)

이를 다시 표현하자면,

                             ·································  (2.7)

수식 (2.7)에서   이다. 이를 모든 소득이 있는 자   
로 

표준화 한다면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     ·································  (2.8)

이러한 발견과 동시에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다른 경제학자들

은 단 하나의 형태 모수를 통해 서로 다른 사회를 비교할 수 있다는 

파레토 분포의 발상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곧 파레토 분

포는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소득을 추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또한 Pareto의 최초 믿음과 같이  값이 언제나 1.5

에 근사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다. 그러나    라는 값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많은 후속 연구자를 소개하고 있으

나 그 중에서도 H. T. Davis 는 1941년,    가 평등한 사회

(  )와 불평등한 사회(  )를 분류하는 기준점이라고 주장하

54)� 그러나� Christian� Kleiber� at� el.(2003)은� 이� 주장에�대한� 출처를�명확하게�확인하

지�못하였다고�밝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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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 2)� 기본�성질55)

파레토 밀도는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오른쪽 꼬리를 갖고 있다. 

 을 지수로 하여 무한대를 향해 규칙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값이 작을수록 오른쪽 꼬리는 두꺼워진다. 이는 다음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Pareto� densities:�   � and� � (왼쪽�아래부터)

출처� :� Christian� Kleiber · Samuel� Kotz(2003),� 전의� 책,� p.� 72

�

55)� Christian� Kleiber · Samuel� Kotz(2003),� 위의� 책,� pp.� 70-72�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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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수의�추정56)

계수를 추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Christian Kleiber · Samuel 

Kotz(2003) 역시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5.2 절의 분석을 수행함

에 있어 Anwar M. Hossain · Wiilliam J. Zimmer(2000)이 제시하고 

있는 수식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도 계수의 추정은 Hossain 

and Zimmer 의 논문을 기반으로 설명하였다.57) 이들은 파레토 계수를 

추정하는 두 가지 방식(LS / ML)를 소개하고 있다.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확율밀도함수)가 파레토 분포

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  n 개의 샘플이 

존재할 때,

Least� Squares� (LS)

신뢰도 함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식을 도출할 수 있다.

   ln    ln  ln            ·································  (2.9)

이는  ≤ 일 때로 한정된다.

샘플로부터 의 추정치를 활용하면, LS 추정치  는 다음과 같다.

 

  

 ln  ln

 



 ln   ln
                ································ (2.10)

그리고 의 LS 추정치는 를 다음에 대입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56)� Anwar� M.� Hossain · Wiilliam� J.� Zimmer,� "Comparisons� of� methods� of�

estimation� for� a� pareto� distribution� of� the� first� kind",� 「Communications� in�

statistics� -� Theory� and� Methods」,� Vol.� 29,� Issue� 4,� 2000,� pp.� 862-864� 의� 내

용을�요약하여�정리

57)� Hossain� and� Zimmer(2000)의� 본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scale� parameter로�

표기�된� 를�전술한�내용들과�통일하는�차원에서� 로�변환하여�표기하였다.



- 26 -

ln    ln                     ·································  (2.11)

를 구하기 위해, 수식 (2.11)에 등장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수식들이 필요하다. ln 


  

 ln
 이며,  




  




 이다.

Hossain and Zimmer(2000)는 를 추정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만약           ⋯   일 때, 

(a) 첫 번째 방법은

  


               ·································  (2.12)

(2.12)에서 는    값의 역순위이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게 된다. 

 


                       ·································  (2.13)

Herd-Johnson (Nelson(1982)) 추정법으로 통용되며, 다음과 같은 특

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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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두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수식을 활용한다.

  


     ··························  (2.14)

최종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수식을 얻게 된다.

   


                     ·································  (2.15)

이를 중위수 추정법이고 한다. 제시된 두 가지의 방식 중에서는 (a) 방

법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b) 방법이 보다 최근에 연구되

기 시작하였다. 

Maximum� Likelihood� (ML)

p.d.f.를 활용하여, 샘플의 최대우도 함수에 로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다.

   ln ln 
 

 ln   ·····························  (2.16)

위의 수식 (2.16)을 에 대하여 편미분하면 에 대한 다음과 같은 수

식을 얻을 수 있다.

 


  

 ln


 


                      ·································  (2.17)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에 대한 방정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MLE

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 도출하게 된다.



- 28 -

(a) 는 의 하한선이므로, 로그가능도(log-likelihood) (2.16)은 

 ≤ min     일 때, 최대화 된다. 이 경우에,      인 경

우에 수식 (2.16)은 최대값을 갖는다. 따라서 수식 (2.17)에   를 

대입하면, ML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다. 

(b)   


 임을 고려할 때, 첫 번째 실측값 이 기댓값과 

같다면,  


 이 된다. 이 수식과 함께 수식 (2.17)을 활용하

면 와 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ln 
 

  

 ln
 




 

 ln
 


     ·································  (2.18)

또는

 
  

  

 ln
            ·································  (2.19)

과 같이 표현할 된다.  를 산출한 뒤, 이를 이용하여  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이므로,  ≤  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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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두 가지 방법으로 계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설명한 뒤, Anwar 

M. Hossain · Wiilliam J. Zimmer(2000)는 실제 data를 활용하여 두 

방법을 비교분석 한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LS 추정치가 ML 추정치에 

비하여 선호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견해

에 따라 LS 방법을 통해 파레토 계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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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초점 이론 : 유흥업 관련 연구 동향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건축 및 도시 관련 분야 학계에서는 ‘유흥’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살펴본 전례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Adult entertain- 

ment’58)를 주요 키워드로 하여 해외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참고할만한 해외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대별할 수 있었다. 주로는 법학 분야의 연구자들

에 의해 수행된 연구였으며, 도시 분야의 연구자들 역시 관련한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2.2.1. Adult entertainment 와 관련한 해외 법학계의 시각

 

법학자들이 ‘Adult entertainment’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 관

련 산업을 통제 또는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zoning system에 대하여 주

로 논하였다.

유흥 산업 관련 업소들이 일정 장소에 입지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지

방 정부는 커뮤니티의 치안 및 안전, 부동산 가치 등을 지켜내기 위해 

관련 산업을 규제하고자 시도한다. 이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

법은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해당 지역에는 유흥업소의 입지를 허가

해주지 않거나 또는 특정한 지역에만 입지를 허가해주는 것이다. 문제

는 이와 같이 유흥 산업을 명시하여 일정 장소에 입지할 수 없도록 막

는 negative zoning 원리가 'The First Amendment (Amendment Ⅰ)

'59)이 수호하고자 하는 법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58)� 2.2.� 절에서는� Adult� entertainment를� 주요한� 키워드로� 하여� 해외에서� 진행되었

던�선행연구들을�검토한다.� 이� 과정에서�한국어로�번역할�시� 사회� 문화적�배경의�차

이로� 인하여� 그� 의미를�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어를� 그대로� 표

기하였다.

59)� 미국의� 헌법� 수정� 제� 1조,� 의회가� 종교 · 집회 · 언론 · 청원 · 출판� 등의� 자유를� 침해

할� 소지가�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91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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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법률적 기본권이 각기 다른 근거에 의해서 충돌하는 상황이

다 보니 미국의 법학계 내에서도 팽팽한 의견이 대립이 이루어진다.

먼저 지방정부의 규제를 옹호하는 측의 연구로는 Smith(1991), 

Tucker(1997), McGinnis(2005) 등의 연구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중, Smith(1991)은 Renton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adult-use 

zoning이 명령·지시적 규제60)인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내용을 지시하

여 규제하는 기타 규제들과 비교하였을 때 리스크가 적다고 주장한

다.61) Adult-use zoning이 근본적으로 "The First Amendment"에서 규

정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하여 인정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Renton의 사례와 같이 적절한 해법을 찾

아야 한다고 말한다. 후술하기를 Renton의 사례에서 3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규제는 1)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되며, 2) 정

부의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3) 규

제 시행되더라도 피규제 집단에게 충분한 대안이 열려있어야 한다고 

적었다.62)

Tucker(1997) 역시 adult-use zoning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취

한다. Tucker는 지방정부가 매춘을 비롯한 유흥산업을 규제함으로써 

이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secondary effects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63) 여기서 secondary effects란, 유흥 관련 산업이 일정 장소에 위치

하게 될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주변 지역의 주거 분위기라든가 치

안 수준이 변화하고, 다시 그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변화한다는 의견을 

의미한다. Adult entertainment와 관련한 연구에서 secondary effects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데, 과연 이러한 파생효과가 실재하는 것

권리장전의�일부로서�성립� 되었다.�

60)�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최병선은� 자신의� 수업� 교재로� 사용하는� 저서� 『정부규

제론』(서울:법문사,� 1992)� 제� 14장에서�규제수단을�분류하면서,� ‘명령·지시적�규제수

단’을� 가장� 미개한� 규제수단이지만,� 대중들에게� 가장� 쉽게� 이해되며� 일반� 시민이� 받

아들이기에�가장� 용이한�수단인�관계로�가장�많이�활용� 된다고�이야기�한다.

61)� Kimberly� K.� Smith,� "Zoning� Adult� Entertainment:� A� Reassessment� of�

Renton,� California� Law� Review,� Vol.� 79,� No.� 1,� 1991,� p.� 159

62)� Kimberly� K.� Smith(1991),� 위의�책,� p.� 134

63)� Dana� M.� Tucker,� "Preventing� the� Secondary� Effects� of� Adult�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Is� Zoning� the� Solution?",� Journal� of� Land�

Use� &� Environmental� Law,� vol.� 12:2,� 1997,� p.�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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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존재한다면 측정할 수는 있는 것인가,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측정하였던 방식에 논리적 결함은 없는가, 등이 주로 논의된다. 적어도 

지방정부의 유흥산업에 대한 규제가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secondary effects가 실재한다는 전제가 필요할 것이다. Turcker는 이러

한 물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secondary 

effects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사법기관, 그리고 의식 있는 

시민들 사이의 공조가 잘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64)

검토된 선행연구 중 Adult-use zoning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마지막 연구자인 McGinnis(2005)는 자신 이전의 연구자들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는 교외주거지역의 자치단체들

이 adult entertainment와 관련하여 겪는 문제는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크기로 설정한 버퍼 존들이 야기하는 불평등 또는 모순으로부터 시작

된다고 이야기한다.65) 따라서 개별 자치단체(municipalities) 단위에서 

adult-use zoning을 수행하는 것보다 county 단위 또는 state 단위에서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66) 

반면 Bryant at el. (2001), S. Baradaran-Robison(2004) 등의 

연구는 adult-use zoning에 대하여 부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미

주 법학계의 모든 학자들이 관련 주제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취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먼저 Bryant 등의 연구67)는 secondary effects test 의 한계를 밝히

는데 집중한다. 그로 인해 Bryant 등은 유흥업 그 자체에 대하여 자신

의 견해는 논하고 있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표를 제시한다.

64)� Dana� M.� Tucker(1997),� 위의�책,� p.� 431

65)� DeMasters,� supra� note� 8,� at� 6� &� Saddle� Brook,� 722� A.2d� at� 532;�

Matthew� L.� McGinnis,� "Sex,� But� Not� the� City:� Adult-Entertainment� Zoning,�

the� First� Amendment,� and� Residential� and� Rural� Municipalities",� Boston�

College� Law� Review,� Vol.� 46,� No.� 3,� 2005,� p.� 653에서�재인용함

66)� Matthew� L.� McGinnis(2005),� 위의�책

67)� Bryant� Paul · Bradley� J.� Shafer · Danel� Linz,� "Government� Regulation� of�

'Adult'� Businesses� Through� Zoning� and� Anti-Nudity� Ordinances:� Debunking�

the� Legal� Myth� of� Negative� Secondary� Effects",�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Vol.� 6:2,� 2001,� pp.� 35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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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Criteria

Matched�

Control

Valid�

Measure�

of� Crime�

Statistics

Sufficient�

Time� Lag

Change�

in� Police�

Surveillance

Correct�

Survey�

Methods

Evidence�

of�

Secondary�

Effects

Indianapolis�

(1984)
No� (-) Yes� (+) No� (-) No� (+) Yes� (+) Equivocal

Pheonix�

(1979)
No� (-) Yes� (+) No� (-) No� (+) NA Equivocal

Los� Angeles�

(1977)
Yes� (+) Yes� (+) Yes� (+) Yes� (-) No� (-) None

St.� Paul�

(1978)
Yes� (+) NA Yes� (+) NA NA None

Austin�

(1986)
No� (-) Yes� (+) No� (-) No� (+) Yes� (+) Equivocal

St.� Paul�

( 1 9 8 7 ) ,�

(1988)

No� (-) Yes� (+) No� (-) NA NA None

Amarillo�

(1977)
No� (-) Yes� (+) No� (-) No� (+) NA Yes

Detroit�

(1972)*
NA NA NA NA NA None

Beaumont�

(1982)*
NA NA NA NA NA None

Kent�

(1982)
NA NA NA NA No� (-) Equivocal

<표� 1>� Bryant� at� el.� (2001)의�선행연구에�대한�비판적�검토

� � *� Not� an� empirical� study

� � 출처:� Bryant� Paul � et� al.(2001),� p.� 385� 의� TABLE� 3.� 차용

위의 표를 통해 Bryant at el. (2001)은 가장 많이 인용되는 10개의 

선행연구가 모두 이론적 한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였다.68) 그는 선행

연구들이 1) 통제변인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채 대조군을 설정하였

으며, 2)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 설문과 같은 단순 설문조사 결과를 실

제 치안 수준으로 가정하여 부적절하게 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3) 관

찰되는 부정적 현상들이 유흥업소로부터 기인하였다고 결론내릴 수 있

을 만큼 충분히 추적 관찰하지 않았고, 4) 랜덤 샘플이 아닌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 하였다.69) 이러

68)� Bryant� Paul � et� al.(2001),� 위의�책,� p.�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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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를 바탕으로 adult-use zoning을 옹호하는 진영의 이론적 근거

로서 활용되었던 secondary effect test의 논리적 신뢰성 또한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S. Baradaran-Robison(2004) 역시 secondary effect test에 집중하

여 자신의 논의를 이끌어나간다. Robison은 서로 다른 법률적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방 정부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며 adult-use 

zoning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유흥시설들이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70) 그러나 

현실 세계는 그렇지 못함을 이야기하면서 adult entertainment 그 자체

를 가치중립적인 시각에서 평가해야하며, 그에 따라 유흥산업에 대하여 

zoning 제도를 활용한다면 이 역시도 가치중립적인 출발선상에서 진행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71)

지금까지 해외의 법학 분야에서 adult entertainment 및 adult-use 

zoning 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던 연구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을 

살펴보았다.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표 2>와 같다.

69)� Bryant� Paul � et� al.(2001),� 위의�책,� p.� 387

70)� S.� Baradara-Robison,� "Viewpoint� Neutral� Zoning� of� Adult� Entertainment�

Businesses",� Hastings� Const.� LQ,� Vol.31:4,� 2004,� p.� 495

71)� S.� Baradara-Robison(2004),� 위의�책,� p.�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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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구자

(년도)
논문�제목

연구자의�관점

Adult�

Entertainment

Adult-use

zoning

Smith

(1991)

Zoning� Adult� Entertai-

nment
부정적 긍정적

Tucker

(1997)

Preventing� the� Secon-

dary� Effects� of� Adult�

Entertainment� Establi-

shments

부정적 긍정적

McGinnis

(2005)
Sex,� But� Not� the� City 부정적 긍정적

Bryant

(2001)

Government� Regulation�

of� “Adult”� Businesses�

Through� Zoning� and�

Anti-Nudity� Ordinances

논하지�않음 부정적

Robison

(2004)

Viewpoint� Neutral� Zon-

ing� of� Adult� Entertain-

ment� Businesses

중립적 부정적

<표� 2>� Adult-use� zoning에� 대한� 해외�선행연구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adult-use zoning에 대한 서로 다

른 입장들의 논거를 살펴볼 수 있었다. 다만 각각의 연구가 수행되

었던 시점에 주목해본다면, 과거에는 adult entertainment 산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었으며, 필연적으로 adult-use 

zoning을 보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라 할 수 있는 secondary effects를 검증할 수 있

는가 또는 지금껏 관련된 논의에서 적절히 검증하였는가에 대한 문

제제기를 중심으로 하여 adult-use zoning 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

보는 시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주 법학계

의 인식 변화는 1916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zoning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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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 2000년대 들어 사회 

전반에서 유행한 규제 개혁의 바람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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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Adult entertainment 에 관한 도시 분야의 연구 동향

도시 분야에서는 해외의 학계 역시 국내의 도시 분야 학계와 상

황이 비슷하여 adult entertainment를 소제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연구로는 Andrew 

Ryder(2004)의 연구와 Phil Hubbard at el.(2008)의 연구가 있었다. 

이 외에도 J. Lynne Hanna(2005)의 연구 등이 있는데, 이 연구들 대

부분의 지면이 현상을 관찰하여 파악하고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Ryder(2004)는 도시 계획 및 설계적 관점에서 유흥지구 및 유

흥업소의 입지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법률적 옳고 그름을 논박하였던 

2.1.1절의 연구자들과는 달리, Ryder는 변화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서술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New York City의 Time Square를 주요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상으로 삼는 유흥업의 형태는 peep show, 

adult book & video store, clubs, cinemas 등이나 adult 

entertainment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매춘은 제외하였다.72) 우선 

Ryder는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하며 유흥지구의 존재는 19세기 중

반의 도시들에서부터 발견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야기한다.73) 입

지적 특성에 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되는 주장을 소개하는데, 첫째로 전

통적으로 유흥지구가 입지하는 장소는 도시 지역에서 중심성을 가진 

곳으로서 주거인구밀도는 낮으나, 방문자 통근자가 많아 높은 유동인구

를 갖고 있는 장소라고 서술한다.74)  이러한 중심성이 높은 장소에 유

흥지구가 형성되는 것은 그 곳에 수요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통행량이 

많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라는 특성 때문이라는 주장75)을 소개한다. 

72)� 이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된� 유흥산업� 관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

는�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도� 매춘업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신뢰할만한� data를�구득할�방법이�없기� 때문이다.�

73)� Ryder(2004)는� 자신의� 연구� "The� Changing� Nature� of� Adult� Entertainment�

Districts:�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or� Going� from� Strength� to�

strength?",� 「Urban� Studies」,� vol.� 41,� no.� 9,� p.� 1660에서� Booth,� 1889;�

McCabe,� 1872,� pp.� 186-193� and� 579-617;� McCabe,� 1882,� 154,� 250-257�

and� 640-643를� 인용하며�위와�같이�주장하였다.

74)� Ryder(2004),� 위의�책,� p.� 1668

75)� Ward,� 1975;� Ryder(2004),� 위의�책에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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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장은 유흥지구 역시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수요가 있는 

장소에 생성된다는 것이다.76) 그리하여 뉴욕의 맨하튼의 경우 관광객들

이 많고 대중교통의 환승지점과 같은 지역들에 유흥지구가 생성된다는 

관점이다.77) 연구자는 다양한 도시에서의 규제를 위한 노력과 그 결과

물들을 논하면서 zoning 등의 수법을 통하여 일정 지역의 유흥업소 숫

자를 줄이는데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이는 결국 다른 지역 유흥업소 

숫자 증가하는 풍선효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78) 

Hubbard at el. (2008)는 현대도시에서는 과거와 달리 유흥 산업 

및 관련 업소들이 도시 중심부로 진출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그 원인 

및 그로 인한 현상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미국과 영국의 도시들을 공

간적 범위로 하였으며, adult entertainment를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앞

선 Ryder(2004)와 마찬가지로 매춘을 제외한 채 lap-dancing clubs, 

striptease joints, sex cienmas, adult cabarets 등 성적인 쇼, 전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Hubbard 등은 현재 주로 

사용되는 규제 방식들을 논하면서 미국의 경우 70년대부터 zoning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여 관련 산업을 규제해 왔다고 이야기한다.79) 유

흥업소들이 집단적으로 입지하여 특화지역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1000 feet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80) 연구자는 라이센스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

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1) 라이센스 제도로 유흥 

산업을 규제할 경우 그 누적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과 2) 허가

권을 갖는 일선 담당자들이 비전문가임을 지적한다.81) 이어지는 논의에

서 성관련 산업의 밀도는 호텔, 술집, 위성tv 회사, 인터넷 회사 등의 

밀도와 상관성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82) 또한 유흥업소의 양성화 현

상에 대하여도 논하는데, 유흥 산업이 과거와 달리 대형화 기업화됨에 

76)�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ity� Planning(1994)� p.� 26;� Ryder(2004),� 위

의�책에서�재인용

77)� Ryder(2004),� 위의�책,� p.� 1667

78)� Ryder(2004),� 위의�책,� p.� 1663

79)� Phil� Hubbard et� al.,� "Away� from� prying� eyes?� The� urban� geographies� of�

'adult� entertainment'",� 「Human� Geography」,� Vol.� 32(3),� 2008,� pp.� 366

80)� Phil� Hubbard et� al.(2008),� 위의�책

81)� Phil� Hubbard et� al.(2008),� 위의�책,� p.� 367

82)� Phil� Hubbard et� al.(2008),� 위의�책,� p.�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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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에 입지하던 주변부가 아닌 도심 주요한 위치에 입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83)

이상의 도시 계획 및 설계적 관점에서 진행된 해외 선행연구 사례

를 살펴보아도 그 연구의 방향이 주로 현상을 이해하려는 것에 집

중하고 있으며, 현상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연구는 쉽게 찾을 수 없었

다. Andrew(2004)의 연구에서는 본문 중에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를 소

개하면서 유흥업소가 입지하는 장소의 특성을 찾아냈지만 그 원인은 

밝히지 못하였다고 서술한다. 이는 유흥산업의 입지라는 것이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재화를 소비하는 것과는 달리 익명성을 원

하게 된다는 점과, 공급자의 측면에서도 단순히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맞춰 지불가능한 지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각종 정부규제와 

같은 다양한 조건들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점 등이 복잡다단하게 얽

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유흥산업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적인 상업기능들의 입지 특성을 연구하는 것 이상으로 

각종 배경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83)� Phil� Hubbard et� al.(2008),� 위의�책,� p.�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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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 이론 : 입지 및 특화지역 관련 연구

도시 및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특정한 현상에 대한 공간분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Spatial Data

는 일반적인 Data와 구분되는 본질적 속성을 갖는데, 이를 가장 잘 표

현한 것이 Tobler의 지리학 제 1법칙, “모든 것은 그 밖의 다른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지만, 서로 가까이 있는 것들이 멀리 있는 것들보다는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데이터가 가

지는 공간 효과는 크게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e)과 공간적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84)

2.3.1. Spatial Data(GIS Data)의 특성85)

Spatial Data는 하나의 Data 내에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의미하며, 그 특성에 따라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첫째로, Geostatistical Data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공간정보를 다

루는 자료이다. Geostatistical Data는 한 가지 속성에 대한 주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연속적이라는 의미는 그 속성이 실세계 어느 지점에서든

지 관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관

측 지점이라는 개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각각의 관측지점에서 수집

한 속성값들을 기반으로 거리행렬(distance matrix)을 이용하여 연속된 

공간에 자료를 만들면 해당 주제에 대한 Geostatistical Data가 구축되

는 것이다. 

84)� 이상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희연� 교수가� 자신의� 통계� 수업에서� 활용

하는� 교재� 『고급통계분석론』의� 제� 13장� ‘공간계량모델’� 도입부를� 요약하여� 정리하였

다.� (이희연 · 노승철,� 『고급통계분석론』,� 서울:� 문우사,� 2012� pp.� 590-591)

85)� 본� 절에서� 공간자료를� 분류하는� 방식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2015년� 하계� 방법

론�워크숍� <공간통계분석>�수업자료에�기반�하였으며,� 그�내용을�기술하는�과정에서�

ESRI가� 실시하는� ArcGIS� 교육자료의�내용을�덧붙여�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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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Lattice Data는 면(Polygon)으로 구분된 공간들의 변화를 

다루는 자료이다. Lattice Datum(Feature86), 개별단위)은 다양한 주제

에 대한 속성 정보를 가질 수 있다. 공간적 구분은 Grid pattern과 같

이 규칙적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규칙적이지 않게 공간이 구

분된 대표적 사례로는 행정구역 경계, 집계구 경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Geostatistical Data와는 달리 Lattice Data의 주제는 공간적으로 

연속적일 필요는 없는데, 이는 다시 말해 속성 정보에 불연속면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불연속면에 집중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들 Lattice Data를 다루는 분석들은 공간가중치행렬(spatial weights 

matrices)과 공간시차변량(spatially lagged variables)을 활용하여 공간

적 이웃(spatial neighbor) 또는 근친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주로 관심

을 두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Point Patterns Data는 GIS적 구분에 의하면 Point 

Feature Class(각주 86)의 내용 참조)라고 할 수 있다. 점의 발생위치와 

빈도를 통해 특정한 패턴을 발견하거나 군집성을 통해 인근지역과의 

상관 정도 등을 분석한다. 각각의 Point Feature는 Lattice Data와 마찬

가지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속성 정보를 가질 수 있다. 또는 어떠한 속

성 정보도 포함하지 않은 채 그저 공간 정보(위치, Location) 그 자체

를 나타내는 점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다. 전지역(Global)에서 점 자료

의 분포패턴을 분석하는 경우 커널 밀도 추정(kernel density estimate)

이나 최근린거리(nearest neighbor distance)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국지적 분포 패턴을 분석할 경우 k함수를 주로 이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커널 밀도 추정을 통해 얻게 된 분석 결과는 연속된 공간에 대한 

속성값을 갖게 되며, 그 자체로서 Geostatistical Data의 특성을 갖는

다.

86)� GIS� Data는� Vector / Raster� data로� 대별되며,� 이� 중� Vector� Data는� 다시� Point,�

Line,� Polygon으로� 세분된다.� 점,� 선,� 면은� 혼용될� 수� 없는데,� 개별� 구성� 요소를�

Feature,� 이들의� 집합을� Feature� Class(Data� File)라고� 지칭한다.� 통계적�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각� Feature의�속성값은�개별�사례의�관측치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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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 LISA

전통적인 통계학의 관점에서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은 표본의 무

작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신호이다. 그런데 시계열자료에서 연속되는 

관측치들이나 공간자료에서 인근지역 관측지들 간에는 오차항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 즉, 자기상관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특히 공간자

료에서의 자기상관성은 제 2.3. 절의 도입부에서 전술한 Tobler의 지리

학 제 1법칙을 받아들인다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를 공간적 자

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이라는 별도의 용어로 지칭하기도 하며, 

공간 분석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공간적 자기상관을 특정한 속성의 공

간적 패턴을 요약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은 공간 패턴을 분석해낼 수 있는 대표적 기

법이라 할 수 있으나 연구지역의 공간 구조에 대한 일정한 가정이 충

족되어야 하며, 수학적 측면에서도 대용량의 자료에 대하여 수행되었을 

경우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87)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Anselin(1995)은 “연구 지역에 대한 정상성 또는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가정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공간 측정값의 숫자가 커질수록 더욱 그러

하다.”88) 라고 이야기 한다. 

이와 같은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지적 차원에

서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을 총칭하여 LISA라고 

한다. Anselin(1995)은 LISA 통계량은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한

다고 이야기 한다. 첫째로, 각 관측치가 관측치 주변의 공간적 집중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나타낼 것. 둘째로, 모든 관측지

점에서의 LISA의 합은 전체 지역의 공간적 자기상관 지표와 비례할 

것.89) 이러한 LISA 통계량 중 대표적인 통계량을 소개하자면, Getis와 

Ord에 의해 고안된 G, G*, z(G) Stat.과 Anselin에 의해 제시된 Local 

Moran's I 나 Local Geary-type' c 등이 있다.90) 다음의 <표 3>은 

87)� 유은혜,� “GIS의� 통계적� 공간�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 12

88)� L.� Anselin,�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LISA.”,� 「Geographical�

Analysis」,� Vol.� 27,� No.� 2,� 1995,� p.� 94

89)� L.� Anselin(1995),� 위의�책,�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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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elin에 의해 고안된 지표들을 활용하여 이웃 공간과의 관계에서 ‘유

사성’ 과 ‘이질성’ 에 대하여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이다. 

Local� Geary'c

low� p-value high� p-value

Local

Moran's� I

low� p-value
정적인�공간적�상관

(− −)
부적인�공간적�상관

(+�−)

high� p-value
부적인�공간적�상관

(− +)
정적인�공간적�상관

(+� +)

<표� 3>� LISA의� 유의수준에�따른�공간적�상관관계�유형

*� (low� p-value� :� p < 0.05,� high� p-value� :� p > 0.95)

출처� :　유은혜(1999),� “GIS의�통계적�공간�분석에�관한�연구”,� p.� 14

주연구자 Getis(1992) Ord(1995) Anselin(1995)

주요지표    ′ 

지도화�

결과물

<표� 4>� LISA� 지표� 활용�연구들의�지도화�자료

90)� 유은혜(1999),� 전의�책,� 1999.�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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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LISA 통계량을 활용하면 공간적 상관관계의 유형을 보다 다

양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 또한 LISA 지표들을 활용할 경우 하나의 수

치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과는 달리 지도에 시각

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간 통계 지표를 지도 위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픽화 한 자료

를 매개로하여 숨겨진 패턴이나 구조를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개념을 ESDA(Explortory Spatial Data Analysis)91) 라고 이야기 

하는데, 용어 자체는 EDA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 통계분

야에서 EDA가 자료의 시각화를 통해 숨겨진 구조를 발견, 현상에 대

한 가설을 세우는 노력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ESDA는 그러한 목적

에 보다 직설적으로 부합하는 개념이다. 도시 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통계적 수치들을 지도 위에 표현하여 살펴볼 수 있는 LISA 지표들이 

매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LISA의 위와 같은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도시 계

획 및 설계 분야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나 특정시설의 입지 정보를 통해 특화 지역을 도출하는데 활용성

이 높은 공간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LISA 지표를 활용한 대표적 선행연구들의 시각화 자료들을 

검토해본 결과 대부분 Lattice Data의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Anselin(1995)이 제시한 LISA 통계량의 두 가지 조건을 상기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

91)� 『The� New� Geopolitics』,� Philadelphia:� Gordon� and� Breach,� 1992.� 제� 2장(pp.�

11-38)� "Geography� of� International� Conflict� and� Cooperation:� Theory� and�

Methods."� 에서� J.� O'Loughlin� and� L.� Anselin는� 관련한�논의를�다루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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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Location Quotients & Focal Location Quotients92)

도시경제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특정 기능 집중현상을 분석하기 위

해서는 도시경제모형에 기반을 둔 LQ(Location Quotient)분석방법을 

활용해왔다. LQ 지표를 구하기 위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  (2.20)

위의 수식 (2.20)에서 전체 수식의 분자부분을 구성하는    지표는 

특정한 지역(Local)의 통계량을 의미하며,    로 표현되는 분모부분

을 구성하는 지표는 전체지역(Global)의 통계량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 LQ 분석에서 활용하는 자료를 2.3.1. 절의 

기준대로 구분한다면 Lattice Data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LQ 

분석의 특성은 행정구, 집계구와 같이 인위적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분

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Lattice Data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점은 이전 절에서 다룬 LISA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그러한 이유로 LQ 분석이 비판을 받는 이유를 정

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수식 (2.20)에 나타난 대로 LQ 지표는 

비율에 대한 비율 값이라는 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가 어렵

다.93) 둘째로, LQ 지표는 전통적으로 고용자 수를 기준으로 특화지역

을 판정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Lattice Data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

에서 일종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최근 지리학 분야에서는 LQ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 FLQ(Focal Location Quotient)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

인 LQ 분석과 비교하여 FLQ 분석의 수식을 아래와 같다. 

92)� Robert� G.� Cromley� &� Dean� M.� Hanink,� "Focal� Location� Quotients:�

Specification� and� Applications",� 「Geographical� Analysis」,� Vol.44:4,� 2012,� pp.�

398-410.� 의� 내용을�기반으로�정리

93)� 이러한� LQ� 지표의�특성은�장점으로� 작용하기도�하는데,� 단순히� 주변지역과의�상대

적� 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숫자� 1을� 통해� 절대적� 기준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표의� 값을� 해석함에� 있어,�   � 일� 경우� 해당� 지역이� 특화되었다고�

판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Robert� G.� Cromley · Dean� M.� Hanink(2012),� 위의�

책,� p.�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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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

두 수식의 결정적인 차이는    에 각기 공간가중함수를 곱하는 

과정에 있다. 수식의 차이는 전통적 LQ 분석이 Lattice Data를 활용해

야만 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 관측치인 Point Data에서 직접 분석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FLQ 분석의 최종 그래픽 자료

는 더 이상 Lattice Data 형태가 아닌 Geostatistical Data 형태로 표현

될 수 있는 것이다. 

Cromley · Hanink(2012)은 FLQ의 Focal은 Zonal의 대응하는 개념

이라고 설명한다.94) 따라서 기존의 LQ 분석이 인위적인 공간 단위로 

수행되었다면, FLQ는 실세계에 보다 근접한 Grid Cell 단위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다 연속적인 공간 분석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6]� FLQ� 분석� 결과

출처� :� Robert� G.� Cromley� at� el(2012),� p.� 406�

94)� Robert� G.� Cromley · Dean� M.� Hanink(2012),� 위의�책,� p.�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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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지금까지 제 2장을 통해서 본 연구와 연관성을 갖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정립되어야 할 배경 · 초점 · 자료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각각

의 이론 연구를 통해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배경이론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신도시 중심상업지역 및 필

지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을 대상지로 한 다양

한 연구들은 과거에 수행되었던 필지 및 필지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도

권 1기 신도시에 적용해보고, 그 결과 이전의 도시지역과는 구분되는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의 특성을 도출하는데 집중하였다. (2.1.1.절) 

필지 관련 연구들은 개별 필지에 대한 연구와 필지 체계에 대한 연

구로 대별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개별 필지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필지체계를 경제

적으로 표현할 수단의 부재가 관련한 연구 수행을 가로막았기 때문이

다. (2.1.2.절) 

필지체계를 경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오성훈(2007)에 

의해 제안된 파레토 계수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

해 파레토 분포의 정의 및 역사적 기원, 기본성질, 계수를 추정하는 방

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2.1.3.절)

둘째로, 초점이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유흥업과 관련한 연구 동향

을 살펴보았다. 국내 연구 분야에서는 유흥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

발하지 않았던 관계로 해외의 문헌들을 주로 검토하였다. 해외 학계에

서 유흥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분야는 크게 두 분야임을 확인했는

데, 이는 법학계와 도시 분야였다. 먼저 법학계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

는 것은 adult-use zoning이라는 제도였다. 시기적으로 과거에 수행된 

연구일수록 adult entertainment 산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adult-use zoning 제도에 대하여 찬성하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라 할 수 있는 secondary effects를 검

증할 수 있는가 또는 지금껏 관련된 논의에서 적절히 검증하였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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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adult-use zoning 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

보는 시각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2.1절)

유흥산업과 관련하여 도시 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된 

경우, 유흥산업의 입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보다는 현상을 이해하

려는데 집중하고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유흥산업의 입지라는 것

이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재화를 소비하는 것과는 달리 

익명성을 원하게 된다는 점과, 공급자의 측면에서도 단순히 자신이 얻

을 수 있는 수익에 맞춰 지불가능한 지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각종 

정부규제와 같은 다양한 조건들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점 등이 복잡

다단하게 얽혀 있다는 차원에서, 쉽게 입지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2.2.2.절)

셋째로, 자료이론을 정리하며 입지 및 특화지역에 관련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Spatial Data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했으

며, 관련한 자료들을 검토해본 결과 하나의 Data 내에 공간정보와 속

성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Spatial Data라고 정의할 수 있었다. 

그 특성에 따라서 Geostatistical Data, Lattice Data, Point Patterns 

Data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GIS Data의 차원에서는 전자의 경우 

Raster data, 뒤의 둘은 Vector data라고 이해할 수 있다. (2.3.1.절)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은 공간 패턴을 분석해낼 수 있는 대표적 기

법이라 할 수 있으나 다양한 한계점 또한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며, 국지적 차원에서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

을 총칭하여 LISA라고 한다. LISA 지표들은 특정시설의 입지 정보를 

통해 특화 지역을 도출하는데 활용성이 높은 공간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표적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지도화

한 결과물이 Lattice Data의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2.3.2절) 

그러나 실세계는 연속적인 공간이며,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공간단

위는 전체 지역과 하위 지역의 구조로 나타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개

별 상업중심지들 이라는 점에서 LISA 통계량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기

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Cromley · Hanink(2012)를 검토하

게 되었는데, 이들이 제시하는 FLQ 분석에서 Focal은 Zonal의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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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이다. 기존의 LQ 분석이 인위적인 공간 단위로 수행되었다면, 

FLQ는 실제 관측치인 Point data를 활용하여 실세계에 보다 근접한 

Grid Cell 단위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연속

적인 공간 분석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3.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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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틀

제� 3장에서는� 앞선� 기초연구들의� 결과� 위에서� 본� 연구가� 실시하고자� 하는� 분

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먼저� 1절에서는� 이론� 연구를� 통해� 얻게� 된� 신도시의�

공간적� 특성과� 유흥업의� 산업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설

정하였다.� 2절에서는�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정립

하였으며,� 3절과� 4절에서는� 각각�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하는�변수를�선정한�이유와�방법� 등을�설명하였다.�

3.1. 가설설정

지금까지 발표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서 본 연구에서 관심

을 갖고 있는 ‘신도시’라는 공간적 특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

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신도시는 계획가 집단에 의해서 추정된 

분량의 중심상업용지가 일괄 공급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시장의 원

리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 도시(서울 등)와는 달리 

모든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시의 관리 차

원에서도 기존도시와 다른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

려하여 연구문제를 도출하였으며, 각 연구문제에 대하여 선행연구 및 

평촌신도시의 사례분석을 통해 발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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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문제 1: 기존도시의 중심지와 비교하여 신도시 중심상업지역

에 더 많은 유흥업소가 입지하였는가?

 ∘ 가설 1-1: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는 기존도시 중심가보다 더 높

은 밀도로 유흥업소 및 러브호텔이 입지할 것이다.

신도시 중심가에 유흥업소가 난립하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 된 

이후 신도시 중심가는 유흥업소로 가득하다는 이미지는 마치 검증할 

필요가 없는 사실인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문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 검증된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 

1을 검증 가능한 차원의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설정된 가설이 1-1이다.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의 유흥산업 밀도를 

대조군과 비교함으로써 연구문제 1의 명제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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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문제 2: 신도시 역세권들 중 유흥지구화가 진행되는 중심지의 

특징은 무엇인가?

∘ 가설 2-1: 신도시 내 중심지들 중 개발 순서가 늦은 중심지일수

록 유흥지구화 될 것이다.

∘ 가설 2-2: 중심지의 필지규모분포가 단조로우며, 소형필지가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유흥지구화 될 것이다.

연구 문제 2는 본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의 경우 산본 신도시의 경우를 제외하면 다

수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계획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본래 

계획 의도와는 달리 다수의 역세권 중 일부는 유흥지구화 되어 버리기

도 한다. 

신도시의 중심지 개발은 기존 도심 상권에서의 개발과 다양한 부분

에서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차이점은 개발 초기 

신도시의 중심상권 및 주변지역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터라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주민의 

입주가 중심상업지역의 개발보다 선행된다는 점에서 신도시 개발초기

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상업 수요를 도시가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로 신도시의 상업지역은 역세권 단위로 신

도시 지역 곳곳에 배분되어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역세권 단위의 경

쟁을 야기한다. 추가적으로 손진수(1997), 최막중과 박영규(1999)의 연

구는 신도시 상업용지 미매각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대규모 용지가 일

괄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것을 미매각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다

시 말해 신도시 개발 초창기에 상업용지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과도

하게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은 신도시 내 다

수의 역세권들이 개발 초창기에 상호 경쟁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유흥 관련 산업보다는 근린 시설이 다양한 수요층에 의해 요구될 

것이라는 공리 하에서 위의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본다면 개

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심지는 주로 근린 시설 위주의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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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개발순서에서 밀린 중심지들에서 유흥 시설 위주의 개발이 진

행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가설 2-1)

모든 도시지역의 개발과정은 주어진 대지의 조건, 다시말해 필지의 

규모와 유형 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한 대표

적 연구자로는 강병기를 들 수 있다. 강병기와 최봉문(1994)은 개발용

량 결정의 제어요소로 법적인 제어요소 외에도 공간적 제어요소가 존

재함을 주장하며, 대지면적, 대지 형상비, 접도상황, 전면도로폭원 등이 

개발용량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혀냈다.95) 강병기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서의 필지 규모와 개발특성을 살펴보

고자한 시도는 박홍욱(2007), 임지희(2010) 등에 의하여 수행된바 있

다. 종합해볼 때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계획가에 의해서 나누어진 개별

필지 규모는 향후 그 중심지의 분위기 등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써 

작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평촌 신도시를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수행하던 중 지하철역과의 접근

성이 떨어지는 가구의 연속된 단변 15m, 장변 30m의 필지들이 러브호

텔로 개발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러브호텔은 

신도시 중심상업공간의 유흥지구화 현상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

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지어진 건물에 점포 형태로 입점하는 유흥업소 

및 단란주점과는 달리 러브호텔은 건물단위의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일 업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대하다. 둘째로 정부는 

규제를 통해 러브호텔의 영업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러브호텔 영업허가권에 대한 시장품귀현상을 야기한다. 이러한 배

경은 러브호텔의 경우 단일 목적을 위해 설계 건설되었다는 특성과 결

합하여 한번 러브호텔로 개발된 건축물은 좀처럼 다른 기능으로 전환

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 건설되는 러브

호텔의 경우, 신촌, 관악구 등의 대학가 모텔촌과는 달리 지층 또는 지

하층에 유흥업소를 끼고 개발되는 소위 매춘모텔96)의 형태로 개발되는 

95)� 강병기·최봉문,� “대지와� 가구의� 유형에� 따른� 개발용량의� 추정과� 계획적� 제어방안에�

관한�연구”,�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 29권�제� 1호,� 1994,� p.� 66

96)� 이나영은� 자신의� 연구를� 통해� 모텔(러브호텔)은� 과거� ‘불륜’,� ‘일탈’,� 반사회적� ‘어둠

의� 공간’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 일색의� 공간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부띠크� 모텔�

시대로의�전환을� 견인한�배경적� 요인을�설명하면서,� 2004년� 시행된�성매매특별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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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아 해당지역의 유흥지구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규모 필지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고, 러브

호텔이 개발되기 좋은 조건을 갖춘 소형필지들이 많이 계획된  중심지

의 경우 그렇지 않은 중심지와 비교하여 유흥지구로 발전하기에 용이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2)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규제책을� 통해� 기존� 사업구조에� 압박을� 가하자� 이를� 극복하

기�위한� 방편으로�유흥업소와�결합한�형태의� ‘풀살롱’� 소위� 매춘모텔을�등장시켰다고�

이야기�한다.� (이나영,� “옥망의�사회사,� ‘러브모텔’”,� � 「사회와�역사」,� 제� 96집,� 2012,�

p.�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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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다루는 연구 문제와 가설을 표로 정리하면 <표 4>과 같

다.

▯ 연구� 문제� 1:� 기존도시의� 중심지와� 비교하여�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 더�

많은�유흥업소가�입지하였는가?

∘가설� 1-1:� 신도시�중심상업지역에는�기존도시�중심가보다�더�높은�
밀도로�유흥업소�및� 숙박업소가�입지할�것이다.

▯ 연구�문제� 2:� 신도시에서�유흥지구로�특화되는�중심지의�특성은�무엇인가?

∘가설� 2-1:� 신도시�내� 중심지들은�개발�순서가�늦은�중심지일수록�
유흥지구화�될�것이다.

∘가설� 2-2:� 중심지의�필지규모분포가�단조로우며,� 소형필지가�
차지하는�비중이�높을수록�유흥지구화�될� 것이다.�

<표� 5>� 연구� 문제와�연구의�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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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두 개의 연구 질문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 4

장에서는 도시경제학모형을 활용하여 수도권 지역 단위에서 유흥 특화 

지역을 살펴본 뒤, 5개의 수도권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역들에 대하

여 신도시지역-기존도시지역 간의 유흥 특화 지역의 규모를 비교하였

다. 제 5장에서는 분석 단위를 각 신도시들의 역세권 중심 및 일반상업

지역으로 보다 상세하게 낮춰 잡은 뒤, 기존통계자료를 활용한 비개입

적 연구 방법을 통해 유흥지구화 된 중심상업지역의 특성을 도출하였

다. 

먼저 4장에서는 도시경제분석모형에 근거한 FLQ (Focal Location 

Quotient) 분석을 활용하였다. 전통적으로 도시의 특정 기능 집중현상

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LQ(Location Quotient)분석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LQ 분석의 경우 2.3.3 절에 정리한 바와 같이, 행정구, 집계구

와 같은 인위적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

계를 갖는다고 지적받아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리학 분야에

서 LQ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FLQ(Focal 

Location Quotient) 기법97)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FLQ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Bandwidth(검색반경)는 500m, Cell 

size(격자크기)는 50m*50m로 설정하였다. 이는 Borruso(2003), 

Goodwin · Unwin(2000), 이병길(2013) 등의 논의를 참고한 결과 위와 

같은 설정이 도시 차원의 공간현상 분석에 적합하다고 제안되었기 때

문이다.

제 5장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유흥지구화 된 수도권 역세권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근 정부 3.0 사업을 통해 많은 공

공 Data를 구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

하는 GIS 건축통합정보를 구득할 수 있었다. 이 자료를 기본 dataset으

로 삼아,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들(개별 건축

97)� Cromley� &� Hanink� (2012)는� 자신들의� 논문에서� LQ�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FLQ의�개념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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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위치한 유흥업소·숙박업소의 인허가 일자, 폐업일자, 시설규모 등)

을 추가하여 분석을 위한 최종 자료를 구축하였다.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위의 방법을 통해 구축한 자료를 통

해 신도시들의 중심상권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물 대장의 사용승인일자

를 기준으로 종단면 data를 구축하였다. 중심지 단위의 비교가 용이하

도록 구축한 data에 대하여 Box Plot의 표현 기법을 차용하여 시각화 

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역세권 간의 개발순서와 

신도시 중심상업지역들의 유흥밀도 현황 data를 비교함으로써, 개발순

서와 유흥밀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상 각 역세권 중심지

를 구성하는 개별 필지들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중심지별로 몇 필지씩 

존재하는 초대형 필지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필지의 규모 분포는 

200m² ~ 4,000m²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범

위를 100m² 단위로 끊은 뒤 각 구간이 전체 역세권 필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여 꺽은선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이렇게 구축

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본을 제외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17개 역세권 

중심지들을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분류된 유형

별로 해당 지역의 유흥밀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2차적으로

는 필지체계에 대하여 논할 때, 위와 같은 정성적 평가 과정을 생략하

고 보다 경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제안된 파레토 계수를 산출하여 파

레토 계수와 유흥밀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유흥

지구화 현상이 나타난 역세권 중심지들은 필지체계 상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의 구축, 공간통계분석 등은 ArcGIS 9.3 과 SPSS 

22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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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시점은 2015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시점을 이와 같

이 설정한 이유는 본 연구 수행에 있어 가장 주요한 변수인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관련 자료의 구득 가능한 가장 최신 시점이 2015년이었기 

때문이다. 

공간적 범위는 각 연구 질문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였다. 먼저 제 

4장에서 수행된 분석 중 4.1. 절에서 기술하고 있는 분석은 서울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들만큼 이격된 도시들까지를 수도권이라고 조

작적 정의하고, 해당 공간에 포함된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지역을 연

구의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수도권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서울 주변지역의 도시개발 사업과 그에 따른 시가화면적의 증가, 

교통수단 및 교통망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점차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을 정의하는 시대와 주

체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심을 가지

고 살펴보는 대상지인 수도권 1기 신도시까지를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생각하였다. 서울을 대상지로 제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울을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서울 도심지역, 강남, 여의도

와 같이 경기도 소재의 기타 중심지와 전혀 다른 위상의 중심지가 

분석에 개입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같은 이유에서 경기

도 외곽의 비도시지역들 역시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었

다. 이러한 차원에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할 기준으로 삼은 

것은 ‘서울외곽순환도로’였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5개의 1기 신도

시들을 모두 관통하고 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순환하도록 환상형

의 구조를 갖고 있기에 기준으로 삼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4.1. 절의 분석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설정된 공간적 범위는 하

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와 그 내부에 위치한 과천시, 

광명시 지역이다.([그림 6] 참조)

4.2. 절의 분석에서는 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과 기존도시지역의 중

심지 간의 유흥특화지역 규모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도권 1기 신도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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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구역상 편입되어 있는 5개의 수도권 도시98)들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삼았다.  

[그림� 7]� 4.1절� 분석의�공간적�범위�

98)� 성남시� -� 분당신도시� /� 고양시� -� 일산신도시� /� 부천시� -� 중동신도시�

/� 안양시� -� 평촌신도시� /� 군포시� -� 산본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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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에서 수행된 분석 중 초반부 분석의 경우 각 역세권 중심지

를 분석 단위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분석단위를 역세권으로 설정

하였을 때는 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통해 역세권의 범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

였다. 첫째, 지구단위계획도면상 지하철 출입구와 직접 또는 광장, 보행

자 전용로 등을 통해 연결되어 있을 것. 둘째, 신도시 개발계획 토지이

용계획도 상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설정된 공간일 것.99) 셋째, 현

재의 기능이 계획의도와 같이 상업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을 것.100) 

그러나 중동 신도시에 앞서 설정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적용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중동 신도시의 개발주체101)가 지자체로 양도

한 시점이 1994년이므로, 이 시기부터 중심상업지역의 민간 개발이 시

작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심 상업지역을 지나는 지하철 

7호선의 경우 201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통되었으며, 신도시 남부

에 상업지역의 1호선 송내역의 경우 1974년 개통되었기 때문에 그 시

기가 신도시 개발 시점과 크게 차이 난다. 이러한 이유로 중동신도시의 

중심상업공간과 지하철역 간의 연결성은 기타 신도시들과는 다소 다른 

맥락과 특성을 갖게 된다. 또한 국토부 과거 정책자료에 따르면 중동신

도시 계획에는 업무지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타 1기 신도시들 대

비 상당히 높은 비율의 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중동 신도시의 경우 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따르기

보다는 타 신도시와 비교 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데 초점을 맞

췄다. 보행자 전용도로를 각 상권의 중심 공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중심 

및 일반 상업 지역 중 ‘부천 중동 로데오 거리’로 지정 관리되는 지역 

이외의 필지들에 대해서는 업무 기능이 주로 입지하는 것으로 판단되

어 대상지에서 제외하였다.

제 4장의 분석결과에 따라 제 5장에서는 산본 신도시가 연구 대상

99)� 도시계획구역상� 중심� 및� 일반� 상업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을지라도� 신도시� 계획� 및�

설계�시점에서�업무지역으로�설정된�지역을�제외하기�위해� 설정되었다.

100)� 세� 번째� 조건의� 경우� 토지이용은�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오

피스텔�등으로�개발되어�실질적으로는�주거용도로�활용되는�지역을�연구의�대상에서�

제외하기�위해�설정되었다.

101)� 토지공사,� 주택공사,� 부천시� 3개� 주체�공동�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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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설정된 대상지는 아래의 <표 5>

와 같다. 역세권의 범위는 전술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신도시 역세권�명칭(토지이용계획) 역세권�갯수

분당
야탑역(중심+일반),� 서현역(중심),� 수내역(중심),�

정자역(중심),� 미금역(중심),� 오리역(일반)
6

일산
대화역(일반),� 주엽역(일반),� 장발산역(중심),

마두역(일반),� 백석역(일반)
5

중동
상동역(일반),� 부천시청역(일반+중심),�

신중동역(일반+중심),� 송내역(일반)
4

평촌 범계역(중심),� 평촌역(중심) 2

<표� 6>� 제� 5장� 연구의�공간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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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변수선정 및 분석자료 구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들의 원자료 시점은 2015년으로 통일하였

다. 이는 연구의 시간적 범위 부분에서 전술한바와 같이 가장 주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에 대한 인허가 자료의 구

득 가능한 최신버전이 2015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장 기초적인 

분석단위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GIS건물

통합정보’ data 역시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

서 수행된 FLQ 분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행정구역 자료는 

구득 가능한 자료 중 최신 자료인 2016년 2월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1)� 유흥업소�자료_( )

도시경제분석에서 활용되는 LQ(Location Quotient) 지수는 특정 산

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력의 규모를 통해 해당 지역의 특화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유흥업의 경우 그 종사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득 가능한 자료의 신뢰도 역시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제 4장의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에 종사하

는 노동력 규모가 아니라,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규모 즉, 연면

적을 기준으로 삼았다. 

관련한 자료는 지방행정데이터개방 시스템 제공하는 지자체 업종별 

인허가 정보를 활용하였다. 세부 업종 별로 data가 구축되어 있는데, 

유흥 관련 산업들 중 016 코드로 구별되는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

용유흥음식점업 등은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024 코드로 구분

되는 각종 업태의 유흥주점들과 단란주점을 변수로 선정 하였다. 본래 

법적인 구분에 있어 유흥주점은 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고, 단란주점은 

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둘은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단란

주점은 그 입지에 있어서도 유흥주점보다는 자유로운 편이며 이러한 

법적 기준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단란주점 역시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범위 밖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란주점에서 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등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두 업종 모두를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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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취합한 원자료에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병기되어있었으나, 

도로명 주소는 누락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아 지번주소를 기준으로  

Geocoding하여  GIS Poin data로 변환하였다. Geocoding은 통계지리

정보서비스(SGI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2)� 위락시설�등� 연면적_( )

제 4장의 연구를 위해 전통적인 LQ 분석에서 ‘전산업 고용자 수’에 

상응하는 를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관심 변수인 를 유흥업소의 

‘시설 면적’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역시 ‘면적’이 되어야 

했다. LQ 분석에서 - 의 관계가 관심 산업과 전체 산업이라는 점

으로부터, 본 연구에서의 를 유흥업소가 입지 가능한 전체 연면적이

라 정의하였다.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은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에 입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흥주점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구분하는 

건축물의 분류 상 위락시설에만 입지할 수 있다. 단란주점은 해당 건물

에서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²미만일 경우 위락시설 뿐 아니라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입지할 수 있게 분류되어 있다.102) 그러나 현황 

data를 확인하던 중 유흥업소의 경우 숙박시설로 구분된 건축물에, 단

란주점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를 건축물 분류상 용도가 위락·숙박·제 2종 근린

생활 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들의 총 연면적이라 규정하였다. 

원자료는 국토교통부가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GIS건물

통합정보 data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자료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앞서 

서술한 시설로 분류된 건축물들을 추출하였다.

10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 3조의� 5� 관련)’의� 4.� 제2종�

근린생활시설�부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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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단위� dataset� 구축

제 5장의 분석을 위한 최종 dataset은 국토교통부가 국가공간정보포

탈을 통해 제공하는 GIS건물통합정보 data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이

는 건축물에 대한 현황 자료로써 개별건축물들에 대한 지번, 용도, 구

조, 건축면적, 사용승인일자,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의 정보를 포함

하고 있다.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에 본 연구에서 유흥 산업으로 

정의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여관, 여인숙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추가해

야 했는데, 관련한 정보는 앞서 서술한대로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

을 통해 구득한 업종별 인허가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분석에 활

용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개의 자료 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유흥업소 자료와는 달리 숙박업소 자료의 경우 업장의 규모가 

연면적이 아닌 객실 수로 산정되어 있었다. 이는 개별 건축물대장을 통

해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확인한 뒤 그 총합을 dataset에 입력함으로

써 해결하였다. 

둘째로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의 자료는 개별 시설을 단위로 하고 있

으나,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건축물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상호 호환

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ArcGIS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Spatial Join 툴을 활용하여, 유흥 및 숙박 시설 data이 자신이 위치한 

건물의 코드 값을 갖도록 하였다. 이후 Summarise 기능을 활용해 각 

건물 코드별 합계를 산출하고, 이 산출된 값을 다시 건축물 코드를 기

준으로 하여 GIS건물통합정보에 Join 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개별 

건축물 dataset에 해당 건축물에 입지한 유흥업소 연면적과 숙박업소 

연면적 data를 각기 입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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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를 정리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다. 

변수명 변수설명 비고 출처

유흥업소
지방행정자치장에게�인허가를�득한�유흥주점

point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
지방행정자치장에게�인허가를�득한�유흥주점

숙박업소
지방행정자치장에게�인허가를�득한�여관업

point 국가공간정보포탈

지방행정자치장에게�인허가를�득한�여인숙업

건축물

자료
건축물�현황� GIS� data polygon

안전행정부

V-world

<표� 7>� 활용� 변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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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유흥특화수준 분석

제� 4� 장에서는� 유흥특화규모에� 대하여� 신도시지역과� 기존도시지역� 간의� 객관

적� 분석을� 위하여� 두� 가지� 공간적� 차원에서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1차로� 수도

권� 차원의�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지역� 내에서� 어떠한�지역

에� 유흥산업이� 특화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앞선� 분석을� 통해� 특화수준� 상위권

에�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이� 포함된� 행정구

역들에� 대하여� 2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2차� 분석에서는� 신도시의� 중심상업지

역이� 기존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유흥지구로� 특화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이� 위치한� 5개의� 도시� 각각에� 대하여� 각기� FLQ� 분석(특

화규모)과� LQ� 분석(특화수준)을� 수행하였다.

4.1. 수도권 지역의 유흥특화 규모 및 수준 측정

3.2절의 내용을 통해 설명한 FLQ 분석은 전통적인 LQ 분석과 비

교하였을 때, 인위적 행정구역이 아닌 Grid Cell 단위에서 분석이 수행

된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특화지역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ArcGIS 프로그램을 통해 Raster 분석을 수행

할 경우 임의의 Cell이 갖는 값, 본 분석에서는 임의의 공간의 유흥수

준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활용에 있어서

는 FLQ 분석을 통해 특화지역의 위치와 크기 등을 파악하고, 각 지

역의 특화수준은 LQ 값을 통해 보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한

다.103)  

본 연구에 있어서도 FLQ 분석과 함께 LQ 값을 제시하고 있는데, 

4.1. 절에서 다루는 수도권 지역 차원에 있어서는 시군구 단위로 

LQ 값을 산출하였고, 4.2. 절에서는 살펴보는 공간적 범위가 세밀화 

103)� Robert� G.� Cromley� &� Dean� M.� Hanink는� 2012년� 연구를�통해� FLQ� 분석에서�

각� Cell� 값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점을� 언급하며,�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LQ� 지수를� 함께� 활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Focal� Location� Quotients:�

Specification� and� Applications",� Geographical� Analysis,� Vol.44:4,� 2012,� p.�

3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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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에 맞추어 행정동 단위로 LQ 지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수도

권 지역 차원에서 도시들 간의 유흥산업 특화 정도를 LQ 분석과 

FLQ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특화 지역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LQ 지수가 1 이상으로 나

타난 도시는 아래의 표와 같았다.

유흥업소�연면적_ 전체�연면적_  LQ� 지수

부천시�

원미구
77,295 3,125,036 2.52

24,252 1,288,685 1.91

시흥시 52,108 3,379,946 1.57

광명시 22,780 1,485,315 1.56

안양시�

동안구
34,598 2,366,741 1.49

안양시�

만안구
24,403 1,787,395 1.39

의정부시 39,447 2,879,845 1.39

성남시�

중원구
21,167 1,573,087 1.37

성남시�

수정구
19,287 1,516,448 1.30

<표� 8>� 수도권�도시�중�유흥� 산업� 특화�지역

특화지역으로 나타난 도시들 중 <표 7>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

천시, 안양시, 성남시 같은 경우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이 위치한 행정구

역이다. 수도권 지역 차원의 분석 결과 상위권의 특화수준을 보이는 도

시지역 중 많은 도시들이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특히 중동 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시 원미구의 경우 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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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가 2.52로 나타나 가장 높은 특화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2]의 좌측에 해당하는 LQ 분석 결과를 놓고 보자면, 수도권 

북부지역보다는 남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유흥산업에 특화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이 위치한 대상지들을 각기 확인해본 

결과 중동, 평촌, 분당이 위치한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와 같은 행정구

역들은 특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산과 산본 신도시가 위

치한 고양시, 군포시 같은 경우 크게 특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그림 2]의 오른쪽에 나타난 FLQ 분석 결과를 특화지역

의 분포를 살펴보자면, 시군구 단위에서 특화수준을 비교한 LQ 분석보

다는 보다 세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에 따라 4.2

절에서는 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포함하는 5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8]� 수도권�경기지역�유흥�밀도� (좌:LQ,� 우:FL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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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도시 지역과 기존도시 지역 비교 분석

도시 총면적� (m²) 시가화면적�(m²)
중심�및�일반�

상업�면적(m²)

비율� (%)

(상업/시가화)

분당�신도시 69,818,272 19,426,680 2,910,509� 15.0

성남시

기존지역
71,801,141 31,189,395 2,174,344� � 7.0

일산�신도시 101,488,550 11,969,502 2,495,641� 20.8

고양시�

기존지역
164,917,397 30,054,682 2,890,435� � 9.6

중동�신도시 20,610,801 5,519,388 1,133,985� 20.5

부천시�

기존지역
32,952,815 25,690,365 1,442,416� � 5.6

평촌�신도시 21,923,856 4,424,371 885,150� 20.0

안양시�

기존지역
36,577,801 16,449,319 1,326,304� � 8.1

산본�신도시 8,846,020 3,750,025 263,147� 7.0

군포시�

기존지역
27,691,970 7,258,391 374,629� � 5.2

<표� 9>� 행정구역별�총면적� /� 시가화면적� /� 상업지역면적

심층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5개 대상 도시의 행정구역 총면적104), 

104)� 총면적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신도시� 지역과� 기존도시� 지역의� 구분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였다.�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의� 경우� 다수의� 행정구로� 구성된� 도시들이

기� 때문에� 신도시가� 포함된� 행정구를� 신도시� 지역의� 총면적으로,� 기타� 행정구를� 기

존도시� 지역의� 총면적으로� 산출하였다.� 부천시는� 2015년,� 기존까지� 3개의� 구로� 나

누어� 운영하던� 행정체제를� 시-구-동� 3단계� 행정체계를� 시-동� 2단계로� 변경하였다.�

그러나�본� 연구에서는�신도시�지역과�기존도시지역을�비교해야하는�연구목적에�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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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면적105),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을 신도시 지역 기존도시 

지역으로 구분하여 산출해 위의 <표 9>와 같이 비교해 보았다. 이와 

같은 자료를 산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 4장에서는 FLQ 및 LQ 

분석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들과 각각의 모도시 지역에 대한 유흥

특화 규모 및 수준을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통해 

신도시 지역과 기존도시 지역 간의 유흥산업에 특화 수준을 객관적으

로 비교해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로는 신도시 지역과 기존도시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둘째는 어떠한 면적을 신도시와 기존도시 간의 쌍대 비교 기준으로 삼

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은 서로 온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해보자면, 기준점으로 삼을만

한 면적은 크게 3가지라고 판단된다. 가장 직관적으로는 행정구역의 총

면적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총면적의 경우, 해당 면적

에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 등의 나대지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한

계가 발생한다. 유흥업소가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지역 중에

서도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제한된다. 때문에 일반적 언어로써 어

떤 지역이 타 지역보다 유흥밀도가 높다고 이야기 할 때는 주로 해당 

행정구역 내 상업용지 대비 유흥업소의 밀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나대지까지 모두 포함하는 

행정구역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유흥특화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신도시와 기존도시를 구분하는 기준이 ‘전체 

면적’을 정의하는 것과 온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문제라고 언급한 차

원에서도 행정구역 총면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행정구

역경계는 행정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구별해내고자 하는 신도시와 기존도시지

서,� 체제개편� 이전의� 행정구� 자료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군포

시의� 경우� 단일� 행정구� 체제이기� 때문에� 산본� 신도시�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

본동을� 신도시� 지역의� 총면적으로� 그� 외의� 법정동� 면적의� 합을� 기존도시지역의� 총

면적으로�산출하였다.

105)� 시가화면적은�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으로� 정

의한다.� (출처� :� 통계청�통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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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경계를 명료하게 반영해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로써 유흥업소가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인 중심

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또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단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신도시에 높은 

비율의 상업용지가 배분된 것 자체에 문제의식을 느꼈으며, 과도하게 

배분된 상업용지가 장기 미매각 사태를 거쳐 유흥지구화 되었다는 가

설을 설정하였다. 신도시가 기존도시와 비교하여 높은 비율의 상업용지

가 배분되었다는 현황은 <표 9>의 가장 우측, ‘비율’ 칼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도시가 포함된 행정구역과 그렇지 않은 행정구역 

간의 유흥특화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을 

사용한다는 것은, 마치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회귀분석

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고 결론 내리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고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3 절에서는, 신도시 지

역과 기존도시 지역의 시가화면적을 기준 삼아 각 지역의 유흥특화수

준을 비교하였다. 통계청의 통계설명자료에 따르면, 시가화면적이란 용

도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면적의 합으로 정의된다. 이는 도시민

의 일상생활을 서비스하는 공간, 또는 도시민들이 자신의 하루하루를 

향유하는 공간이라고 고쳐서 쓸 수 있다. 궁극적으로 시가화면적 대비 

유흥특화지역의 면적106) 비율은 특정 도시지역의 유흥특화수준을 비교

하는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각의 도시들에 대하여 신도시와 기존지역의 시가화면적을 산출해

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전국 용도지역

지구정보 GIS 자료를 구득하였다. 자료에서 속성정보를 기준으로 시가

화면적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 용도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을 추출

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결과는 ‘전국 시가화 지역’이라고 명명할 수 있

는데, 공간적 기준으로 본 연구의 대상지인 5개 도시의 시가화 지역을 

재추출하였다. 대상 도시의 시가화 면적 중 신도시 지역과 기존도시 지

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106)� 4.3절에서는� 특정지역의� 유흥특화지역의� 면적을� FLQ� 분석� 결과� Cell� value가�

1.0� 이상으로�나타난� Cell� 들의� 면적으로�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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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의 논의를 시작하며, 신도시 지역과 기존도시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 당시 계획구역을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성남시의 경우 분당구에 수도권 2기 신도시인 판교 신도시가 개

발되었는데, 판교 역시 계획가에 의한 계획 및 설계 절차가 선행된 이

후 건설된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합산하였다. 

앞서 작업한 도시별 시가화 지역 중 공간적으로 신도시 계획구역에 포

함된 지역을 ‘신도시 시가화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시가

화 면적을 ‘기존도시 지역의 시가화면적’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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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성남시 - 분당 신도시

[그림� 9]� 성남시� FLQ� 분석결과

[그림� 10]� 성남시� LQ�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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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그림 3], 

[그림 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수의 특화지역이 발견된 성

남시에서 대부분의 특화지역은 신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다만 단일 지구 차원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로 유흥지구가 형성된 

곳은 기존 도시 지역의 수정구와 중원구의 경계부근이었다. 해당 지역

은 현재 성남시에서 분당 신도시와 판교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유일하

게 용도지역 상 상업지역이 설정된 공간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성남시의 인구는 총 948,757명이었으며, 두 개의 신

도시 지역으로 이루어진 분당구의 인구가 478,339명, 기존도시 지역으

로 이루어진 수정구와 중원구의 인구가 각기 225,967명 244,451명이었

다. 기존 도시지역이라 할 수 있는 두 행정구의 인구를 합하면 

470,418명임을 감안한다면 성남시의 신도시 중심상업지역과 기존도시 

중심지의 배후인구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규모의 배후 인구를 하나의 지역상권이 서비스하는 기존도시지역에 형

성된 유흥지구가 6개의 생활권 단위로 구분하여 배후 인구를 서비스하

도록 설계한 신도시 지역의 유흥지구보다 규모적으로 크게 발달한 것

은 필연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FLQ 분석과 LQ 분석 모두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유흥특화수준에 

있어서 기존도시 지역이 신도시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정동 단위로 결과가 산출되는 LQ분석의 결과에서 

2.0 이상의 높은 수치가 나타난 지역은 [그림 4]에서 빨간색으로 표현

된 신흥동, 성남동, 중앙동으로 모두 기존도지역의 중심지역이었다. 기

존 도시지역의 중심지에 속하는 또다른 법정동인 수진동 역시 1.0 이

상의 값을 보이며, FLQ 결과를 함께 고려하자면 역시 해당지역에 큰 

유흥특화지역이 발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도시 지역에서는 

크게 4개의 특화지역이 발견되는데, 기존도시 지역에 비해서 옅은 색깔

로 나타나는 것을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Q 분석 결과에서

도 신도시 지역 중 특화지역은 1.0-2.0 구간에 속해 주홍빛으로 표현

된 야탑동과 정자동 두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신도시지역에 포함된 법정동은 

총 8개동에 불과한데, 이중 2개동이 1.0이상의 값을 갖는 특화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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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은 신도시 지역이 전체 면적 대비 특화지역의 비율에 있어 

기존도시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FLQ 분석

의 결과를 통해 산출해보면 시가화 면적 대비 특화지역의 규모에 있어

서 신도시지역은 시가화 면적의 10.5%가 유흥특화지역으로 발달한 반

면, 기존도시은 시가화 면적의 9.9%가 특화된 것으로 나타나 신도시 

지역의 특화정도가 더 심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또한 한 가지 주목해야할 점은 FLQ 분석결과 신도시 지역에는 총 

4개의 특화지역이 발견되며 이들은 모두 다른 법정동에 속해있는데, 

LQ 분석결과 그 중 야탑동(야탑역 주변 상권)과 정자동(정자역 주변 

상권)만이 특화지역으로 나타나고 그 외의 법정동은 1.0 이하의 값을 

보인다는 점이다. 

역세권 용도지역�면적107) 특화�규모 특화�수준

야탑역 201,490� m² ⼤ ⾼

서현역 406,385� m² ⼤ 低

수내역 26,314� m² ⼩ 低

정자역

945,863� m²

⼤ ⾼

미금역 ⼩ 低

오리역 405,327� m² ⼤ 低

<표� 10>� 분당�신도시�역세권별�유흥산업�특화�현황

분당 신도시는 탄천변을 따라 남북 방향으로 간선도로 및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체계가 관통하며 이를 따라 6개의 도심지역 및 생활권 

107)� 각� 역세권�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상� 중심상업�및� 일반상업지역�면적을� 나타낸� 것이

다.� 분당�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정자역의� 남북으로� 길게� 중심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남쪽의� 미금역� 주변� 지역과� 연결되어있다.� 본래� 업무용지로�

설계된� 부분이나,� 정자역� 근처의� 몇� 개� 필지를� 제외하고는� 상응하는� 수요가� 발생하

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미개발� 필지로� 남아� 있다가�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개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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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가 각각의 권역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북에서 남으로 

야탑역, 서현역, 수내역, 정자역, 미금역, 그리고 오리역 주변의 역세권

이 중심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설계되었다. [그림 3]과 [그림 4]를 통

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들 6개의 역세권 중 야탑역과 정자역 주변은 그 

규모와 수준 모두 높은 유흥지구가 형성되었으며, 서현역과 오리역 주

변 상권의 경우 규모는 크지만 밀도는 높지 않은 특화지역이 형성된 

반면, 수내역 미금역은 규모와 수준 모두 낮은 상태를 유지한 채 상권

이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정리해보자면 위의 <표 8>과 같으며, 그 

내용을 해석해보자면 분당 신도시와 같이 다수의 역세권 구조로 이루

어진 신도시의 경우, 공간구조 및 계획의도, 역세권 주변 환경 등의 다

양한 요인에 의하여 유흥산업의 특화수준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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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고양시 - 일산 신도시

[그림� 11]� 고양시� FLQ� 분석결과�

[그림� 12]� 고양시� LQ�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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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여 FLQ 및 LQ 분석을 수행한 결과 

[그림 5], [그림 6]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고양시 역시 성남시

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큰 도시인만큼 다수의 특화지역이 발견되었다. 

신도시 지역에 다수의 특화지역이 밀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도시지역에서는 신도시 북측 경계에 면한 지역을 비롯하여 몇몇의 특

화지역이 나타나는 것을 [그림 5]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일산 신도시 지역

을 제외한 기존 도시지역의 대부분이 녹지 및 나대지로 구성되어 있음

에 유의해야한다. 고양시의 3개의 행정구 중 일산 신도시가 포함된 일

산서구와 일산동구의 면적 합계가 101,488,550m²인데, 덕양구의 면적

이 164,917,397m²로 두 지역 간의 면적이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시

가화면적은 일산동·서구가 21,898,661m², 덕양구가 20,125,523m²로 

역전된다. 다시 말해 일산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고양시의 많은 지역들

이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 유의해야하는 이유는 3.2절의 연구방법에서 언

급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FLQ 분석의 분석조건으로 도시지역 분석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50*50m의 Cell size와 500m의 bandwidth를 사용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고양시의 많은 지역이 도시지역이라기에 

무리가 있다면 [그림 5]를 통해 나타나는 FLQ 분석결과는 함께 수행

한 LQ 분석 결과로 보정해가며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림 5]에서 나타난 특화지역들을 LQ 분석 결과와 함께 살펴보자

면, 기존 도시 지역에 나타난 특화지역 중 가장 특화 수준이 높은 지역

은 고양시청이 소재한 주교동과 성사동 일대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에도 화정동(LQ 지수: 1.93)과 고양동(LQ 지수: 1.29) 일대에 형성된 

특화지역 정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신도시 지역의 경우 [그림 5]

와 [그림 6]을 통해 신도시 남쪽에 위치한 마두동과 백석동에 특화 규

모와 수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2개의 유흥지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해당지역에는 정발산역과 마두역, 백석역의 주변 상권이 

자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엽동의 LQ지수가 1.86으로 상당히 높게 나

타났으며, FLQ 분석결과를 통해 주엽역 주변 역세권에서도 신도시 남

쪽 역세권들보다는 다소 옅은 색으로 나타났지만 큰 규모의 특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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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산신도시 역시 분당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신도시지역에 포함된 법

정동 중 높은 비율의 법정동이 LQ 값에서 1.0 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FLQ 분석의 결과를 통해 비교해보자면, 시가화 면적 대

비 특화지역의 규모에 있어서 신도시지역은 시가화 면적의 35.0%가 유

흥특화지역으로 발달한 반면, 기존도시은 시가화 면적의 12.4%가 특화

된 것으로 나타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주목해야할 점은 분당 신도시가 생활권을 분리하여 각 생활권

에 서비스하는 중심지를 계획하였다면, 일산 신도시의 경우 보다 평등

한 도시공간구조를 실현하고자 하여 균등한 도심 접근성을 확보108)하

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그림 3]을 통해 나타난 

분당 신도시에서의 특화지역 패턴과는 달리, 신도시의 중심부를 관통하

여 각 특화지역들이 연담화 되는 현상을 [그림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역세권 용도지역�면적 특화�규모 특화�수준

대화역 126,369� m² ⼩ 低

주엽역 118,320� m² ⼤ ⾼

정발산역 791,157� m² ⼩ 低

마두역 109,354� m² ⼤ ⾼

백석역 555,265� m² ⼤ ⾼

<표� 11>� 일산�신도시�역세권별�유흥산업�특화�현황

일산 신도시는 계획의 기본원칙에 정발산의 보전이 포함되어 있었으

108)� 한국토지공사(1997),� 『일산신도시�개발사』,�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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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초기계획단계부터 정발산 공원과 그 서쪽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상업지역을 신도시 전체의 중심지역으로 설정하고109) 도시의 

전 지역에서 도심지역에 대하여 균등한 접근성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정발산역을 중심으로 남북 방향으로 대칭하여 총 4개의 지하철 역세권

이 더 계획되었는데, 대화역, 주엽역, 마두역의 경우 100,000m²를 약

간 상회하는 수준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산 신도시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였으며 고양시의 기존도시지역 및 서울지역에서 신

도시로 진입하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백석역 주변의 상권 역시 토지

이용 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표 9>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듯, 그 규모가 상당히 크게 설정되었다. <표 9>에 정리된 내용

과 [그림 5], [그림 6]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일산 신도시의 역

세권들은 상호 연담화 되어 특화지구로 발달하는 성향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 및 기존 고양시 지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신도시의 남

부 지역의 역세권들이 주로 유흥특화 규모 및 수준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109)� 한국토지공사(1997),� 위의�책,�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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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부천시 - 중동 신도시

[그림� 13]� 부천시� FLQ� 분석결과

[그림� 14]� 부천시� LQ�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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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4.2.1. 절과 4.2.2. 절을 통해 분석을 수행한 분당 신도시 

및 일산 신도시와 앞으로 분석하게 될 3개의 신도시들(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은 그 규모와 사업추진과정 등에서 구별된

다. 이들 3개 신도시는 처음부터 신도시 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

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사회적 환경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별 

사업 단위로 개발이 추진 중이던 택지개발사업들의 내용을 일부 수정

하여 일괄적으로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계획’으로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규모와 계획 배경의 차이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부천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그림 7], [그림 8]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중동 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시는 신도시개발 이

전부터 서울과 인천의 중간지대에 위치하여 대도시의 광역 생활권에 

속하여 높은 의존도를 보였으며, 도시의 북부와 남부를 각기 경인고속

도로와 경인전철이 관통하는 경인축선 상의 위성도시였다.110) 이러한 

배경에서 부천의 중동 신도시는 기존도시지역의 시가지와 떨어져 별도

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시가지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개발되었

다.111) 따라서 기존도시지역과 신도시지역이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

되지는 않으며, 초기 개발 이후 상동지구(중동지구 서쪽의 주거지구)가 

확장개발 되는 등 기타의 수도권 1기 신도시들과는 다소 다른 맥락이 

존재한다. 부천시에서는 크게 3개의 특화지역이 발견된다. 가장 규모가 

큰 특화지역은 상동과 중동을 관통하는 신도시 중심상권이며, 중동 신

도시 계획구역의 남서부의 지하철 1호선 송내역 주변 상권, 마지막으로 

기존도시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주변 상권

이다. [그림 7]을 통해 이 3개의 특화지역 외에도 부천시 동부의 서울

방면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1호선 역세권들에 각기 작은 규모의 hot 

spot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규모나 수준에서 특화지역으로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LQ 분석 결과 총 24개 법정동 중 3개 법정동이 1.0 이상의 값으로 

110)� 내용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 건축지도� >� 중동신도시� >� 현황분석� >�

입지

111)� 내용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 건축지도� >� 중동신도시� >� 계획특징� >�

기존시가지와�관계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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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음을 [그림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중동신도시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동의 LQ 지수가 1.97로 나타났으며, 상동 지역은 

1.98의 수치를 나타냈다. 상동에는 중동신도시 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송

내역(1호선) 역세권과 초기계획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중동신

도시의 중심가로가 확장되어 개발된 지하철 7호선 상동역 주변 상권이 

위치한다. 기존 지역 중심지 중 유일하게 유흥산업에 특화된 것으로 나

타난 심곡동은 LQ 값이 1.85로 나타나 신도시 지역들과 비교하자면 

그 특화수준이 덜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FLQ와 LQ 분석 모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신도시지역은 전체 

면적 중 상당한 지역이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FLQ 분석의 

결과를 통해 산출해보면 시가화 면적 대비 특화지역의 규모에 있어서 

신도시지역은 시가화 면적의 42.1%가 유흥특화지역으로 발달한 반면, 

기존도시은 시가화 면적의 7.7%가 특화된 것으로 나타나 신도시 지역

과 기존도시 지역 간의 유흥 산업 특화정도가 심각하게 차이난다고 볼 

수 있었다.

중동신도시에서 관찰되는 유흥특화패턴은 분당 신도시 보다는 일산 

신도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총 4개의 역세권 중 3개의 역세권이 

상호 연담화 되어 거대한 유흥특화지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역세권 용도지역�면적112) 특화�규모 특화�수준

상동역 394,961� m² ⼤ ⾼

부천시청역

930,162� m²

⼩ 低

신중동역 ⼤ ⾼

송내역 203,822� m² ⼤ 低

<표� 12>� 중동�신도시�역세권별�유흥산업�특화�현황

112)� 중동�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부천시청역과� 신중동역의� 중심상권은� 각기�

구분되는� 중심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들이� 보행자가로를� 중심으로� 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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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신도시에는� 총� 4개의� 지하철� 역세권� 상업지역이� 설계되었다.� 그� 중�

지하철� 7호선의� 상동역-부천시청역-신중동역을� 따라� 도시의� 중심� 상권이� 보행

자� 가로� 등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이� 중심상권은� 기본적으로� 신도시� 지역�

중심부의� 동-서� 축을� 연결하는� 형태로� 설계되었으나,� 신중동역에서는� 5시� 방향

으로� 꺽이며� 기존도시� 중심부인� 심곡동� 방면으로의� 연결성� 또한� 도모하였다.�

기타� 1기� 신도시들의� 역세권� 중심상업지역과� 비교하자면� 개발된� 건물의� 높이

가� 낮아� 연면적� 규모가� 작은� 편이다.� 도시계획� 및� 설계상의� 구조와는� 별개로�

지하철� 7호선의� 부천지역� 연장� 사업은� 2012년이� 되어서야� 개통113)하였기� 때

문에,� 신도시�개발� 이후� 상당히�오랜� 기간� 동안� 신도시�지역� 주민들의�철도�대

중교통� 수요를� 충족시켰던� 것은� 지하철� 1호선의� 송내역이었다.� 이러한� 배경에

서�송내역�주변� 지역은�신도시�지역의�관문�역할을�염두에�두고� 설계되었다.�

<표 10>을 통해 각 역세권의 토지이용계획 상 상업면적을 살펴보

면, 지하철 1호선 구간인 송내역보다는 7호선 구간의 지하철 역세권들

이 더 큰 규모로 계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LQ 분석결과 지

하철 7호선의 역세권을 따라서 상호 연담화 되어 거대한 규모의 특화

지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도 유흥 수준에서는 지역별로 다소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향후 제 5장의 연구를 

통해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송내역 주변 상권의 경우 

송내역이 위치한 상동의 LQ 분석결과가 송내역 주변 상권 뿐만 아니

라 북쪽의 상동역 주변 상권을 포함하여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LQ 지

수에 의한 유의미한 해석이 불가능 하다. 다만 [그림 7]에서 나타나는 

규모와 색상을 통해 해석해보자면, 일정 규모의 특화지역이 발생하긴 

하였으나 타 역세권들에 비해서는 낮은 특화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결

론 내릴 수 있다 수 있다. 

상업지역에�의하여�상호�연결되어�있다.

113)� 서울�지하철� 7호선은�본래� 1990년� 12월� 장암역(의정부)-건대입구역�구간� 착공과�

1994년� 건대입구역-온수역� 착공을� 시작으로� 경기� 북부지역과� 서울� 강동지역,� 그리

고� 강남의� 동부-서부를�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연장� 계획

이� 발표되어� 2012년� 10월� 27일,� 온수역-부쳥구청역� 구간이� 개통되었으며,� 2014년

에는�석남역(인천광역시�청라지구)까지의�연장구간�공사를�착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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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안양시 - 평촌 신도시

[그림� 15]� 안양시� FLQ� 분석결과

[그림� 16]� 안양시� LQ�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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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그림 9], [그림 10]과 같은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FLQ 분석 결과 중 가장 서쪽에 나타나는 규모

가 작고 선명한 붉은 빛으로 나타난 hot spot은, [그림 10]의 LQ 분석

결과와 원자료 등을 확인해본 결과, 4.2.2. 절의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은 FLQ 분석 상의 오류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제외한다

면, [그림 9]을 통해 나타난 특화 지역은 크게 안양동에 남북으로 위치

한 두 개의 지역, 도시의 남측 경계에 나타난 호계동 지역, 동쪽 경계

부에 나타난 관양동 지역과 마지막으로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동에 위치한 특화지역들과 호계동의 특화지역은 안양시

가 19060-1970년대 서울의 서남권과 수원을 연결하는 경부선철도, 1

번국도 등의 축을 중심으로 선형 발전114)해왔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지

역에 발생한 유흥 특화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도시의 동쪽 경계부

에서 특화지역으로 나타난 지하철 4호선의 인덕원역115) 주변 지역은 

평촌신도시 계획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개발 시기적가 

평촌신도시 건설계획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 때문에 인덕

원역 주변 지역을 신도시 상업지역과 기존도시 지역의 중심지 중 어느 

쪽에 구분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본 연

구에서는 인덕원역 주변지역의 도로망 및 가구 형태가 신도시의 계획 

구조보다는 기존도시의 자연발생적인 형태에 가깝다는 점, ‘인덕원’이라

는 지명이 조선 시대 공무 여행자들의 숙박시설이었던 仁德院으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점116) 등을 확인하여 인덕원역 역세권을 기존도시 지역

으로 분류하였다.

기존 도시 지역에 발생한 특화지역 중에서는 안양동 소재의 특화지

114)� 김진균·권영상,� “신도시� 개발에� 의한� 도시공간의� 구조적� 이분화에� 대한� 연구� -� 안

양시와� 평촌신도시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제� 18권� 제� 19호,�

2002,� pp.� 71

115)� 지하철� 4호선은� 1980년� 2월� 상계-사당� 구간� 착공으로�그� 역사가�시작되었다.� 평

촌신도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이� 속한� 과천선� 구간은�

평촌신도시� 및� 산본신도시를� 서울과� 연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건

설계획과�함께�추진되었다.

116)� 현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인덕원� 일대가� 조선시대부터� 한양과� 영남,�

호남,� 충청� 등� 남부지역을� 연결하는�조선시대� 6대� 대로� 중� 하나였으며,� 해당� 지역에�

내시들이�모여� 살며� 촌락을�이루었었다는�등� 다양한�역사적�기록을�찾을� 수� 있었다.�

(이은식,� 『지명이�품은�한국사』,� 서울:� 타오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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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중 남쪽에 위치한 특화지역(지하철 1호선 명학역 부근)과 도시의 동

쪽의 4호선 인덕원역 주변 상권이 특화규모와 수준에서 두드러지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신도시 지역에는 두 개의 특화지역(좌: 범계역, 우: 

평촌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우측에 위치한 평촌역 주

변 상권이 특화지역 규모와 색상의 선명도 차원에서 더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안양시는 2개의 행정구, 7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0]을 통해 LQ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7개 법정동 중 2개의 법정동이 

1.0 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존 도시 지역인 만안구 

안양동은 LQ 지수가 1.26으로 나타났으며, 신도시 중심상업지역 중 평

촌역 상권이 포함된 동안구 관양동의 LQ 값은 1.97인 것으로 나타났

다. 앞선 단락에서 언급되었던 범계역 주변 상권의 경우 해당 법정구역

의 LQ 값이 1.0 이하로 나타나 특화지역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관양동의 LQ 값이 안양동의 LQ 값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나

는 것만을 가지고 안양시의 신도시 지역이 기존도시지역에 비하여 유

흥 산업에 있어 더 특화되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관양동의 LQ 

지수에는 앞서 기존도시지역의 중심지로 분류하였던 인덕원역 주변 상

권이 포함되어 산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보다 명료한 해석을 위해

서 FLQ 분석 결과를 통해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시가화 면적 대비 특

화지역의 규모를 산출하여 확인해보면, 신도시지역은 시가화 면적의 

21.3%가 유흥특화지역으로 발달한 반면, 기존도시은 시가화 면적의 

15.8%가 특화된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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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도지역�면적 특화�규모 특화�수준

범계역

657,532� m²

⼩ 低

평촌역 ⼤ ⾼

<표� 13>� 평촌�신도시�역세권별�유흥산업�특화�현황

평촌 신도시의 두 역세권은 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 관련 연구에서 

하나의 분석단위로 분석이 시행되기도 한다.117) 실제로 도시계획 용도

지역을 data를 살펴보아도 두 역세권 주변 지역은 합쳐져서 하나의 큰 

중심상업용지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앙의 공공청사부

지와 중앙공원으로 인하여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규모까지도 엄밀하게 좌우 대칭을 이

루지는 않은 채 범계역 주변 상권이 평촌역 주변 상권보다 더 큰 규모

를 차지하고 있다. 본 절의 분석을 통해 안양신도시 역시 앞서서 다룬 

다른 신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신도시 지역이 기존도시 지역에 비하여 

유흥산업에 특화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표 13>에 정리된 결

과를 통해 안양-평촌 신도시의 경우 두 개의 역세권 중에서도 평촌역 

주변 상권이 특화 규모와 수준 양면에서 유흥지구화 되었다고 결론내

릴 수 있었다. 

117)� 임지희� et� al.(2010)은� 수도권� 신도시� 중심상업지들을� 대상으로� 상호� 비교하는�

연구에서� 평촌역의� 두� 역세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분석단위로� 삼아,� 고덕,� 상

계,� 산본,� 영통� 지구� 및� 분당의�서현역�역세권과�비교하였다.� (임지희� et� al,� “수도권�

신도시� 중심상업지의� 획지규모별� 건출물의� 개발특성에� 대한� 연구”,� � 「한국도시설계

학회지」,� 제� 11권�제� 1호,� 2010,� p.� 1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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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군포시 - 산본 신도시

[그림� 17]� 군포시� FLQ� 분석결과

[그림� 18]� 군포시� LQ� 분석결과

산본 신도시는 수도권 1기 신도시들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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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국토교통부가 자체 홈페이지에 ‘제 1기 신도시 건설안내’라는 제

목의 정책 자료에 따르면, 산본신도시의 면적은 4,203,000m²로 평촌

(5,106,000m²)과 중동(5,456,000m²) 신도시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보

다 작은 규모로 개발되었다. 도시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도시 공간 구

조에 있어서도 기타의 신도시들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데, 가장 두드러

진 특징으로는 신도시 지역이 단일 역세권의 공간구조를 갖고 있다.

군포시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한 FLQ 및 LQ 분석을 통해 [그림 

12], [그림 18]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2]을 통해 산

본 신도시 지역내의 중심상업지역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노란빛의 

hot spot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 색상을 통해 유흥특화수준이 높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118) 오히려 기존 군포시 지역에서는 선명한 붉

은 색을 띄는 두 개의 특화지역을 발견할 수 있다. 이중 북쪽에 위치한 

특화지역이 지하철 1·4호선 금정역 주변 상권이며, 우측 하단에 발견되

는 특화지역의 경우 지하철 1호선 군포역 주변 지역이다. 산본 신도시

가 개발되기 이전까지의 군포시는 의왕시와 함께 실질적으로 안양시 

생활권에 포함된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119) 따라서 금정역과 군포역

이라는 경부선 철도 축을 따라 도시 지역이 발달한 것 역시 과거 안양

시의 발전과정과 유사하다. 

LQ 지표상 1.0 이상의 값을 갖는 법정동은 금정동과 산본동 두 개

의 행정구역뿐이었다. 금정동의 LQ 지수는 1.43, 산본동의 LQ 지수가 

1.41로 나타나 유흥수준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군포시의 법정동 경계는 산본 신도시의 계획구역과 잘 부합하지 

않으며, 동시에 안양시의 사례(만안구-기존도시, 동안구-평촌신도시)와 

같이 행정구로 구역이 구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림 18]120)의 

118)� GIS� simbol� 설정을� 통해� Cell의� FLQ� 값이� 1� 이상일� 시� 붉은� 색을� 나타내도록�

설정하였으며,� 그�크기가�증가할수록�선명한�붉은�색을�나타낸다.

119)�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는� 과서� 시흥군의�각� 읍� 소재지였으나,� 시� 승격� 조건을�만

족하여� 차례로� 승격되었다.� 안양시는� 1973년� 읍소재시에서� 시로� 승격하였고,� 군포

시와� 의왕시는� 1989년� 승격되었다.� 그러나� 군포시,� 의왕시는� 1997년까지� 자체적으

로� 도시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안양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등� 본래�

하나의� 도시로� 계획� 관리하고자� 했던�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초

기에는�통합�논의가�이루어지기도�했다.

120)� [그림� 18]은� LQ� 분석의�결과로,� 법정동�단위로�분석이�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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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난해한 부분이 발생한다. 붉은 경계선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산본 신도시의 계획구역은 산본동 뿐만 아니라 금정

동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그림 12]에서 나타난 기존도시 지역 

중 금정역 주변의 유흥 특화지구 역시 금정동 내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산본동 지역까지 침범해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대상지들과 마찬가지로 FLQ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산본 신

도시와 그 외 군포시의 시가화 면적 대비 특화지역의 규모를 산출하여 

확인해보았다. 산본 신도시지역의 경우 시가화 면적의 12.7%가 유흥특

화지역으로 발달한 반면, 기존도시는 시가화 면적의 16.7%가 특화된 

것으로 나타나 이전까지의 신도시들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얻었다.

역세권 용도지역�면적 특화�규모 특화�수준

산본역 103,571� m² ⼩ 低

<표� 14>� 산본�신도시�역세권별�유흥산업�특화�현황

신도시 �계획�인구 개발�면적
상업�및� 업무�

용지� 비율

중동�신도시 16.6만� 명 5,456,000� m² 10.4� %

평촌신도시 16.8만� 명 5,106,000� m² 4.8�%

산본�신도시 16.8만� 명 4,203,000� m² 4.2�%

<표� 15>� 중동,� 평촌,� 산본� 신도시�계획� 규모� 비교

위에 기술한 것과 같이 군포시를 대상으로 한 FLQ 분석결과, 산본 

신도시 지역이 기존 군포시 지역과 비교하여 유흥산업이 특화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

는 다양한 차원의 요소들이 영향을 끼쳤겠으나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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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산본 신도시는 단일 역세권의 도시구조라는 점이다. <표 

12>에 정리된 산본역 중심상업지역의 용도지역 면적을 살펴보면 

103,571m²에 불과해, 그 규모가 다수의 역세권 구조로 이루어진 분

당, 일산 신도시에서 지역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소규모 역

세권과 비슷한 수준이다. 

둘째로 산본 신도시는 수도권 1기 신도시들 가운데 작은 규모로 계

획된 중동, 평촌 신도시와의 비교에서도 전체 개발면적과 상업 및 업무 

용지의 비율이 매우 낮은 도시라는 점이다. <표 15>을 통해 보다 상세

히 살펴보자면, 중동 신도시는 초기 계획 인구를 16.6만 명, 평촌 신도

시의 경우 16.8만 명, 산본 신도시 역시 16.8만 명으로 설정되어 있어 

세 신도시가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상업 및 업무용

지의 비율을 살펴보면, 중동 신도시 10.4%, 평촌 신도시가 4.8%, 산본 

신도시의 경우 4.2%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21) 산본 신도

시의 상업용지 비율이 중동 신도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촌 신도

시와는 비슷한 비율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산본 신도시와 평

촌 신도시의 전체 개발 면적은 큰 차이가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한다면 상업용지 자체의 규모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상 4.2.5. 절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산본 신도시는 도

시의 규모 및 도시계획 및 설계 기법에서 기타 수도권 1기 신도시

과 동일 선상에서 다루기에는 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제 5

장의 연구에서 실증하고자 하는 가설과 도시적 조건이 맞지 않아 

연구의 대상지에서 제외하였다.

121)� 자료출처:� ‘제� 1기� 신도시�건설안내’,� 국토교통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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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역 FLQ� >1� Cell� (개)� 특화지역면적� (m²) 시가화�면적� (m²)
특화지역�

비율� (%)

분당�신도시 815 2,037,500 19,426,680 10.5

기존지역 1,230 3,075,000 31,189,395 9.9

일산�신도시 1,675 4,187,500 11,969,502 35.0

고양시�기존지역 1,493 3,732,500 30,054,682 12.4

중동�신도시 929 2,322,500 5,519,388 42.1

부천시�기존지역 787 1,967,500 25,690,365 7.7

평촌�신도시 377 942,500 4,424,371 21.3

안양시�기존지역 1,037 2,592,500 16,449,319 15.8

산본�신도시 191 477,500 3,750,025 12.7

군포시�기존지역 490 1,225,000 7,258,391 16.9

<표� 16>� 신도시와�기존도시의�유흥특화�수준�

<표 16>는 5개의 대상 도시의 신도시 지역과 기존지역의 유흥 특화

지역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앞선 논의를 통해 설정한 조작적 정

의에 따라 각 신도시 지역과 기존지역의 시가화 지역 중 4.2. 절의 

FLQ 분석 결과가 1 이상의 값을 갖는 Cell 개수를 산출하였다. 이에 

본 분석에서 설정한 Cell size 인 50m*50m를 곱하여 각 지역의 유흥

특화지역 규모를 파악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유흥특화지역면적을 5개 

도시에 대하여 신도시 지역과 기존도시 지역 각각의 시가화 면적에 대

한 비율로 비교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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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첫째, 신도시 지역은 기존도시 지역에 비하여 시가화 면적 중 상업

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의 대상지로 삼은 5개 도

시들 모두에서 신도시 지역의 상업용지비율이 기존도시 지역의 상업용

지비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수도권 1기 신도시 지역들은 

시가화 면적의 15-20% 수준이 상업용지로 배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만 산본 신도시만 7% 수준에 머물러 기타 신도시 지역들과 크

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기존도시 지역의 경우 

시가화 면적의 5-10% 수준이 상업용지로 배분되어 있어 신도시 지역

의 지표와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가화 면적 대비 유흥특화지역의 비율은 군포시 - 산본 신도

시를 제외한 대상지 전반에서 신도시 지역이 기존도시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남시 - 분당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지역의 

10.5%, 기존도시 지역의 9.9%가 유흥특화지역으로 발전하였는데, 신도

시 지역의 10.5% 라는 수치는 기타 신도시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타난 배경에는 신도시 지역에 포함된 

판교 신도시 지역이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판교 신도시는 수

도권 2기 신도시 중 하나로, 최근에 개발이 진행 되고 있어 시가화 면

적상에는 집계가 되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용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대규모 업무시설용지들은 계획 단계서부터 입주

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1기 신도시 개발 당시 경험했던 실패를 답습하

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군포시 - 산본 신도시의 경우 신

도시 지역이 12.7%, 기존도시 지역이 16.9%의 비율을 보여 기타 신도

시들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군포시의 안양시에 대한 의존

도, 산본 신도시의 낮게 설정된 상업용지 비율과 단일 역세권으로 형성

된 도시 공간구조 등이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예상된다.

셋째, 4.2.1. 절로부터 4.2.4. 절까지의 분석과정을 통해 다수의 

역세권 구조로 이루어진 신도시의 경우 특정 역세권은 유흥산업특

화지구로 발전하는 한편, 다른 역세권은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신도시 지역이 균질하게 높은 유흥산업 밀도를 보이

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역세권 중 특정 상권만이 유흥특화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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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한다는 것이다. 

넷째, 4.2. 절의 분석 전반의 과정을 통해 신도시 내 역세권들 중 

유흥특화 규모와 수준이 높게 나타나 유흥지구로 발전하였다고 주

장할 수 있는 중심지들이 공유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도시계획구역에 있어 두 개의 역세권이 합쳐져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설정된 지역들의 경우, 그중 한쪽이 유흥지구화 되는 경향을 보였

다. 토지이용 상의 계획구역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역세권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 그 중 하나의 역세권이 유흥특화 규모 및 수준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도시의 생활권을 분리하고 남-북 축을 따라 6

개의 역세권 중심지를 설계하여 각 중심지가 생활권의 상업수요에 대

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현-수내-정자역 구간은 상호 역간 거리가 

짧은 편이며, 이 지역이 도시 전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중 정자

역 부근이 유흥특화지구로 개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산 신도시

와 중동 신도시의 경우 다수의 역세권이 상호 연담화하는 과정을 보이

고는 있으나, 그중에서도 일산의 경우 도심지역인 정발산역과의 역간 

거리가 짧은 마두역 상권이, 중동의 경우 7호선 지하철이 지나는 도시

의 중심부 중에서 신중동역 주변 상권의 유흥특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촌 신도시 경우 신도시 내 두 개의 역세권이 하나의 용도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중 범계역 상권은 근린시설 위주로 개

발된 반면 평촌역 상권은 유흥특화지구로 발전한 것을 확인하였다. 4.2

절의 도시별 분석의 결과로 나타난 역세권별 유흥특화지역의 규모 및 

수준을 한데 정리하면 다음의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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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역세권 역간�거리 용도지역�면적 특화�규모 특화�수준

분당

야탑역 3.1� km 201,490� m² ⼤ ⾼

서현역 1.1� km 406,385� m² ⼤ 低

수내역 1.6� km 26,314� m² ⼩ 低

정자역 1.8� km

945,863� m²

⼤ ⾼

미금역 1.1� km ⼩ 低

오리역 - 405,327� m² ⼤ 低

일산

대화역 1.4� km 126,369� m² ⼩ 低

주엽역 1.6� km 118,320� m² ⼤ ⾼

정발산역 0.9� km 791,157� m² ⼩ 低

마두역 1.4� km 109,354� m² ⼤ ⾼

백석역 - 555,265� m² ⼤ ⾼

중동

상동역 0.9� km 394,961� m² ⼤ ⾼

부천시청역 1.1� km

930,162� m²

⼩ 低

신중동역 - ⼤ ⾼

송내역 타�노선 203,822� m² ⼤ 低

평촌

범계역 1.3� km

657,532� m²

⼩ 低

평촌역 - ⼤ ⾼

산본 산본역 단일�역세권 103,571� m² ⼩ 低

<표� 17>� 신도시�역세권별�유흥특화�규모�및�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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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에서는 위와 같은 제 4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도시 

역세권 중 유흥특화지구로 발달하는 역세권의 특징에 대하여 분석

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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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도시 유흥특화지구의 특징 분석

제� 5� 장에서는� 제� 4장의� 분석결과에� 따라� 기존도시지역보다� 유흥산업에� 특화

된� 것으로� 나타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유흥

지구화� 된� 중심지를� 특정하고,� 이러한� 중심지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단위는� 4개의�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의� 역세권� 중심지로� 하였다.� 5.1.� 절에서는�

신도시�중심� 상권의�개발과정을�추적하여�유흥지구화�된�중심지들의�특성을�도

출하였다.� 5.2.� 절에서는� 물리적� 환경에서의� 특징을� 찾아내고자� 하였으며,� 특

히� 각� 역세권의�필지규모�분포에�집중하였다.�

5.1. 역세권 개발순서와 유흥밀도의 관계

수도권 1기 신도시의 택지개발사업절차는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발계획승인

(건설부장관)

실시계획승인

(건설부장관)

최종�

개발계획�및�

실시계획승인

(건설부장관)

사업준공

(사업자)

사업준공보고

(건설부장관)

사업완료�

신고

(지적과)

환지등기신청

(등기소)

소유권�이전

(토지매수자)

[그림� 19]� 신도시개발사업�준공�절차�

출처� :� 한국토지공사(1997),� 『일산신도시�개발사』,� p.�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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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승인 조성공사착수 택지공급승인

택지공급실행

[그림� 20]� 택지공급절차�

출처� :� 한국토지공사(1997),� 『일산신도시�개발사』,� p.� 612

택지개발 사업자는122) 절차에 따라 계획구역을 확정한 이후 개발계

획과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사업을 시행, 토지를 민간에 매각한다. 민

간 사업자는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

은 이후 개별 건축물 개발을 진행한다. 

택지의 공급방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분인지 유상공급분인

지, 어떤 용도의 택지인지에 따라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중심상업 및 일반상업용지는 감정평가액 이상에서 경쟁입찰 의한 공급 

방식을 표준으로 취하고 있다.123)

본 절에서는 다수의 역세권 중심지 구조를 갖는 수도권 1기 신도시

들에서 중심지들이 상호 경쟁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경쟁에서 승리하여 

우선 개발된 역세권은 보다 일반적 수요를 갖는 근린시설 위주의 개발

이, 도태된 중심지들은 제한적 수요를 갖는 유흥시설 위주의 개발이 이

루어진다는 가설 하에서 역세권의 개발순서와 유흥밀도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만일 역세권 상업용지별로 택지공급시기가 크게 

차이가 난다면, 이는 본 연구의 가설이 전제하고 있는 후순위로 개발되

는 중심지는 경쟁에서 도태된 상권이라는 명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122)� 택지개발의�사업자는�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각�지역자치단체로�한정된다.

123)� 한국토지공사(1997),� 『일산신도시�개발사』,� p.�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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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각 신도시의 중심상업 및 일반상업용지의 택

지공급승인에 관한 기록을 확인해보았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총 2차례

에 거쳐 상업용지가 공급되었으며, 1차 공급 공고는 1990. 11. 13 일

자로, 2차 공급 공고는 1991. 10. 15 일자로 진행되었다.124) 따라서 각 

상권의 필지들은 민간에 공급된 시기에 있어 최대 11개월의 시간적 편

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1991. 12. 10. 기준 

상업용지 공급을 공고하였으며, 당시 총 12필지만이 낙찰되는 분위기 

속에서 1992. 1. 10. 재분양공고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실적이 부진

하자 1992. 1. 29. 이후로는 수의계약을 통해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방

식을 취했다.125) 따라서 일산신도시의 경우 모든 역세권 상업용지가 시

간적 편차 없이 민간에 공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평촌신도시의 경

우 1990. 4. 17. 일자로 용지공급이 승인되었고, 1990. 10. 17.에 1차 

변경승인이, 1993. 2. 19.에 2차 변경승인이 이루어졌다.126) 다만 1·2

차 변경승인 내용을 확인한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범계역 및 평

촌역 역세권 상업용지와는 관련이 없었으며, 따라서 평촌신도시 사례역

시 신도시내 역세권들이 시간적 편차 없이 민간에 공급되었다고 이야

기할 수 있다. 중동신도시의 경우 위 3개 신도시와 같이 정확한 공급 

일자를 파악할 수 가 없었다.127) 다만 배후의 공동주택단지 사용승인일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본 결과 부천시청, 신중동, 송내역 주변 상권의 

필지 공급 시기와 상동역 주변 필지의 공급 시기는 차이가 있을 것이

라고 추정할 수 있다. 중동신도시 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주

택들의 경우 1993년에서 1996년 사이에 사용승인을 득하였는데, 상동

역과 함께 개발이 이루어진 배후 아파트단지의 경우 모두 2002년 이후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 조사를 실시

124)� 한국토지공사(1997),� 『분당신도시�개발사』,� p.� 708

125)� 한국토지공사(1997),� 『일산신도시�개발사』,� p.� 645

126)� 한국토지공사(1997),� 『평촌신도시�개발사』,� p.� 480

127)� 분당·일산·평촌� 신도시의� 경우� 한국토지공사에서� 단독으로� 개발사업을�진행하였기�

때문에,� 사업이�완료된� 이후� 한국토지공사�출판부에서� 『00신도시� 개발사』� 라는� 제목

으로� 정리한� 기록물이� 존재한다.� 그러나� 3개의� 주체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 부천시�

중동� 신도시의� 경우� 위� 3개� 신도시에� 상응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

동� 신도시의� 경우� 상권의� 배후� 공동주택단지의� 사용승인일자를� 기준으로� 추정해볼�

수� 있을� 뿐이었다.� 추가적으로,� 『분당신도시� 개발사』� 통해서도� 1차� 공급과� 2차� 공급

을� 통해� 민간에� 공급된� 택지들이� 각기� 어떤� 상권의� 택지인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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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상동역 주변 상업용지에서 처음으로 건축물 개발이 이루어진 

것 역시 2002년 이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동신도시의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4개의 역세권 중심지 중 상동역 주변 상권의 필

지 공급 시기가 기타 역세권 중심지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차이를 보이

고 있음을 염두 할 필요가 있다.

5.1.1. 분당 신도시

분당 신도시는 수도권 1기 신도시들 중 규모가 가장 큰 신도시로써 

6개의 역세권 중심지를 가지고 있다. 신도시의 남북을 관통하는 수도권 

지하철 분당선은 총 7개의 신도시 내 정거장에서 정차하지만, 이 중 이

매역은 본래 신도시 계획 당시에도 역 주변에 중심상권을 계획하지 않

았으며, 현재로서는 서쪽으로 제 2기 신도시인 판교가 개발되어 향후에

도 역세권 중심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분당의 신도시 계획을 살펴보면 탄천이 도시의 남-북 축을 따라 흐

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향으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와 수도

권 지하철 분당선이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6개의 역세권 중심지가 계

획되어 있는데, 단일 역세권 규모는 야탑역이 가장 크다. 그러나 분당 

신도시 도심 역할을 하는 중심지는 서현-수내-정자 지구라 할 수 있

다. 이 3개 역세권은 도시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역

간의 거리도 짧게 설계되어 도시 내에서 가장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미금역과 오리역의 경우 다른 상권들에 비

해서 규모도 작고 도시 전체의 중심지로써 기능하기 보다는 생활권 중

심지로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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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분당� 신도시�역세권�건축물의�유흥시설�연면적�비율

(왼쪽�위부터�야탑-서현-수내-정자-미금-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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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필지�갯수 건축물�동수
대지면적�

(m²)

총연면적

(m²)

유흥업소�

연면적� (m²)

숙박업소�

연면적� (m²)

비율�

(%)

야탑 75� 59� 109,180.80� 766,111.15� 6,712.74� 5,943.58� 1.7%

서현 62� 53� 87,048.40� 619,367.85� 4,068.08� 6,920.27� 1.8%

수내 63� 51� 68,586.80� 536,398.43� 1,212.53� 0.00� 0.2%

정자 70� 50� 68,318.50� 615,333.33� 4,852.01� 10,013.05� 2.4%

미금 39� 28� 65,166.90� 499,108.35� 845.18� 0.00� 0.2%

오리 21� 17� 19,134.60� 100,408.20� 1560.40� 1560.40� 1.6%

<표� 18>� 분당신도시�역세권별�개발�규모� 및� 유흥산업�규모�

[그림 21]은 각각의 역세권의 현재 개발된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중

에서 유흥 및 숙박업소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비율을 시각화하여 분

석한 내용이다. 이는 본 5.1. 절을 관통하여 각 신도시별로 수행되었다. 

범례에서 비율이 낮아 푸른 계통으로 표현된 구간은 0-2.5%, 2.5-5%

로 세분하고 비율이 높아질수록 크게 구간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경기도 전 지역 건축물에 대하여 총 연면적 대비 유흥 및 

숙박 시설의 연멱적의 비율을 산출해본 결과 3%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를 기준점으로 삼고 그 주변 비율은 세분화하여 표현하였

고, 그 이상은 보다 넓은 범위를 하나의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표 18>을 통해는 각 역세권 중심지의 규모와 개발 현황, 해당 역

세권에 위치한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의 바닥면적, 그리고 역세권의 전

체 바닥면적 중 유흥 및 숙박업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정리하였다. 

이 또한 5.1. 절을 관통하여 각 신도시 별로 수행하였다.

제시된 분석과 정리된 표를 작성한 이유는 신도시 내 역세권들 중 

유흥지구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역세권을 특정하기 위해서이다. [그

림 21]의 분석결과 나타나듯, 6개의 역세권 중 정자역 주변 건축물들에 

가장 높은 비율로 유흥 및 숙박 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특히 정자역 주

변상권에서는 간선도로와 직면하지 않고 내부에 위치한 소규모 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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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들이 높은 비율로 유흥 및 숙박업에 연면적을 할당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18>를 통해서도 보다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보자면, 

정자역 주변 상권의 총 바닥면적 중 2.4%가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에 

할당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계획 당시 정자역 주변은 상

당히 대규모의 업무용지 및 중심상업용지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용지들에 대한 수요는 기대보다 부족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업용

지 장기 미매각 사태128)를 경험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정자역 주변 필지

는 분당 신도시 내에서 가장 늦게 개발된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바탕에서, 분당의 중심상업용지가 시장에 공급되고 

토지가 매각되어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4년에서부터 현재에 이

르기까지 약 20년 기간의 역세권 개발 역사를 2년 단위로 끊어 종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분석 결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표 19>와 같

은 정리 방법을 고안하였다. 기술통계에서 전체 data의 개략적 분포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Box Plot 기법을 차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된 각 역세권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자에 대하여 Box Plot과 

같이 표현하였다. 각 역세권별 Box의 위치를 통해서는 해당 역세권의 

개발이 주로 이루어진 시기를 파악할 수 있으며, Box의 크기는 개발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각 역세권의 Box Plot을 비교함으로써, 신도시 내에서의 개발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128)� 최막중·박영규.(1999),� 전의� 책,�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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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야탑 서현 수내 정자 미금 오리

1994

1996

1998

2000

2002

<표� 19>� 분당신도시�역세권별�개발속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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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6

2008

20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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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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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 서현 수내 정자 미금 오리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표� 20>� 분당�신도시�역세권별�개발�시기� Box�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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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로 정리된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면, 1994~1998년에 이르기

까지 개발의 초창기 때는 야탑역과 서현역의 개발 속도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정자역과 오리역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오리역의 경우 

1997년 주변 업무지구에 대한주택공사(現 LH) 오리사옥이 건설되어 

입주한 것을 계기로 주변 상권이 개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

자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야 몇몇 필지들이 개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배후 주거지의 규모에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분당신도시의 배치계획을 살펴보면 야탑역이 가장 많은 배후 인구

를 갖고 있으며, 기타 지하철 역세권들은 모두 해당 지하철역의 배

후단지라고 할 만한 주거지를 확보하고 있으나 정자역의 경우 이러

한 배후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에 이르면, 야탑역의 경우 시외버스터미널이 영업을 시작하

면서 대부분의 필지가 개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시기 서현, 수내, 

미금, 오리역 역시 대부분의 필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중심지 개발이 완

성기에 다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자역 만은 현재는 SK 

하이닉스 건물이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역과 연계되어 있는 대규모 필

지가 아직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난다. 또한 그 외의 소형

필지들도 여전히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초기에 

개발되지 않은 소형필지들에 대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추적해 살펴본 

결과, 이들 필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하나 둘씩 개발되기 시작하였으

며 2014년에 이르기까지 개발과 동시에 유흥업소가 입지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을 건축물대장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표 2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Box의 시작

점은 사용승인일자를 기준 사분위수의 위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Box의 

시작점을 상호 비교해보면 해당 신도시 역세권들 중 어떠한 지역이 우

선 개발되었고, 나중에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20>를 통해 각 역세권의 Box의 시작 위치를 살펴보면 수내역과 정자

역이 타 역세권들에 비해 아래쪽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수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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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의 시작점이 늦기는 하지만, Box의 길이가 짧다는 점에서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정자역의 경우 최초의 개발 

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Box가 시작하는 점까지의 길이도 가장 길뿐

만 아니라, Box 자체도 긴 편이어서 해당 상권의 개발 자체가 활발하

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표 18>과 <표 20>의 분

석결과를 통해 정자역 주변 상권이 분당 신도시 내 여러 역세권 중심

지들 간의 경쟁상황에서 도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 5.1.1. 절의 분당신도시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정자역이 가

장 후순위로 개발됨과 동시에 기타 역세권들에 비하여 가장 높은 

비율의 연면적이 유흥 및 숙박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본 절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인 ‘신도시 내에서 개발순서에 밀린 역

세권이 유흥지구로 발전할 것이다.’ 가 합리적 추론임을 밝힐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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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일산 신도시

일산 신도시는 분당 신도시와 함께 대규모로 계획된 신도시이다. 일

산 신도시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장방형의 형태로 설계되었는데, 도시

의 중심부로는 지하철 3호선이 관통하고 있으며 신도시 지역의 북단을 

따라서는 경의중앙선이 지나고 있다. 일산 신도시와 접한 경의선 역사 

중 대표적 역사인 일산역의 경우 경의선 개통과 함께 1906년부터 운영

되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의 경의선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써 기능하였으며 현재와 같이 경전철화 되어 운영되지 않

았다는 점으로부터, 신도시의 발전 과정에서 경의중앙선의 역사 주변지

역이 지하철 역세권과 같이 기능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의중앙선 정차역 주변부는 본 연구의 대상지로 삼지 않았

다.

신도시 건설 이후 시간이 흘러 역사적 판단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분당 신도시의 계획과 일산 신도시의 계획 방식 및 언어는 상당히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산 신도시의 계획에서는 평등한 공간의 

구현129)을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동시에 도시 지역 중심에 위치

한 정발산을 보존하며 개발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장방형의 도

시에서 중심부는 정발산 공원 및 일산 호수 공원을 통해 대규모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두 녹지 공간 사이를 도심부 중심상업 및 

업무공간으로 설계하였다. 따라서 정발산역과 연계된 중심상업지역은 

도시 전체의 중심상업 공간으로써, 각기 2003년, 2007년 개장한 라페

스타, 웨스턴돔과 같은 대형 복합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이에 반

하여 대화, 주엽, 마두, 백석역 주변 상권은 토지이용 상으로도 일반상

업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규모적 측면에서도 상호간에는 비교가 가

능하지만 정발산역 역세권과는 같은 평면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29)� 도시의� 전� 지역에서�균등한�도심� 접근성을�실현하기�위한� 노력이� 다수의�일산� 신

도시�계획� 관련�문헌을�통해�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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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일산� 신도시�역세권�건축물의�유흥시설�연면적�비율

(왼쪽�위부터�대화-주엽-정발산-마두-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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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필지�갯수 건축물�동수
대지면적�

(m²)

총연면적

(m²)

유흥업소�

연면적� (m²)

숙박업소�

연면적� (m²)

비율�

(%)

대화 48 41 49,993.80� 270,997.12� 482.58� 20,841.70� 7.9%

주엽 54 48 75,993.00� 450,739.52� 2,355.07� 2,290.14� 1.0%

정발산 104 62 212,681.80� 836,486.63� 1,239.12� 1,928.98� 0.4%

마두 56 45 70,342.10� 410,842.20� 4,267.55� 4,700.11� 2.2%

백석 52 45 59,680.20� 280,270.07� 3,795.70� 26,443.72� 10.8%

<표� 21>� 일산신도시�역세권별�개발�규모� 및� 유흥산업�규모�

<표 21>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바는 일산의 역세권 중심지 중 도

시의 양단에 위치한 대화역과 백석역 주변 상권이 유흥지구화 되었다

는 점이다. 두 역세권의 바닥 면적중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에 할당 되

어 있는 비율은 각기 7.9%와 10.8%로, 기준점으로 삼을만한 경기도 

전 지역의 수치인 3% 수준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값을 보였다. 

[그림 22]을 통해서도 대화역과 백석역 주변 상권에는 바닥면적의 

30% 이상이 유흥 및 숙박업소로 사용되고 있는 개별 건축물이 다수 

발견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주로 간선도로와 직접 면하지 않은 소

규모 필지들 중 합필개발이 아닌 개별필지 단위로 개발이 이루어진 건

축물들에서 주로 높은 비율의 바닥 면적이 유흥 및 숙박업으로 사용되

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분당의 정자역에서 발견되는 현상

과도 일맥상통하였다.

이러한 이해의 바탕에서, 일산 신도시의 중심상업용지가 시장에 

공급되고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4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약 20년 기간에 대해서 2년 단위의 종단면 분석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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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대화 주엽 정발산 마두 백석

1994

1996

1998

<표� 22>� 일산신도시�역세권별�개발속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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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2

20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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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10

20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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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주엽 정발산 마두 백석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표� 23>� 일산�신도시�역세권별�개발�시기� Box�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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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면분석의 결과를 해석해보자면, 주엽역과 마두역의 경우 1994

년부터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1996~1998년에 이르면 상당히 많

은 필지들의 개발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같은 시기 대

화역, 정발산역, 백석역의 경우 거의 개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3개의 역세권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02~2004년에 이르러서야 역세권 대부분의 

필지가 개발되어 중심지로서의 골격을 갖춰나가며 2010년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개발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산 신도시의 배치계획에서 그 원인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일

산 신도시의 배치계획을 확인해보면, 초기에 개발이 이루어진 주엽역과 

마두역 상권의 배후지는 남북으로 모두 공동주택단지로 설계가 되어 

있는 반면 대화역과 정발산역, 백석역의 배후지는 단독주택지로 배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발산역을 제외한 대화, 주엽, 마두, 백

석역 상권의 배후지들이 공간적으로 비슷한 면적이라 할지라도 그 배

후인구규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대형 건

설사에 의하여 일괄 개발 분양되는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필지단위로 개인이 건축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유

입되는 기간 역시 공동주택단지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면, 단독주택단지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

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역세권의 배후 인구의 규모와 그 유입 

속도를 정확히 추정하지 못하였으나, 각 역세권 배후지의 도시계획 및 

설계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만으로도 전술한 바와 같은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분당 신도시 사례와 다소 차이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당

에서 가장 높은 유흥비율을 보인 정자역의 경우 해당 역세권만을 

따로 떼어 놓고 관찰하여도 모텔 등으로 개발되는 소형필지들이 역

세권 개발과정에 있어 후순위로 개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일산 신도시에서 유흥지구로 발전한 대화역 및 백석역 부근은 해당 

역세권의 개발 초기인 2000년대 초부터 도리어 이러한 소규모 필지

들에 모텔들이 먼저 개발되어 해당지역의 개발 양상을 주도하는 모



- 119 -

습을 보이고 있다.

<표 23>를 통해서는 종단면 분석을 통해 초기 개발 속도는 부진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지구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정발산역 

주변 상권이 개발의 시작 시점은 다섯 개 역세권들 중 대화역과 함께 

가장 늦게 시작되지만, 도리어 마지막으로 개발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날짜가 2009년으로 나타나 지역 상권 개발이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0>의 정리된 결과 유흥지구화 되었다고 판정할 수 있는 두 개

의 역세권 대화역과 백석역의 Box Plot은 기타 역세권들과의 비교해서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화역과 백석역 간의 비교에 

있어서도 Box의 시작점은 같으나 중위값과 Box가 끝나는 시점이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나, 개발 순서에 있어 최하위였다고 말할 수 있는 백

석역의 유흥산업 면적 비율이 10.8%로 차순위로 나타난 대화역의 

7.9%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일산 신도시 사례분석을 통해서도 본 5.1. 절이 주장하는 바대

로, 개발 순서에서 밀린 대화역 및 백석역 주변 상권에서 높은 비율의 

연면적이 유흥산업에 할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개발시작

시점이 늦은 편이긴 하지만 상당히 짧은 기간에 걸쳐 속도감 있게 개

발되었으며,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로 신도시 전체를 배후지로 

삼는 고차 중심 상업이 입지하는 정발산역 상권의 경우 유흥지구화 되

지는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130) 

130)� 이는� 일정부분� 도시계획� 및� 설계� 차원에서� 유도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정발

산역� 주변지역은� 개발계획� 발표� 당시� 토지이용계획� 상� 업무용지로� 설정되어� 용동지

역�상� 상당히�큰� 규모의�중심상업지역으로�설계되어�있으며,� 따라서�해당� 지역의�개

별� 필지들� 역시� 대규모로� 배분되어� 유흥� 및� 숙박업이� 개발될� 여건이� 아니었다고� 말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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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중동 신도시

중동 신도시는 계획 규모에 있어 앞선 두 개의 신도시와는 차이를 

보인다. 중동 신도시는 평촌 및 산본 신도시와 비견할 규모로 계획 되

었으며, 국토교통부의 과거 정책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세 개 신

도시의 주요 기능은 대단위 택지조성을 통한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와 

쾌적하고 계획적인 신시가지 조성에 있었다. 이는 앞선 두 신도시를 각

각 분당 신도시의 경우 미래지향적 정보산업기능 부여 및 생활시설 첨

단화를 통해, 일산 신도시에는 평화통일, 국제업무, 문화·예술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차별성 있는 도시적 기능과 성격을 갖게 하고자 했던 점

과 대조를 이룬다. 중동 신도시가 개발된 부천시는 서울특별시와 인천

광역시라는 수도권 지역 두 거대도시가 연결되는 축선 상에 위치한다. 

그러나 중동 신도시 개발 이전에는 이러한 지리적 잠재력을 효과적으

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중동 신도시 건설은 이러한 배경에서 

해당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 서울과 인천 양측을 활용할 수 있는 

배후 주거지를 만들고 부천시의 기존 도시 공간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

는 시도였다고 읽을 수 있다.

중동 신도시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중간지대에 입지하기 때

문에 태생적으로 이 두 도시를 연결하는 방향인 동서 축이 발달해 있

다. 중동신도시 계획 구역의 북쪽 경계로는 경인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

으며, 남측 경계로는 경인 철도가 지난다. 신도시 계획 과정에서 중심

상업지역을 설정하는데도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

인다. 4.2.3. 절을 통해 설명하였듯 중동신도시는 기타 수도권 1기 신

도시와는 중심지 개발 방식에 있어 차이점을 보인다. 개발 시점부터 역

세권 단위로 지하철역의 위치와 연계하여 상업지역이 배분된 것이 아

니라, 신도시 지역의 중심부에 동서 축을 따라 거대한 중심 및 일반상

업지역이 설정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신도시 계획구역 남단 지하철 1

호선 송내역 주변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배분하였다.131) 

131)� 도시의� 중심부를� 관통하는�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축은� 하나의� 상권으로�인식되거

나� 연계하여� 개발되기에는� 너무� 거대한� 규모이기에� 권역별로� 시차를� 두고� 개발되었

다.� 또한� 상권� 개발� 방식에�있어�도시�중심부�상업축의�경우� 상권� 개발� 이후� 시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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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중동� 신도시�역세권�건축물의�유흥시설�연면적�비율

(왼쪽�위부터�상동-부천시청-신중동-송내)�

역세권 필지�갯수 건축물�동수
대지면적�

(m²)

총연면적

(m²)

유흥업소�

연면적� (m²)

숙박업소�

연면적� (m²)

비율�

(%)

상동 100� 81� 95,745.5� 741,305.53� 16,823.90� 29,267.39� 6.2%

부천
시청

43� 40� 36,343.90� 255,023.47� 3,707.69� 0.00� 1.5%

신중동 190� � 174� �136,760.60� �984,731.76� � 22,385.63� � 1,993.39� � 2.5%

송내 64� 56� 55,568.10� 331,578.38� 4,486.30� 5,169.22� 2.9%

<표� 24>� 중동신도시�역세권별�개발�규모� 및� 유흥산업�규모�

두고�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었으며,� 지하철� 1호선� 송내역� 주변� 상권� 개발의� 경우�

이미� 1974년부터� 운영되었던� 송내역� 주변을� 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기타�수도권� 1기�신도시의�역세권�중심지의�개발�방식과는�차이를�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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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4장에서 상세히 설명한 대로 중동 신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

여 타 신도시 역세권과 동일선상에서 비교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마련된 기준에 따라 각 역세권의 개발 규모와 그중 유흥업소 및 숙박

업소가 차지하고 있는 연면적을 비교해본 결과 위의 <표 24>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24>의 결과를 통해, 중동 신도시의 역세권 중심지 

중 상동역 주변 상권이 경기도 전체 지역의 평균인 3%보다 높은 수준

의 바닥면적이 유흥 및 숙박업소에 배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

동역의 경우 전체 바닥면적의 6.2%가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로 활용되

고 있어 기타 3개의 역세권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은 개별 건축물을 분석 단위로 하여, 바닥면적 중 유흥 및 

숙박업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중동 신도시의 

4개의 역세권 중 바닥면적의 30% 이상이 유흥 및 숙박업소로 사용되

고 있는 개별 건축물의 출현빈도 역시 상동역 주변이 9개로 가장 많았

다. 역세권의 건축물 동수를 통해 그 상권의 규모를 고려하여도 상동역 

주변은 10개 중 1개의 건물에서 바닥면적의 30% 이상이 유흥산업에 

할당 된 것으로 나타나, 그 다음을 따르는 송내역 상권의 건축물의 5% 

수준만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인지한 상태에서 중동 신도시의 중심상업용지 

개발이 이루어진 20년의 기간 즉, 1994년에서부터 2014년까지를 2

년 단위의 끊어 종단면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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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상동 부천시청 신중동 송내

1994

1996

1998

<표� 25>� 중동신도시�역세권별�개발속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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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2

20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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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10

20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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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부천시청 신중동 송내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표� 26>� 분당� 신도시�역세권별�개발�시기� Box�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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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신도시의 종단면 분석결과에서는 송내역 상권의 초기 개발 속

도가 두드러진다. 상업용지 공급과 동시에 활발하게 개발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이미 개발이 거의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못

지않게 신중동역 주변 상권 역시 1990년대부터 보행자 전용로 주변 필

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개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청역 주

변의 경우 현시점에서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으로 개발된 주요 대형 필

지들이 각각 2002년과 2004년이라는 비교적 늦은 시점에 개발되었으

나 보행자가로와 면한 필지들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2002년에 이

르기까지 꾸준하게 개발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앞선 분

석 결과 유흥지구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 상동역 주변상권의 경우 

2000년까지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전무할 정도로 신도시 내 개

발순서에서 후순위로 취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동 신도시 네 개의 역세권 중 유흥지구화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

는 중심지는 상동역 주변지역이 유일했다. <표 26>의 결과는 본 연구

의 가설인 ‘개발 순위에서 밀린 역세권은 유흥지구화 되어 개발이 이루

어진다.’가 사실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고 있다. 특히 중동 신도시

에서 상동지구는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 계획 최초 발표 당시에는 신

도시 계획구역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지역이다. 그러나 차후 계획

에 의하여 연계 개발되었는데, 그에 따라 배후의 공동주거단지의 입주 

역시 상동역 주변 지역이 기타 중동 신도시의 역세권 배후지역보다 늦

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배후지가 늦게 개발됨에 따라서 상권의 개발 

역시 그 시작시기 자체가 타 역세권들과 비교하여 매우 늦은 것을 <표 

26>의 Box Plo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표 26>의 결과는 과거 신도시 상업용지 미매각 사태에 대

하여 수행되었던 연구들 중 손진수(1997)132) 등에 의해서 제안되었던 

해법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보다 집중하여 살펴볼 가치가 있다. 

손진수는 자신의 연구에서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의 장기 미매각 사태의 

원인으로 대량의 필지가 동시에 시장에 나오는 것을 지적하며 배후지 

132)� 손진수,� “신탁방식을� 통한� 미매각토지의� 해소방안� 연구”,�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지� 「국토계획」,� 제� 32권�제� 5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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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시점에 맞춰 상업용지를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방법을 제

안한바 있다. 그러나 <표 24>와 <표 26>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것과 

같이, 배후 주거단지의 개발과 해당 상권의 개발 시차가 비슷할 지라도 

신도시 내 역세권들 간의 개발순서 차원에서 후순위로 개발이 이루어

진 상동역 상권은 유흥지구화 되었다. 이는 공급시기의 조절보다는 공

급량의 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만으로 이러한 내용을 확정하여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들 중 중동 신도시는 유일하게 다수의 시행주체

에 의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으며,133) 중심지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기타 

신도시들이 신도시 개발에 발맞추어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T.O.D 방식

으로 개발된 반면 중동 신도시는 그렇지 못했다. 지하철이 중심지 개발

과 상당한 시간적 격차를 두고 개통되었으며, 상동역, 부천시청역, 신중

동역이 지나는 노선을 따라서는 거대한 선형의 중심 및 일반 상업지역

이 연속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동 신도시의 중심지를 기타 수

도권 신도시 중심 상권과 동일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신중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기인하는 오차를 배제하기 위하

여 최대한 신중하게 지하철역 주변 상권을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

였다. 그 결과 중동 신도시의 사례를 통해서도 본 연구가 가설로 삼는 

바대로, 개발 순위에서 밀린 상동역 주변 상권에서 높은 비율의 바닥면

적이 유흥산업에 의해 사용되어 유흥지구로 발전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3)� 분당,� 일산,� 평촌� 신도시의�경우� 토지공사� 단독� 시행,� 산본� 신도시는�주택공사�단

독� 시행이지만� 중동� 신도시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부천시� 3개� 주체가� 공동� 시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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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평촌 신도시

평촌 신도시는 행정체계 상 안양시에 편입되어 있는 신도시이다. 

안양시는 서울의 서남권역과 경기도 남부지역 최대 규모의 도시라 

할 수 있는 수원시를 연결하는 경수대로(1번 국도) 및 경부선 철도

의 서쪽 편을 따라 선형으로 발전해온 도시이다. 평촌 신도시는 경

수대로를 경계로 삼아 기존 도시의 남동쪽 일대에 계획되었다. 철도 

교통으로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을 통해 과천-사당과 연결된다. 지

하철 4호선은 사당에서 과천을 지나 평촌 신도시 권역에서는 인덕

원-평촌-범계역에서 정차하며, 산본 신도시와 교통한다. 본 연구에

서는 4.2.4. 절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라 인덕원역 주변 상권은 신도

시 역세권이라 판단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본 절에서 연구의 대상으

로 삼는 것은 범계역 주변 상권과 평촌역 주변 상권이다.

평촌 신도시는 내부적으로 엄밀한 좌우 대칭의 공간구조를 갖는

다. 그 주변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서 토지이용을 살펴보아도, 초기 

신도시 계획 구역의 동·서측 경계 지역은 모두 일반공업지역으로 설

정되어 있어 역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일반공업지역 너머에는 범계역이 위치한 신도시 서쪽은 안양시

가 위치하고 있으나 평촌역이 위치한 신도시 동쪽으로는 개발제한

구역과 맞닿아 있다. 안양시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범계역과 평촌

역은 하나의 중심상업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동서로 연걸

하는 보행전용 공간도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1.2km에 이르는 이 

보행축은 중간에 간선도로망에 의하여 두 차례 단절되며 이에 따라 

크게 3개의 블록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가장 서쪽 블록이 범계역 상

권이며 동쪽 블록을 평촌역 상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

하였을 때 규모의 차원에서 범계역 상권이 평촌역 상권보다는 크게 

계획되어 있다. 

각 역세권의 개발 규모와 그중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가 차지하고 

있는 연면적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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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평촌�신도시�역세권�건축물의�유흥시설�연면적�비율� (범계-평촌)

역세권 필지�갯수
건축물�동

수

대지면적�

(m²)

총연면적

(m²)

유흥업소�

연면적� (m²)

숙박업소�

연면적� (m²)

비율�

(%)

범계 68� 53� 78,407.80� 625,951.82� 5,329.07� 2,928.47� 1.3%

평촌 55� � 42� � 65,839.90� 434,399.56� � 9,946.35� � 12,066.72� � 5.1%

<표� 27>� 평촌신도시�역세권별�개발�규모� 및� 유흥산업�규모�

<표 27>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범계역 상권의 경우 전

체 바닥면적 중 1.3%만이 유흥 및 숙박업소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반

면, 평촌역 주변 상권은 전체의 5.1%가 유흥 및 숙박업소로 이용되고 

있다.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전 지역의 평균값이 3% 수준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두 개의 역세권 중 평촌역 주변 상권은 유흥지구

화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림 24]을 통해서도 범계역 상권은 그렇지 않은 반면에 평촌역 주

변 상권 중 보행자 전용로에 면하는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붉은 계열 

즉, 주황색과(10%이상 유흥) 빨간색(30% 이상 유흥)으로 표현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두 역세권 모두 내부적으로는 지하철 역사와

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개별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중 유흥 및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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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촌 신도시의 중심상업용지가 시장에 

공급되고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4년에서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기간에 대해서 2년 단위로 종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 132 -

연도 범계 평촌

1994

1996

1998

<표� 28>� 평촌신도시�역세권별�개발속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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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2

20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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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10

20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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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계 평촌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표� 29>� 평촌�신도시�역세권별�개발�시기� Box�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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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흥지구화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평촌역 

주변지역의 개발 속도가 범계역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하기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계역의 경우 상권 형성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백화점이 1994년부터 개발되어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1998년에 

이르러서는 상권 개발의 골격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반면 

평촌역의 경우 같은 시기 필지의 절반정도만이 개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촌역 주변 상권 중 이 시점까지 미개발 필지로 남겨졌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되는 필지들의 경우 대부분 한 건물에 유흥업

소를 포함한 매춘모텔로 개발되었다는 것을 건축물대장 추적조사를 통

해 확인하였다. 

<표 28>을 통해서도 전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평촌 신도시의 

두 역세권은 신도시 개발 초창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개발이 진행

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점과 

기간을 살펴보면 상이한 점이 나타난다. 먼저 범계역의 개발이 활발하

게 이루어진 시점은 1995년에서 1999년 사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1995년에 가깝게 중위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평촌역의 Box는 1996년에 시작하여 2003년까지 이어진다. 이는 

개발 시점와 활기 모두 범계역 주변 상권이 평촌역 주변 상권보다 우

위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상 평촌 신도시의 두 개의 역세권을 비교분석한 결과, 앞선 신도

시의 분석결과와 일관되게 개발 순서가 늦은 중심지에서 보다 높은 비

율의 바닥 면적이 유흥산업에 의해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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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필지규모분포 특성과 유흥밀도의 관계134)

5.2.1. 필지규모분포의 유형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연구135)는 상업편익시설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대별한 뒤 각 규모별 주요시설을 나열하였다. 2,000m²이상

의 필지를 대규모, 1,000~2,000m²를 중규모, 300~1,000m²는 소규

모 필지로 분류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의 연구136)는 법인 600~900평, 

전문판매매장 160~220평, 중소형 할인점 1,700평, 근린생활시설 

200~350평, 업무시설 300~500평, 주차시설 2,000평으로 계획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수행한 상업편익시설의 획지규모 및 형

상에 대한 연구137)에서는 판매시설을 백화점과 쇼핑센터로 양분하고 

각각의 시설 규모별 적정 필지크기를 제시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대

규모가 10,000m² 이상, 중규모는 4,000~8,000m², 소규모일 경우 

1,500~4,000m²가 적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쇼핑센터는 대규모

일 경우에 20,000m²이상, 중규모일 경우 10,000~20,000m², 소규모

로 계획할 경우 4,000~10,000m² 사이의 규모로 필지를 계획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한다. 

위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내용들의 단위를 통일하고 종합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34)� 본� 연구는� 신도시의� 역세권� 상업지를� 그� 분석단위로� 삼았기� 때문에� 대상지의� 개

수� 자체가� 매우� 작았다.� 총� 17개의� 대상지를� 대상으로� 수행된� 본� 절의� 연구에서는�

자체적인�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 하였고,� 따라서� 선행� 연구자인� 오성훈

(2007)의� 연구를� 통해� 필지체계평가지표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확인된� 파레토� 계수

를�활용하여�필지규모분포와�유흥밀도�간의�관계를�살펴보았다.

13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개발론』,� 서울:� 보성각,� 2002

136)� 대한주택공사,� 『성남�판교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선진적�도시설계�수법연

구』,� 2004

137)� 한국토지공사,� 『상업편익시설의�획지규모�및�형상�연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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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필지�규모� (m²) 대분류

전문�판매 528� ~� 726
소규모

근생�시설 660� ~� 1,155

업무� 시설 990� ~� 1,650 중규모

법�인 1,980� ~� 2,970

대규모백화점 1,500� ~� 10,000

쇼핑센터 4,000� ~� 20,000

<표� 30>� 용도별�적정� 필지�규모

본 절에서는 <표 30>로 정리된 용도에 따른 기준점들을 고려하여, 

각 역세권들의 개별필지가 분포하고 있는 규모 범위, 역세권 전체 면적

에서 주를 이루는 필지의 규모, 규모분포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17개의 

대상지를 유형화하였다. 필지규모분포를 유형화하는데 있어 이론적 근

거와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필지규모분포’라는 개념 자체가 이론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내

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제시되는 6개의 유형은 현황을 반영하기 위

한 분류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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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대상지 최소값 최빈값 최대값

A
분당_미금 1,000-1,099 3,100-3,199 1,100-1,199

분당_오리 500� -� 599 600� -� 699 2,600-2,699

B
일산_주엽 400� -� 499 1,800-1,899 2,900-2,999

일산_마두 600� -� 699 18,00-1,899 3,300-3,399

C

일산_대화 500� -� 599 800� -� 899 2,400-2,499

일산_백석 400� -� 499 900� -� 999 3,500-3,599

중동_상동 400� -� 499 500� -� 599 3,800-3,899

D

분당_서현 700� -� 799 4,000� - 4,000� -�

분당_수내 500� -� 599 700� -� 799 4,000� -�

일산_정발산 600� -� 699 4,000� -� 4,000� -�

E

중동_송내 200� -� 299 4,000� -� 4,000� -�

평촌_범계 300� -� 399 4,000� -� 4,000� -�

분당_정자 400� -� 499 400� -� 499 4,000� -�

중동_신중동 300� -� 399 300� -� 399 4,000� -�

F

분당_야탑 300� -� 399 4,000� -� 4,000� -�

중동_부천시청 300� -� 399 4,000� -� 4,000� -�

평촌_평촌 400� -� 499 4,000� -� 4,000� -�

<표� 31>� 역세권별�구성필지의�최소값,� 최빈값,� 최대값�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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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ype� A

특정한 규모의 필지들에 매우 집중된 형태로 그 범위마저도 상당히 

한정적인 역세권 중심지들이다. 분당_미금의 경우 1,000m²~ 

1,600m²의 필지가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당_오리의 

사례는 500m²~ 900m²의 필지가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어 매

우 불균형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25]� A유형의�필지규모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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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ype� B

Type A가 범위적으로 확장됨과 동시에 특정규모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진 형태의 역세권 중심지들이다. A 유형보다는 특정규모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1,400m²~ 2,000m²138)의 규모가 

전체 면적의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6]� B유형의�필지규모분포

138)� 업무시설,� 법인,� 소규모�백화점�등에�적합한�규모의�필지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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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ype� C

Type B와 비슷한 범위에서 거동하지만 그 불연속성이 개선된 형태

의 분포를 나타내는 역세권 중심지들이다. 특정 규모에 필지 분포가 집

중되어 있는 현상은 여전히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집중된 지점이 B 

유형보다는 작은 규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800m²~ 1,400m

²139)의 필지가 전체 면적의 40% ~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7]� C유형의�필지규모분포

이상 A - C 유형의 경우 서로 다른 수준의 범위에서 분포하고 있

으나, 세 유형 모두 4,000m²이상의 대형판매시설이 입지할만한 필지

는 존재하지 않았다.

139)�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에�적합한�규모의�필지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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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ype� D

Type D는 600m²~ 1,200m²140)에 전체 면적의 30% 이상이 집

중적으로 분포하며, 불연속적이나 4,000m²이상의 필지들이 15% ~ 

20% 수준을 차지하는 형태이다. 500m²이하의 소형 필지들은 발견되

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D 유형에 해당하는 분당_서현, 

분당_수내, 일산_정발산이 대규모 신도시들의 도심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림� 28]� D유형의�필지규모분포

140)� 전문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에�적합한�규모의�필지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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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ype� E

Type D의 범위가 확장되며 불연속성 역시 개선된 형태이다. 

600m²이하의 필지가 전체 면적의 25% ~ 30% 수준을 차지하며, 연

속적으로 4,000m²이상의 필지들까지 입지하는 형태이다. 가장 유기적

인 필지규모분포를 나타내는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29]� E유형의�필지규모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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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ype� F

Type D에서 범위는 확장되었으나 불연속성은 개선되지 못한 형태

이다. E 유형과 비교하자면 범위는 비슷한 모습이지만, 중간에 불연속 

구간이 등장하는 분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불연속 구간의 영향 

때문에 4,000m²이상의 필지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4,000m²이상의 30% ~ 4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0]� F유형의�필지규모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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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 연구의 대상지로 삼고 있는 17개의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역세권 중심지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별 대상지들의 

속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Type 필지수
개발�규모 유흥산업�규모

필지면적 연면적 환산용적율 유흥연면적 비율

A 30 42,151 299,758 645% 1,203 0.9%

B 55 73,168 430,791 589% 6,806 1.6%

C 67 68,473 430,858 595% 32,552 8.3%

D 76 122,772 664,084 629% 5,123 0.8%

E 98 84,764 639,399 754% 14,289 2.3%

F 58 70,455 485,178 688% 12,792 2.7%

<표� 32>� 유형별�대상지�속성� 평균값

유형별 개발 규모의 차원에서 평균 필지면적의 경우 D 유형의 규모

가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E - B - F - C 순으로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으며, A 유형의 경우 매우 작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D 유형에 포함된 역세권은 분당_서현, 분당_수내, 일산_정발산과 같이 

대규모 신도시의 도심지역이며, A 유형에 포함된 역세권은 분당_미금, 

분당_오리와 같이 분당 신도시의 지역중심으로 설계된 상권이기 때문

이다. 

평균 연면적 규모는 A - B - C - F - E -D 순서로 나타났다. 

대형 판매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4,000m²이상 필지가 존재하지 않았

던 A - C 유형보다는 이를 포함하고 있는 D - F 유형이 연면적 규모

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환산용적율 평균을 살펴보면, 600m²이하의 소규모 필지로부터 

4,000m²이상의 대규모 필지까지 가장 넓은 범위에 연속적으로 분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던 E 유형이 가장 고밀개발 되었다. 전체적인 경향으

로는 한정된 범위의 필지규모에서만 배분되었던 A - C 유형이 D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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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보다는 저밀로 개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흥산업의 규모와 전체 연면적 대비 유흥관련 시설이 차지하는 연

면적 비율에 있어서는 800m²~ 1,400m²141)의 필지가 전체 면적의 

40% ~ 50% 수준을 차지하였던 C 유형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

다. 앞서 5.1. 절에서 유흥특화지구 판별의 기준으로 삼았던 3% 이상

의 비율을 보인 것은 Type C가 유일했다.

이상으로 5.2.1. 절에서는 17개의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역세권 

상업지역의 ‘필지규모분포’를 꺽은선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

현하였다.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 유형들의 개

발 규모 및 유흥산업 규모라는 속성 지표들을 비교해보았다. 일련의 

작업을 통해 역세권 상업중심지의 필지규모분포 특성이 대상지의 

일반적 개발규모와 유흥시설의 입지 수준에 미치는 함의를 일정부

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번 시각적인 표현과 판정을 통해 

‘필지규모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필지규모분포’

와 기타 대상지의 특성 간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유형화 

작업을 거친 뒤 각 유형과 유형별 평균 속성값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필지규모분포’라

는 대상지의 물리적 특성과 유흥특화수준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서는 ‘필지규모분포’를 대변해줄 수 있는 변수를 필요로 

한다.

141)�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에�적합한�규모의�필지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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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필지체계의 설명변수로서의 파레토 계수

앞선 5.2.1. 절을 통해 제시된 여섯 유형의 필지규모분포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일반적으로 특정 상업중심지의 필지들은, 넓은 범

위에 걸쳐, 다수의 불연속점을 발생시키며, 특정 규모는 집중하여 분포

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이전까지 대상지의 필지특성을 설명하는 변

수로서 활용되었던 필지규모의 평균값이나 중위수, 표준편차 등으로는 

필지규모분포를 적절하게 나타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 특정 상업

중심지의 필지들은 높은 왜도를 가지며 분포하며, 동시에 대상지별로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142)

[그림� 31]� 파레토계수와�누적분포

자료출처� :� 오성훈(2007),� 전의�책,� p.� 78,� 73

�

[그림 31]의 좌측 그래프는 전체 면적이 동일할 때, 파레토계수의 

변화에 따른 누적분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우측의 그래프는 서울

의 상업중심지 112곳의 실제 필지규모의 누적분포 그래프이다. 두 그

래프를 통해 실제 필지규모분포가 파레토분포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성훈(2007)은 필지규모분포라는 정성적 속성

142)� 오성훈(2007),� 전의�책,�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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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레토계수의 형태모수라는 정량적 지표를 통해 표현할 것을 제

안하였다. 1차적으로는 정성적인 작업을 통해 필지규모분포를 유형

화 및 계열화한 집단들의 단위면적당 보행량, 단위면적당 통행량, 

평균지가의 차이를 밝혀냄으로써, 필지규모분포가 보행량, 통행량, 

평균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점을 밝혀냈다. 2차 분석을 통

해서는 필지규모분포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파레토분포의 형태모

수 α 값의 변화에 따른 대상지의 단위면적당 보행량, 단위면적당 통

행량의 변화를 회귀 추정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파레토 계수 α 

값을 필지규모분포를 대변하는 설명변수로 활용하여 상업중심지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또한 오성훈(2007)은 필지규모분포를 표현하는 파레토 계수 α의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계수의 값의 크기와 대형 필지의 비중은 반비례한다. 이는 형태모

수 α가 파레토 분포의 오른쪽 꼬리 두께를 측정한 것임143)을 이해한

다면 당연하다. 둘째, 필지체계가 동일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증가한다면 파레토 계수는 감소한다.144) 셋째, 전체적인 분포가 동일할 

때 비례적으로 총 필지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파레토 계수에 별다른 영

향을 주지 못한다. 이는 파레토 계수가 각 필지규모 자체보다는 규모간

의 관계를 나타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145)

143)� Christian� Kleiber·Samuel� Kotz(2003),� 전의�책,� p.� 59

144)� 오성훈(2007)은� 특정� 대상지(능동건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필지분포� 그래프

를� 같은� 형태로� 평행� 이동� 시킨� 뒤� 그� 파레토� 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파레토�계수의�특성을�밝히고�있다.� 전의� 책,� p.� 79-80

145)� 세� 번째� 특성은� 필지들의� 전체적� 규모� 분포가� 동일하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

이동�시킨� 뒤� 그� 파레토�계수를�측정하는�방법을�통해�확인한다.� 위의� 책,�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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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파레토 계수와 유흥밀도의 관계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역세권 중심지

는 5개 신도시에 총 18개가 존재한다. 그러나 제 4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그 대상지에서 제외된 산본 신도시의 역세권 상권인 산본역 주변 

상업지역은 5장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총 17개의 역

세권 중심지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필지규모분포에 대

한 파레토 분포모형을 도출 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대상지들의 형태

모수 α를 정리한 것이다.

대상지 Estimated� Parameter P-value

분당

야탑 1.370 .000

서현 1.996 .000

수내 1.912 .000

정자 1.493 .000

미금 2.854 .000

오리 2.642 .000

일산

대화 2.116 .000

주엽 2.116 .000

정발산 1.964 .000

마두 1.936 .000

백석 2.064 .000

중동

상동 1.851 .000

부천시청 1.112 .000

신중동 1.583 .000

송내 1.199 .000

평촌
범계 1.267 .000

평촌 1.227 .000

<표� 33>� 신도시�역세권�중심지의� α값�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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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 33>을 통해 나타난 α 계수 결과에 연구를 수행하게 되

었는데, 대상지 개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체적인 정량분석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먼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17개의 역세권 중심지 각각

에 대하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레토 계수와 유흥밀도 간의 관계를 

회귀식과 같은 형태로 추정할 수는 없었으며, 선행 연구자들이 밝힌 파

레토 계수의 특성에 기반을 두고 관찰된 현상을 해석하였다. 

Pareto는 고대 페루로부터 체로키인디언, 프러시아와 같은 다양한 

사회의 자료 검토를 통해, 모든 사회에서는 유사한 부와 소득의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찾아냈다. Pareto는 본래 α 값이 1.5에 근접할 것이라

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자들의 활동을 통해 α 값이 언제나 

1.5에 근접하지는 않는 다는 점 또한 밝혀졌다.146) 

파레토 계수를 도시설계분야에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혀낸 오성훈

(2007)의 연구는 서울의 112개 지구중심 상업지를 대상으로 파레토 계

수를 추정한 결과, 그 평균값은 1.45로 나타나 Vilfredo Pareto가 주장

한 1.5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최대의 보행량 및 

통행량을 기록한 α 값은 1.22인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중심지로서 성

능지표가 가장 높은 지점이 꼭 1.5가 아닐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파레토 계수와 보행량 및 통행량의 관계는 단순 선형 관계가 아

닌 α=1.22를 기점으로 0 < α <1.22 구간에서는 비례하여 증가하고, 

α > 1.22 구간에서는 반비례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147) 파

레토 계수와 보행량 및 통행량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 26]과 같다. 

146)� Vilfredo� Pareto,� 1896;� 위의� 책,� p.� 65,� 68� 의� 내용을�재인용

147)� 오성훈(2007),� 위의�책,�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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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파레토�계수� 변화에�따른� 보행량(左)� 및� 통행량(右)� 변화

�

이러한 배경에서 신도시 역세권 중심지들의 파레토 계수와 유흥산업

의 규모 및 밀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33]� 파레토�계수와�유흥산업�규모�및�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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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산업의 규모와 전체 연면적 중 유흥시설이 차지하는 연면적

의 비율은 파레토 계수 2.0 부근 기점을 정비례 관계에서 반비례 관

계로 전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체적인 정량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흥비율이 최대치를 갖는 파레토계수를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림 33]의 축을 통해 파레토 계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앞선 

5.1.1. 절에서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 분류한 A - F 유형과 상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1.1. 절에서 A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분당_미금, 분당_오리의 

경우 각기 2.854 와 2.642의 α 값이 추정되어 그래프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 유형으로 나타난 일산_주엽, 일

산_마두의 파레토 계수는 각각 2.116과 1.936로 나타나 그래프의 

중앙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위치의 분당_서현, 분당_

수내, 일산_정발산의 경우 그 파레토 계수가 1.996, 1.912, 1.964로 

추정되었는데, 이들은 앞선 5.1.1. 절의 유형화를 통해 Type D로 

분류되었던 역세권 중심지들이다. 또한 5.1.1.절에서 유형 C로 분류

되었던 일산_대화, 일산_백석, 중동_상동은 각기 2.116, 2.064, 1.851 

의 α 값을 나타냈다. [그림 33]의 그래프에서 α=1.5 부근으로부터 좌

하귀에는 다수의 역세권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들 역세권은 5.1.1. 절을 통해 Type E와 Type F 로 구분되었던 대상

지들이다. Type E 로 분류된 4개의 역세권은 부천_송내 1.199 에서부

터 부천_신중동 1.583의 범위에서 파레토 계수가 거동하였으며, Type 

F 로 분류되었던 3개의 역세권은 분당_야탑 1.370, 평촌_평촌 1.227, 

중동_부천시청 1.112의 파레토 계수 값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자가 사용한 방법을 차용하여 유흥비율이 최대값을 갖는 

α* = 2.064 를 최적값이라 가정한 뒤 이 값과 각 사례가 갖는 파

레토 계수값 간의 차이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유흥밀도와의 관계를 

파악해보았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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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파레토계수�잔차�

통계적 검증을 수행할 수는 없으나, 파레토계수 잔차와 전체 연면적 

중 유흥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반비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래프의 좌측 하단에 위치하는 잔차 값도 작으며 유흥밀도에 있어서도 

작은 값을 보이는 분당_서현, 분당_수내, 일산_정발산, 일산_주엽, 일산

_마두는 대규모 신도시의 도심 지역에 위치한 역세권 중심지라라는 특

징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5.1. 절의 분석결과를 통해 대규모 신

도시 전체의 도심 역할을 하는 역세권 중심지는 기타 지구 중심지 및 

소규모 신도시의 역세권 중심지들과는 구분되는 개발 특성148)을 갖는

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림 3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페레토계수 

148)� 대형필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업무기능의�비율이� 이외의� 역세권�중심지와의�비

교에�있어� 상당히�높게� 나타나며,� 개발이�기타� 지역에�비하여�빠른� 속도로�진행되는�

특성이�있다.� 본�연구� 5.1.1절�및� 5.1.2절�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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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와 유흥밀도 간의 관계는 분명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의 역세권 중심지들은 

파레토 계수 2.064 부근에서 가장 높은 유흥 규모 및 밀도를 보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0 < α < 2.064 구간에서는 파레토 계

수와 유흥밀도 간의 정비례 관계가 발견되며, α > 2.064 구간에서

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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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소결

제 5장의 분석을 통해서는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의 역세권 중심지를 

분석단위로 하여, 유흥특화지구의 특성을 파악해보았다. 중심지의 일정

한 규모를 유흥시설이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149) 특정 중

심지에서 유흥시설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 대비 차지하는 정도로 표

현되는 유흥밀도라는 현상은 도시 구조적 속성, 물리적 속성, 배후지의 

사회·경제적 속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속성 중 신도시 내에서의 개발순서

와 필지체계를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5.1. 절에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신도시 각각을 대상지로 삼아 

역세권 중심 및 일반 상업지역의 개발순서와 유흥산업의 규모 및 밀도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첫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4개 신도시 모두에서 개발순서가 늦은 

역세권 중심지들의 유흥특화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들의 사용승인일자를 기준으로 정렬한 

뒤 Box Plot의 기법을 차용하여 표현한 결과물을 통해 각 역세권 중심

지들 간의 개발순서를 파악하였다. 이 때 대규모 신도시들에서 도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역세권 중심지 간에는 Box의 시작점150) 은 매우 늦게 

나타나지만, 빠른 속도로 전체 중심지가 개발되어 Box가 닫히는 시

점151)은 타 역세권들보다 빠른 지역들이 발견되었다. 일산의 정발산역 

주변 상권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세권들은 도시 

전체의 중심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체 연면적에서 업무 등의 기능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유흥 시설이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

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49)� 해외� 도시� 분야에서� 수행된� adult� entertainment� 관련� 연구들은�대부분� 이와� 같

은�인식을�공유한다.

150)� 건축물의�사용승인일자�기준,� 제� 1� 사분위수� (Q1)

151)� 건축물의�사용승인일자�기준,� 제� 3� 사분위수�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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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동 신도시 상동역의 사례를 통해 배후 주거지를 비롯한 

상업지역의 개발 시기에 있어 시간적 격차가 있을지라도, 도시 전체 

차원에서 후순위로 개발된 상권은 높은 유흥밀도를 보이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는 유흥 산업 역시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권의 배후지의 인구규모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거나,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의 상업용지 미매각 사태 때 선행연구자들이 주장하였던 

공급 시기를 조절하여 미매각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언들에 대한 

반례가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5.2. 절에서는 물리적 속성, 특히나 도시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심지의 필지체계에 중점을 두고 연구

를 진행하였다. 위의 5.1 절에서 대상지로 삼았던 역세권 중심지들 각

각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삼아 이들의 필지규모분포를 시각화 및 유형

화한 뒤 각 유형의 유흥산업 규모 및 비율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추가

적으로 대상지들의 파레토 계수를 회귀 추정한 뒤, α 값과 유흥특화수

준의 관계를 파악해보았다.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신도시 역세권 상업 중심지들은 필지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 

분포의 연속성, 용도별 적정 필지 규모152)를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아래의 <표 31>에 정리된 것과 같이 여섯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

었다. 

둘째, 여섯 유형 중 유흥시설의 규모 및 밀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집단은 D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D 유형에 포함된 중심지들은 

대규모 신도시의 중심지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반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집단은 C 유형이었으며, 포함된 3개 역세권의 평균 유흥산업 비

율이 8.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역세권 중심지들의 파레토 계수를 추정

한 결과 1.112 < α < 2.854 의 범위 내에서 거동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파레토 계수 값이 앞서 수행하였던 유형화 작업의 결과물과 상응

하며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2)�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국토개발연구원�등� 공기업�및� 국책연구소�등이� 연구

를�통해�제시한�기준을�종합적으로�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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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유흥 시설의 절대적 규모는 α = 1.851 인 중동_상동 주변 

상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연면적 대비 유흥시설의 

연면적 비율은 α = 2.064 인 일산_백석 주변 상권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다섯째, 파레토 계수와 유흥밀도 간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0 < α 

< 2.064 구간에서는 정비례 관계가 발견 되었으며, α > 2.064 구간에

서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ype 대상지 최소값 최빈값 최대값 α�계수

A
분당_미금 1,000-1,099 3,100-3,199 1,100-1,199 2.854

분당_오리 500� -� 599 600� -� 699 2,600-2,699 2.642

B
일산_주엽 400� -� 499 1,800-1,899 2,900-2,999 2.116

일산_마두 600� -� 699 18,00-1,899 3,300-3,399 1.936

C

일산_대화 500� -� 599 800� -� 899 2,400-2,499 2.116

일산_백석 400� -� 499 900� -� 999 3,500-3,599 2.064

중동_상동 400� -� 499 500� -� 599 3,800-3,899 1.851

D

분당_서현 700� -� 799 4,000� - 4,000� -� 1.996

분당_수내 500� -� 599 700� -� 799 4,000� -� 1.912

일산_정발산 600� -� 699 4,000� -� 4,000� -� 1.964

E

중동_송내 200� -� 299 4,000� -� 4,000� -� 1.199

평촌_범계 300� -� 399 4,000� -� 4,000� -� 1.267

분당_정자 400� -� 499 400� -� 499 4,000� -� 1.493

중동_신중동 300� -� 399 300� -� 399 4,000� -� 1.583

F

분당_야탑 300� -� 399 4,000� -� 4,000� -� 1.370

중동_부천시청 300� -� 399 4,000� -� 4,000� -� 1.112

평촌_평촌 400� -� 499 4,000� -� 4,000� -� 1.227

<표� 34>� 5.2절� 분석결과의�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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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기하여야 할 점은 5.2. 절의 분석 결과들을 통계적으로 검

증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대상지의 개수에서 기인한 문제로, 본 

연구에서 대상지로 삼은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역세권 중심지는 분당 

신도시 6개 지역, 일산 신도시 5개 지역, 중동 신도시 4개 지역, 평촌 

신도시 2개 지역으로 총 17개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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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제� 6장에서는� 앞선� 장들을� 통해� 수행했던�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그� 함의와� 한

계를� 설명하였다.� 6.1.� 절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결과를� 요약함으로

써� 전체적인� 구조와� 결과를� 다시� 한� 번� 살펴보았다.� 6.2.� 절을� 통해서는� 이러

한� 결과가� 갖는� 함의와� 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6.3.� 절에서는� 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서�드러난�연구의�한계와�이

를� 보완하기�위한�향후과제를�기술하였다.� �

6.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제 2장의 이론 연구의 기반에서 연구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고 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에 가

장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역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분석 

방법을 확정한 뒤 제 4장과 제 5장에 거쳐 두 가지 실증 분석을 수행

하였다.

제 4장에서는 2000년대 초반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제기가 이루어

졌던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의 유흥지구화 현상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개의 수도권 1기 신도시들과 그 모도시를 대상으로 

FLQ 및 LQ 분석을 수행하여 ‘신도시 : 기존도시’의 형태로 특화 규모 

및 수준을 비교해보았다. 이 때 각 도시지역의 기준을 설정해야하는 문

제가 발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가화 면적’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화수준분석 결과, 군포시 - 산본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1기 신

도시들에서 신도시 지역이 기존도시 지역보다 유흥산업에 특화되었다

고 판정할 수 있었다. FLQ 분석결과를 통해 기존도시 지역보다 유흥

특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4개의 신도시 지역들의 내부를 살펴보

면 신도시 지역 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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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쪼개서 관찰하였을 때, 이들 신도시의 중심 및 일반상업 지역들

은 균질하게 높은 비율로 유흥산업이 입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 상권에

서는 특화지구가 발견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입각하여 제 5장의 분석이 수행되었다. 군포시 - 산본 신도시의 사례

에서는 기존도시 지역의 특화지역 비율이 신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

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산본 신도시를 제 5장의 분석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제 5장에서는 신도시 역세권 중심지들 중 유흥지구화 되었다고 말

할 수 있는 상권을 확정하고,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유흥지구화 현상을 견인했을 다양한 요인들 중 개발과정에서 상권 간

의 경쟁과 각 역세권의 물리적 구조인 필지체계에 집중하여 현상을 관

찰하였다.

먼저 개발과정에서 상권 간의 경쟁관계(5.1. 절)은 각각의 신도시 차

원에서 관찰하였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물 대장의 ‘사용승인

일자’를 기준으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의 개발과정에 대한 2

년 단위 data set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를 보다 비교에 용이한 형태로 

변형하기 위하여 Box Plot의 표현기법을 차용하여 시각화하였다. 

필지체계와 유흥밀도의 관계(5.2. 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

성적인 방법을 통해 대상지들을 유형화한 뒤, 각 유형들의 유흥밀도를 

비교하였다. 이후 선행연구자에 의해 제안되었던 파레토계수가 신도시 

상업중심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처, 파레토 

계수와 유흥밀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제 5.1. 절의 분석결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4개 신도시 모두에서 

개발순서가 낮은 역세권 중심지들의 유흥특화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5.2. 절의 분석결과를 통해서는 정성적인 유형화 작업을 

통해 C 유형으로 분류된, 4,000m²이상의 필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

른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밀 개발된 것으로 나타난 역세권들에

서 유흥시설의 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파레토 계수로 살

펴보았을 때에는 α = 2.064 인 일산_백석(C 유형) 주변 상권의 유흥 

밀도가 가장 높으며, 파레토 계수가 0 < α < 2.064 구간에서는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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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관계로, α > 2.064 구간에서는 반비례 관계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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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함의와 시사점

신도시는 다양한 차원에서 기존 도시와 구분되는 특성을 갖는다. 새

롭게 설계된 신시가지는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어떠한 규모로 존재할 

것인가, 심지어는 특정 위치에 어떠한 세부기능이 입지할 것인가의 차

원에서까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의 의도와 계획이 개입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연발생적인 시장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 존재론적으로 

인류의 축적된 지식과 이론의 체계 안에서 계획되고 설계되는 신도시

는 거꾸로 표현해 인류의 성문화된 지식체계라는 천장 아래 갇혀있는 

제품이다. 유리천장을 깬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신도시의 천장

은 유리천장과 같이 극적으로 깨어질 수 있는 물성을 갖고 있지 않으

며 다만 지속적으로 그 층고를 높이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적게나마 그 층고를 높이는 작업에 동참하고자하는 시도

였다. 신도시 중심상업공간의 유흥지구화 현상이라는, 연구가 수행된 

바 없는 영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

히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에서는 수도권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 유

흥업소 및 러브호텔이 난립하는 것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관련한 이슈는 그로부터 약 15년이란 시간 동안 질문만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답 또는 고민이 부재한 사안이었다. 본 연구는 거

칠고 투박하게나마 이 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답변을 시도하였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제 4장의 FLQ 분석은 과거 언론들의 문제제기가 과연 타당성 있는 

주장이었는가를 검증하는 작업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집

중하여 살펴볼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신도시 지역의 상업용지 배분은 기존도시의 사업용지 지정과는 상당

히 다른 원리와 과정을 통해 설정된다. 토지이용계획이라는 제도 하에

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기존도시 지역의 상업용지는 

현상에 대한 반영에 가깝다. 다시 말해 자연발생적 요구에 의해 제도가 

갖춰지기 이전부터 시장이 존재했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상업용지라고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신도시 중심 및 일반상업 용지가 배분되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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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식적 기반 위에서 계산하고 계획한 결과물이다. 

규모를 산출하고 배분하는 인위적 작업의 결과물인 신도시 지역은 

기존도시 지역보다 시가화 면적 중 상업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는 사실을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다. 기존도시 지역에서 

일정한 수준이 토지가 상업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 자연발생적 결과

물이라는 점을 전제할 수 있다면, 기존도시 지역보다 신도시 지역 상업

용지 비율이 높게 나타난 원인은 다음 두 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유추할 수 있다. 먼저 허프모형, 다중회귀 분석법, 유사사례 비교법, 원

단위법, 적산법 등153)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적정 상업용지의 규

모를 산출하는 방법에 분명한 한계가 있기에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론적 방법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업용지의 적정규모를 

결정하고 공급하는 주체가 이와 같은 권한을 위임 받은 주체에게 요구

되는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 특히나 

상업용지는 기타 용도와 비교해서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기 때문

에 사업시행자는 과대추정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제 5장의 분석은 유흥지구화 된 상업중심지를 판정하고 그 특징을 

찾는 작업이었다. 개발과정과 물리적 특성이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접

근한 결과 역시 집중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로, 중동 신도시의 상동지구가 유흥산업 위주로 개발이 되었다

는 사실이다. 신도시의 상업 필지들이 일시에 공급되었다면, 5.1. 절의 

가설에서 개발 순서가 함의하는 바는 곧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에 대한 

성적표이다. 본 연구는 도태된 상업필지에 일상적인 삶에 필수적인 서

비스는 아니면서도 입지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유흥산업이 입지한

다고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토지 시장 특히나 국가권력에 

의해서 계획되어 공급하는 신도시 계획지역의 토지 시장은 온전한 자

율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신도시의 상업 필지에는 일반

적인 시장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른 탄력적인 가

153)� 수도권� 1기� 신도시�계획에�맞춰�국토�연구원에서�발행한�연구보고서에는�적정�상

업용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상업지역의�적정규모�및� 용도배치에�관한�연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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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변동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선행연구자들 역시 1990년대 후반 신도

시 상업용지의 미매각 사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와 시각을 공

유하였다. 당시 선행연구자 손진수(1997)은 사업 시행자인 정부가 공급

물량을 시기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동지구는 중동 신도시 2단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개

발 착수 시기 자체가 기타 중동 신도시 역세권들보다 늦다. 그렇기에 

상동지구 상업용지는 그 배후 주거지와 함께 공급 시기가 조절된 필지

와도 같다. 그러나 이러한 상동지구마저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흥

지구화 현상이 진행된 것을 5.1. 절의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상

동지구는 공급 시기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전체 중동 신도시 4개 역세

권들 중 가장 후순위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상동 상권의 사례는, 신도

시의 왜곡된 상업용지 시장과 그로 인한 유흥지구화 현상의 본질적인 

문제가 일시에 공급되는 사업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절대수량이 불일치하는데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둘째로, 파레토 계수가 유흥밀도 지표에 대하여, 선행연구자가 확인

하였던 활성화 지표에 대해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점이다. 

특정 파레토 계수를 기준으로 정비례하여 증가하다가 반비례 관계로 

전환되는 것인데, 이는 과거에 Pareto가 개념을 창시하면서 주장하였던 

파레토분포는 특정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 최적이라는 개념을 재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성훈(2007)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실증적인 결론에 불과하며 이론적 해석의 여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고 이야기한다.154) 본 연구 역시 이론적 해석의 차원에서 새로운 지식

을 더하지는 못하였으나, 파레토계수로 표현했을 경우 특정한 값에 수

렴하는 경향이 도시의 활성화 지표뿐만 아니라 유흥밀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작동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학계에서 주

로 관심을 가져왔던 중심지 전체의 양적 속성이나 개별 필지의 속성뿐

만 아니라 중심지를 구성하는 필지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 층고를 높이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154)� 오성훈(2007),� 전의�책,�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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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한계와 향후과제

본 연구에 부족한 점은 참 많겠으나 그중에서도 연구자 입장에서 

아쉬웠던 점을 몇 가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유흥산업의 규모를 설명하는데 사용한 변수의 한계이다. 

제 5장에서와 달리 제 4장의 FLQ 분석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숙박업소 자료를 포함하지 못했다. 그렇게 분석을 

수행했던 이유는 숙박업소 관련 원자료에서 그 규모를 실(室) 개수로만 

파악하고 있어 사업체별 연면적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 

5장의 분석을 위해 신도시 역세권 상업지에 위치한 숙박업소들은 건축

물 대장 자료와 대조하여 연면적 정보를 추가로 구축하였으나, 5개 도

시 전 지역에 대하여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방

대하여 실시하지 못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소(모텔)만으로 유흥산업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연구가 관

심을 가졌던 대상보다 심각하게는 성매매와 관련한 산업이 중심가에 

입지해 있을 수 있다. 또한 안마, 마사지, 그 외에 다양한 변종 업소들 

역시 해당 중심지가 유흥지구화 되었는가를 판정하는데 있어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원론적으로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어야 

한다. 그러나 먼저 성매매 산업에 대해서는 모두가 실재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2004년 이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표현한 변수

나 data를 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변종 업소들의 경우 법

적인 등록 상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안마사 자

격증을 필요로 하는 안마원, 안마시술소로 등록하는 방법.155) 둘째로, 

미용기능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마사지 업소로 등록하는 방법.156) 셋

째로, 세무서에 자유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영업하는 것이

155)� 안마사는� 「의료법」� 제� 82조를� 통해� 정의� 된다.� 제� 82조� 1항의� 조항에서� 알� 수�

있듯,�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자격을� 갖는

다.

156)�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된� 마사지�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업체로�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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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위와 같은 변종 업소들만이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연구에서 data를 구득하는 과

정에서 변종업소들만을 추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본래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마땅한 많은 업종 및 업

태들 중 제한된 일부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로, 역세권 개발순서와 유흥밀도의 관계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시계열적 접근에 이르지 못한 채, 종단면 분석을 수행한 부분 역시 아

쉬움이 남는다. 개발 과정에 따른 유흥밀도의 변화까지 추적할 수 있다

면 보다 풍부한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었겠으나, 과거 특정 시점에 해

당 지역의 유흥시설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시계열 data로 구

축하지 못했다.

셋째로, 5.2. 절에서 파레토 계수의 개념을 적용하고 α값과 유흥밀

도의 관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대상지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아 정량적

으로 그 관계를 정교하게 추정해내지 못한 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대상지가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이기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선행연구자 오성

훈(2007)에 의해 제안되었던 파레토 계수가 중심지의 활성화 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적 속성들에 대하여 적용해볼만하다는 점을 통계적

으로 검증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아쉬움이 남는다.

넷째로, 파레토 계수를 활용한 이유는 해당 ‘중심지의 필지체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냄으로써 상호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파레토 계수를 산출할 때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역세권’ 내에 포함된 필지만을 그 대상으로 했음을 발견하였다. 

조작적 정의는 본 연구의 5.1. 절의 분석에 초점이 맞춰 있었던 한계로 

그 개념이 해당 ‘중심지의 필지체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향후 도시 분야에서 유흥지구화 현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본 

연구보다는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의 경우 data를 구축하

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위의 내용을 통해 변종업소라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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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업소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법체계 내에서 사업체를 등록

하고 영업을 하는 시설이기에 연구의 목적에 맞게 반영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도시 중심 상업지에서 발생하는 유흥지구화 

현상에 대하여 개발과정 및 필지체계의 관점에서만 접근하여 분석하였

으나, 정량적 분석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이 유흥지구화 

현상에 대하여 얼마나 높은 설명력을 갖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 

두 가지 요인 이외에도 배후인구의 규모, 배후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예상할 뿐이다. 향후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하여서도 다뤄봄으로써 신도시 중심상업지

역의 유흥지구화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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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수도권� 1기�신도시�토지이용계획도

[그림� 35]� 분당� 신도시�토지이용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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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일산� 신도시�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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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중동� 신도시�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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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평촌� 신도시�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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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산본� 신도시�토지이용계획도



- 180 -

▯ 신도시�역세권별�개발현황

[그림� 40]� 분당� 신도시�역세권�개발현황

(왼쪽�위부터�야탑-서현-수내-정자-미금-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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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일산� 신도시�역세권�개발� 현황

(왼쪽�위부터�대화-주엽-정발산-마두-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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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중동� 신도시�역세권�개발� 현황

(왼쪽�위부터�상동-부천시청-신중동-송내)�

�

[그림� 43]� 평촌� 신도시�역세권�개발� 현황� (범계-평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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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dult entertainment district being formed 

in new town's central commercial area

: Case of 1st period new towns in Korea

Song, Min Seok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tarted from the question of two T.O.D area in 

Pyeongchon New town, which are geographically close to each 

other and whose physical planning characteristics are similar to 

each other, were developed in a very different atmosphere.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1st period new town was built. Positive 

evaluation has been made in terms of stability of the housing price,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dispersion of 

population in Seoul.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1st period new 

towns failed at securing the self-sufficiency, accordingly got failed 

to redistribute urban functions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oversupplied the commercial area etc. 1st period new towns can 

not be free from the criticism about the inadequacy of urban 

management in construction. Especially, not only in the 1st period 

new towns but also in the 2st period new towns, the adult 

entertainment district being formed in the central commercial area. 

This Phenomenon has been a social problem in the early 2000s. 

However, there was no theoretical approach or relat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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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been carried out.

This study is composed of theoretical studies and empirical 

studies. Theoretical research section can be divide in background 

study, focus study, and data theory study.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new cities and parcels as background study, 

studies related to adult entertainment industry as focus study, and 

research results related to location and specialized areas as data 

theory.

In the empirical study section, this study firstly verified whether 

or not the hotels or love hotels, adult entertainment facilities have 

been crowded in the new central commercial area, through chapter 

4. The problems have been raised from the past, but there is no 

precedent for empirical analysis. In Chapter 5, for the new towns 

that have proven to be whose central area has been adult 

entertainment district, analyze the features of cities. In Section 4, 

compared the new town area with the old town area as the 

analysis units, and in Chapter 5 used T.O.D. area as a unit of 

analysis.

In Chapter 4, this study verified hypothesis by comparing the 

each of adult entertainment specialization level(= specialized 

area / urbanized area) of new town areas and old downtown 

areas. The determination of the adult entertainment 

specialization was made through FLQ analysis. The area of the 

specialized area was calculated from the number of cells with 

FLQ analysis result of 1 or mor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new towns showed higher level of adult 

entertainment specialization than the existing area except Gunpo 

- Sanbon's case. In addition, through the graphic of the analysis 

results, it was found that, in the case of the new city made up 

of multiple T.O.D. structures, the specific station area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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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as the decadent industry specialized area, while the 

other station area was not. In other words, not all of the 

central commercial area in the new towns show high density of 

decadent industry, but only a specific commercial area develops 

into a specialized adult entertainment district.

In Chapter 5, this study reveals two characteristics of 

decadent business specialized central area in the new towns. In 

the first section of Chapter 5,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rder in each new towns 

and the density of the adult entertainment industr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O.D area where development order is later, 

shows higher dense of decadent facilities in all four new towns. 

In order to determine the order of development between the 

central area of each subway station, this study used the method 

of box-plot. The box-plots were made on the basis of 'date 

approved for use' of central area's surrounding buildings. In the 

second section,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distribution of parcel and the adult entertainment density. 

Pareto parameter were used to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cel size distribution economically. Estimation of the 

Pareto parameter of the sites showed within 1.112 < α <2.854. 

The absolute size of the adult entertainment facilities was 

highest in the Sangdong station area, Jungdong, where α = 

1.851. The ratio was the highest in central area of Baekseok 

station, Ilsan, with α = 2.06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to parameter and the decadent industry's density is in 

direct proportion to the interval of 0 <α <2.064, but inversely 

proportional to α > 2.064.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revious researchers who have conducted re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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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soldness of commercial parcel in 1st period new towns 

are sharing awareness of the fact that new town's real estate 

land market  is not a general market which can be controlled by 

elasticity of price. However, there was a several solution was 

suggested by each researcher. One of them suggested the 

government, which is the project developer of the new towns, 

could solve the problem through controlling supply timely. 

However, the case of the Sangdong commercial district in 

Jungdong gives notion that the essential causes of the distorted 

real estate land market in the new towns is due to inconsistent 

of the absolute quantity of demand and supply, not to the 

supply system of the project.

Second, in new town district, the area of each use is 

determined through an artificial work of such as distributing the 

population scale and calculating the consumption demand. This 

study find out the fact that the new town area's share of 

commercial land accounts for urbanization area is larger than the 

existing urban area. During the theoretical research process, the 

criticism of the excessive capacity of the commercial use in the 

new towns was found, and it was also confirmed that a large 

proportion of the long - term untapped parcels were developed 

as decadent entertainment and lodging facilities. In this context, 

the result of Chapter 4 analysis suggests that 'the estimation of 

the scale of commercial use districts in the new town should be 

approached conservatively.'

Third, the Pareto parameter worked in the same way for the 

entertainment density index, as the activation to the index that 

previous researchers confirmed. It wa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specific value of Pareto parameter and then changed to an 

inverse relationship. This discovery is reaffirmed of Pare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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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ed in the past that his distribution is optimal to converge 

to a specific value.

To conclude the paper, even though this study could not 

analyze the exact route of the phenomenon, from this study it 

is suspected that the excessively distributed commercial area of 

new towns is left undeveloped for a long period of time, which 

negatively affects the formation of central area and eventually 

developed as a decadent entertainment facilities. Despite we are 

facing the new phase of demographic decline, the history of 

mankind was the history of development, and the scale of its 

development may have changed, but the development of new 

towns is still underway. I hope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adult entertainment specialization 

that occurs in the new town's central area and to help develop 

and manage new developments in the future.

Keywords : New Town, Central Commercial Area, Adult 

Entertainment, Adult Entertainment District, FLQ analysis, Pareto 

Parameter

Student Number : 2015-2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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