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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거주자 개인에게 있어서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는 

주거 환경이자, 개인의 삶과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갖는 물리적⋅사회적 

영역(sphere)으로서 생활권을 단위로 하는 접근방법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권의 지리적⋅물리적 조건을 정의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공간적 차원(spatial dimension)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계획이나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경성(서울)의 1930년대는 본격적으로 

근대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전에는 없었던 근대적 도시 

시설들이 전통적인 도시 조직 위에 들어서면서 도시 경관이 급격히 

변모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새롭게 들어선 학교, 

공원, 관공서, 소매상점 등의 도시 시설들은 주거지에서 새로운 근린 

시설로써 기능하게 되었고, 도심의 백화점과 번화가는 근대 도시 서울의 

상징이며 동시에 대중문화의 구심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활동의 

공간적 범위인 생활권 또한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1930년대는 근대적 방법으로 수집한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이기도 하다. 『경성부 (일필매)지형명세도』(이하 『경성부 

지형명세도』)와 같이 근대식 측량기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지적도뿐 아니라, 

『경성부호구통계』나 『경성상공명록』등의 통계자료, 사진 및 도면 등의 

자료가 풍부하다. 이러한 자료들은 오늘날의 GIS 기술을 적용하여, 

입체적인 도시 환경에 대한 다양한 속성 정보를 표현하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 방법론은 문헌고찰이나 건축 도면의 해석 

등과 같이 기술적 자료를 해석하는 인문적 방식에 한정되어 있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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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해 

서로 다른 분야의 자료를 종합하여 도시공간을 이해하고, 건축과 도시의 

역사에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성부 지형명세도」(1929)를 바탕으로, 『경성상공명록』(1937)에 기록된 

상공업시설과 『대경성정도』(1936) 및 『대경성부대관』(1936)에 표시된 도시 

공공시설을 매핑하여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소프트웨어 ArcMap 

10.3.1과 통계언어 R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GIS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생활권의 기준 설정에 관한 이론들을 고찰함으로써, 

‘생활권’과 그 분석의 기준으로서 ‘시설’의 관계를 정의하고, 1930년대 

경성부를 분석하기 위한 시설의 분류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의 

방법론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GIS 분석방법론을 정립하였다.  

1930년대 경성부의 시설은 12종류의 공공시설과 20종류의 상공업시설로 

구분되었다. 경성 시내에 분포하는 시설 중에서 식료품을 취급하는 

상공업시설이 5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백화점과 도서관이 각각 5건, 4건으로 

가장 수가 적었다. 이처럼 시설의 종류별로 분포 양상이 다양한데, 그 

양상을 일차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린분석(Nearest Neighbor 

Analysis)를 수행하였다. 이는 점과 점 사이의 가장 가까운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공간적 분포 양상이 군집적(clustered)인지, 

임의적(random)인지, 분산적(dispersed)인지 수치화하여, 

최근린지수(Nearest Neighbor Index, 이하 NNI)로 나타내주는 공간분석 

기법이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상공업시설에서 NNI가 0.35에서 0.5 사이로 

나타나,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공시설 중에서는 의료복지시설, 중등교육시설, 관공서, 백화점 등이 

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초등교육시설과 시장의 NNI는 1에 가까운 랜덤 

분포의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근린에 꼭 필요한 요소로써 인구 및 

주호의 랜덤한 분포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공원 및 

운동장은 경성 시내에 14개소뿐이지만 유일하게 균질한 분포를 보이는 

시설이었다.  

하지만 최근린분석으로는 군집(clustered)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는지, 즉 집중지역(cluster, 상공업시설의 경우 

‘상권’)의 위치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시설의 수가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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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육안으로도 집중지역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지만, 건 수가 많고 

분포가 복잡한 시설의 경우에는 집중지역이 발생하는 위치, 발생 빈도, 집중 

강도 등의 구체적인 양상은 파악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진행한 

핫스팟분석(Hot Spot Analysis)은 이러한 집중지역의 구체적인 분포 양상과 

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핫스팟분석은 필지 단위로 시설의 집중도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지도 위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종류별로 

집중지역이 분포하는 양상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 필지마다 

시설의 집중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시설의 영향범위를 알아야 

한다. 현대의 도시 시설에 관해서는 경험적으로 시설의 영향범위를 알 수 

있지만, 1930년대의 시설인 경우 그것의 영향범위를 연구자가 직접 결정할 

수 없다. 이 영향범위를 구하기 위해, Incremental Spatial Autocorrelation 

분석 기능이 사용되었다. 이 방법으로 시설 종류별 영향범위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였고, 각각에 해당하는 영향범위 값을 적용하여 핫스팟분석을 

수행하였다.  

시설 종류별 집중도의 분포를 지도 상에서 확인한 결과, 어떤 시설의 

집중지역은 도심부에서만 나타났고, 또 다른 종류의 상권은 도시 각처에 

작게 분산되어 분포하였다. 이렇게 시설 종류별로 집중지역이 분포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를 판단하는 척도로 집중지역의 

표준거리(Standard distance, 이하 SD)를 분석하였다. SD는 작을수록 

집중지역이 압축적으로 형성됨을 의미하고, 클수록 분산적으로 분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압축적인 집중지역을 형성한 시설은 문구류를 

판매하는 상공업시설로 나타났다. 도심 번화가(남대문통, 본정, 황금정, 종로 

일대)와 한강통에 매우 압축적인 핫스팟을 형성했고, 그 외 일반적인 

주거지에서는 시설이 결여함을 의미하는 콜드스팟이 형성되었다.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의류 관련 업종이나 식료품, 약품 판매 업종 상권은 

중간급의 분산정도를 보였다. 오히려 가장 분산적인 상권을 형성한 업종은 

청부업시설이었다. 이는 국부적인 집중지역이 남-북의 교통로를 따라 

선형으로 연속되어 형성되는데, 각 위치에서의 집중 강도가 모두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을 분석할 기준 시설을 추출하기 위하여 시설의 분포 양상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사한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적합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위의 두 가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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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이용해, 개별 시설의 분포와 집중지역의 분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설을 유형화하였다. 먼저, 개별 시설의 분포 양상은 9개 유형(A1~A9)으로 

분류되었다. 그 중에서, 4개 유형(A1, A2, A3, A4)만이 생활권의 지표 시설로 

추출되었다. 각각에 해당하는 시설은 (A1) 식료품점과 금융업소, (A2) 시장과 

초등교육시설, (A3) 공원 및 운동장, (A4) 백화점과 도서관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 시설의 영향범위가 다르게 구분되었는데, A1유형의 식료품점과 

금융업소의 영향범위는 각각 64m, 72m로 이용되는 범위가 가장 작은 

유형이었다. A2의 시장과 초등교육시설은 각각 451m, 470m의 영향범위를 

갖는 시설들이며, A3 공원 및 운동장의 영향범위는 754m로 보다 큰 

영향범위를 갖고 있었다. 마지막 A4의 백화점과 도서관은 도시 전체에 

하나뿐인 중심지역을 구성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들의 영향범위와 분포 양상을 고려할 때, 

추출된 4가지 유형의 시설들은 경성부내 모든 지역을 담당하도록 분포하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모든 지역에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시설들을 기준으로 구획한 

생활권의 경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집중지역의 분포 양상은 분산도(SD)에 따라 8개 

유형(B1~B8)으로 구분되었는데, 그 중에서 3개 유형(B2, B5, B7)만이 실제로 

유사한 지역에 집중지역을 형성하는 시설들로 분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집중지역의 분포 양상은 B2가 도심부에서 압축적으로 형성되는 유형이고, 

B7이 가장 분산적인 유형이었다. B2 유형에 해당하는 시설은 장신구, 

가정용품 판매시설과 산업단체로 나타났다. B5 유형에는 약품, 식료품, 

음료품 판매시설이 해당되었고, B7 유형에는 연료품 판매시설, 금융시설, 

토목건축재료와 운수 및 동용품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었다. 이번에는 3개 

유형만이 생활권의 기준 시설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 중심을 

구성하는 시설의 분류를 간소화하여 다음 단계의 중심지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렇게 분류 및 추출된 시설을 바탕으로 생활권의 물리적 영역을 

도출하기 위한 2차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생활권의 경계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전 단계에서 선정된 A1~A4 유형의 시설에 대해 보로노이 분할을 

적용하였다. 실제로 생활권의 지리적 경계를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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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점들의 거리 관계에 의해 평면을 분할하는 방식인 

보로노이 분할(Voronoi Tassellation)방식에 의해 생활권의 경계를 

도출하였다. 식료품점 및 금융업소를 기준으로 경성 시내에 총 336개의 

최소생활권의 경계를 구획하였고, 시장 및 초등교육시설을 기준으로는 

29개의 소생활권 경계를, 공원 및 운동장으로는 14개의 중생활권의 경계를 

규정하였다. 두 번째로 생활권 중심을 추정하기 위한 중심지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성부 도시공간에는 여러 종류 시설의 집중지역이 한 공간 

상에 중첩되어 분포하고 있었는데, 집중되는 시설 종류와 집중 강도에 따라 

지역을 구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활용한 기법은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suter 

analysis)이다. 계층적 군집분석으로 경성부의 도시 공간을 집중지역의 

속성에 따라 9개에서 3개까지 여러 차례 구분해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생활권 중심으로서 가장 설명력이 있는 군집 단계(군집 수가 6개일 때)를 

선택하였다. 6개 중 집중지역이 거의 없는 지역(대조군, 기본값)을 제외하고, 

3개 유형의 중심지는 각각 대생활권, 중생활권, 소생활권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나머지 2개 유형은 생활권의 중심으로 볼 수는 없지만 특수한 

시설들의 집단적인 집중지역, 즉 특화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각 

생활권의 중심지역들은 여러 종류의 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변 지역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생활중심지로서 의미를 가지며, 중심지의 위계에 

따라 그 중심 기능을 이용하는 생활권의 범위도 다층적으로 정의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1930년대 경성부 생활권의 종류를 네 단계로 제시하였다. 

생활권은 최소생활권,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으로 구분되며, 인구와 

면적의 측면에서 규모를 달리 한다. 또한 핵심 시설의 종류와 생활권 

중심에서 보유하는 기능도 서로 다르게 구성된다. 최소생활권(face block)은 

식료품과 금융업종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생활공간 단위이다. 지역에 

따라 최소 50명에서 최대 2,000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며, 평균적으로는 

1,200명의 인구규모를 갖는 범위이다. 면적은 평균 9ha, 반경 169m 규모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소생활권(micro-residential unit)은 초등교육시설과 시장을 기준으로 

구획되는 29개의 권역이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으나 평균적인 인구규모는 

최소생활권의 약 10배인 12,600여명이다. 평균 면적규모는 86ha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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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생활권 면적규모의 10배에 가까우며, 영역의 반경은 523m이다. 

소생활권의 중심지는 10여개의 최소생활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상권으로, 금융업, 운수및동용품, 토목건축재료, 연료품 취급업소가 

집중되어있다.  

중생활권(macro-residential unit)의 인구는 약 2천명에서 6만명 사이로, 

소생활권 평균 인구규모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27,000여명이 분포한다. 

평균 면적규모 213ha, 반경 824m는 소생활권의 2.5배 가량에 해당한다. 즉, 

소생활권 두 세 개가 모여 하나의 중생활권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생활권을 구획하는 기준은 공원 및 운동장이다. 중생활권의 규모에서 

작동하는 생활중심지는 약품 및 의료기, 식⋅음료품, 포목 등의 의류 관련 

업종, 문구 및 운동용구 판매업종, 여숙업종이 밀집한 상권으로 이루어졌고, 

요리점도 꽤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 관공서와 의료복지시설은 

생활중심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공공시설이다. 

대생활권(community)은 인구 404,198명, 면적 3,180ha의 도시 전체에 

해당하는 생활권 범위이다. 대생활권의 중심은 곧 경성부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도시 경성의 수도로서 위상을 지님과 동시에, 

일상적인 업무나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집적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국가적 차원의 주요 시설 및 은행들이 밀집한 

중심업무지구로서, 백화점, 극장, 요리점, 카페, 주점이 즐비한 대중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역할하였다. 

지금까지 생활권의 기준으로서 시설에 대한 GIS 분석을 진행하고, 

1930년대 경성부의 생활권의 여러 층위를 구체적인 공간적 지표로써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1930년대 경성의 도시화 과정을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고찰해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기존 역사연구의 주된 

흐름이었던 문헌적 고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GIS를 활용한 시각화 및 

공간통계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의 사료를 다차원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GIS, 1930년대, 경성부, 생활권, 시설 

학  번 : 2015-2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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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배경과 목적 

‘생활권(生活圈)’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으며, 시기에 

따라 그 개념도 변해왔다. 오늘날 ‘반나절 생활권’, ‘일일 생활권’과 같이 

특정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의 활동 범위라는 일회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거지 및 도시계획에서 사용되는 생활권의 개념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공통적인 공간 범위를 

말한다. 최근 들어 거주자 개인에게 있어서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는 주거 환경이자, 개인의 삶과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갖는 

물리적⋅사회적 영역(sphere)으로서 근린 생활권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계획(neighborhood-based planning)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생활권의 물리적 영역을 

구체적⋅지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Chaskin, 1998, 재인용),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계획이론과 연구가 전개되었고, 여러 가지 규모의 

생활권과 그 물리적⋅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생활권의 

지리적⋅물리적 조건을 정의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공간적 차원(spatial 

dimension)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계획이나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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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와 지역을 바라보는 틀로서 생활권을 정의하는 작업은 해당 사회의 

일상생활을 공간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이후의 

연구에 적절한 공간 단위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경성(서울)의 1930년대는 본격적으로 

근대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전에는 없었던 근대적 도시 

시설들이 전통적인 도시 조직 위에 들어서면서 도시 경관이 급격히 

변모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새롭게 들어선 학교, 

공원, 관공서, 소매상점 등의 도시 시설들은 주거지에서 새로운 근린 

시설로써 기능하게 되었고, 도심의 백화점과 번화가는 근대 도시 서울의 

상징이며 동시에 대중문화의 구심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활동의 

공간적 범위인 생활권 또한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1930년대는 전근대의 읍성 체제에서 벗어나 근대적 도시로 

변모하는 시기로, 건축 및 도시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가질 뿐 

아니라, 대도시 서울의 주거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건축사 연구는 양식사 또는 인물사에만 치중하며, 

일상생활 공간으로서의 도시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대개 근대 

도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상점가나 금융가와 같은 번화가에 초점을 

맞추거나 근대식 주택의 유형을 고찰하는 등 점적(點的)인 연구에 

주력해왔고, 그로 인해 경성의 일상은 근대적인 도시공간의 모습으로 

포착되곤 하였다. 도시계획이론이나 제도에 있어서도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었고, 생활 환경으로서의 측면에 대한 고려는 결여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의 관점을 통해,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1930년대 경성에 일어난 도시화의 단면을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1930년대는 근대적 방식으로 수집된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일상생활과 도시를 설명할 수 있는 

통계자료나 지적도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기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 방법론은 문헌고찰이나 건축 

도면의 해석 등과 같이 기술적 자료를 해석하는 인문적 방식에 한정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해 서로 다른 분야의 자료를 종합하여 도시공간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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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도시의 역사에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생활 환경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도시 시설에 대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설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1930년대 경성부의 생활권을 고찰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GIS는 통계적⋅기술적 자료들을 실제의 공간 정보와 통합하여 

처리함으로써, 공간상에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한 가시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도구의 특성상 점 데이터의 분포 패턴에 대한 

다양한 분석 기법이 개발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여 시설의 분포를 분석하고,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도시공간의 성격을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의 물리적 지표로서 ‘시설’의 분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생활권의 여러 층위를 밝히고, 각 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성격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건축사 연구가 지니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건축사 연구방법론으로서 GIS의 가능성과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와 방법 

 범위 

본 연구는 1930년대 경성부의 도시 공간의 단면을 살펴보는 공시적 

(共時的) 연구이다. 1910년 일제강점 이후, 경성은 도시적인 차원에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먼저 행정구역의 개편이 있었다. 

한성부(漢城府)에서 경성부(京城府)로 명칭이 고쳐지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조선의 수도가 경기도에 속한 한 개의 부(府)로 그 위상이 

격하되었고, 행정구역 범위도 축소되었다. 또한 서(署), 방(方), 계(契), 

동(洞)이라는 위계로 구분되었던 기존의 행정구역 체제에서 동(洞)과 

정(町)으로 변경되었다. 1912년부터는 경성시구개수(京城市區改修)가 

진행되어 기존 도심의 도로들이 확폭되거나 새로운 도로들이 증설되었다. 

1910년대 초부터 조선총독부가 추진하고 1928년 경성부로 이관된 후에도 

지속되어, 1930년대의 도시 조직과 환경에 바탕을 만드는 작업이 되었다. 

계획된 노선 중에서 실제 공사는 일부만이 이루어졌지만, 도심부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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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망으로 연결되는 지역간의 관계를 변화시킨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920년대에 이루어진 도로 개수는 격자형 도로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이전과 조선신궁, 경성역 등이 완성되면서 

이들을 연결하는 도로가 확충되었으며, 황금정의 신작로 구간을 교차하는 

남북방향의 신작로가 3개나 만들어지면서, 남산과 용산의 일본인 

거류민들의 북진을 위한 기반시설이 되었다.  

1928년 이후 경성부에 의한 시구개수사업은 1936년 4월 행정구역 확대를 

감안하여 성 밖의 인접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에 집중하였다. 

조선총독부가 경복궁 안에 신청사 건설을 시작한 이후로, 남산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이 북진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본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도시 상업의 중심이 종로를 중심으로 한 청계천 일대로까지 

확장되었다. 동시에 근대적 교통시설인 전차 노선이 청계천 이북 지역까지 

연장되었고, 1928년부터 두번째 교통수단으로 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도로망의 변화와 근대적 교통수단의 도입은 이후 경성의 본격적인 

도시화를 가속하는 배경이 되었다1. 

대상으로 삼은 1930년대의 경성부는 새로 유입된 시설들이 도시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학교, 관공서, 병원, 공원 등의 

근대적 시설들이 기성 주거지의 영역에도 들어서게 되었다. 19세기 초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점포형 상업시설 또한 도시 각처로 확산되며 주거지의 

새로운 근린 시설로써 작동하게 되었다 2 .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종류의 

근대적인 시설들이 도시 전반으로 확산된 경성부의 1930년대는 전근대의 

읍성 체제에서 벗어나 근대적 도시로 변모하는 양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30년대는 근대적 방법으로 수집한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이기도 하다. 『경성부 (일필매) 지형명세도』(이하 『경성부 

지형명세도』)와 같이 근대식 측량기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지적도뿐 아니라, 

『경성부호구통계』나 『경성상공명록』등의 통계자료, 사진 및 도면 등의 

자료가 풍부하다. 이러한 자료들은 오늘날의 GIS 기술을 적용하여, 

                                                     
1 미출판 보고서(1930년대 서울 주거지의 재현에 관한 연구, 2016)  
2 19세기 초 발달한 점포상업의 유형에는 약국, 연사, 현방, 책방, 서화사, 금고세가, 음식점, 주점, 

기방, 색주가 등이 있다. (참조: 고동환. 18세기 서울의 상업구조변동, 『서울상업사연구』. 태학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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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인 도시 환경에 대한 다양한 속성 정보를 표현하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1936년 행정구역 확장 이전의 경성부 지역으로 

한다. 이는 1929년의 『경성부지형명세도』에 나타난 공간적 범위와 일치한다. 

해당 영역은 사대문 안쪽의 원도심지역과 남산 일대의 일본인의 거류지, 

일본 군사시설이 위치했던 용산 일대를 포함한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 도시 

조직 위에서 형성되어 있던 주거지를 대상으로 이들 생활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새롭게 경성부에 편입되는 도성 밖의 지역은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신편입지역의 주거지는 이상적인 교외의 문화주택지로 

조성되거나 또는 공업단지의 노동자를 수용하기 위한 배후주거지로 

계획되는 등 3 , 시설의 입지가 인위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자연발생적 

시설의 분포를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방법 

GIS 분석에 사용된 바탕 지도는 1929년에 제작된 『경성부지형명세도』 

에서 추출하였다. 이 지도는 전체 579장의 도엽으로 묶인 책 형태의 

지적도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도성 안쪽의 도시 지역과 용산 지역을 범위로 

한다. 이 지도에는 산, 하천, 성곽, 둑 등의 기본적인 도시 환경과 함께, 

법정동 경계와 법정동명이 표시되어 있고, 41,880개의 필지에는 낱낱이 

지번이 입력되어 있다.  

1937년에 발행된 『경성상공명록』은 상공회의소에 연 15원 이상의 국세, 

영업세, 광산세를 납부하거나, 1년 이상 경성부 내에 소재해온 영업소를 

기록한 것이다. 이 중에는 약국⋅식료품점⋅문구점과 같은 소매유통업 시설뿐 

아니라, 인쇄업⋅제조업과 같은 경공업시설, 식당⋅바⋅카페 등 서비스업 

성격을 가진 상업시설, 은행⋅보험회사 및 금융 관련 업무시설도 포함하고 

있다. <기타> 및 <부록>에는 시장과 백화점, 관계관공서, 일간신문사, 

산업단체 등도 수록하고 있다. 또한, 회원의 성명, 상호, 주소, 세부 영업 

분야, 해당연도의 영업세 납부액, 해당 영업소에서 원래 분야에 겸하여 

판매하는 품목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공공시설의 목록은 1936넌에 

                                                     
3 염복규,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이데아, 2016. pp.1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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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대경성정도」에서 추출하였다. 이 지도에는 관청, 우체국, 소방서, 

학교, 병원, 교회, 신문사, 백화점 등 서울 시내의 주요 도시 시설들이 

그려져 있으며 명칭까지 표기되어있다. 

자료유형 자료활용 자료명 

지적도 
바탕지도 경성부(일필매)지형명세도(1929) 

공공시설 대경성정도(1936) 

통계 
상공업시설 경성상공명록(1937) 

인구 경성부호구통계(1936) 

지도 참고 대경성부대관(1936) 

사진 참고 대경성사진첩(1937), 조선과건축(1937) 

문헌 
참고(생활상) 동아일보, 경성일보, 삼천리, 신판대경성안내(1936) 

참고(법령) 도시계획법⋅시가지건축물법(1919), 조선시가지계획령(1934) 

표 1-1 연구의 자료 

 

그림 1-1 연구의 자료(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왼쪽부터 경성상공명록(1937), 대경성사진첩(1937), 신판대경성안내(1936)) 

그 밖에, 1936년 『경성부호구통계』에서 법정동별 인구 수를 좌표 참조된 

공간적 속성정보로 활용하였다. 같은 해 발행된 『대경성부대관』은 지도 

제작술을 활용한 그림 자료로, 서울 시내의 모든 건물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여기에는 중요한 시설뿐 아니라 일반적인 주거 건물들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어서 특정 지역의 건물 유형과 도시 풍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대경성사진첩』(1937)에는 시설 종류별로 사진이 

분류되어 있어 시설에 관한 특성을 이해하는데 참고하였다. 19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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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부의 도시환경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로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1차 

자료의 목록과 활용 목적을 다음 [표 1-1]에 제시하였다.  

1930년대 경성부의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바탕지도를 벡터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경성부 지형 

명세도』(1929)의 필지와 도로, 하천의 외곽선을 벡터화하고, 한자로 

표기되어있던 지번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였다. 1차로 완성된 바탕지도를 

1936년도의 「대경성정도」와 대조하여 일부 도로와 필지를 수정, 1930년대의 

도로 개수 상황을 반영했다. 수정한 도로 구간을 [그림 1-2]에 표시하였다.  

 

그림 1-2 경성시구개수에 의한 도심부 도로망의 변화(1929~36년) 

바탕지도: 「대경성정도」(1936) 

그 다음, 분석에 활용된 시설은 일상적 환경에서 공적이거나 사회적인 

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상공업시설 중에서 추출하였다. 이 

중에서 상공업시설의 목록은 1937년에 발행된 『경성상공명록』에서, 

공공시설의 목록은 「대경성정도」(1936)와 『대경성부대관』(1936)에 강조되어 

있거나 이름이 표시되어있는 도시 시설을 추출하였다. 『경성상공명록』의 

상공업시설 3천6백 여 건 중에서 대상지역에 소재한 시설은 총 

3,408건이었다. 「대경성정도」와 『대경성부대관』에 에는 공동주택, 관사 등의 

주거시설이나 대형 공업시설들도 표현되어 있었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과는 성격이 맞지 않아 

제외하였다. 바탕지도가 제작된 시점(1929년)과 시설 목록이 작성된 

시점(1936-1937년)의 지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매핑되지 않는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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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지번 배치의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지번으로 대체하여 최대한 누락되는 자료를 줄였다. 여기에 『경성부 

호구통계』(1936)의 법정동별 인구 데이터를 더하여 시설 분포와 인구 

분포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 작성 및 지번 입력에는 

AutoCAD 2015와 Rhinoceros 5.0의 Grasshopper를 사용했고, 시설이나 인구 

분포에 대한 공간단위의 속성 정보를 작성하는 데에는 Excel 2016, 지도와 

속성 정보의 연결 및 좌표 참조(georeferencing), 그리고 각종 공간분석에는 

ArcGIS 10.3.1 for desktop, 분석 결과 데이터의 시각화에는 tableau 10.0, 

주제도 작성에는 ArcMap 10.3.1과 Adobe Illustrator CC 2017을 사용하였다. 

다음의 [그림 1-3]은 위에 설명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기본 

지도 작성 및 수정 작업과 시설 목록 및 인구통계 입력 작업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184개 법정동과 41,880개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공시설 및 상공업시설은 총 3천7백 여 건에 

이른다. 

 

그림 1-3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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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흐름도 

각 장별로 진행된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먼저 다양한 GIS 공간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구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다. 여기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분석 기법을 추린다. 

생활권의 기준에 대한 관련 이론을 통해 GIS 분석을 위한 ‘생활권’과 

‘시설’의 개념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1930년대의 제도를 바탕으로 시설을 

구분하는 분류 체계를 만들고, 시설 분포를 분석하는데 활용할 기법을 

추출하여 본 연구의 GIS 방법론을 정립한다.  

3장에서는 먼저 기초통계로써 시설의 현황을 파악한 다음 본격적인 공간 

분석을 진행한다. 첫번째 분석으로, 시설 종류별 공간적 분포 양상을 

최근린분석(Nearest Neighbor Analysis)방법으로 파악한다. 그 중 어떤 

시설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밀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핫스팟분석(Hot Spot 

Analysis)을 수행한다. 이로써 시설 종류별로 집중지역이 형성되는 지역, 

빈도, 규모 등의 양태를 비교해본다. 두 분석으로 도출된 기본적인 분포 

특성과 집중지역의 분포 특성을 비교하여 시설의 분포 유형을 분류하고, 

생활권의 물리적 영역을 규정하는 시설의 종류를 추출 및 선정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기준으로 실제 도시공간에서 생활권의 

물리적 영역을 추정해본다. 생활권의 물리적 특성을 영역의 경계(영향권)와 

중심지역(중심지)으로 나누어 각각을 얻을 수 있는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선정된 시설을 기준으로 한 보로노이 분할면(Voronoi 

Tassellation)을 구성하여 도시 공간상에서 시설의 영향권을 확인하고, 

이로써 생활권의 경계를 얻는다. 다음으로 생활권의 중심지는 앞서 분석한 

집중지역 분포 양상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파악해본다. 여기에는 변수가 

많고 복잡한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수행한다. 집중지역을 구성하는 

시설의 종류나 집중도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지역을 구분하여 중심지의 

위계를 밝히고, 중심지에 따른 생활권의 층위를 구분한다. 최종적으로 

생활권의 여러 층위를 면적, 인구규모, 기준 시설, 중심지의 성격 측면에서 

정량적인 지표로써 정의하고, 이들이 1930년대 경성부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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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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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IS 방법론과 생활권 연구 

 

 

 

 

 

 

 

 

 

 

 

 

2.1. GIS를 이용한 도시⋅건축 연구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통계분석 기술의 

접목으로 GIS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국내 도시⋅건축 분야에서도 GIS 

분석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GIS기반 공간분석이란, 활용 

목적에 따라 (1) “공간현상 속에 숨겨진 공간패턴 또는 공간 관계를 찾”기 

위한 ‘서술적’ GIS분석과, (2) “공간의사결정에 필요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처방적’ GIS분석, (3) 시간에 따른 “공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예측적’ 

GIS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영표 외, 2004). 국내 도시⋅ 건축 분야의 

연구에서는 (1) 공간현상의 패턴이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서술적’ GIS 

공간분석방법론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4. 대표적인 연구 방법론으로는 도심 

및 중심지 영역을 식별하거나, 물리적 환경 특성 및 토지이용 패턴의 

현상을 파악하거나, 공간관계나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도심 또는 중심지의 영역을 탐지하거나, 관리의 대상으로서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GIS분석은, 속성의 차이경계를 통해 닫힌 영역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공간적 분리를 파악하는 방식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한다. 정책이나 계획을 위한 바탕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도시 관리 

                                                     
4 김영표⋅임은선,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적용 연구』, 국토연구원, 2004.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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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을 탐지하거나 특정 현상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의사결졍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정책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 및 토지이용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 

중에는, 생활권의 중심 및 범위에 관한 연구, 물리적 보행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상업시설의 입지패턴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DB구축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해당 DB를 활용하기 위한 

탐색적 분석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2) 의사결정의 해법을 도출하는 ‘처방적’ GIS 분석방법은 공간문제의 

발견과 분석을 통해 가설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호도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을 적용하여 제시된 대안에 

대한 평가와 진단까지 진행하는 것이 서술적 방법론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GIS 분석방법론은 시설의 입지결정, 토지이용계획의 의사결정, 

경로 및 노선계획의 설정 등의 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5 , 지금까지의 

국내 도시⋅건축 연구에서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3) 시공간변화 예측을 위한 ‘예측적’ GIS 분석은 특정 시점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간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각종 시공간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간적 변화의 예측모형이 적용된다. 예측적 

GIS 분석 방법론은 토지이용 변화, 도시게획 변경에 따른 지가 변화, 도시 

성장을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6 . 또한 건축물의 방재안전 

관련 시뮬레이션, 일조량과 건축물의 높이 관계에 따른 경관 

시뮬레이션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음의 [표 2-1]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형의 GIS 방법론에 대한 연구 

사례를 요약하여 나타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양한 GIS 공간분석 

방법론들은 1930년대 경성부의 생활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공간상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패턴을 발견하는 방법론 

중에서도 토지이용 패턴이나 물리적 환경 요소의 분포 패턴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이를 1930년대 경성부에 적용하여 시설 분포 

패턴을 파악하고, 그들의 공간적 관계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5 앞의 자료, pp.87-92 
6 앞의 자료, pp.1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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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공간적 관계에 의해 영역을 구분하는 방법이나 중심지 영역을 

탐지하는 방법론은 시설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시설의 공간적 관계를 통해 적정 이용범위를 파악하거나, 상업시설이 밀집 

분포하는 지역을 찾아냄으로써 경제활동의 중심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1930년대 경성부에 적용함으로써, 시설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구분 연구 주제 연구자 

공간현상 

탐구를 위한 

서술적 GIS 

도시공간구조 파악 
이은애⋅심재현(2013), 

김민하⋅김영욱(2014) 

도심/중심지/상권 경계 탐지 

이상일 외 3(2010),  

김호용 외 2(2012), 

이대일⋅장한두(2013) 

입지/설계안/용적률 등의 적합성 및 환경 평가 
김생연 외 5(1998), 

양재영(2016) 

토지이용패턴의 변화 및 영향관계 분석 
신우진 외 2(2002),  

이경민 외 3(2014) 

범죄 패턴 및 요인 분석 
정은석(2013),  

전혜영(2013) 

보행환경 특성 및 통행량 분석 
박소현 외 2(2008),  

박경훈 외 2(2010) 

인구밀도 등의 분포 특성 재현 이석준 외 6(2014) 

지적 및 건축물 관리 관련 DB 구축 
김흥관(2008),  

정대영 외 2(2008) 

공간의사 

결정을 위한 

처방적 GIS 

최적경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노선 계획 결정 안영수 외 2(2011) 

토지이용 계획 결정 박유리(2009) 

시공간변화 

예측을 위한 

예측적 GIS 

건축물의 방재안전 관련 시뮬레이션 이성윤(2014) 

경관 시뮬레이션 김호용⋅윤정미(2013) 

도시성장/토지이용/지가 변화 예측 
문태헌(2000),  

강미선 외 2(2002) 

표 2-1  GIS 를 이용한 도시⋅건축 연구 

(구분 참조: 김영표⋅임은선, GIS 기반 공간분석방법론 적용 연구, 국토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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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활권과 시설 

1930년대 경성부에서 생활 공간 단위를 가리키는 말로는 정(町), 동(洞), 

통(通)이라는 행정구역상의 용어도 있지만, 행정구역과는 관계없이 주민의 

일상적 활동이 일어나는 생활 공간 단위로서 ‘생활권’의 영역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으로 제시된 생활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생활권의 범위와 기준 

클라렌스 페리(Clarence Perry)는 근린주구이론(Neighborhood Unit)에서 

도시주거지 계획 개념으로서 생활권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페리가 주창한 

근린주구는 하나의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구 규모를 가지며, 공공시설, 

소공원, 상업시설로 구성된 반경 400m, 면적 64ha의 영역을 가리킨다. 이를 

바탕으로 Clarence Stein(1942), N. L. Engelhardt Jr.(1943), Duany and Plater-

Zyberk(1994)는 계획 단위로서 생활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Clarence Stein(1942)는 세 개의 근린주구가 모여 타운을 구성하며, 

고등학교와 상업중심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생활권의 단위를 한 단계 

확장시켰다. N. L. Engelhardt Jr.(1943)도 이와 유사하게 여러 스케일의 생활권 

단위를 제안하였으나, 학교와 그 필요 인구에 초점을 맞추어 면적규모와 

인구규모를 제시하였다. 그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근린주구 단위의 

조건으로 최대반경 반 마일의 면적규모와 6,000명의 인구규모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근린주구로 구성된 생활권에는 중학교가 필요하고, 네 개의 

근린주구로 구성된 생활권은 고등학교와 상업중심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 이루어진 뉴어바니즘은 전통근린개발(TND,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대중교통지향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복합용도개발(Mixed Used Development)라는 세 가지 권역을 

제시하며, 생활권의 단위를 근린주구에서 대도시권 및 시가지 규모 차원과 

개별 건축물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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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근린주구단위 개념의 변화 

(출처: Farr, 2007. 재인용) 

이처럼 이론마다 제시하는 생활권의 기준은 다양하지만, Park et al.(2015)은 

위와 같은 주거지 계획 개념으로서 근린에 관한 이론과 가이드라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근린의 개념을 네 개의 레벨로 정리하여 설명한다. 

공통적으로 근린의 위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물리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주민 개인간의 비형식적 관계로 나타났다. 특히 물리적 환경 조건은 생활권 

위계의 결정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요인이었다.  

 

그림 2-2 근린주구 단위의 클러스터(규모 및 위계) 

(출처: Clarence Stein, 1942) 

국내 생활권 계획에서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사용되는 근린주구개념에 

의한 단계 구분 방식에서는 규모에 따라 인보구, 근린분구, 근린주구, 

근린지구로 생활권의 범위를 나누고 각 단계별로 중심이 되는 시설을 

정의한다(표 2-1). 현대의 생활권 구분에서도 생활권을 범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며, 각 단계별 생활권의 기준을 인구규모와 면적규모, 시설의 

배치에 따라 정하고 있다(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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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구규모 면적규모 관련시설 

인보구 1,500 명 
6ha 

반경 100m 
유치원, 놀이터 

근린분구 6,200 명 
25ha 

반경 250m 
약방, 세탁소, 아동공원 

근린주구 25,000 명 
100ha 

반경 500m 

중학교가 있을 수 있는 범위로서 동사무소, 

파출소, 은행, 교회, 슈퍼마켓  

근린지구 100,000 명 
400ha 

반경 1km 
도시생활의 대부분의 시설이 필요한 범위 

표 2-2 근린주구 개념에 의한 생활권 분류 

(출처: 양동양, 1993. 재인용) 

구분 범위 시설 규모 

1차생활권 

소(근린)생활권 
도보권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초등학교 

반경 300~400m 

인구 1~2만명 

2차생활권 

중생활권 

지역순환교통으로 

10-15분 이동범위 

구청, 경찰서, 

중학교, 고등학교 
인구 10만명 

3차생활권 

대생활권 
완결된 체계의 도시 시청, 대학교 인구 30만명 

표 2-3 현재 생활권의 범위와 시설  

(출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1:89) 

주구단위 호수 면적(ha) 구성 시설 반지름(m) 

인조주구 

(隣組住區) 
10~20 0.5~1.0 

인조광장(학령 이하유아의  

놀이터를 겸함), 방공호, 우물,  

수영장(pool), 모래밭(비상시 소화  

또는 대피용) 

39 

~56 

경방주구 

(警防住區) 
60~80 3~6 

유아공원(인조주구에 광장이 없는 경우) 

공동급식시설(실행할 경우) 

폭이 6m 이상인 도로 주변 설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음) 

97 

~138 

구매주구 

(購賣住區) 

400 

~500 
12~25 

시장(혹은 배급소) 

소공원, 보육소, 목욕탕 

동사무소, 순사파출소 등 

195 

~282 

근린주구 

(近隣住區) 

1600 

~2000 
60~100 

소학교(지하대피소. 강당⋅체조장은 공회당을 

겸함), 생활지도소, 근린공원, 의원, 도서관, 

우편국, 區會事務所, 警防団事務所 

437 

~564 

표 2-4 「서민주택의 기술연구」(1941)에 수록된 주구단위 

(출처: 조선건축회 소주택조사위원회, 194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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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과 시설의 관계 

생활권의 범위와 기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권을 정의하는 

기준에는 면적규모, 인구규모와 함께 구성 시설이 주요한 요소로 언급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생활권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서 ‘시설(施設)’의 개념을 

고찰하고, ‘생활권’과 ‘시설’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GIS 분석에 필요한 시설의 분류 체계와 구체적인 분석의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우선 현대의 제도에서 시설에 대한 정의를 

검토하였다. 현재 제도에서 시설은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기반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

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기반시설의 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

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공공성과 영향력이 높아 특별한 결정 절차

가 필요한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주택법) 

근린생활시설: 보통 주택지 또는 그 인근에 입지하여 주민들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건축법) 

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은 간접사회자본으로서 “도시의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기능을 위해 필요”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쉽게 공급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7 , 공공시설이나 대규모시설인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일상생활 편의에 관련된 다음의 시설은 상대적으로 쉽게 공급되거나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상점 등을 

포함한다. 기반시설의 부대시설에 대한 

정의에서 시설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림 2-3]와 같이, 시설은 

물리적 설치물과 그 부지가 되는 토지,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로 

구성된다8.  

                                                     
7 원제무 외, 『도시정책론』, 박영사, 2000. p.59 
8 이하 시설을 매개로 한 영업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닌 주변의 거리 범위를 칭하는 용어로 

‘영향범위’를 사용하였다. 

그림 2-3 시설의 구성 요소 



 
18 

 생활권 분석의 기준으로서 시설 

생활권의 층위에 대한 접근은 일종의 도시 주거지의 체계를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도시 공간이나 지역의 체계를 연구할 때, 먼저 

분석의 단위를 구성하는 요소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구성요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근대 지역체계 이론인 프리드만(J. Friedmann)의 중심-

주변지역모델(core-periphery regional model)은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체계(system)란 ‘일련의 개체와 속성의 상호관련성에 

의해 규정되는 실체’ 또는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와 요소의 관계로 

정의된다(Hall A. D. & Fagen R.E., 1956, 재인용). 중심-주변지역모델에서 

프리드만은 지역체계의 변화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J. Friedmann, 

1966). 그의 분석의 틀에 따르면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중심지(점)’, 중심지 주변의 ‘배후지(영역)’, 그리고 중심지 사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통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최근까지도 지리적 단위의 규모와 

상관없이 위 세 가지 요소가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분석되고 있다9.  

 

그림 2-4 『대동여지도』(1861)의 물리적 구성요소: 결절점, 통로, 영역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이처럼 중심지(점), 배후지(면), 통로(선): ‘점-선-면’으로 물리적 공간의 

구성요소를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 축적에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공간적 

                                                     
9 김윤미, “전근대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체계의 특징과 변화과정”,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4집 제2호, 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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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동여지도』 (1861)에서도 지역 체계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방식이기도 하다(그림 2-4).  

시설이라는 분석의 틀은 도시, 건축, 사회와 인간의 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물리적으로는 개별 점으로 

인식되지만, 시설의 이용 범위인 배후지를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틀을 구축한 상태에서, 방법론적 정의로 시설과 생활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생활권’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되, 방법론적으로는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의 단위로서 ‘생활 활동의 거점으로서 시설이 

분포하는 공간적 단위’로 정의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시설은 도시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시설을 

‘생활권을 이루는 최소의 기능적 단위’로 정의힌다.  

 정의            용어 생활권(生活圈) 시설(施設) 

사전적 정의 
일상생활을 하느라고 활동

하는 범위.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건물 또는 설치물 

도시계획상의 정의 도시주거지계획의 단위 도시계획의 요소 

물리적 공간구성요소 
배후지 - 면(面) 중심지 - 점(点) 

일상생활 활동의 영역 일상생활 활동의 거점 

방법론적 정의 
시설이 분포하는 

공간적 단위영역 

필지를 점용(点用)하는  

최소의 기능적 단위 

구성요소 

시설1 + 시설2 + 시설3  
 

토지 + 물리적설치물 + 행위 

표 2-5 ‘생활권(生活圈)’과 ‘시설(施設)’의 관계 

 

시설의 공간적 분포는 생활권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 

패턴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의 분포 패턴을 통해 

생활권의 영역을 추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설들이 균질한 

간격으로 분포하거나 인구밀도와 비례하며 규칙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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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공간통계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점데이터(시설)의 공간적 분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시설의 공간적 

분포를 구조화하고, 생활권 영역의 기준이 되는 시설을 구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2.3. 생활권 분석을 위한 GIS 방법론 

 시설 분류 체계 

1930년대 경성부에서의 일반적인 시설의 개념을 고찰하고, 그를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에 맞는 분류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당시 경성부에 

적용되었던 일본 내지의 『도시계획법 都市計劃法』(이하 도시계획법)과 

1934년에 제정된 국내 최초의 근대적 도시⋅건축 관계 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 朝鮮市街地計劃令』(이하 시가지계획령)에서는 ‘도시계획’ 

또는 ‘시가지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0. 

 
도시계획이란,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거나 또는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시설의 계획 (도시계획법 제1조) 

시가지의 창설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위생·보안·경제 등에 

관한 중요시설의 계획 (시가지계획령 제1조) 

두 법령은 공통적으로 도시계획이 곧 시설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시설이 모여서 도시계획을 구성한다는 당시 일본의 

도시계획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11 . 시설은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배치 및 계획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제1조의 2에서는 ‘지역 및 지구의 지정’ 또한 계획 

시설의 일종으로 제시하였다. 이 지역제에서는 면(面)적인 공간 단위를 

대상으로 건축의 용도 및 구조에 대한 취체 규칙을 두는 것이었는데, 

                                                     
10 도시계획법(1919년 4월 5일 법률 제36호, 1923년 2월 3일 법률 제27호 개정) 

도시계획법시행령(1919년 11월 28일 칙령 제482호, 1921년 10월 칙령 제416호 개정) 
11 윤희철, “시가지계획령(1934-1962)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법제사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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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공업화정책 추진과 함께 효율적 공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지역별 용도를 제도적으로 지정하고 건축 등을 규제한 것이다. 따라서 

1930년대의 제도적 측면에서 시설은 계획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서 

‘도시계획의 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당시의 시설 분류 체계를 작성하기 위해 도시계획법과 『시가지건축물법 

市街地建築物法』(이하 시가지건축물법), 시가지계획령에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시설에 관한 조문을 추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광장, 철도, 궤도, 하천, 운하, 항만, 공원, 수도, 하수도, 운동장, 

시장, 도장, 묘지, 화장장, 진애 및 오물처리장, 비행장, 토지구획정리, 

한 단지의 주택경영, 저수지 및 방풍, 방화, 방수, 방사, 방조에 관한 시

설의 계획 

2. 계획령 제15조, 제18조제2항 및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의 지정 

3. 전 2호에 게기한 것 외에 교통․위생․보안․방공․경제 등에 관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계획 (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제1조) 

 
학교, 집회장, 극장, 여관, 공장, 창고, 병원, 시장, 도살장, 화장장, 기타 

특수 건축물의 위치, 구조, 설비나 부지에 관해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시가지건축물법 제14조) 

제도상에서 ‘학교’, ‘운동장’, ‘시장’ 등 여러 종류의 시설이 언급되고 있지만, 

현대의 건축물 용도 구분과 같은 체계적인 분류 체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단, 시가지계획령과 시가지건축물법에서 시가지계획 및 

시가지건축물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다. 여기 

나타나는 시설의 종류는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 중, 공원, 운동장,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며, 시가지건축물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중에서는 

학교, 집회장, 극장, 여관, 공장, 병원, 시장 등이 해당한다. 그 중 

학교시설은 교육기관으로서, 식민지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였다. 학교시설의 분류에 관해서는 제2차 <조선교육령> 12 시기 

(1918~1937)의 학교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그림 2-5) 일제강점기의 학교 

                                                     
12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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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에 이르면 오늘날과 같은 초⋅중⋅ 

고등교육시설의 3단계 구성을 갖추게 된다. 초등교육시설은 보통학교와 

소학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6개 학년제로 운영되었다. 초등교육시설을 

다니는 아동의 학령은 6살에서 11살 사이이다. 중등교육시설은 

고등보통학교와 사범학교, 실업학교를 통칭하는 것으로 4~5학년제로 

운영하였으며, 고등교육시설은 오늘날의 대학과 비슷한 전문고등교육 

기관으로 일반적으로 4년제로 운영되었다. 

 

그림 2-5 제2차 조선교육령시기 학교 제도 

(출처: 서울2천년사, 2015. 편집) 

상기하였듯이, 당시에 경성부의 각종 도시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법령들: 

도시계획법(1919), 건축물법(1919), 시가지계획령(1934)에서는 시설이나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분류 체계를 확인할 수 없다. 대신 그에 준하는 

「동경시건축조례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大正2년(1913년) 5월에 건축학회에서 작성한 동경시건축조례안 

‘제2장 정의’의 제4조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에서 “건축물”을 “건물, 장벽, 

굴뚝, 방토벽 등”으로 정의하고, 그 중 “건물”을 “사옥, 공관, 공장, 창고 

등”으로 세분한다. 이어지는 항목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예시로 들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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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建築物: 建物、牆壁、煙突、土留壁等 

 건축물: 건물, 장벽, 굴뚝, 방토벽 등 

四. 建物: 私屋、公館、工場、倉庫等 

 건물: 사옥, 공관, 공장, 창고 등 

五. 私屋: 住宅、事務所、商店およびこれらに付属する建物 

 사옥: 주택, 사무소, 상점 및 이것에 부속건물 

六. 公館: 左記ノ建物  

 공관: 다음의 건물 

イ 社寺、教会堂、その他公衆用の宗教的建物  

 사찰, 성당, 기타 공중용 종교적 건물 

ロ 学校、図書館 その他公衆用の教育的建物  

 학교, 도서관, 기타 공중용 교육적 건물 

ハ 劇場、舞楽場、観覧場、寄席, その他公衆用の娯楽用建物  

 극장, 무악장, 관람장, 기석(연예장), 기타 공중용 오락용 건물 

ニ 公会堂、取引所、市場、勧工場（商品陳列即売場）、デパートの類 

 공회당, 취인소, 시장, 권공장, 백화점의 종류 

ホ 病院、養育院ノ類 

 병원, 양육원의 종류 

ヘ 旅館、下宿屋、料理店ノ類 

 여관, 하숙집, 음식점의 종류 

七. 工場: 作業場、製造場、醸造場ノ類ニシテ建坪百坪以上ノモノ 

 공장: 작업장, 제조장, 양조장의 종류로 연건평 100평 이상의 것 

八. 倉庫: 物品、穀類等ヲ貯藏スル建物 

 창고: 물품, 곡류 등을 저장하는 건물 

여기서 주택, 사무소, 상점이 사옥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옥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공관과 반대되는 뜻으로, 공공시설이 아닌 건물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상점과 그 부속시설을 사옥으로 분류한 반면, 상업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시장, 권공장, 백화점은 공관으로 분류되었고, 상업시설 중에서도 

서비스업으로서의 성질이 강한 여관이나 음식점도 공관으로 구분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부분이었다. 

지역 단위로 입안하는 조례에서만 건물의 용도에 대한 조항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건물의 ‘용도’라는 속성은 지역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극장이나 운동장, 종교시설과 같이 대중이 

모이는 성격의 건물은 대도시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런 종류의 건물을 

그 밖의 것들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경성부에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경시에 적용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조례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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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구분방식을 파악하는 방법도 충분히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상공업시설의 구분은 『경성상공명록』의 분류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단, 

영업소의 수가 10건 이하인 업종 및 <기타>에 속하는 업종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부록>에 기재된 시설 중 관계관공서, 도서관, 실업학교, 

일간신문사 등 주소가 정확히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분류 방식만을 

참조하였다. 최종적으로 『경성상공명록』에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20종류이다. 그 밖에 지도를 통해서 위치 정보를 수집한 공공시설의 구분은 

앞에서 검토한 당시의 도시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였다. 시설의 구분에 쓰인 용어는 원래 자료의 것을 따르되, 일부는 

개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하여 표기하였다. 

[표 2-2]는 현대의 시설 분류 체계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현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라 1930년대의 시설 목록에 수집된 것들을 예로 

들었고, 수집되지 않은 시설의 분류 항목은 제외하였다. 현대의 시설 분류 

체계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별표1 "건축물의 용도"에서 대분류 및 

소분류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였다. 오늘날 건축물은 9개의 시설군과 29개의 

용도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13. 현대의 분류 방식에서는 주거생활을 바탕으로 

한 일상적 활동에 관계된 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방식이나 지역지구제의 내용이 말해주듯이, 

1930년대의 경성부의 도시사회적 환경은 주거생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공업 및 상업에 관한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0년대의 일상생활 영역을 도출하기 위해 

그것을 구성하는 시설을 미리 예상하여 선택하거나 분류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분석은 생활권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자 생활의 

지표가 되는 시설의 종류를 밝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13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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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에 따른 시설의 구분 서울시도시정보 

지도*의 범례 

1930 년대 시설의 분류 
1930 년대 시설의 종류 

대분류(시설군) 소분류(용도군) 대분류 소분류 

교육 및 

복지시설군 

교육연구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고등교육시설 대학, 전문학교, 고등공업학교 

중등교육시설 고등보통학교, 중학교, 사범/실업학교 

초등교육시설 보통학교, 소학교, 유치원,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의료시설 의료시설 
의료복지시설 

병원, 자혜원 

노유자시설 복지시설 제생원, 아동보호시설, 구호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체육시설 오락시설 극장, 영화관, 동/식물관, 박물관 

종교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 신궁, 신사, 기독교당, 선교회, 사찰 

관광휴게시설 공원시설 공원및운동장 공원, 공설운동장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공공시설 관공서 

전화국, 전보국, 방송국 

주거업무시설군 
공공업무시설 

조선총독부, 청사, 외국공사관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 방공시설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신문사 신문사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상업시설 

시장 공설시장, 도/소매시장 

백화점 백화점 

숙박시설 숙박시설 

상공업시설 

여숙업 여관, 호텔, 하숙 

근린생활시설군 
제 1⋅2 종 

근린생활시설 
기타시설 

식료품 
쌀 및 잡곡류, 곡분, 과일, 야채, 해산물, 건어물, 소금, 간장, 과자, 

사탕, 떡, 식료유, 면류, 양식료품, 빵, 식료잡화 

음료품 주류, 음료, 커피, 차, 우유, 누룩 

약품및의료기 의약품, 제약, 인삼, 한약, 의료기구, 위생재료, 공업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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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에 따른 시설의 구분 서울시도시정보 

지도*의 범례 

1930 년대 시설의 분류 
1930 년대 시설의 종류 

대분류(시설군) 소분류(용도군) 대분류 소분류 

근린생활시설군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기타시설 

상공업시설 

포백동원료및제품 면, 견, 모, 포목, 실, 오복, 양복, 귀인자공복, 고의, 자수 

염료및염색 염료, 염색 

장신구  모자, 모피, 화장품, 화양잡화, 금은세공, 시계, 안경, 신발 

가정용품  황물잡화, 도자기, 가구, 거울, 냉장고, 금고, 법랑철기, 곤로, 칠기 

연료품 석탄, 해탄, 신탄, 석유, 연탄 

오락및운동용구 악기, 축음기, 레코드, 라디오, 사진기및재료, 완구, 운동구, 무도구 

지문구도서인쇄지제품 
종이, 문구, 학교용품, 서적, 지도, 타이프라이터, 계산용구, 인쇄, 

인쇄잉크및재료 

요리및음식점 일본요리, 서양요리, 조선요리, 중국요리, 카페, 찻집, 주점, 바 

기계기구  전기기구, 공구, 소방기구, 양조용구, 인쇄기계, 철공업, 주물,  

토목건축재료 
목재, 석재, 대리석, 연와, 시멘트, 콘크리트제품, 슬레이트, 타일, 

도료, 테라초 

청부업  토목, 건축, 전기난방공사, 타일공사, 인부공급 

운수및동용품 자동차, 택시, 자전거, 운송, 운수계산 

금융시설 

유가증권 주식중매, 현물 

금융 은행, 신탁, 각종 금융 

보험 생명보험, 징병보험, 화재 및 해상보험 

일반업무시설 산업단체 산업단체 및 조합 

 표 2-6 현재 건축물의 용도 구분 

(출처: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4항의 시설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서울시 도시정보지도(gis.seoul.go.kr)를 바탕으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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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류 도시/건축관계법령 동경시건축조례안 경성상공명록 

관공서   관계관공서 

공원및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고등교육시설 
칙령 제 229 호 

<조선교육령> 교육적 건물 

 

중등교육시설  

초등교육시설  

도서관   

오락시설  오락용 건물  

종교시설  종교적 건물  

의료복지시설  의료및양육시설  

신문사   일간신문사 

시장   시장 

백화점   백화점 

상공업시설(20종)   (분류 색인) 

표 2-7 시설 분류의 근거 

 

시설 종류 위치 정보 출처 

관공서 대경성부대관 

공원및운동장 경성도시계획조사서 

고등교육시설 

대경성부대관 

중등교육시설 

초등교육시설 

도서관 

오락시설 

종교시설 

의료복지시설 대경성사진첩 

신문사 대경성부대관 

시장 선행연구(허영란) 

백화점 대경성부대관 

상공업시설(20종) 경성상공명록 

표 2-8 수집한 시설의 종류별 위치 정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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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 분석기법 

 최근린분석(Nearest Neighbor Analysis) 

첫번째 분석으로, 시설 종류별 분포 양상을 일차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할 GIS 분석 기법은 최근린분석(Nearest Neighbor 

Analysis)이다. 최근린분석이란 한 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과의 거리, 즉 

최근린거리를 측정해 점들의 분포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ArcMap 

10.3.1의 Average Nearest Neighbor 기능으로 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평균 최근린거리의 관측값과 기댓값을 이용해 점들의 분포 패턴을 

수치화할 수 있다. 관측값은 관찰된 모든 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를 평균한 값이고, 기댓값은 대상지역의 전체 면적을 점의 개수로 

나눠서 계산한 값이다. 즉, 기댓값은 같은 수의 점들이 전체 면적에 

임의적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평균최근린거리를 의미한다. 

평균최근린거리의 기댓값에 대한 관측값의 비율을 최근린지수(Nearest 

Neighbor Index, 이하 NNI)라고 한다. 가령, NNI 값이 1이면 점들은 완전히 

랜덤분포하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clustered) 

분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 값이 1보다 크면 클수록 

분산적인(dispersed) 분포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6). 

최근린지수는 대상지역(study 

area)의 면적을 미리 설정하지 

않았을 때와 미리 설정했을 때 

그 값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설은 공간상에 좌표 참조 

(geo-reference)되어 점 데이터 

(point data)로 표현되기 때문에, 

점 분포 패턴의 분석 기법인 

최근린분석을 적용하여 시설의 

전반적인 분포 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림 2-6 최근린지수(NNI)에 따른 분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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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 분석 

최근린분석을 통해서는 시설의 분포 양상을 정량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 뿐, 군집(clustered)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는지, 즉 집중지역(cluster)의 위치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시설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육안으로도 집중지역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지만, 건 수가 많고 분포가 복잡한 시설의 경우에는 

집중지역이 발생하는 위치, 발생 빈도, 집중 강도 등의 구체적인 양상은 

파악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진행할 분석은 이러한 집중지역의 구체적인 

분포 양상과 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점들의 집중 강도(clsuter intensity)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써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의 개념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공간적 

자기상관’이란 개념상 Tobler의 지리학 제 1법칙 14 을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속성이 유사한 필지가 공간적으로 서로 이웃하고 있을 때 그 필지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15 . 한 필지와 ‘주변’ 필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공간적 측면(거리)과 속성적 측면(시설의 종류)을 모두 고려하므로, 

‘공간적 자기상관’은 시설의 공간적 ‘집중도’를 보다 정확하게 드러낸다16. 

여기서 개별시설의 위치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기준 시설의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으로 상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상관관계를 

계산할 필지의 거리범위(Fixed Distance Band)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거리범위(Fixed Distance Band)를 정하기 위해 ArcMap 10.3.1의 Incremental 

Spatial Autocorrelation 기능을 사용했다. 공간적 자기상관성, 즉 시설의 

‘집중도’를 도출하는 계산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Moran’s I의 방식과 

Getis-Ord Gi*의 방식이 대표적이다. Moran’s I는 개체 하나씩을 기준으로 

국지적인 상관관계를 판단할 때 가장 적합하여 Incremental Spatial 

Autocorrelation에서 시설의 영향범위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 

기능은 임의의 지점들로부터 범위를 늘려가며 주변 필지에 있는 시설에 

의한 집중도를 계산하다가, 집중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첫 번째 지점의 거리 

                                                     
14 “Everything is related to everything else, but near things are more related than distant things.” 

(Tobler, 1970, 재인용) 
15 Goodchild, Michael F. Spatial Autocorrelation, Norwich : Geo books, 1986. p.3 (유은혜, “GIS의 

통계적 공간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재인용) 
16 Fischer, Manfred M. and Getis, Arthur. Handbook of applied spatial analysis, Berlin : Springer, 

2010.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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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값은 

집중지역을 가장 명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영향범위를 의미한다.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시설 종류별로 가장 적합한 

영향범위의 거리 값을 도출하게 된다. 

 

한편, 시설의 영향범위는 생활권의 측면에서 해석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오늘날 생활권 계획에 있어서 시설의 영향범위에 대한 

연구는 경제⋅사회⋅지리적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다. 경험적으로도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인 슈퍼나 편의점은 조밀하게 분포하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는 드문드문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통 때에는 동네 

편의점을 이용하고, 가끔씩 시내로 나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같은 품목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다. 이처럼 

현대에는 시설 종류별로 이용범위에 대한 선험적 지식이 있지만, 1930년대의 

생활권을 구성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그러한 정보를 전제로 할 수 없다. 

Incremental Spatial Autocorrelation는 이렇게 시설의 영향범위를 전혀 알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다 17 . 특정 지역에서 군집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집중지역이 가장 확실하게 탐지되는 거리값을 도출함으로써, 공간적 분포의 

성질로써 시설의 영향범위를 구하는 방법이다.  

                                                     
17 “How Incremental Spatial Autocorrelation works” - Help | ArcGIS for Desktop 

(http://pro.arcgis.com/en/pro-app/tool-reference/spatial-statistics/how-incremental-spatial-

autocorrelation-works.htm) 

그림 2-8 영향범위거리(Fixed Distance 

Band)에 따른 공간적 자기상관의 강도 
그림 2-7 Incremental Spatial 

Autocorrelation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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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지역을 실제로 모든 필지에 대해 계산하고 가시화하는데 이용할 

핫스팟분석(Hot Spot Analysis)은 Getis-Ord의 방식으로 집중도 Gi*를 

계산한다. Getis-Ord의 방식은 차이경계를 탐지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Gi* 

값이 zscore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18. 위의 Incremental Spatial Autocorrelation으로 

도출된 시설 종류별 영향범위 값을 적용하여, 그 거리범위 내에 있는 

시설의 영향력만 계산하고 거리범위 밖의 필지에 대해서는 ωi,j=0 가중치를 

주어 집중도를 계산한다. ArcGIS의 핫스팟분석에서 쓰이는 Getis-Ord의 

공간적 자기상관 측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𝐺𝐺𝐺𝐺∗ =
∑ 𝜔𝜔𝑖𝑖,𝑗𝑗
𝑛𝑛
𝑗𝑗=1 𝑥𝑥𝑗𝑗 − 𝑋𝑋� ∑ 𝜔𝜔𝑖𝑖,𝑗𝑗

𝑛𝑛
𝑗𝑗=1

𝑆𝑆�
�𝑛𝑛∑ 𝜔𝜔𝑖𝑖,𝑗𝑗

2𝑛𝑛
𝑗𝑗=1 −�∑ 𝜔𝜔𝑖𝑖,𝑗𝑗

𝑛𝑛
𝑗𝑗=1 �2�

𝑛𝑛 − 1

 

수식 3-1 공간적 자기상관 측도(Getis-Ord Gi*) 계산식 

 

위 식에서 n은 전체 필지 수, i와 j는 개별 필지의 단위를 나타내고, 𝑥𝑥 j는 

j번째 필지의 속성, 즉 시설의 유무를 의미한다. ωi,j는 두 필지 사이의 

거리를 반영하는 공간 가중 행렬 값으로, 두 필지가 근접한 경우 ωi,j=1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ωi,j=0로 계산된다.  

 이렇게 산출된 Gi*값은 해당 필지의 집중도의 세기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 값은 기준 필지 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필지에 해당 종류 시설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특정 시설의 집중도를 

모든 필지에 연속적인 정보로 나타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Gi*값의 필지를 Hotspot(이하 핫스팟, 빨간 색)으로, 

낮은 Gi*값의 필지를 Coldspot(이하 콜드스팟, 파란 색)으로 표시한다. 

핫스팟은 특정 시설이 유의한 수준에서 밀집한 지역으로 집중지역을 

나타내며, 콜드스팟은 반대로 특정 시설이 결여한 지역을 나타낸다. 

                                                     
18 “How Hot Spot Analysis (Getis-Ord Gi*) works“ - Help | ArcGIS for Desktop 

(http://desktop.arcgis.com/en/arcmap/10.3/tools/spatial-statistics-toolbox/h-how-hot-spot-

analysis-getis-ord-gi-spatial-stat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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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팟과 콜드스팟은 Gi*-zscore의 

유의도에 따라 각각 3단계로 나누어 

표시된다. Gi*-zscore의 유의도는 Gi*-

Bin으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핫스팟의 

유의수준(Gi*-Bin)은 1, 2, 3으로, 콜드스팟의 

유의수준(Gi*-Bin)은 -1, -2, -3으로 

표현되고, 빨간 색과 파란 색의 강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Gi*-Bin이 0인 

경우는 시설의 집중도가 유의하지 않은 

수준임을 가리킨다19.   

 

 

 보로노이 분할(Voronoi Tessellation) 

유형별로 시설들이 공유하는 영향권의 물리적 경계를 구하기 위해 

보로노이 분할(Voronoi Tassellation) 방식을 이용하였다. ArcMap10.3.1에서는 

Create Thyssen Polygon 20  분석 기능이 이 방식에 해당한다. 보로노이 

분할이란 평면 상의 점으로부터 특정 점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의 

집합으로 평면을 분할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보로노이 분할 방식을 통하여 두 점 사이에 

생성되는 점들의 집합은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중심점과 직교하는 선분이 

된다. 또 다른 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직교하는 선분을 그리면 

직교하는 선분들끼리 교차하게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실행한 후 내부에 

                                                     
19 앞의 링크 
20 Thyssen Polygon은 Voronoi Polygon의 다른 이름이다.  

그림 2-10 핫스팟 및 콜드스팟의 색상범례 그림 2-9 핫스팟분석의 집중지역 계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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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점만 존재하도록 하는 닫힌 다각형으로 선을 정리하여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형성한다. 보로노이로 생성되는 다각형들은 들로네 삼각 

분할(Delaunay Triangulation)과 쌍대(dual image) 관계에 있다21. 

들로네 삼각 분할은 평면 위에 존재하는 점들의 집합에서 세 개의 점을 

연결하여 생성되는 삼각형의 외접원 안에 다른 어떠한 점이 없을 때 그 

삼각형을 유지하고, 그 다음 점을 계산에 추가하면서 기존의 삼각형 결과를 

수정하는 형식으로 삼각 분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결과를 얻는다. 이 

들로네 삼각 분할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도 그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제외한 다른 어떤 점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적 거리만을 기준으로 각 점들마다의 영향권역의 경계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22. 

이 보로노이 분할은 4장 1절에서 시설의 영향권역이자 생활권의 경계를 

도출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도시공간에서 시설이 

이용되는 범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지형, 하천, 도로, 대형 필지와 같은 

여타의 물리적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보로노이 분석은 완전한 평면을 

전제로 점들의 수학적 거리 관계만을 따져서 공간을 분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공간 요소는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고, 보로노이 분할을 통해 영향권의 

느슨한 경계를 찾아내고, 각 단위영역(셀)의 공간적 속성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1 Min Deng, et al. “An adaptive spatial clustering algorithm based on delaunay triangulation, 

Computers”, Environment and Urban Systems, Elsevier, 35(4), 2011, p.323. 
22 위의 자료, p.325 

그림 2-11 보로노이 다각형의 도출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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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or Clustering) 

마지막으로, 분석 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될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군집화(Clustering)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군집분석이란, 직관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적절하게 분류 또는 

유형화하는데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 군집분석의 첫 번째 

목적은 많은 수의 객체를 적절한 군집으로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각 군집의 특성, 군집 간 관계 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하는 것이다23.  

군집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사한 속성을 갖는 데이터끼리 군집화하여, 군집 

내 객체의 특성은 최대한 유사한 것으로,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객체들 

간에는 최대한 차이가 나도록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로 ‘거리(distance)’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두 객체 간의 거리값이 

작을수록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24. 이러한 ‘차이’의 계산에 의해 데이터 

간의 상호관련성을 판단하고, 데이터 집합에 내재된 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공간데이터뿐 아니라 일반적인 통계학 분야에서 다변량 데이터를 

구분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군집화방법을 2차원 

평면상의 공간데이터를 속성에 따라 구분하는데 사용했을 뿐 아니라, 

범주형 변수와 수치형 변수로 기록된 데이터로써 시설을 유형화할 때에도 

매번 적용하였다25.  

군집분석의 방법은 계층적 방법과 비계층적 방법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것이다. 먼저, k-평균 군집분석은 

비계층적인 군집분석 방법에 해당한다. k-평균 군집분석은 군집화를 하기 

전에 연구자가 군집의 수 k를 먼저 입력하면 전체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유사한 k개 군집으로 구분한다. 가장 적절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려면 군집 

수 k를 늘려가며 여러 차례 군집분석을 실시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군집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군집 내 분산이 작아지고(군집 내 유사성이 

높아지고), 군집 간의 차이는 더 명확해지므로 군집 내 분산이 가장 큰 

                                                     
23 Bivand, Rogers S., Pebesma, Edzer., and Gómez-Rubio, Virgilio. Applied Spatial Data Analysis 

with R, 2nd ed., New York, NY : Springer, 2013. p.248 
24 일반적으로 거리의 계산은 유클리드 거리(euclidian distance)로 측정된다. 
25 위치 정보를 가진 공간데이터는 시간데이터와 함께 ‘순서’와 연관되는 데이터(ordered data)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 밖의 데이터 유형으로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순서와 상관없는 기록형 

데이터(record data)와, 데이터 자체가 그래프로 연결되어 표현되는 관계의 데이터(graph-based 

data)가 있다. (참조: Pang-Ning Tan et al, Introduction to Data Mining, Addison-Wesel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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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으로 줄어드는 최소한의 군집 수를 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는 변화의 폭이 큰 변수에 쏠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표준화된 값으로 계산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시설의 종류와 

건 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해석할 때 이 k-평균 군집화 방법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이다. k-평균 

군집분석에는 통계언어 R을 사용하였다. [수식 3-3]과 [그림 3-6]은 본 

연구에서 사용할 k-평균 군집화 및 군집 수를 결정하기 위한 R 

스크립트이다(p.36).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은 n개의 군집으로부터 시작하여 군집의 개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다변량 데이터로부터 거리 기준에 의해 

자발적인 군집화를 유도한다. 다시 말해,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끼리 

병합해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k-평균 군집분석과 달리, 군집의 

수(k)나 구조에 대한 가정 없이 이루어지며, 이 군집화 과정을 나무구조그림 

또는 덴드로그램(tree diagram, or dendrogram)으로 표현함으로써 군집이 

형성되는 과정 및 데이터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NNI <- read.csv( 
  "NNI_TOTAL.csv",       #DATA INPUT 
  row.names = 1, stringsAsFactors = FALSE) 
set.seed(1) 
 
ssPlot <- function(data, maxCluster = 15) { 
  SSw <- (nrow(data) - 1) * sum(apply(data, 2, var)) 
  SSw <- vector() 
  for (i in 2:maxCluster) { 
    SSw[i] <- sum(kmeans(data, centers = i)$withinss) 
  } 
  plot(1:maxCluster, SSw, type = "b", xlab = "Number of 
Distribution Types", 
       ylab = "Sum of Squares Within groups") 
} 
 
NNISC <- scale(NNI[1:3])  #STANDARDIZATION 

ssPlot(NNISC)   #GRAPH 3-12 
fit9 <- kmeans(NNISC, 9) 

수식 3-2  k-평균 군집화 R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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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시설 분포 패턴에 따른 적절한 군집의 수(k=9) 

 

k-평균 군집화 방식은 시설 분포 패턴을 유형화하거나, 집중지역의 분포 

패턴을 유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며, 계층적 군집분석은 집중적인 

시설의 종류와 집중도에 따라 생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분석 기법과 각각의 기능 및 활용 목적을 

요약하여 아래의 [표 2-8]에 제시하였다. 

  

GIS 분석기법 기능 본 연구의 활용 목적 

최근린분석 (Nearest 

Neighbor Analysis) 
점 분포 패턴의 기술 시설 종류별 전반적 분포 양상 파악 

공간적 자기상관 

(Spatial Autocorrelation) 

◻ Incremental 

autocorrelation 

◻ Hot Spot Analysis 

개체의 공간적 

집중도 또는 공간적 

결여도를 계산 

 

 

◻시설 종류별 영향범위 계산  

◻시설 종류별 집중지역(핫스팟) 및 

결여지역(콜드스팟) 탐지 

보로노이 분할 

(Voronoi Tessellation) 

점 사이 거리 관계에 

의한 평면 분할 

시설을 기준으로 한 생활권의 

물리적 영역 경계 도출 

군집분석, 군집화 (Cluster 

Analysis, Clustering) 

◻ k-평균 군집화 

(k-means clustering) 

◻ 계층적 군집화 

(Hierarchical clustering) 

유사한 속성을 갖는 

데이터를 군집화하여 

데이터의 구조 파악 

및 탐색 

 

 

◻분포 양상에 따라 시설 유형 구분 

 

◻집중지역의 속성(구성 시설 종류, 

집중강도)에 따라 중심지역 구분 

표 2-9 GIS 분석기법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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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의 현황과 분포 특성 

 

 

 

 

 

 

 

 

 

 

 

 

 

 

 

3.1. 시설 종류별 현황 

1930년대 경성부의 시설의 현황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공공시설의 수가 

325건인데 비해 전체 상공업시설은 3,196건에 달하여 공공시설의 10배에 

가까운 정도로 압도하는 양적인 차이를 보인다. 20종의 상공업시설 

중에서도 식료품이 584건으로 가장 많고, 금융 355건, 포백동원료및제품 

278건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청부업, 요리및음식점, 장신구 관련 업종의 

시설은 모두 2백 건 이상으로 상공업시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담당하는 편이다. 공공시설 12종류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경성부 내 97개소가 있는 의료복지시설이고, 두 번째로 시설 수가 많은 

관공서는 43건으로, 의료복지시설의 반도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중등교육시설이 41건, 시장이 39건, 초등교육시설이 36건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도서관, 신문사, 백화점은 각각 4, 5, 5개로 수가 가장 적은 시설 

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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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시설 종류별 현황(구성비율) 

 

 

 

 

 

공공시설 종류 예시 건 수 

관공서 
청사, 영사관, 사법, 행형, 군사시설,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 우편국, 전화국, 전신국 등 
43 

공원및운동장 대공원, 소공원, 운동장 14 

고등교육시설 대학, 전문학교, 여자전문학교, 고등공업학교 10 

중등교육시설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실업학교 
41 

초등교육시설 보통학교, 소학교 36 

도서관 도서관 4 

오락시설 극장, 무악장, 관람장, 연예장 17 

종교시설 신궁, 신사, 사찰, 교회, 성당, 천도교당  14 

의료복지시설 병원, 자혜원, 제생원, 아동보호시설, 구호시설 97 

신문사 신문사 5 

시장 공설시장, 도매경매시장, 일용품소매시장, 시탄및소채시장 39 

백화점 백화점 5 

총계  325 

표 3-1 공공시설의 종류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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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시설 종류 세부업종 건 수 

식료품 

정미, 백미, 인탁, 쌀및잡곡, 야채, 과물, 조수육, 생어, 해산물, 

어묵, 염건어, 소금, 간장, 된장, 초, 사탕, 떡소, 과자, 전병, 떡, 

유과, 식료유, 절임, 면류, 밤, 양식료품, 빵, 식료잡화 

584 

음료품 청주, 조선주, 누룩, 맥주, 음료수, 양주, 차, 커피, 얼음, 우유 76 

포백동원료 

및제품 

봉사, 면사포, 견및생사, 견포, 마승, 모사, 수직물, 마사품, 오복, 

포목, 양복, 화복사립, 귀인자공복, 고의, 면및포단, 자수, 군수, 

범포, 시데뉴 

278 

염료및염색 염료, 염색 19 

장신구 

모자, 모피, 소간물, 화장품, 석감, 구, 대물, 화양잡화, 금은세공, 

시계, 혁화, 고무화, 이물, 족대, 화하, 넥타이, 조석의복, 여행구, 

안경, 휘장 

207 

오락및운동용구 
악기, 축음기및레코드, 라디오, 사진기및재료, 영화후정루무,  

사진촬영, 완구, 골패, 운동구, 무도구, 대보트 
53 

가정용품 

황물잡화, 도자기, 가구, 초자제품, 거울, 금물, 유기, 조선금물, 

냉장고, 금고, 인촌, 연관, 법랑철기, 곤로, 류행이, 실내장식, 

종사플라스틱, 칠기 

117 

연료품 석탄, 해탄, 신탄, 석유, 연탄 64 

지문구도서인쇄 

지제품 

화양지, 조선지, 문구, 연필, 만년필, 학교용품, 액연, 

타이프라이터, 계산용구, 인쇄, 인재, 지함, 서적, 고목, 지도, 

석판, 등사판, 사진제판, 청사진, 인쇄잉크및재료, 활자, 

인쇄용롤러, 제본, 달력 

138 

약품및의료기 
인삼제제, 제약, 고무공업약품, 한약, 약종및매약, 방부제, 아교, 

산소, 의료기구, 치과의재료, 위생재료, 의족 
119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발동기, 미싱, 기계공구, 소방기구및용품, 

양조용구 및재료, 인쇄기계, 이발기구, 수관용구, 타면기, 농구, 

벨트, 목형, 고무화형, 통, 제관, 철공업, 주물, 양철세공, 스토브 

147 

토목건축재료 

건축금물, 금망, 목재, 건구, 석재, 대리석, 내화연와, 사리, 

시멘트, 콘크리트제품, 건축재료, 슬레이트, 타일, 석회, 도료, 

첩반재료품, 천막, 연돌, 연와, 판초자, 파이프, 테라초 

145 

청부업 
토목, 건축, 토목건축, 좌관, 전기공사, 난방공사, 아스팔트, 

타일공사, 도장, 인부공급, 표구, 초자공사 
223 

운수및동용품 
자동차및동수선, 승합자동차, 택시, 트럭운송, 자전거, 

인력거장장, 하마차운송, 운송취급, 철도, 수운, 공수, 운수계산 
143 

금융 은행, 신탁, 무진, 가축금융, 질, 금융, 설, 전화금융 355 

보험 생명보험, 징병보험, 화재및해상보험, 보험대리 35 

여숙업 여관, 하숙 66 

요리및음식점 
일본요리, 서양요리, 조선요리, 카페, 식당및사출, 조선음식점, 

조선주점, 중국요리, 오뎅, 재물, 수사, 튀김, 바, 찻집, 맥주홀 
208 

유가증권 주식중매, 현물 26 

산업단체 산업단체 193 

총계  3196 

표 3-2 상공업시설의 종류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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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세부업종 상공업시설 종류 건 수 

1 금융 금융 182 

2 백미 식료품 138 

3 질 금융 127 

4 토목건축 청부업 117 

5 포목 포백동원료및제품 99 

6 화양잡화 장신구 73 

7 식료잡화 식료품 67 

8 일본요리 요리및음식점 65 

9 약종및매약 약품및의료기 64 

10 조수육 식료품 63 

11 목재 토목건축재료 58 

12 과자 식료품 54 

13 여관 여숙업 50 

14 카페 요리및음식점 50 

15 정미 식료품 46 

16 양복 포백동원료및제품 44 

17 택시 운수및동용품 42 

18 오복 포백동원료및제품 40 

19 기계공구 기계기구 36 

20 청주 음료품 36 

표 3-3 상공업시설의 세부업종 최빈 20위 
 

식료품 관련 시설은 건 수가 가장 많은 만큼 세부업종의 종류도 

38종으로 가장 다양했다. 그 중 ‘백미’가 138건으로 영업소가 가장 많았고, 

‘식료잡화’, ‘조수육’, ‘과자’, ‘정미’가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 미곡에 관련된 

업종인 ‘정미’, ‘백미’, ‘쌀및잡곡’을 합치면 197건이나 된다.  

여타 종류에서도 판매 품목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전체 

상공업시설의 분포를 세부업종으로 구분해보았다. 이를 통해 1930년대 

경성부에서 가장 번성했던 업종들을 대략 파악해볼 수 있다. 아래의 [표 

3-5]은 영업소의 수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의 세부업종을 표시한 것이다. 

상공업시설 전체 중에서 세부업종의 영업소 수가 가장 많은 것은 182건의 

‘금융’업종이었다. ‘백미’를 취급하는 업종은 2위를 차지했고, 금융에 속하는 

‘질’이 세 번째로 많은 업종이었다. 청부업의 ‘토목건축’이 4위를, 

포백동원료및제품의 ‘포목’이 5위를 차지했다. 토목건축재료에 속하는 

‘목재’는 11위에 위치했는데, 청부업의 ‘토목건축’ 업종이 4위를 차지한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식료품이나 의류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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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는 시설 외에도 금융업, 토목⋅건축업, 요식업, 여관업, 약품 판매 

업종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설 종류별 분포의 현황을 지역별로, 또는 인문사회적 배경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1936년 확장 이전의 경성부 지역은 184개 법정동, 41,880개 

필지로 이루어져있고, 1936년 당시 대상지역의 인구 합계는 404,198명이다. 

법정동별로 분포한 시설 수를 비교해 본 결과, 184개의 법정동 중 상위 

10%인 18개 법정동에 전체 상공업시설의 40%를 넘는 1,401건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들의 인구 합계는 45,910명으로 대상지역 전체 인구의 11%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20건 이하의 상공업시설이 있는 법정동은 184개 중 

126개나 된다. 이들 126개 법정동의 인구 합계는 270,132명으로 대상지역 

전체 인구의 70%에 달한다. 상공업시설의 분포가 인구 분포와 관계없이 

매우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권의 영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 각각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  

 
직업별 인구 구성을 보아도, 상업도시, 행정도시, 소비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알 수 있다. 1933년부터 상공업 종사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1937년 현재 경기도의 상업·교통업이 14%, 공업이 7%로, 전체 직업인구의 

21%가 소위 상공업에 종사하였다. 그 외에 농업 55%, 공무원 및 자유업 

종사자는 8%, 어업제렴업 1%, 기타 유직자 10%, 무직 및 신고미필자 5% 

등이다. 1911년의 상공업 비중이 농업의 11%였던 것에 비해, 1937년에는 

상공업 종사자가 농업인구의 거의 반에 달하는 큰 변화를 보였다.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식민지 관료들과 군인, 서양 각국의 외국인, 선교사뿐 

아니라, 각급 지식인과 문화인이 도시를 구성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림 3-2 시설 수와 법정동 빈도 그림 3-3 인구 수와 시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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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각종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하는 상인, 수공업자, 노동자 등의 

직업군이 발달한 배경을 알 수 있다26,27. 

 

그림 3-4 직업별 인구 구성(1933-1937) 

 

현재 경성부 지역의 상황을 보자면 상업지역의 뒤편에는 주택지역이 

자리잡고 있는데, 주택지역 안에 또 상업지역이 있고, 그 사이에는 유

해하거나 냄새가 나고 시끄러운 공장들이 정신없이 서로 뒤얽혀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주택지역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사이에 들어서 있

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남대문통을 중심으로 남쪽은 한강통, 동쪽은 

본래 특별지역으로서 그 사이에는 주택지역이 혼재해 있다. 따라서 차

마 공장지역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으며, 공장들은 부내 도처에 산

재하고 있어 주택지역이나 상업지역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후략) 

마지막으로, 경성도시계획조사서에서 기존 도심 주거지의 시설 분포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 참고하였다. 지역지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하여 묘사한 부분이 있겠지만28, 기존에 용도의 

구분 없이 상업시설과 공업시설과 주택이 공존하며 분포하는 도시 

주거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26 대상지역의 인구 합계는 총 404,198명이다. (참조: 『경성부호구통계』, 1936) 
27 “직업별 호구 및 인구(1937년이전)” (국가통계포털 광복이전통계: http://kosis.kr/statisticsList) 
28 시가지계획령의 지역제에서는 도시 생산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지로부터 

공업지역을 별도로 구분하고, 상업 기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점가를 분리하여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참조: 『경성도시계획조사서』,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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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설의 공간적 분포 양상 

1930년대 경성부 생활권을 추정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시설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시설 종류별 분포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 분석을 통해 생활권을 구성하는 시설, 즉 생활권의 물리적 영역을 

규정하는 지표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최근린분석(Nearest Neighbor 

Analysis) 방법으로 시설들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수치적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군집적인 분포를 나타낸 

시설에 대해 핫스팟분석(Hot Spot Analysis)을 수행하여 집중지역을 

탐지하고 그 분포 양상을 살펴본다. 그 다음 시설들을 공간적 분포 양상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생활권의 물리적 규정요소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그림 3-6 시설 분포의 분석 과정 다이어그램 

 

경성부 전역에 분포하는 양상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최근린분석(Nearest 

Neighbor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경성부의 시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3-4]에 나타나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최근린지수(Nearest 

Neighbor Index, 이하 NNI)가 1이면 랜덤분포를, 1보다 작으면 군집(clustered) 

분포를, 1보다 크면 분산(dispersed) 분포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초등교육시설은 1.03, 시장은 0.87로 랜덤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보였고, 

백화점은 0.22로 다른 시설과는 확연한 값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초등교육시설이나 시장이 다른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균질하게 분포하며, 

반대로 백화점은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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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류 건 수 NNI ① NNI ② 분포 패턴 

식료품 584 0.421627 0.442142 

 

금융 355 0.573869 0.587924 

포백동원료및제품 278 0.499438 0.487603 

청부업 223 0.596696 0.550439 

요리및음식점 208 0.486067 0.450901 

장신구 207 0.522137 0.450431 

산업단체 193 0.513167 0.482581 

기계기구 147 0.49345 0.380472 

토목건축재료 145 0.546003 0.5238 

운수및동용품 143 0.56456 0.441702 

지문구도서인쇄지제품 138 0.535055 0.440174 

약품및의료기 119 0.679509 0.521715 

가정용품 117 0.615725 0.459578 

의료복지시설 97 0.582937 0.524994 

음료품 76 0.749405 0.628927 

여숙업 66 0.539361 0.415981 

연료품 64 0.758311 0.659096 

오락및운동용구 53 0.602794 0.422797 

관공서 43 0.69438 0.649909 

중등교육시설 41 0.85063 0.723203 

시장 39 0.938145 0.871481 

초등교육시설 36 1.13969 1.037735 

보험 35 0.936303 0.304511 

유가증권 26 1.114622 0.077442 

염료및염색 19 1.087694 0.520852 

오락시설 17 1.156391 0.35181 

종교시설 14 1.102377 0.647932 

공원및운동장 14 1.515869 1.410129 

고등교육시설 10 1.134367 0.452338 

신문사 5 1.545786 0.091381 

백화점 5 2.509363 0.233864 

도서관 4 2.509342 0.505139 

* NNI②은 전체 대상지역의 면적을 미리 설정하여 계산한 최근린지수이다.. 

* 전체 대상지역(study area)의 면적: 31,806,310m2 

표 3-4 시설 종류별 최근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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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린지수(NNI) 값이 ①과 ②,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최근린분석은 분석 대상지역(study area)의 면적을 ① 설정하지 

않았을 때와 ② 미리 설정했을 때 NNI의 결과값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자의 결과값은 전체 대상지역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시설 

간의 거리 관계만 따진 것이다. 즉, NNI①은 국지적 분포 패턴을, NNI②는 

전역적 분포 패턴을 수치화한 값이다. 이 두 값의 차이가 적을수록 시설이 

분포하는 범위가 대상지역의 전체 면적에 가까우며, 해당 시설이 경성부의 

변두리 지역까지 분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시설의 

경우, 가장 가까운 두 지점간의 거리만 측정했을 때에는 랜덤분포로 

나타나는 반면, 전체 대상지역에서 보면 일부 지역에만 치중되어 있는 

편이다. 금융업종과 비교해보면 고등교육시설이 전 지역의 말단까지 골고루 

분포하는 것은 아님을 수치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전체 종류의 반 이상이 국지적으로나 전역적으로나 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모든 종류의 상공업시설에서 최근린지수가 대개 0.35~0.50 사이에 

분포하여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공시설 중에서는 의료복지시설, 중등교육시설, 관공서, 백화점 

등이 군집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상공업시설과 같이 두 NNI가 모두 

군집분포를 보인 것은 의료복지시설뿐이었다. 나머지 공공시설들은 적어도 

국지적인 분포 양상은 랜덤한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7 시설의 공간적 분포 비교 

(왼쪽부터 NNI②, 백화점 0.23 / 초등교육시설 1.03 / 공원및운동장 1.41) 

 

두 NNI값에서 모두 군집을 보이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건 수가 너무 많고 

분포가 복잡해서 집중지역이 발생하는 위치, 발생 빈도, 집중 강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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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시설 종류별 분포-1 

구체적인 양상은 파악할 수 없다. 초등, 중등, 고등교육시설은 분포하는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개별 시설간의 국지적 관계에 있어서는 

모두 랜덤한 분포를 따른다. 중등교육시설은 전역적으로는 군집하는 수치를 

보였지만, 국지적 분포에서는 랜덤한 수치를 보였다. 고등교육시설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경성부 전체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정도가 

큰 편이지만, 중등교육시설과 마찬가지로 국지적인 분포는 랜덤하게 

나타났다. 도서관과 백화점, 신문사와 유가증권 관련 시설은 두 NNI값이 

크게 차이 났다. 이는 매우 국소적인 지역에 한정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가증권의 NNI②값이 가장 작은데 비해 건수는 26건으로 

나머지 세 시설보다는 많기 때문에, 더욱 특수한 성격의 분포 양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초등교육시설과 시장은 모든 값에서 랜덤 분포의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근린에 꼭 필요한 요소로써 인구 및 주호의 랜덤한 분포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공원및운동장은 14개소뿐이지만 

경성부 전역에 균질하게 분포하는 유일한 시설이었다. 초등교육시설과 시장, 

공원및운동장의 세 가지 시설은 영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비교적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 진행하는 생활권 영역의 도출 

과정에서 기준 시설로 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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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시설 종류별 분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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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시설 종류별 분포-3 



 
50 

 

그림 3-11 시설 종류별 분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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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시설 종류별 분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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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시설 종류별 분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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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집중지역의 분포 양상 

최근린분석을 통해 공원, 초등교육시설,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설들은 특정 지역에 군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NNI①값이 0.85 이상으로 랜덤 또는 분산 패턴을 나타내는 고등교육시설, 

유가증권, 염료및염색, 오락시설, 종교시설, 백화점, 신문사, 도서관은 대체로 

수가 적고 육안으로 집중지역(cluster)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었다. 반면, 두 

NNI값에서 모두 군집을 보이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건 수가 너무 많고 

분포가 복잡해서 집중지역이 발생하는 위치, 발생 빈도, 집중 강도 등의 

구체적인 양상은 파악할 수 없었다. 그 중에서 국지적으로 랜덤한 분포를 

나타낸 중등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총 19종류의 시설에 대해 형성되는 

집중지역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다. 집중지역 분석을 수행할 상공업시설 

17종류(금융, 식료품, 운수및동용품, 연료품, 토목건축재료, 기계기구, 

약품및의료기, 오락및운동용구, 청부업, 포백동원료및제품, 여숙업, 

요리및음식점, 음료품, 산업단체, 장신구, 가정용품, 지문구도서인쇄지제품) 

와 공공시설 2종류(의료복지시설, 관공서)에 대해 집중지역 분석을 

진행하였다.  

필지 단위로 시설의 집중도를 계산하는 데에는 핫스팟분석(Hot Spot 

Analysis)을 적용했고, 그 집중도를 계산할 거리범위(Fixed Distance 

Band)로서 시설의 영향범위를 계산하는 데에는 영향범위 분석(Incremental 

Spatial Autocorrelation)을 적용하였다. 영향범위 분석도 마찬가지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전 단계의 최근린분석에서 집중지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시설에 대해서만 이 방법으로 영향범위를 

계산하였다. 그 밖에, 집중지역을 형성하지 않는 13종류 시설은 국지적으로 

랜덤 또는 분산 분포를 나타냈기 때문에 공간적 상관관계를 측정할 수 

없거나, 계산하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대신, 이러한 시설의 

영향범위는 최근린분석 결과로 도출된 평균최근린거리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29. 다음 [표 3-5]는 집중지역을 형성하는 19종의 시설과 그 밖의 시설 

13종에 대해 계산한 영향범위를 오름차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29 “Calculate Distance Band from Neighbor Count“ - Tools | ArcGIS for Desktop  

(http://desktop.arcgis.com/en/arcmap/10.3/tools/spatial-statistics-toolbox/calculate-distance-

band-from-neighbor-coun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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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류(19종) 영향범위  시설 종류(13종) 영향범위 

금융 64  중등교육시설 440 

식료품 72  시장 452 

운수및동용품 72  초등교육시설 470 

연료품 78  보험 477 

토목건축재료 82  유가증권 553 

기계기구 86  염료및염색 647 

약품및의료기 88  오락시설 684 

오락및운동용구 102  공원및운동장 754 

청부업 102  종교시설 754 

포백동원료및제품 123  고등교육시설 892 

여숙업 164  백화점 1261 

요리및음식점 174  신문사 1261 

음료품 204  도서관 1410 

산업단체 254  * 영향범위 단위: 미터(m) 

장신구 262  * 13종의 국지적으로 랜덤분포하는 시설

의 영향범위는 평균최근린거리의 기댓값

으로 계산됨. 
가정용품 320  

의료복지시설 375  

지문구도서인쇄지제품 469    

관공서 505    

표 3-5 시설 종류별 영향범위 

(왼쪽: 집중지역을 형성하는 시설 19종 / 오른쪽: 그 밖의 시설 13종) 

 

핫스팟분석에 위의 영향범위를 적용하여, 19종류 시설의 집중지역 분포 

양상을 확인하였다. 다음 [그림 3-13]은 시설 종류별로 분석한 집중지역의 

19개 레이어를 중첩시켜 지도 위에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시설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북쪽에서부터 종로, 황금정(을지로, 이하 괄호 

내 현재의 지명), 남대문통(남대문로), 장곡천정(소공동), 명치정1-

2정목(명동), 영락정(저동), 태평통(태평로), 북미창정(북창동), 본정(충무로), 

화원정(예관동) 일대, 숭례문 남쪽의 봉래정(봉래동) 일대, 강기정(갈월동)과 

경정(문배동), 영정(신계동), 한강통 일대의 지역들로 나타났다. 그 밖에, 

사직동, 서대문정, 안국동~견지동, 인의동~예지동, 광희정(광희동), 

죽첨정(충정로), 고시정(동자동), 원정(원효로)에서도 국부적으로 약한 

집중지역들이 다수 형성되었다. 한강통에는 대형 필지가 집중되어 있고, 

세분된 필지 선이 지도 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본정 일대의 핫스팟과 비슷한 

색이더라도 비슷한 강도의 집중지역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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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시설의 집중지역 분포(19종류) 

 

아래의 [그림 3-14]부터는 집중지역의 

분포를 시설 종류별로 각각 표현한 

것이다. 시설 종류에 따라 집중지역의 

분포 양상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료품 시설과 금융, 

기계기구, 약품, 연료품, 운수및동용품 

관련 시설 등은 집중지역이 산재하여 

분포하지만, 가정용품이나 문구, 장신구 

판매 시설 등은 본정, 황금정 일대의 

도심 중앙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그림 3-15 식료품 시설 집중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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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시설 종류별 집중지역 분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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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시설 종류별 집중지역 분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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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시설 종류별 집중지역 분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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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류에 따라 개별 시설이 분산적으로 분포하면서 집중지역도 

분산적으로 형성되는 종류가 있고, 개별 시설은 분산적으로 분포하는데 

집중지역은 한 두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더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분산도’를 의미하는 표준 거리(Standard Distance, 

이하 SD)로 집중지역과 개별시설이 분포하는 양상을 계산하여 정량적으로 

비교해보기로 한다. 표준 거리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𝑆𝑆𝑆𝑆𝜔𝜔 =  �
� 𝜔𝜔𝑖𝑖(𝑥𝑥𝑖𝑖 − 𝑋𝑋�)2𝑛𝑛

𝑖𝑖=1
∑ 𝜔𝜔𝑖𝑖
𝑛𝑛
𝑖𝑖=1

+
� 𝜔𝜔𝑖𝑖(𝑦𝑦𝑖𝑖 − 𝑌𝑌�)2𝑛𝑛

𝑖𝑖=1
∑ 𝜔𝜔𝑖𝑖
𝑛𝑛
𝑖𝑖=1

 

수식 3-1 표준 거리(SD) 계산식 

 

X, Y는 평균 중심점의 좌표값을 가리킨다. ωi는 가중치로, 개별시설의 

분산도를 계산할 때에는 어떤 값도 가중하지 않았고, 집중지역의 분산도를 

계산할 때에는 핫스팟분석으로 얻은 집중도(Gi*)를 가중해 계산했다. 따라서 

집중지역의 계산에서 ωi는 i번째 필지의 Gi*값을 대입하였다. 이 SD가 

클수록 해당 시설 또는 

집중지역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SD가 작을수록 한 곳에 강하게 

압축되어 있음(compactness)을 

의미한다(그림 3-19). 

시설 유형별 핫스팟의 분산 정도를 살펴보면, 지문구인쇄도서지제품 

판매점이 가장 압축적인 핫스팟을 형성했고, 장신구, 산업단체, 가정용품 

순으로 상당히 집중적인 양상을 보인다. 운수및동용품, 기계기구, 

토목건축재료, 청부업 시설 순으로 핫스팟의 분포가 점점 선형으로 길게 

나타나며 동시에 분산도도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포백동원료및제품 

업종 시설은 현저하게 길을 따라 선형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분산된 국부적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약품및의료기 판매시설보다 분산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기계기구 판매시설은 가장 긴 선형을 

이루며 핫스팟이 분포하지만, 식료품 판매시설, 청부업시설은 중심적인 

핫스팟이 나타나지 않아 분산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3-19 표준거리(SD)에 따른 집중지역 분포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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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체 개체 수 대비 핫스팟을 이루는 시설의 비율을 살펴보면, 요리 

및음식점 업종이 7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식료품 판매시설이 35.1%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요리및음식점 업종은 대부분의 점포가 핫스팟을 

이루고 있어, 같은 업종끼리 모여서 입지하는 경향성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에 식료품 판매시설은 같은 업종끼리 상권을 형성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분산되어 입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중지역이 도성 내 지역에서 형성되는 경우에는 본정, 남대문통, 황금정 

일대에서, 도성 밖의 지역 중에는 경정, 원정, 용산 일대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분산도가 가장 작은 업무시설과 학용품 판매시설, 

요식업시설은 도성 내부에서 가장 큰 핫스팟을 형성했고, 요식업시설의 

경우 종로 2정목에서도 집중되었다. 세 종류의 시설 모두 도성 내부에 

몰려있기 때문에, 용산 일대의 지역에서는 아주 약한 핫스팟만이 

국부적으로 형성되었다. 반면, 식료품, 포백동원료및제품 및 기계기구, 

토목건축재료 판매시설은 경정과 원정 일대에서도 집중지역을 형성하였고, 

여숙업 시설은 한강통 쪽에서 집중되었다. 한편 청부업시설은 크게 

집중되는 지역은 없지만, 전체적인 용산 지역에서 불특정하게 국부적인 

클러스터가 발생했다.  

도성 내에 형성된 핫스팟 중에서도 종로 일대의 북촌 지역에 핫스팟을 

형성하는 시설 유형과 황금정 이남의 남촌지역에만 집중되는 시설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금융업 시설의 핫스팟은 요리및음식점과 달리 종로 2정목 

일대에서는 집중되지 않았다. 시설 수가 가장 많은 식료품 판매업종은 

북미창정-남미창정 지역에서 남북방향으로 가장 강하게 집중되어 나타났고, 

예지동, 견지동, 남미창정과 같이 시장이 있는 지역에서 국부적인 핫스팟들 

발견되었다. 또 모든 상공업시설이 집중되는 남대문통, 본정, 황금정 

일대에서는 핫스팟이 형성되지 않았다. 여숙업 시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규모로 여러 지역에서 조금씩 집중되어 나타났고, 모두 상권이 크게 발달한 

지역에서는 약간 벗어난 위치에 형성되었다. [표 3-8]은 시설 종류별로 

집중지역이 형성된 지역과 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지역의 SD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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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류   표준 거리(SD)  집중지역 분포 양상 

지문구도서 

인쇄지제품 

개별 1171.30 

 

도심 번화가(남대문통, 본정, 황금정, 

종로 일대)와 한강통에 집중적인 

핫스팟 형성, 일반 주거지에 콜드스팟 

형성 

집중 646.16 

장신구 
개별 1309.21 

 

종로, 본정, 남대문통, 봉래정에 

집중적 핫스팟, 원정, 한강통에 

국부적 핫스팟, 교북동, 체부동, 

익선동, 황금정 5 정목에 콜드스팟 

집중 778.52 

산업단체 
개별 1468.92 

 
남대문통, 태평통, 본정, 약초정, 

신정과 용산 일대에 강한 핫스팟 

형성 
집중 816.20 

가정용품 
개별 1318.92 

 종로 2 정목, 관철동, 관수동, 

남촌부터 남대문통 일대와 한강통, 

경정, 원정에 집중적인 핫스팟 형성, 

교남⋅교북동, 체부동 일대에 콜드스팟 

집중 840.95 

의료복지시설 
개별 1552.70 

 남촌(태평통, 남대문통, 본정, 명치정, 

황금정, 앵정정)과 한강통 일대 강한 

핫스팟, 길야정-고시정 약한 핫스팟, 

북촌 일대에 콜드스팟 형성 

집중 876.92 

요리및음식점 
개별 1364.48 

 종로2정목 일대, 남대문통, 본정, 욱

정, 남산정 일대 큰 핫스팟 형성, 화

원정, 신정 일대와 봉래정1정목, 한강

통, 원정2정목에 국부적 핫스팟 형성  

집중 952.00 

오락및운동용구 
개별 1247.83 

 명치정2정목, 영락정2정목, 황금정3

정목 장곡천정, 종로2정목에 강한 핫

스팟, 전체 수가 적어서 각 지점마다 

국부적인 핫스팟이 형성됨 

집중 1043.70 

포백동원료및제품 
개별 1468.16 

 종로1-3정목, 남대문통, 황금정1-2정

목, 본정에서 길을 따라 선형의 핫스

팟 분포, 한강통과 고시정, 교남동과 

현저동에 국부적 핫스팟 형성 

집중 1044.44 

여숙업 
개별 1285.18 

 번화가 및 주변지역(남산정, 욱정, 대

화정, 약초정, 길야정, 고시정)에 주된 

핫스팟 형성, 종로, 화원정, 각지에 

국부적 핫스팟 형성 

집중 1163.01 

약품및의료기 
개별 1331.40 

 
번화가 외에도 중학동, 제동, 서소문

정, 죽첨정1정목, 경정, 원정2정목 등 

각지에 분산적인 약한 핫스팟 형성 
집중 12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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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개별 1788.55 

 

남미창정-북미창정, 예지동에 강한 핫

스팟 형성, 현저동, 통의동, 화천정, 길

야정, 도화정, 마포정, 원정2정목 등 주

거지에 분산적인 핫스팟 형성 
집중 1237.23 

음료품 
개별 1663.90  

남대문통-본정 일대, 봉래정-중림동 

일대, 앵정정-화원정 일대, 한강통 일

대에 국부적 핫스팟 형성, 기타 주거지

에 약한 국부적 핫스팟 형성 

집중 1331.96 

관공서 
개별 2049.05 

 
정동, 태평통, 장곡천정 일대와 한강통 

일대에 느슨한 핫스팟 형성. 전반적으

로 매우 약한 핫스팟이 분산되어 있음 
집중 1312.35 

기계기구 
개별 1582.68 

 

고시정-한강통에 남북으로 길게 핫스

팟 분포, 종로1-2정목, 황금정1-3정목, 

남대문통2-5정목, 약초정-대화정, 원

정 일대에 국부적 핫스팟 형성 

집중 1459.20 

금융 
개별 1624.50 

 
남대문통 일대에 약간 치우쳐 있으나, 

전체적으로 작은 규모의 핫스팟이 분

산되어 형성됨 
집중 1550.21 

운수및동용품 
개별 1613.14 

 
번화가에만 집중 분포하는 것이 아니

라 주거지역에까지 전체적으로 분산적

인 핫스팟을 형성 
집중 1579.34 

연료품 
개별 1641.25 

 

전체 시설 수가 적어 지점마다 국부적

인 핫스팟을 형성함. 현저동, 숭2동, 내

자동, 견지동, 죽첨정3정목, 삼판통 등 

주거지역에 분산적으로 분포 
집중 1581.62 

토목건축재료 
개별 1839.40 

 

봉래정1정목-고시정-강기정-한강통-경

정에 남북으로 도로를 따라 강한 핫스

팟 형성. 황금정2-5정목, 본정에 느슨

한 핫스팟 형성. 각지에 약한 핫스팟 

다수 분포 

집중 1595.49 

청부업 
개별 1868.56 

 
본정, 명치정, 황금정 일대와 한강통, 

경정, 영정 일대, 고시정, 삼판통 일대

에 넓은 지역에 걸쳐 핫스팟 형성.  

현저정, 죽첨정, 태평통 등에 국부적 

핫스팟 형성 

집중 1773.70 
 

* 표준 거리(SD) 단위: 미터(m)  

표 3-6 시설 종류별 집중지역 분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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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생활권 분석을 위한 시설의 분류 

지금까지 분석한 시설의 공간적 분포 양상과 특성을 종합하여 시설을 

분류하고, 분포 양상과 영향범위가 비슷해 통합 처리가 가능한 시설들을 

묶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생활권의 물리적 영역을 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시설, 즉 생활권의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는 계량적으로 도출된 시설의 분포 특성을 바탕으로 그것의 

역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또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공간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갖는 것이 시설의 역할에 있어서도 유사함을 의미하는지, 어떤 

종류의 시설들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지 살펴본다. 앞서 분석한 시설 

분포의 특성에 따라서 추출하고자 하는 시설의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진행했던 최근린분석은 집중지역 분석에 비해 

시설의 개별적인 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생활권의 요소로서 시설의 첫번째 기준은 모든 지역을 동질한 성격의 

여러 권역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즉, 경성부 전역에 

균질하거나 랜덤한 양상으로 분포하거나, 군집양상을 보이더라도 시설의 각 

지점에서 영향범위를 적용했을 때 대부분의 지역을 덮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생활권은 모든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기초적인 생활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 분포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림 3-20 생활권 분석을 위한 시설 분류 과정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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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중심지를 구성할 시설을 분류한다. 중심지는 물리적으로는 경계가 

불분명한 면의 형식을 가지지만, 기능에 있어서는 하나의 시설, 즉 거대한 

점으로 작동한다. 시설 종류별 집중지역들은 도시공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지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시설 종류별로 집중지역이 다른 

양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중심지들은 지역별로 다른 성격으로 나타날 

것이다. 집중지역의 공간적 규모와 강도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므로 

중심지의 규모와 강도도 여러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집중지역의 

양상이 유사한 시설을 분류함으로써 실험의 변수도 줄일 수 있고, 구성하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 중심지의 역할을 고찰해볼 수 있다. 이 때 생활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중심지의 영향을 받는 권역이자, 중심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로 볼 것이다.  

 

 개별 분포에 의한 분류 

먼저 개별 시설들의 분포 양상으로 생활권을 분석할 시설을 분류 및 

추출하였다. 개별적인 분포 양상을 구분하기 위한 척도로 시설의 수와 

국지적 분포 패턴과 전역적 분포 패턴을 나타내는 두 종류의 

최근린지수(NNI①, NNI②)가 사용되었다. 이 3가지 기준으로 시설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했다.  

시설 수와 최근린지수를 기준으로 k-평균 군집화한 결과, 32종류의 

시설은 9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고, 그 중 8개의 그룹은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수치값을 나타냈다. 반면, 이 과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14종류의 시설은 상공업시설 13종과 의료복지시설을 포함한 것으로, 

NNI 수치들이 군집 분포를 나타내는 범위 내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서 

실제 분포 양상을 정확하게 분간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이 시설들은 

집중지역의 분포를 통해 추후 살펴보기로 하고, A1~A8의 8개 그룹에서 각 

그룹 내의 시설 종류별 영향범위를 비교하여, 비슷한 영향범위값을 가진 

시설들끼리 묶인 그룹을 한번 더 추출했다. 같은 그룹 내에 속한 시설 

종류별 영향범위가 크게 차이 나는 것들은 시설의 속성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룹 단위로 분류될 수는 없지만, 각각의 종류별로 

역할을 고찰하고 생활권을 구성하는 요소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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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생활권의 지표로서 가능성이 있는 그룹 4개가 추출되었다. 이 

그룹에 속한 시설들은 경성부내 모든 지역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확산되어 있는 것들이었다. 이는 지역별로 큰 차이 없이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필요에 대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빈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에 관련된 시설임을 알 수 있다. 

시설 종류 건 수 NNI① NNI② 그룹 

금융 355 0.573869 0.587924 
A1 

식료품 584 0.421627 0.442142 

초등교육시설 36 1.13969 1.037735 
A2 

시장 39 0.938145 0.871481 

공원및운동장 14 1.515869 1.410129 A3 

도서관 4 2.509342 0.505139 
A4 

백화점 5 2.509363 0.233864 

신문사 5 1.545786 0.091381 
A5 

유가증권 26 1.114622 0.077442 

종교시설 14 1.102377 0.647932 
A6 

염료및염색 19 1.087694 0.520852 

고등교육시설 10 1.134367 0.452338 

A7 오락시설 17 1.156391 0.35181 

보험 35 0.936303 0.304511 

중등교육시설 41 0.85063 0.723203 

A8 
관공서 43 0.69438 0.649909 

연료품 64 0.758311 0.659096 

음료품 76 0.749405 0.628927 

가정용품 117 0.615725 0.459578 

A9 

기계기구 147 0.49345 0.380472 

산업단체 193 0.513167 0.482581 

여숙업 66 0.539361 0.415981 

오락및운동용구 53 0.602794 0.422797 

요리및음식점 208 0.486067 0.450901 

운수및동용품 143 0.56456 0.441702 

장신구 207 0.522137 0.450431 

지문구도서인쇄지제품 138 0.535055 0.440174 

포백동원료및제품 278 0.499438 0.487603 

의료복지시설 97 0.582937 0.524994 

약품및의료기 119 0.679509 0.521715 

청부업 223 0.596696 0.550439 

토목건축재료 145 0.546003 0.5238 

표 3-7 시설 수 및 최근린지수로 k-평균 군집화한 결과(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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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구성 시설 결과 영향범위 

A1 식료품 + 금융 ○ 68* 

A2 시장 + 초등교육시설 ○ 461* 

A3 공원및운동장 ○ 754 

A4 도서관 + 백화점 ○ (1335*) 

A5 신문사 + 유가증권 X  
A6 종교시설 + 염료및염색 X  
A7 고등교육시설 + 오락시설 + 보험 X  

A8 중등교육시설 + 관공서 + 연료품 + 음료품 X  

A9 그 외 14 종류 X   

*는 구성 시설의 평균 영향범위, 단위: 미터(m)   

표 3-8 개별 분포에 의한 시설 분류 및 추출 결과 

 

 

 A1: 식료품 + 금융     

  

식료품과 금융업 시설의 분포는 위 그림과 같이 경성부 내에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분포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씩 군집을 이루는 양상으로 

분류되었다. 이들은 전체 시설 중에서 개체 수가 가장 많고, NNI1①과 

NNI②의 차이가 가장 적은 시설이면서 동시에 영향범위가 가장 작은 

시설들이다. 식료품 시설은 평균 51.6m 간격으로, 금융업 시설은 평균 88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분포하여 전체 상공업시설 중에서도 조밀한 편에 

속한다. 즉, A1 시설은 경성부 전역의 모든 주거지에 전반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고, 가장 가까운 거리범위에서 기능하는 시설이다.  

시설 종류 건 수 평균최근린거리 영향범위 

금융 355 88 64 

식료품 584 51.6 72 

* 평균최근린거리(관측값), 영향범위 단위: 미터(m) 

표 3-9 유형 A1의 개별 분포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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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시장 + 초등교육시설   

   

시장과 초등교육시설은 경성부 전역에 랜덤한 양상으로 분포한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이는 근린에 꼭 필요한 요소로써 인구 및 주호의 

랜덤한 분포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은 평균적으로 400m 

정도의 간격으로 입지하였고, 초등교육시설은 약 500m 간격으로 도시 

전체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들은 시설 수도 36, 39개로 비슷하기 때문에, 

영향범위도 451.5와 470m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유형이었다. 

상공업시설만으로 구성된 A1과 달리, 유형 A2의 시장과 초등교육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근린 범위 내 도시 기반 시설로서의 특성이 있다. 

시설 종류 건 수 평균최근린거리 영향범위 

시장 39 393.5 451.5 

초등교육시설 36 487.7 470 

* 평균최근린거리(관측값), 영향범위 단위: 미터(m) 

표 3-10 유형 A2의 개별 분포 속성 

 

 

 A3: 공원 및 운동장    

   

경성부 내에 분포하는 공원과 공설운동장은 전부 다 합쳐 14개소뿐이지만 

유일하게 도시 전체에 균질하게 분포하는 시설이다. 전역적 NNI와 국지적 

NNI가 1.41과 1.51로 두 값 모두 1보다 크기 때문에 분산적으로 분포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두 값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경성부 전체에 

균질한 간격으로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공원 및 운동장의 개별 시설 간 

거리는 평균 1062.7m로 관측되었고, 영향범위는 754m이다. 

시설 종류 건 수 평균최근린거리 영향범위 

공원및운동장 14 1062.7 753.6 

* 평균최근린거리(관측값), 영향범위 단위: 미터(m) 

표 3-11 유형 A3의 개별 분포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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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 도서관 + 백화점    
   

경성 전 지역에 도서관은 겨우 4개, 백화점은 5개 밖에 분포하지 않는다. 

개별 시설 간 간격은 도서관이 712.2m, 백화점이 294.9m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둘 다 각자의 영향범위에 비하면 훨씬 좁은 간격으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이나 백화점과 같이 전체 시설의 수가 매우 적고 도시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우에 평균최근린거리의 관측값은 매우 작게 

나타나지만 기댓값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영향범위는 평균최근린거리의 

기댓값으로 계산하였지만, 이들은 개별 시설의 영향범위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으로서, 경성부 전체 지역, 혹은 수도권을 포함한 조선 전체를 

영향범위로 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평균최근린거리값을 그대로 이해하기 

보다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일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야 

한다. 도서관과 백화점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수치로 읽어보면, 좁은 면적의 

지역에 몰려 분포한다는 점에서 일상적 측면에서 유사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은 경성부 내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도시 중심부이기 때문이다.  

시설 종류 건 수 평균최근린거리 영향범위 

도서관 4 712.2 1410 

백화점 5 294.9 1261.1 

* 평균최근린거리(관측값), 영향범위 단위: 미터(m) 

표 3-12 유형 A4의 개별 분포 속성 

 

이들이 기초적인 활동의 거점으로서 일상생활의 공간적 단위를 규정할 

수 있는 시설인지 판단하기 위해 시설의 영향권을 가시화하여 살펴보았다. 

해당 시설이 위치한 필지의 주변으로 영향범위만큼의 buffer를 만들도록 

하였다. 도시 또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 도서관과 

백화점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림 3-13]은 시설 종류별로 

영향범위를 지도 위에 표시하여 살펴본 것이다. 군집 분포를 보였던 

식료품과 금융업 시설의 중심점에서 두 시설의 평균 영향범위값을 

적용했을 때, 거의 모든 지역을 덮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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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경성부 전체 지역에 영향권을 형성하는 시설 유형 

(왼쪽부터 A1:식료품+금융 / A2:시장+초등교육시설 / A3:공원및운동장) 

특히 초등교육시설과 공원은 근린주구이론을 비롯한 생활권 계획의 기본 

요소로 꼽히는 공공시설인데, 1930년대에 비교적 전통적인 도시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도성 안의 주거지에서도 생활권의 규정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의 공공시설(종교시설, 고등교육시설, 

중등교육시설, 오락시설, 관공서, 의료복지시설)은 도시의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담당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집중지역에 의한 분류 

시설이 밀집한 집중지역들은 특정 공간 단위에서 상업중심지나 

공공시설이 밀집한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집중지역 그 자체로 

시설의 집합이자 하나의 면적인 시설로써 생활권을 규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중 어떤 시설들로 이루어진 집중지역이 어떤 종류의 생활 

활동에서 유효한 중심지로 기능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역의 분포 양상에 따라 k-평균 군집화를 실시하고, 비슷한 집중 

양상을 보이는 시설들을 유형화하여,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하였다.  

집중지역의 분포 양상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분산도를 나타내는 

표준거리(SD)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군집화 결과를 비교할 때 군집 내에 

유사한 영향범위의 시설들이 묶였는지 검토하였는데, 여기서 공공시설의 

영향범위로 평균최근린거리의 관측값과 기댓값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분포 양상에 따라 연구자의 선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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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류 집중지역 SD 그룹 

지문구도서인쇄지제품 646.16 B1 

장신구 778.52 

B2 산업단체 816.2 

가정용품 840.95 

의료복지시설 876.92 
B3 

요리및음식점 952 

오락및운동용구 1043.7 

B4 포백동원료및제품 1044.44 

여숙업 1163.01 

약품및의료기 1206.7 

B5 
식료품 1237.23 

관공서 1312.35 

음료품 1331.96 

기계기구 1459.2 B6 

금융 1550.21 

B7 
운수및동용품 1579.34 

연료품 1581.62 

토목건축재료 1595.49 

청부업 1773.7 B8 

* 표준 거리(SD) 단위: 미터(m) 

표 3-13 집중지역 SD 로 k-평균 군집화한 결과(k=8) 

 

그룹 구성 시설 결과 영향범위 집중지역 SD 

B1 지문구도서인쇄지제품 - 469 646.16 

B2 장신구 + 산업단체 + 가정용품 ○ 278.7* 811.89* 

B3 의료복지시설 + 요리및음식점 △ 274.5* 914.46* 

B4 오락및운동용구 + 포백동원료및제품 + 여숙업 △ 129.7* 1083.72* 

B5 약품및의료기 + 식료품 + 음료품 ○ 121.33* 1272.06* 

B6 기계기구 - 86 1459.2 

B7 금융 + 운수및동용품 + 연료품 + 토목건축재료 ○ 74* 1576.67* 

B8 청부업 - 102 1773.7 

* 영향범위 및 표준 거리(SD) 단위: 미터(m), *표시는 평균값  

표 3-14 집중지역에 의한 시설 분류 및 추출 결과 

(결과 ○: 유형화 가능 / △: 유형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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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지역의 SD에 따라 19종류의 시설을 k-평균 군집화한 결과, 8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어 나타났고, 그 중 5개 그룹에서 각각 2~4개 시설을 

포함하며 시설 종류별 집중지역의 분포 양상이 비슷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집중지역이 형성되는 지역이 대체로 일치하는 

시설들을 군집화한 경우는 B2와 B5, B7의 3개 그룹이었다. 이들 그룹은 

구성 시설의 영향범위나 집중지역의 SD가 서로 비슷하고 집중지역의 

위치까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 그룹을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유형별로 구성하는 시설의 평균 영향범위 값을 새로운 거리 범위(Fixed 

Distance Band)로 적용하여, 각 유형에 대한 집중지역을 새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3-15]에서 확인할 수 있 듯, 확연한 분포 양상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 3-22 집중지역 분포 양상에 의한 유형 분류 

(왼쪽부터 B2:장신구+산업단체+가정용품 / B5:약품및의료기+식료품+음료품 / 

B7:금융+운수및동용품+연료품+토목건축재료) 

유형 B2는 장신구, 가정용품, 산업단체 시설의 집중지역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이들의 집중지역 SD는 778m에서 840m 사이로, 집중지역을 

형성한 시설들 중에서 가장 작은 편에 속했다. 즉, 집중지역이 특별히 

압축적인 분포를 보이는 시설들이었으며, 황금정과 본정 일대와 용산 

지역의 중심부에서만 발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 종류 

시설의 영향범위도 250~320m 정도 범위 내에서 나타났다.  

시설 종류 집중지역 구성비* 집중지역 SD 영향범위 

장신구 66.2%=137/207 778.52 262 

산업단체 63.7%=123/193 816.20 254 

가정용품 72.6%=85/117 840.95 320 
* 집중지역 구성비: 집중지역에 포함되는 시설 수 / 전체 시설 수 

* 영향범위 및 표준 거리(SD) 단위: 미터(m) 

표 3-15 유형 B2의 집중지역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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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B5는 약품및의료기, 식료품, 음료품을 취급하는 상공업시설의 

집중지역들이다. 이들의 SD가 1200~1300m 범위에서 나타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B2로 분류된 집중지역들보다는 더 분산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이 

있었다. 집중지역의 단위 규모도 더 작게 형성되었는데, 이는 이 유형에 

속한 시설의 영향범위값이 B2보다 더 작았기 때문이다. 한편, 약품및의료기, 

식료품, 음료품 업종은 전체 시설 수 및 집중지역을 구성하는 시설의 

비율이 서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 집중지역의 분포 양상은 개별 시설의 

양태와 무관하게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약품및의료기 판매 시설은 전체의 

75%정도가 집중지역에 포함되었고, 식료품 시설은 집중지역을 구성하는 

시설이 40.9%밖에 안되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음료품 시설은 전체 수가 적은 대신 거의 모든 시설이 

집중지역에 포함되었다.  

시설 종류 집중지역 구성비 집중지역 SD 영향범위 

약품및의료기 74.8% (89/119) 1206.70 88 

식료품 40.9% (239/584) 1237.23 72 

음료품 97.3% (74/76) 1331.96 204 
    

표 3-16 유형 B5의 집중지역 속성 

 B7에 속하는 금융, 운수및동용품, 연료품, 토목건축재료 관련 업종의 

집중지역을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유형 B5와 비교해보면, 집중지역의 

SD는 1500m대로 더 크고, 영향범위는 64~82m로 더 작다. 실제 분포 

양상에서도 B5보다 더 작은 규모의 단위로 산재하며, 넓은 범위까지 

분포하여 외곽에 가까운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형 

B7에서도 역시 전체 시설 수가 가장 적은 연료품 업종의 집중지역 

구성비가 가장 높았고, 시설 수가 가장 많은 금융업종의 집중지역 구성비가 

가장 낮았다. 

시설 종류 집중지역 구성비 집중지역 SD 영향범위 

금융 53.5% (190/355) 1550.21 64 

운수및동용품 83.9% (120/143) 1579.34 72 

연료품 96.8% (62/64) 1581.62 78 

토목건축재료 79.3% (115/145) 1459.20 82 
    

표 3-17 유형 B7의 집중지역 속성 

군집화 결과 같은 그룹으로 분류되었지만 실제 집중지역의 분포 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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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은 그룹들은 집중지역 분포를 유형화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군집화 결과가 실제 양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집중지역의 

분산도를 의미하는 표준 거리 수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군집화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한편, 개별 분포에 의한 분류나 집중지역에 의한 분류에서 생활 활동의 

물리적 단위를 규정하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들은 고등교육시설, 오락시설, 

종교시설과, 산업단체, 신문사, 유가증권, 염료및염색, 장신구, 

지문구도서인쇄지제품 관련 상공업시설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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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권의 층위와 성격 

 

 

 

 

 

 

 

4.1. 생활권의 물리적 영역 추정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느라고 활동하는 영역의 공간적 

단위인 생활권을 도출하기 위해 시설 분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한 

접근방법은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점으로 위치하는 시설들이 모여 구성하는 생활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때 생활권은 시설(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영역(면)으로 

도출된다. 이번 장의 첫번째 분석인 영향권 분석(Voronoi Tassellation) 

단계에서 구성 시설을 기준으로 생활권의 물리적 영역을 도출하고자 한다. 

하나의 시설을 일상생활 활동의 거점으로 본다면, 여러 종류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집중 분포하는 지역은 복합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거점, 또는 

중심지로 볼 수 있다. 이 중심지에서 각종 생활 기능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 영역, 즉 중심지 주변의 배후 영역으로서 생활권을 도출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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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생활권의 물리적 영역 추정을 위한 분석 방법 

 

 

 영향권 분석 

앞의 개별 분포에 의한 분류를 통해 4개 유형의 시설을 추출하고 각각의 

기능을 유추해보았다. 이 4개 유형에 속한 시설들은 모두 경성부 전체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 활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설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형마다 각 

시설의 영향권역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공간적 단위를 구함으로써 생활권의 

물리적 영역을 구하려고 한다. 이러한 방법은 이 연구에서 시설의 분포로써 

밝히기로 한 생활권의 정의에 부합한다.  

따라서 시설 유형별로 영향권의 물리적 경계를 도출하고, 그로써 구분된 

각 권역의 물리적 속성으로써 생활권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성하는 

시설들의 영향범위와 종류가 그룹별로 다르기 때문에 생활권의 크기와 

성격 또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형별로 시설들이 공유하는 영향권의 물리적 경계를 구하기 위해 

보로노이 분할(Voronoi Tassellation) 방식을 이용하였다. ArcMap10.3.1에서는 

Create Thyssen Polygon 분석 기능이 이 방식에 해당한다. 지형, 하천, 도로, 

대형 필지와 같은 물리적 요인들은 실제 도시 공간에서 시설의 영향권이 

작동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보로노이 분석은 완전한 평면을 

전제로 점들의 수학적 거리 관계만을 따져서 공간을 분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공간 요소는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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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및운동장 시설은 다른 종류 시설과 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그룹 

A3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시설의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쉽게 

영향권을 분석할 수 있는 반면, 그룹 A1(식료품, 금융)과 그룹 A2(시장, 

초등교육시설)은 각각 두 종류의 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종류별로 

영향권을 계산할 수 없다. 이 두 그룹에 대해서는 먼저 시설 종류별로 하나 

이상의 개체를 포함할 수 있는 임의의 위치에 평균중심점을 잡도록 하고, 

그 점을 기준으로 영향권 분석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 시설을 

기준으로 도시공간을 구획하여 얻은 영향권은, 해당 시설들이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범위이자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배후지, 즉 생활권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2 보로노이 분할을 통한 영향권 도출 

(왼쪽부터 A1:식료품+금융 / A2:시장+초등교육시설 / A3:공원및운동장) 

그 결과, 식료품과 금융 관련 시설로 구성된 생활권은 경성부 전체에 총 

336개로 나타났고, 시장과 초등교육시설로 구성된 생활권은 총 29개, 

공원및운동장으로 구획되는 생활권은 시설의 개수와 같은 14개로 나타났다.  

특히, 29개의 모든 소생활권이 시장과 초등교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청계천 이남 지역의 생활권은 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북촌 지역의 생활권 중에서는 시장이 결여한 생활권도 여럿 

있다. 최근린분석에서 시장의 최근린지수는 초등교육시설에 비해 군집에 

가까운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시장은 남촌 지역에 조금 더 치우쳐 

분포하였다. 이처럼 시장의 생활권과 초등교육시설의 생활권이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일반 주거지의 자연발생적인 수요에 의해 

규칙적인 양상으로 분포하면서도 관 주도의 영향 하에 계획되고 설치되는 

일종의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공통의 영향권을 도출하는 것도 유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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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권 종류별 규모를 대략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전체 대상지역에 

분포하는 권역의 수에 따라 평균면적을 계산하여 아래 [표 4-1]에 나타냈다. 

도출된 생활권들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생활 

영역이다. [그림 4-3]은 세 종류의 생활권 경계를 하나의 지도 위에 겹쳐서 

살펴본 것이다. 임의적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여러 층위의 생활권이 

중첩하여 존재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구성 시설 권역 수 평균면적(㎡) 

최소생활권 (A1) 식료품, 금융 336개 94,662 

소생활권 (A2) 시장, 초등교육시설 29개 1,096,769 

중생활권 (A3) 공원및운동장 14개 2,271,879 

대생활권 (A4) 도서관, 백화점 1개 경성부 전체 

표 4-1 영향권 분석 결과 

다음의 [그림 4-4]부터 [그림 4-6]는 생활권 층위별 분포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동일한 지역에서 각각의 경계를 표시한 것이다. 단, 경성부 전체 

영역에 해당하는 대생활권은 권역의 경계를 표현할 수 없으므로 생략했다. 

 

그림 4-3 다양한 규모의 생활권 분포 

바탕지도: 「대경성정도」(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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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식료품점 및 금융업소를 기준으로 구획한 최소생활권 

 

그림 4-5 시장 및 초등교육시설을 기준으로 구획한 소생활권 

 

그림 4-6 공원 및 운동장을 기준으로 구획한 중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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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지 분석 

앞의 영향권분석에서는 생활권의 물리적 영역을 찾는 첫번째 방법으로 

일상생활 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을 기준으로 기본 생활권 단위를 

구획하였다. 한편, 생활권 내에서 복합적인 활동의 거점이 되는 생활 

중심지를 찾아냄으로써 생활권의 영역을 찾는 방법도 있다.  

따라서 시설 종류별 집중지역을 중첩하여, 생활 중심지의 위치와 성격을 

알아보고자 한다. 시설 종류별 복합 양상과 집중 강도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함으로써 중심지가 형성되는 곳을 추출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의 

종류가 19가지나 되고 필지의 수는 41,880개나 되기 때문에 중심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시설의 집중도가 분포하는 양상에 

따라 지역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진행하였다.  

19종류 시설의 집중도가 복잡한 양상으로 중첩되어 있는 지역들을 분석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공간 단위를 설정해야 한다. 현재 시설 종류별 집중도 

데이터는 필지 단위로 입력된 상태이지만, 필지는 공간적 단위가 너무 작고 

수가 많아 군집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분석의 단위로는 적절하지 않았다. 

설령 군집화를 진행하더라도 단계별 변화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반면, 너무 크게 분석 

단위를 정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최소생활권을 계층적 군집 

분석의 단위로 결정하였고, 설명력 있는 군집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4-7 중심지의 계층적 군집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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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중심지의 계층적 군집화 다이어그램 
 

식료품 및 금융업종으로 구성되는 최소생활권을 분석 단위로 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시행했을 때 군집화 결과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으며 

중심지 간의 계층적 구조를 파악하기에도 가장 용이했다. 단, 최소생활권을 

분석의 공간 단위로 입력했기 때문에, 분석 결과로 나타나는 중심지들과의 

계층적 관계를 전제하게 된다.  

중심지의 층위 구분이 생활권의 단계별 규모에 적절히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낸 군집 수는 6개였다. [그림 4-9]은 군집 수 6개로 분류되기까지 

계층적 군집화 과정을 통해 중심지 유형 간의 계층적 관계를 보여주는 

나무구조그림이다. 기본값으로 구분된 일반 지역을 제외하고 다섯 종류로 

구분된 중심지를 추출한 결과는 아래 [그림 4-6]과 같다. 각 영역을 

구분하여 (A)~(E)로 표시하고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하였다. 같은 색으로 

칠해진 영역의 중심지는 서로 비슷한 성격으로 구분된 것이다. 그 다음의 

[그림 4-7]은 각 영역의 시설 구성 속성을 나타낸 box plot이다. 각 

중심지를 구성하는 시설과 경성부내에서의 위치 및 성격을 살펴보자. 

 

그림 4-9 중심지 유형 간의 관계도(나무구조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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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중심지의 계층적 군집화 결과(군집 수=6) 

 

그림 4-11 중심지 분석 결과 box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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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시 중심부에 2개, 용산 지역에 1개의 큰 중심지로 나타났다. 도시 

중심부에서는 명치정 2정목과 본정 1~3정목 일대, 용산 지역에서는 

한강통에서 경정과 영정에 접하는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심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장신구, 가정용품 판매점과 의류 관련 

업종(포백동원료및제품), 문구나 서적 판매점(지문구도서인쇄지제품), 

오락 및 운동용구 취급점, 요리 및 음식점과 어숙업종이 많이 

분포하였다. 산업단체, 청부업시설과 같은 업무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의 

집중도 또한 현저히 높았다 관공서나 약품및의료기, 식료품, 음료품 

취급 상공업종의 집중도는 경성에서 둘째로 높은 지역이었다. 거의 

모든 업종의 상권과 공공시설이 밀집한 점으로 보아, 도시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즉 CBD로 볼 수 있지만, 3개의 

압축적인 영역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앞에서 도출한 생활권역들과 

일치하는 일상적 중심지는 아니며, 일종의 특화지역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B)중심지의 핵심부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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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는 가장 다양한 기능의 집중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중심지이다. 

본정, 황금정, 종로, 남대문통 경성의 대표적인 상권 지역을 아우르는 

넓은 면적의 중심지와 한강통 2번지 및 8번지 일대 지역에 형성된 

중심지이다. 용도 측면에서 특수중심지 (A)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상공업시설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와 (B)는 중심지의 밀집 

정도의 차이뿐 아니라, 중심지를 구성하는 시설의 종류에 있어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B2(장신구, 가정용품, 산업단체)와 청부업은 

(A)에서는 발달한 반면, (B)에서는 현저히 낮은 집중도를 나타냈다. 

또한 오락및운동용구, 여숙업종의 집중지역도 (A)의 좁은 영역 

안에서 발생하고 (B)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다. 특수중심지 (A)에서는 

주로 상공업시설이 더 집중하는 반면, 공공시설인 관공서는 

상위중심지인 (B)에서 더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통에 

나타난 중심지를 도심 지역에서 나타난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규모의 지역을 형성하는 듯 보이지만, 한강통은 필지가 세세히 

구분되지 않아 대형필지로 입력된 점을 감안하면, 도심부 중심지의 

규모 및 강도가 한강통의 중심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위중심지는 대생활권의 물리적 영역과 연관된 

중심지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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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경성부 내에 13개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중생활권과 비슷한 밀도의 

분포 양상을 보인 중간 층위의 중심지 유형이다. 포백동원료및제품, 

B5 (약품및의료기, 식료품, 음료품), 여숙업 시설이 이 중위중심지에 

주로 밀집하는 시설로 나타났다. 특히 B5는 집중지역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B2나 B7에 비해 중간급의 분산 정도를 보였던 시설들이다. 

포백동원료및제품은 길을 따라 선형으로 집중지역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중생활권의 생활 중심지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다음 장에서 중생활권의 중심가로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도시 중심부를 약간씩 벗어난 지역에 형성되었던 여숙업종의 

집중지역 또한 중생활권의 생활 중심지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D) 는 가장 하위의 중심지로, B7에 속한 금융, 운수및동용품, 연료품, 

토목건축재료 취급업종과 청부업 시설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다. 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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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종도 꽤 분포하고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높은 집중 강도를 보인 것은 아니다. 이 유형의 

중심지는 도시 전체에 약 30~32개의 클러스터 형태로 분산되어, 

전반적으로 소생활권과 유사한 밀도로 분포하였다. 상당한 비율로 

시장과 비슷한 위치에서 나타나는 경향도 보였다. 시장, 의류품, 

연료품, 금융시설 등은 생활 중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형성된 

위치로 보았을 때, 청부업 집중지역에 대한 기반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주변 주거지에 대해 생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E) 중심지는 B2(장신구, 가정용품, 산업단체), 청부업, 기계기구, B7(금융, 

운수및동용품, 연료품, 토목건축재료) 시설의 집중지역으로 주로 

구성된다. 또한 여숙업의 집중도도 꽤 높은 지역이다. 용산 지역의 

중심부에서 경성역을 지나며 황금정 일대의 중심부까지 선형으로 

분포한다. 의주통을 따라 죽첨정 1정목 및 교북동 일대에도 나타나며, 

황금정 2~3정목 일대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이 지역들은 모두 

교통로가 특히 발달한 지역이다. 이 영역에 밀집한 업종의 특성상, 

철도 운송이나 전차를 통한 교통로 확보가 중요한 문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선형으로 특정 지역의 중심부에만 분포하였기 

때문에 생활 중심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치품이나 

토목 관련 업무기능에 관련된 특화지역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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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등교육시설, 고등교육시설, 신문사, 오락시설, 종교시설, 

보험, 염료및염색, 유가증권 업종 등 영향권 및 중심지 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시설들이 생활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 시설들은 

경성부 전체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군집하는 분포를 나타냈기 때문에 

대상 지역 전체를 구획할 수 있는 기준 시설이 될 수 없었고, 따라서 

영향권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의 위치를 생활권 영역이나 생활 

중심지와 비교하여 어느 단계의 생활권에 속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종교시설과 보험업종은 도시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상위중심지에 

주로 분포하고, 중등교육시설, 고등교육시설, 오락시설, 염료및염색, 신문사, 

유가증권 업종은 어느 생활 중심지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특수지역 

중심지에서 유가증권업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생활권의 물리적 지표와 무관한 분포를 나타낸 시설들은 

중등교육시설, 고등교육시설, 오락시설, 신문사, 염료및염색 업종과 특수한 

양상으로 분포하는 유가증권 업종이었다.  

다음의 [표 4-2]에서는 중심지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고, [그림 

4-9]는 계층적 군집분석 중 군집 수가 6개인 단계에서 구분된 중심지들이 

어떻게 생활권 단계별 단위 영역과 적절하게 부합하는지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또한, 영향권 분석과 중심지 분석에서 제외된 시설들이 

어느 생활권에 포함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레이어를 중첩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나타냈다.   

기호 중심지 관련생활권 중심지 구성 시설 

A 특화지역 - 대부분의 상공업시설 

B 상위중심지 대생활권 

관공서, 의료복지시설, 종교시설, 약품및의료기, 

식료품, 음료품, 포백동원료및제품, 요리및음식점, 

지문구도서인쇄지제품, 오락및운동용구 등 

C 중위중심지 중생활권 
포백동원료및제품, 약품및의료기, 식료품, 음료품, 

여숙업 

D 하위중심지 소생활권 
금융, 운수및동용품, 토목건축재료, 연료품, 

포백동원료및제품 

E 특화지역 - 
청부업, 운수및동용품, 토목건축재료, 기계기구, 금융, 

산업단체, 가정용품, 장신구 

표 4-2 중심지별 관련 생활권 및 중심지 구성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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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영향권⋅중심지 분석 결과를 종합한 생활권의 층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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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생활권의 네 단계 층위 

4.2. 생활권의 네 단계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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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분포의 위계적 특성에 따라 1930년대 경성부의 생활권이 네 가지 

층위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최소생활권, 소생활권, 중생활권, 그리고 

도시 전체 및 국가적 차원의 범위를 포함하는 대생활권까지, 네 단계 

층위는 모두 1930년대 경성부에서 유의미한 일상생활의 공간 단위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공간적 속성을 면적, 인구규모, 기준 시설, 중심지의 성격 

측면에서 정량적인 지표로써 정의하고, 이들이 1930년대 경성부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앞의 분석 결과로 산출된 생활권 각 층위별 물리적 특성들을 아래 

[표 4-3]에 제시하였다.  

생활권 
구분 대생활권 중생활권 소생활권 최소생활권 

권역 수 1 개 14 개 29 개 336 개 

인구 
인구규모 

404,198 명 

8,000 

~ 60,000 명 

2,000 

~ 20,000 명 

50 

~ 2,000 명 

평균인구 27,148 명 12,611 명 1,197 명 

면적 

면적규모 
3,180 ha 

100 

~ 350 ha 

25 

~ 114 ha 

0.28 

~ 32.8 ha 

평균면적 213 ha 86 ha 9 ha 

반경 
3,182 m 

565 

~ 1,056 m 

282 

~ 604 m 

30 

~ 323 m 

평균반경 824 m 523 m 169 m 

시설 

구성 

중심시설 

종류 

20 종 

(2+18) 

12 종 

(3+9) 

6 종 

(2+4) 
2 종 

기본 

중심시설 

백화점, 

도서관 
공원및운동장 

초등교육시설, 

시장 

식료품, 

금융 

중심지 

구성 시설 

관공서, 

의료복지시설, 

종교시설 밀집 

15 종류의 

상공업시설 밀집 

관공서, 

의료복지시설 

약품및의료기, 

식료품, 음료품, 

포백동원료및제품

, 여숙업 등 밀집 

금융, 

운수및동용품, 

토목건축재료, 

연료품 밀집 

- 

* 반경은 생활권 영역을 원으로 상정하여 계산한 값이다. 

표 4-3 생활권 층위별 물리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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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생활권 

최소생활권은 식료품과 금융업종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생활공간 

단위이다. 지역에 따라 최소 50명에서 최대 2,000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며, 평균적으로는 1,200명의 인구규모를 갖는 범위이다. 면적은 평균 

9ha, 반경 169m 규모의 영역이다. 최소생활권을 구성하는 식료품 업종은 

대체로 주거지 영역에 입지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소비자에게 식료품을 

제공하는 소매상업시설이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식료품인 미곡 관련 

세부업종, 즉 ‘정미’와 ‘백미’를 취급하는 점포는 식료품 업종의 집중지역에 

위치하기보다 일반적인 주거지에 분포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정미’ 및 

‘백미’를 취급하는 미곡 판매점의 집중 지역 구성비 30 는 24.4%로, 전체 

식료품 관련 시설의 집중지역 구성비가 40.9%인 것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즉, 미곡 판매점은 상권에 덜 의존하고 독립적인 

영향권역을 가지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집중지역들 중에는 당시에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기본 생활 

식료품을 공급했던 남대문시장(남미창정 283번지)과 동대문시장(예지동 

4번지) 일대도 포함되어 있다. 시장 내에 위치하는 미곡 판매점은 전체 

정미 및 백미를 취급하는 식료품점 184개의 영업소 중 23개소뿐이었고, 

나머지는 시장 밖에 위치하였다 31 . 다음 [그림 4-13]은 도심 지역에 형성된 

식료품 집중지역 및 시장의 위치를 『대경성정도』(1936) 위에 표시한 것이다. 

까만 색 점이 정미⋅백미를 취급하는 식료품점에 해당한다. 시장을 포함한 

식료품 상권 지역보다는 주거지 인근의 소매상업 점포 형태로 존재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식료품 중에서도 미곡 관련 업종이 특히 소규모로 

분산되어 주거지에 분포하는 현상은, 주거생활과 밀접한 범위에서 쌀을 

공급하기 위함과 동시에, 당시에 정미업이 영세화되어 가내공업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정미업자가 소매상을 겸하게 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32 33. 

  

                                                     
30 집중지역 구성비(%) = 집중지역에 포함되는 시설 수 / 전체 시설 수 

‘정미’를 취급하는 영업소 중 Gi*-Bin > 0를 만족하는 영업소는 15개, ‘백미’를 취급하는 영업소 

중 Gi*-Bin > 0를 만족하는 영업소는 30개이다. Gi*-Bin의 정의는 본문 2.3.2 참조. 
31 『경성상공명록』(1937)의 주소란에 “남대문시장(南大門市場)” 또는 “남미창정시장(南米倉町市場)” 

또는 “예지정시장(禮智町市場)”으로 표기한 영업소 수를 세었다. 
32 장지용, “1930년대 조선의 가내공업”,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33 류승렬, “일제강점기 서울의 상업과 객주”, 『서울학연구』, (10), 1998,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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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시설도 식료품점과 마찬가지로, 생활권이 위치한 지역별로 

분포하는 세부업종이 확연히 구분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주거지에 입지한 

시설은 ‘금융’ 또는 ‘질’ 업종이었다. 금융가로 잘 알려진 남대문통 1~3가에 

분포하는 업종은 ‘은행’과 ‘전화금융’뿐인 반면, 전체 355건의 금융 시설 중 

309건을 차지하는 ‘금융’ 또는 ‘질’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모두 그 밖의 

주거지 영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금융업 시설들은 주로 

전당포(典當鋪) 혹은 질옥(質屋)으로, ‘빈민계급의 금융기관’ 또는 ‘도시의 

세민금융기관’으로 불리었다34 35,. 이들이 이렇게 주거지에 많이 분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자세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4-14 식료품점 세부업종별 분포도 

바탕지도: 「대경성정도」(1936) 

                                                     
34 소위 도시의 세민금융기관으로 가장 고리대금업인 전당포 혹은 질옥은 해마다 늘어가는 

현상인데 작년말 현재 통계에 의하면 전조선을 통하야 일천삼백육십칠개소에 달하며 그중에는 

조선인의 것이 칠백칠십칠개, 일본내지인의 것이 오백팔십팔개, 외국인경영이 이개인 바…(후략), 

(출처: “전조선전당포 천삼백육십칠처 늘어가는건 전당포뿐…”, 동아일보, 1934.10.13.) 
35 경무국의 조사 빈민계급의 금융기관인 전당포의 이자가 각지를 통하야 너무 빗싼 까닭으로 

함북모지에서는 도당국으로부터 개정이식대로 밧지 안흔다고 인가를 취소까지 한 예가 잇다. 

이와가티 전당포의 이자가 녀무 고리이지만 취체규칙에 위반되지 안흠으로 차에 대하야 

경무국으로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수 업다고 하는데…(후략), (출처: “질옥이하(質屋利下) 

너무빗싸”, 동아일보, 193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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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금융업소 세부업종별 분포도 

바탕지도: 「대경성정도」(1936) 

조선내에 대금업자가 근일에 와서 천여호가 격증되고 그 반면에는 전

당포가 얼마쯤 감소되엇다 한다. 그 이유는 전당포로 성공한 자가 대

금업으로 승격한 까닭이오 또 하나는 경찰의 단속이 엄하야 비교적 자

유로운 대금업을 찬택함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말함

인가. 전당포가 감소한다는 것은 세민의 생활이 아주 궁의 극도에 달

하야 이제는 전당할 재료까지 업서져간다는 것을 말함이오, 대금업이 

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중산계급의 몰락이 가속도로 진행되다는 것을 

암시함이다. 조선인의 생활로 보아 두가지가 다가티 무서운 현상이다. 

이와 가티 제 살을 제가 베어먹어가며 연명하는 무서운 참상을 어떠케 

하여야 면할 수 잇슬가.36 

일반적으로 영세한 삶을 살았던 조선인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져 가는 

상황에서 동네마다 정미업은 소매상을 겸하게 되었고, 빈민계급에게 높은 

이자로 대출을 일삼는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게 되었다. 식료품점과 전당포가 

상인과 소비자가 가장 가깝게 대면하는 최근린 영역의 시설인 것은 

틀림없지만, 식민지시기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했던 일반 

도시민의 일상생활의 어두운 면을 반영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36 “대금업자의 격증”, 동아일보, 192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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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생활권 

소생활권은 초등교육시설과 시장을 기준으로 구획되는 29개의 권역이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으나 평균적인 인구규모는 최소생활권의 약 10배인 

12,600여명이다. 평균 면적규모는 86ha로, 역시 최소생활권 면적규모의 

10배에 가까우며, 영역의 반경은 523m이다. 소생활권의 중심지는 10여개의 

최소생활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상권으로, 금융업, 운수및동용품, 

토목건축재료, 연료품 취급업소가 집중되어있다. 

시장은 여러 명의 상인이 조합한 형태로 하나의 연속된 공간을 차지하며 

형성된 집단적 시설이다. 집단적인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일반 점포보다 

많은 양과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고, 업태와 업종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다. 농․수산물, 포목․면․직물, 연료품 등 기본 의식주생활에 

필수적인 일용필수품을 공급하는 시장은 업태에 따라 도매․경매시장과 

소매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경성에 소재한 39개 시장 중에서 

도매⋅경매시장은 6개, 시탄 및 소채시장은 11개, 공설 및 사설을 포함한 

일용품소매시장은 22개소가 있다.  

시장은 거대한 물량과 유통망을 가지고 넓은 범위의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기반시설로 작동했다. 특히 도매⋅경매시장은 경성부 내 

각지의 소매상에게 농⋅수산물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37. 당시의 유일한 

농산물 경매시장인 경성식량품시장(욱정1정목 199번지)과 중앙물산주식회사 

시장(남미창정 283번지)은 설립 당초부터 “일한병합 후 일본인의 이주가 

많아짐에 따라 일본인에게 일용필수품을 공급할 목적”이었고, 경성식량품 

시장은 설립 이후에도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실생활에 기반한 시설 

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38 . 이 시장들은 일본인 주거지 근처에 

위치하여 일본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그들의 식생활에 맞는 식료품을 

위주로 들여왔다. 

                                                     
37 경매시장은 「시장규칙」의 3호시장으로 경매에 의해 상품을 매매한다는 점에서는 앞의 두 

시장과 구별되지만 소매상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도매시장이라는 점은 다를 바가 없었다. 경성에 

들어온 농산물과 수산물은 이 시장들에 입하되어 중매인과 도매상을 거쳐 소매상에게 

공급되었다(참조: 허영란, 일제시기 서울의 ‘생활권적 상업’과 소비, 『서울상업사』, 서울: 태학사, 

2000. p.509). 
38 경성부산업조사회, 『배급기관에 관한 조사(配給機關ニ關スル調査)』, 1936, 2면(참조: 허영란, 

2000. p.5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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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시장 및 식료품점의 영향권역 분포  
 

조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매시장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각 도시지역으로 유통을 담당하는 소매상인들에게 

상품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시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소매상업시설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표 4-4]에 나와있는 상인의 업태 

분포에서 알 수 있듯, 동대문시장의 상인은 도매상이 60명, 소매상이 

108명으로 소매상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 반면에 남대문시장에는 

소매상보다 위탁판매상 또는 도매상의 비중이 더 높은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소매를 겸하고 있었다39.  

남대문시장은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남촌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일본인들도 자주 이용하곤 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동대문시장과 

                                                     
39 위의 자료, 2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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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수산물, 일본잡화와 같이 일본인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들도 

취급하였다. 소매상업시설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권 특성에 

따라 거래 품목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은 하나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주된 소비자 계층의 수요에 대응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시설이었다. 한편,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설치되었던 공설 일용품 소매시장은 

“부녀자가 매일의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장이 각 가정에서 너무 멀어 많은 시간을 요하면 통상 이용하는 

식료품점을 이용하게 되므로 시장의 이용구역은 대체로 시장을 중심으로 

약 5, 6정(丁)40, 시간으로는 10분 내지 15분 정도”의 영향범위로 계산되었다41. 

사실 공설 일용품 소매시장이 다른 소매시장들과 다를 바는 없었지만, 

소매상업권으로서 생활권의 범위에 대해 계획적으로 접근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위탁판매상 중매인 도매상 소매상 합계 

남대문시장 61 20 63 33 177 

동대문시장 - - 60 108 168 

표 4-4 남⋅동대문시장의 업태별 상인분류(1935년) 

(출처: 경성부산업조사회, 『배급기관에 관한 조사(配給機關ニ關スル調査)』, 1936, 22면, 

재인용: 허영란, 2000, 표9) 

 
기본적으로 소매시장은 작은 범위의 생활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일용필수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도매⋅경매시장들은 더 큰 단위의 

생활권에 연계된 시설로서 도시의 중추적인 기반시설로서 기능을 담당했다. 

하지만 일용품을 취급하는 시장은 도매⋅경매⋅소매의 업태 구분이나, 

공설⋅사설의 형태 구분에 관계 없이 인근에 거주하는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대형 소매상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소생활권을 구분짓는 또 다른 공공시설인 초등교육시설은 1930년대에 들

어 전 조선에 확산되며 호황기를 맞게 되었다. 학교 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

                                                     
40 丁는 町와 같은 단위로, 1町은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09m정도이다. “1町は60間。 約109m。”  

(참조: 『동아 프라임 일한사전』) 
41 釘本藤次郞, 「낭비 않는 모임과 시장의 이용(むだせぬ會と市場の利用)」, 『조선경제잡지』, 77, 

1922.5, 240면(재인용: 허영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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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국적인 취학률 또한 상승하였다42. 이러한 변화의 바탕이 된 것은 1929

년부터 1936년까지 8개년간 시행된 ‘조선총독부의 일반 국민 교육 보급 진

흥에 관한 제1차 계획(朝鮮總督府ニ於ケル一般國民ノ敎育普及振興ニ關スル

第一次計劃, 이하 일면일교제)’라는 정책이었다. ‘일면일교제(一面一校制)’는 

기회 균등 주의에 의하여 “다수 민중에 대한 교육의 보급”을 목적으로, 보

통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비용을 총독부에서 일부 보조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학교를 증설해달라는 일반의 거

센 요구에 대응한 것이었다43. 이 제도는 부(府)가 아닌 면(面)이라는 지방행

정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경성부라고 해서 초등교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방에 비해 특별히 달랐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면일교제는 행정

중심지인 도시에서부터 초등교육시설을 확충하며 지방으로 확산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초등교육의 기회가 

높은 편이었다. 1930년대는 대도시 경성에서도 초등교육시설이 보급되며 취

학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44. 이로써 경성부민의 초등교육시설에 

대한 꾸준한 수요를 알 수 있다.  

소학교와 보통학교는 경성 각지에서 아이들에게 초등교육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도시의 근대성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인식되었다. 동네에서 가장 큰 

필지를 차지했고 높이도 2-3층 규모로 주변 건물에 비해 빼어나게 높았다. 

근대적 양식의 신식 모습을 한 학교 건물과 그곳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기존의 전통적 주거지의 경관과는 매우 상이한 것이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더니티의 풍경을 만들어냈다. 각 지역 학교는 

주민 활동의 구심점이 되기도 했다. 학교 운동회는 지역의 회합(會合)이 

이루어지는 행사였으며 45 ,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지역과 관련 없는 각종 

단체의 운동회도 이루어지는 장이 되었다46. 

                                                     
42 도시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단위 부(府)를 기준으로 전국 부의 취학률은 1915년 16.7%로 시작해 

1935년에 이르면 53.4%에 이르게 된다(참조: 朝鮮總督府學務局學務課, 「學事參考資料」, 

『日本植民地敎育政策史料集成(朝鮮編)』, 60卷, 1937 ; 오성철, 2000. p.137, 표 4-9 참조). 
43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서울: 교육과학사, 2000. p.99 
44 1930년대 후반에도 사립 양영보통학교(1936.08.15), 계동보통학교(1937.02.22) 등이 새롭게 

보통학교로 인가되었다. (참조: 『조선총독부관보』) 
45 동아일보는 <회합(會合)> 코너에서 매번 각 학교의 운동회 소식을 모아 전하곤 하였다.  
46 “각학교단체의 운동장개방”, 동아일보, 193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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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활권의 기준이 되는 요소인 

초등교육시설은 도시 전반에 걸쳐 

분포하는 반면, 중⋅고등 교육시설은 

한정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생활권을 규정하는 지표와는 

무관한 요소로 확인되었었다. 특히 

중등교육시설은 초등교육시설보다 

시설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생활권과의 물리적 연결성은 찾을 

수 없었다. 초등교육시설을 제외한 

다른 교육시설이 생활권 단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를 당시의 교육 정책 내용 중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이는 식민지 교육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었다. 

초등교육시설이 확산되면서 중등 이상의 교육시설도 증설하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총독부는 식민지 ‘우민화’ 방침으로 일관하며 

중⋅고등교육시설의 설립을 억제하였다 47 . 그 결과로, 중⋅고등교육은 일본인 

또는 소수의 조선인을 위한 엘리트 교육에 그쳤고, 초등교육시설의 팽창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근린생활의 중심에는 식료품을 공급하는 시장과 함께 금융, 연료품과 

같은 생활 관련업종이 집중하고 있다. 토목건축재료, 운수및동용품을 

취급하는 상공업시설도 집중분포한다. 그 외에 청부업종의 집중도도 높게 

나타났지만 주로 청계천 이남 지역에서만 나타났고, 청부업 시설 자체가 

용산 지역과 황금정 일대를 연결하는 교통로 부근에서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생활에 관련된 중심시설로 볼 수는 없다. 대신 

토목건축재료업이나 운수업종이 청부업 시설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주변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생활권과 교통로의 중간적인 위치를 점유하는 현상도 

이러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상업시설이 밀집한 

장소의 기능은 최소생활권 단위에서는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활동 반경을 넓혀 소생활권의 중심지를 이용한다.  

                                                     
47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서울: 교육과학사, 2000. p.129 

그림 4-17 학교와 주변지역 경관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 



 
98 

 

 

그림 4-18 소생활권의 생활중심지(통의동⋅체부동일대) 

 

 

 중생활권 

중생활권의 인구는 약 2천명에서 6만명 사이로, 소생활권 평균 

인구규모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27,000여명이 분포한다. 평균 면적규모 

213ha, 반경 824m는 소생활권의 2.5배 가량에 해당한다. 즉, 소생활권 두 세 

개가 모여 하나의 중생활권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생활권을 

구획하는 기준은 공원 및 운동장이다. 중생활권의 규모에서 작동하는 

생활중심지는 약품 및 의료기, 식⋅음료품, 포목 등의 의류 관련 업종, 문구 

및 운동용구 판매업종, 여숙업종이 밀집한 상권으로 이루어졌고, 요리점도 

꽤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 관공서와 의료복지시설은 생활중심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공공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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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과 운동장은 전형적인 대중이용 공공시설로 도시계획의 필수 요소로 

인식되어왔다.  1920년대부터 경성부에서는 도시민의 일상적 생활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공원지구를 계획하고 있었다. 「서민주택의 기술연구」에 

수록된 주구단위에서 공원은 각 주구단위마다 유아공원, 소공원, 

근린공원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원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1인당 공원 면적, 공원 면적 비율 등으로 공원 계획의 기준을 

삼는 것은 서구의 도시계획 방식을 추종한 것이었다 48 . 이와 유사하게, 

경성의 도시계획에서도 계획공원의 종류를 아동공원, 근린공원, 도시공원, 

운동공원으로 나누고, 1인당 면적과 유치 반경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여 

기능별로 생활권 범위에 차이를 두었다. 이러한 계획공원의 구분 방식은 

공원의 대상 이용자와 수용 가능한 활동 유형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지구제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특별지역, 공원지구, 

방화지구 등을 설정하는데, 상업과 공업은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지역과 분리하려고 했던 반면, 공원지구는 기성 

주거지역 속에 혼재하도록 하되,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관건이었다는 점에서 생활권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49. 이러한 방식으로 

                                                     
48 강신용⋅장윤환, 『한국 근대 도시공원사』, 서울: 대왕사, 2004. p.188 
49 위의 자료, p.177 

그림 4-20 경성부공원계획지도(1920년대 후반)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4-19 경성부 공원 배치 구상도 

(출처: 매일신보, 193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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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의 생활 시설로서 공원을 계획하고자 했으나 준비 과정만 있을 뿐 

실제로 진척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결국 실질적인 공원 계획은 일제 말 

전시하에 방공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50 . 도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시설이 아닌, 방공 및 방화의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다. 

도심부 주거지의 밀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사시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피난처로서 공원과 운동장의 배치 계획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 4-5]에서 기설 공원에 축조된 설비 및 시설의 개요를 보면, 

공원이 위생 상의 목적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재생산적 기능을 위한 시설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원 명칭 소재지 총 면적 총 공비 시설 개요 

한양 

남산공원 

남산정, 

왜성대정 
84,325 불명 

음악당, 충혼비, 광장, 연못, 정자, 전등, 분수, 

회유와 산책도로, 벚나무, 잡목, 공동변소 

장충단공원 
동사헌정, 

서사헌정 
190,104 33,625 

경기장, 연못, 대도회유, 산책도로, 교량, 

운동장, 계류 정리, 화훼원, 잔디밭, 정자와 

의자, 벚나무와 잡목식재, 전등, 공동변소 

경성운동장 
황금정 

6⋅7 정목 
45,031 155,000 

광장, 경기장(야구, 테니스, 축구, 기타), 

관람석, 사무실, 휴게실, 공동변소, 전등, 전화 

사직단공원 사직동 68,632 3,000 큰길, 회유로, 산책로 

효창원공원 금정 28,246 11,000 
공원 내 간선⋅연속대로와 

회유로, 산책로 

파고다공원 
종로 

2 정목 
3,333 불명 

음악당, 탑, 화단, 연못, 비석, 정자와 의자, 

회유로, 벚나무, 상록수 식재, 전등, 수도, 

온실 

철도공원 한강통 7,558 5,410 

운동장, 회유대로, 산책로, 연못, 정자, 

잡목식재, 화훼원, 의자, 배수설비, 조혼비, 

원숭이우리, 스탠드 
* 면적 단위: 평, 공비 단위: 원 

표 4-5 경성부 공원의 시설 개요 

(출처: 『경성도시계획조사서』(1928), p.100을 바탕으로 수정) 

평상시에 공원은 주변 거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거나, 가족 단위의 

여가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51. 앞의 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목, 연못, 

정자 및 의자, 조명이 갖추어진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산책을 하거나 여가를 

즐겼다. 도시 문화와 일상생활이 근대화되면서 주말과 휴가라는 시간 

                                                     
50 ‘경성시가지계획공원’ (1940.3.12.) (조선총독부고시 제208호) 
51 서울역사편찬원, 『서울2천년사: 일제강점기 서울 도시문화와 일상생활』, 서울역사편찬원, 2015. 

p.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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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생겼고, 이러한 여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여가활동 시설로서 

공원이 이용되었던 것이다. 스포츠 관람도 주된 여가활동의 하나였다. 

경성운동장은 야구, 축구, 정구 등의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을 관람 

상품으로 즐길 수 있는 시설이었다. 

근대 도시계획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 및 운동장은 방공 및 

위생의 목적을 위할 뿐 아니라, 대중이 이용하는 여가와 휴식의 장소로써, 

일상생활의 재생산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위락시설로 기능했다.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공원까지의 거리는 평균 1062m이다. 일상적으로 

매일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거리에 있다. 즉, 일상 가까이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으로서 기능보다는 여가시간을 보내는 나들이 장소로서 

기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원 및 운동장으로 본 중생활권의 

특징은 주거생활과 밀접한 일상적인 활동보다는 여가활동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일상생활 영역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림 4-21 중생활권의 생활중심지(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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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활권의 생활중심지는 ‘구매상권 52 ’ 또는 ‘여가활동의 중심’으로 칭할 

수 있다. 이 지역에 밀집한 상공업종을 보면 요리점이나 여숙업종, 

운동용구를 취급하는 상점 등, 공원이나 운동장과 관련한 스포츠 또는 

여가활동과 관련있는 것들이 많다. 문방구는 운동용구와 함께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학용품은 가내공업의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53 , 상업중심지에 밀집 분포하는 문방구 및 

운동용구 판매점은 영국산 만년필, 독일제 스케이트 등 취미용품의 성격이 

강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에 관한 시설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식료품과 의류용품, 의약품 등 각종 의식주 관련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관공서와 

의료복지시설에서는 생활 업무 또는 일상적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소위 ‘원스톱’ 생활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숙업종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유흥가에서 한발짝 물러난 지역에 

형성되어있고, 당시 ‘룸펜’으로 불리었던 무직업 지식인 계급의 일상적 

거주공간이기도 하였다54.  

 

 대생활권 

대생활권의 기본 시설인 백화점과 도서관은 경성 전체에 4-5개밖에 없는 

시설인 만큼 백화점은 근대 유통체계의 표상으로서, 도서관은 근대 

지식체계의 표상으로서 근대도시 경성의 상징과도 같은 시설이었다. 또한 

실질적인 이용자는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공공시설이자 

대중시설로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일상과는 괴리된 근대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  

백화점 식당가는 다양한 식문화를 접할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한국음식뿐만 아니라 서양음식이나 일본음식도 맛볼 수 있는 곳이었다. 

미츠코시 백화점의 식당가에서는 1원 50전짜리 서양 정식과 각종 

원두커피가 유명했고, 조지야 백화점 식당가에서는 메밀국수가 인기를 

                                                     
52 「서민주택의 기술연구」(1941)에 수록된 주구단위(표 2-3, 본문 p.18) 중에서 ‘구매주구’와 유사한 

성격의 중심지로 판단하여 용어 일부를 차용한 것이다. 
53 <가내공업경제 사변하 긴요성중가(하)>, 동아일보, 1937.11.30. 
54 이채원, 일제시기 경성지역 여관업의 변화와 성격, 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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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았다. 다음 [표 4-6]에서 볼 수 있듯, 백화점의 고층부는 문화시설이나 

여가생활과 관련된 시설이 있고, 고가상품 위주로 매장이 입점되어 있었다. 

접근성이 좋아 매출액이 높은 저층부에서는 생활용품 및 여성의 

가사노동과 관련한 상품들을 판매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백화점에서 소비 

행위를 할 뿐 아니라 오락과 사교, 문화시설을 즐기러 가기도 하였다. 

미츠코시 백화점의 옥상정원은 상류층의 휴식공간으로 이름 높은 

장소이기도 했다. 요약하자면, 경성부민에게 있어서 백화점은 식민지 근대 

도시문화의 종합 전시장이었으며, 새로운 건축 양식과 기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매장 구성 및 경영체계로 국민을 일깨우는 계몽장소였던 것이다55.  

 
층 수 미츠코시백화점(1931) 화신백화점(1937) 

7층   
옥상정원, 상설화랑,  

사진부, 미장원 

6층   
그랜드홀, 가구, 가구모델룸, 

스포츠, 전기기구 

5층 

옥상정원, 어린이놀이터,  

온실, 카페, 미술관,  

사진실, 대합실, 원예용구 

대식당, 조선물산, 

 악기, 사진기 

4층 
귀금속, 가구, 대형홀, 

커피숍을 겸한 대식당 

서적, 만년필, 공책, 신사복, 

가봉실, 이발부 

3층 

신사양복, 신사용모자, 구두, 

가봉실, 숙녀양장,  

응접실, 부인사교실 

양품잡화, 부인아동복,  

가봉실, 완구, 수예 

2층 오복, 미장원, 드레싱룸 

신사양품, 침구, 주단포목, 

미술품, 시계, 귀금속,  

안경, 견본실 

1층 

약국, 여행안내소, 

단체주문상담실,  

화장품코너, 일본신발코너, 

조선물산진열, 상품권매장, 

고급식품매장 

안내계, 양품잡화, 화장품,  

여행안내계, 상품권매장 

지하 

1층 

주방용품, 식료품, 일반잡화,  

간이식당, 이발소 
식료품, 식기 

표 4-6 백화점 층별 매장 구성 

(출처: 김소연, 2009, 표2를 바탕으로 수정) 

                                                     
55 김소연, 1930년대 잡지에 나타난 근대백화점의 사회문화적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5(3), 2009.3, 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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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 근대 유통 및 경제체제의 표상이라면, 도서관은 근대적 

지식체계의 표상이었다. 합리적인 분류 방식과 양적 방대함의 측면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 근대 도시의 상징으로서, 수많은 대중에 

의해 ‘체험’되기는 하였으나, 백화점은 중상류층의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고, 도서관은 학생에 의해 주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공시설이자 경성부의 근대적 표상으로서, 대중에게 ‘근대’를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주었다.  

대생활권의 중심지는 즉 경성부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본정 

입구부터 이어지는 상점가와, 명치정, 남대문통, 태평통 일대는 

중심업무지구이자 도심부 최대 상권, 도시의 상징, 번화가, 유흥가였다. 

‘대경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1930년대의 도시공간에서 모든 상징적 건물과 

근대적 문화가 집결되었던 장소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백화점과 도서관을 

포함하여, 경성부 또는 전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시설들이 

모여 있었다. 그만큼 가장 다양한 종류의 기능이 집적하고 있으므로 주변 

지역뿐 아니라 경성부 전체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국가의 

상징적 기능으로서 대극장과 복합문화시설을 포함한 부민관, 

총독부도서관뿐만 아니라, 소비대중문화를 대표하는 백화점, 영화관 시설, 

각종 요리점, 카페, 주점과 같은 유흥시설이 즐비한 번화가로 이루어져 

있었다. 1920-30년대 대중문화의 형성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은 

영화였다. 영화가 대중적으로 성행하였다. 1927년 우미관 옆에 일본식 

오뎅집과 우동집이 생기면서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도시 전체의 중심지인 본정과 남대문통 일대는 가장 다양한 종류의 

시설이 밀집하여 여러 도시 기능이 혼재하는 복합 용도의 지역이다. 국가적 

차원의 주요 시설들이 들어서고, 은행들이 밀집한 중심업무지구이자, 백화점, 

극장, 영화관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의 구심점이면서, 각종 요리점, 과자점, 

카페, 주점 등이 즐비한 유흥가 및 번화가였다. 이는 당시 경성부민들에게 

일탈과도 같은 장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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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도심 상권지역의 시설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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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 결 

생활권의 도출 과정을 요약하면 [그림 4-2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우선 

영향권 분석에서는 식료품점 및 금융업소를 기준으로는 최소생활권의 

경계를 밝혔고, 시장 및 초등교육시설을 기준으로 소생활권의 경계를, 공원 

및 운동장으로 중생활권의 경계를 규정하였다. 대생활권의 기준이 되는 

시설은 백화점과 도서관으로, 도시 전체에 4-5개소 뿐인 시설들이었다. 

이상에서 도출한 네 가지 종류의 생활권은 규모나 구성 시설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생활권 중심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들 

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각종 시설의 집중지역이 중첩하는 

지역에 대한 계층적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집중지역들은 6가지 

유형의 중심지들로 구분되었다. 각 중심지 유형은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 생활권의 단위영역 분포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중심지간의 계층성을 통해 대⋅중⋅소⋅최소생활권이 서로 포섭하는 

계층적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소생활권 단위부터는 여러 종류의 시설들이 모인 생활중심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중심지는 여러 종류의 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변 지역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생활중심지로서 의미를 가지며, 중심지의 위계에 따라 그 

중심 기능을 이용하는 생활권의 범위도 다층적으로 정의될 수 있었다. 

이로써, 1930년대 경성부를 구성하는 생활권과 생활중심지의 다양한 층위를 

도출하였다. 그 밖에, 생활권과 아무 연결점이 없는 시설의 종류와 특화된 

상권 지역 등을 밝힐 수 있었다. 

앞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1930년대 경성부에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구조를 

‘생활권’과 ‘시설’로써 설명할 수 있다. 작은 범위의 일상생활은 주거생활의 

가장 근처에서 사회적 대면 관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최소한의 기초 생활에 필요한 소비 생활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소비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집 인근에 위치한 인보시설들이다. 영세한 시설들의 

조합이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장 잘 발생하는 생활 양식을 

지녔다56. 두 번째 단계의 소생활권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근린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근대적인 학교시설이 전통적인 주거 환경과 일상 속에 녹아서 

                                                     
56 권용우, 『도시의 이해: 도시지리학적 접근』, 서울: 박영사, 1998.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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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민들의 삶의 양식을 근대화시켰다. 활동영역이 더 넓어진만큼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 중심 상권이 있는데, 연료품을 사거나 일용품을 살 

때 나갈 수 있는 시장이 있었다. 셋째로, 중생활권의 범위에서는 주말과 

같이 시간여유가 있을 때 여가활동을 하거나 나들이를 즐길 때 공원과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일상에 필요한 물건을 다량 구매하기 

위해 도심 근처로의 외출 등이 이루어졌다. 가장 일상과 먼 생활공간으로서 

도심부의 상점가와 번화가가 그 구심점이 되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접하며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백화점과 본정 상점가는 일상과 괴리된 

일탈의 경험을 선사하는 곳이었다.  

 

그림 4-23 생활권의 GIS 분석방법론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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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분포에서 발견한 위계와 각각의 일상적 의미에 대한 고찰을 종합한 

결과로써, 1930년대 경성의 일상생활의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로, 

일상에 가까이 필요한 기능일수록 다층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쉬운 

예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우, 최소생활권에서는 집 앞의 식료품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 소생활권에서는 개별 점포가 아닌 시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다. 중생활권에서는 상업중심지에서 여러 종류의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료품점과 함께 최소생활권의 구심점이 되는 

전당포도 소생활권의 중심 상권까지 이동하면 여러 선택지가 가능해진다.  

가장 일상에 가까운 최소생활권을 구성하는 식료품점과 금융업소의 

분포를 세부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공간적으로 다층화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료품업종의 경우, 미곡 관련 판매업종이 분산적으로 

분포하는 데 반해 나머지는 상권에 밀집하는 분포 양상을 보였다. 금융업종 

역시 주거지에 분산 입지하는 업종은 전당포나 질옥이었고, 반대로 

도심부에 밀집하는 것은 은행, 전화금융 등이었다. 이처럼 두 종류의 시설 

모두 도시 중심부에만 분포하는 것과 일반 주거지에 분포하는 것이 확연히 

구분되었다. 특정 시설에 대한 개인의 이용 빈도 또는 거리에 따른 수요의 

밀도차에 의해 시설의 영향범위가 결정되고, 같은 종류의 시설이라도 

업태나 품목에 따라 영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범위의 생활권에서 

다른 양상으로 분포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외 대부분의 상공업시설은 생활중심상권 또는 도시중심부 상권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품목의 성질이 일용품보다 사치품에 가까울수록 

상점의 분포가 도시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장신구, 가정용품, 문구류, 

운동용구를 판매하는 상점과 식당, 주점, 카페와 같은 서비스업 성격의 

시설이 대표적이며, 식료품 중에서도 생선이나 과일을 판매하는 시설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공공시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교적 

일상적인 기능에 관련된 관공서와 의료복지시설은 중생활권 단위에서는 

단위권역당 한 두 개씩 분포하지만, 대생활권 중심지에서 높은 밀도로 

집중지역을 형성하였다. 두 개의 생활권 층위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양상으로 분포하고 이용되는 것이다. 반면,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빈도가 

낮은 대중문화나 여가 활동에 관련되는 공공시설은, 마치 사치품을 

구매하는 것과 같이 도시 중심부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종교시설이나 

극장, 영화관 등의 오락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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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분석으로, 생활권의 층위를 구분 짓는 공간적 속성값들을, 

근린주구 개념에 의한 현대의 생활권 구분이나 1941년에 「서민주택의 

기술연구」에 수록된 주구단위의 내용과 비교⋅대조해 볼 수 있다. 1930년대 

경성부 생활권의 속성을 근린주구 개념에 의한 현대의 생활권 및 1941년의 

주구단위와 비교해보면, 모두 똑같이 네 단계로 구분되었지만 생활권 

단위의 규모 설정에서 현격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1941년의 

주구단위에서는 면적 100ha의 근린주구를 최대 규모의 생활권 단위로 

구분하였고, 다른 두 기준에 비해 인구규모와 면적규모를 가장 세분하고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1930년대 생활권의 면적규모와 인구규모가 

전체적으로 크게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로 인한 부분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현황에서 파악한 시설로 생활권을 구분한 반면, 나머지 

두 방식은 생활권을 계획하는 입장에서 작성되어, 자연발생적으로 입지하는 

상공업시설보다는 방공, 방화, 관리, 교육 등의 목적이 강한 도시계획 

시설들로 구분 기준을 삼은 경우가 많다. 1941년 「서민주택의 기술연구」에 

제시된 시설들 중, 공원, 소학교, 도서관, 진료소, 우편국 등은 1930년대 

경성부의 생활권 기준에도 포함되는 시설인 반면, 유아놀이터나 방공호, 

우물, 수영장, 모래밭, 공동급식시설, 목욕탕, 파출소, 보육원, 생활지도소 

등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종류들이다.  

상공업시설 및 공공시설 목록이 완벽하게 전수 조사된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성상공명록』(1937)에는 모든 

상공업시설이 기록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공공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과 운영에 많은 

재원이 필요했던 초⋅중⋅고등교육시설은 대부분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임의로 몇 명의 상인이 모여 구성할 수 있는 사설시장은 소재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57 . 만약 모든 시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면, 

큰 격차가 있는 최소생활권과 소생활권의 사이에서 다른 규모의 생활권을 

형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서민주택의 기술연구」에 수록된 주구단위 

                                                     
57 본 연구에서 분석한 39개의 시장은 1935년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경성부의 도․소매시장 

목록(허영란, 2000. p.507의 표7)에 제시된 51건의 시장 중에서 주소가 명확하거나 다른 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을 추린 것이다. 도매시장과 공설시장은 전부 파악되지만, 비합법적 

시장인 사설 소매시장은 공식조사에서 제외되어 있어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많으므로, 실제 

경성에 분포했던 시장 수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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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서 소학교가 기준이 되는 근린주구보다 한 단계 작은 구매주구 

단위에 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참고할 수도 있다. 또한, 시설 종류별 

수익성이나 소유주마다 경제력의 편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목이나 청부업 관련 시설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곳이 많았고 

경성상공회의소의 주축이 되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록되었을 

확률이 높다. 반면 조선인 중에는 위의 기준을 맞추지 못할 만큼 영세한 

상인이 많았기 때문에, 조선인과 관련이 깊은 업종은 상공명록에 기록될 

확률이 더 낮을 것이다. 

 
면적 

(ha) 

근린주구 개념에 

의한 생활권(1993) 

서민주택의 

기술연구(1941) 
1930 년대 경성부 

인구 

(명) 

          
0       50 

1   인조주구 인조주구     100 

2         200 

3   
경방주구 

경방주구 
  

  400 

6 인보구     800 

10  인보구   최소생활권 최소생활권 1400 

15   

구매주구 

구매주구     2000 

20       3000 

25 근린분구       4500 

30  근린분구       6000 

40    
근린주구 

    8000 

50        10000 

60   

근린주구 

   소생활권 12500 

70        15000 

80    소생활권   20000 

90  근린주구      25000 

100 근린주구     중생활권 30000 

150         40000 

200     중생활권   60000 

250        75000 

300        90000 

350  근린지구      110000 

400 근린지구      130000 

500     ⋅⋅⋅ ⋅⋅⋅ 160000 

750     대생활권 대생활권 200000 

          

표 4-7 근린주구 개념에 의한 생활권 층위별 인구⋅면적규모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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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구분 
근린주구 개념에 의한 

생활권 분류(1993)58 

서민주택의 기술연구에 

수록된 주구단위(1941)59 
1930년대 경성부 생활권 

최소 

 인보구 인조주구 최소생활권(인보생활권) 

인구 1,500명 54~108명 50~2,000명 

면적 
6ha 

반경 100m 

0.5~1.0ha 

반경 39~56m 

0.28~32.8ha 

반경 30~323m 

시설 유치원, 놀이터 

인조광장(유아놀이터), 

방공호, 우물, 

수영장, 모래밭 

식료품, 금융 

소 

 근린분구 경방주구 소생활권(근린생활권) 

인구 6,200명 324~432명 2,000~20,000명 

면적 
25ha 

반경 250m 

3~6ha 

반경 97~138m 

25~114ha 

반경 282~604m 

시설 약방, 세탁소, 아동공원 유아공원, 공동급식시설 

초등교육시설, 시장 

상공업시설 밀집 

(청부업, 금융, 운수및동용 

품, 토목건축재료, 연료품) 

중 

 근린주구 구매주구 중생활권(여가생활권) 

인구 25,000명 2,160~2,700명 8,000~60,000명 

면적 
100ha 

반경 500m 

12~25ha 

반경 195~282m 

100~350ha 

반경 565~1,056m 

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은행,  

교회, 슈퍼마켓, (중학교) 

시장, 소공원, 보육원,  

목욕탕, 동사무소, 파출소 

공원및운동장,  

관공서, 의료복지시설 

상공업시설 밀집 

(포백동원료및제품, 

약품및의료기, 식료품, 

음료품, 여숙업) 

대 

 근린지구 근린주구 대생활권(정보문화생활권) 

인구 100,000명 8,640~10,800명 404,198명 

면적 
400ha 

반경 1km 

60~100ha 

반경 437~564m 

3,180ha 

반경 3.1km 

시설 
도시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 

소학교, 생활지도소, 

진료소, 구회사무소, 

경방단사무소, 근린공원, 

도서관, 우편국 

백화점, 도서관, 관공서,  

의료복지시설, 종교시설 

15종류의 상공업시설 밀집 

* 『경성부호구통계』(1936)를 참고하여 주택수(호) × 5.4 = 인구수(명) 으로 계산하였다. 

표 4-8 근린주구 개념에 의한 생활권 층위별 속성 비교  

                                                     
58 박소현⋅최이명⋅서한림, 역사주거지구의 소규모 생활권 단위 추정 방법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2(9), 2006.9, p.225. 표 2를 바탕으로 수정하였다. (출처: 양동양, 

도시주거단지계획, 기문당, 1993. pp.104-105) 
59 권용찬⋅전봉희, 근린주구론이 일제강점기 서울의 주거지 계획에 영향을 준 시점,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7(12), 2011.12. p.192. 표 2를 바탕으로 수정하였다. (출처: 주택문제위원회, 

서민주택의 기술연구, 일본건축학회지, 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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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5.1. 1930년대 경성부 생활권의 특징 

1930년대 경성부의 생활권에 대한 GIS 분석 과정은 (1) 시설 분포 분석 

(2) 생활권 지표로서 시설 분류 (3) 생활권의 물리적 영역과 생활중심지 

도출의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32종류의 시설에 대해서 개별적 분포의 측면과 

집중지역 측면으로 나누어 공간적 분포 양상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초등교육시설과 시장은 규칙적으로 분포하고, 공원은 매우 분산적으로 

분포하는 이례적인 시설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상공업시설과 관공서, 

중등교육시설, 고등교육시설, 오락시설, 종교시설 등 19종류의 시설은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점 및 서점이나 

운동구, 장신구, 가정용품 판매점은 도시 중심부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였고, 포목점이나 오복점, 양복점과 같은 의류관련 

업종은 종로 및 본정 일대의 동-서 방향 길을 따라 선형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청부업 시설은 경성부 전체를 남-북으로 

횡단하는 광역 교통로를 따라 높은 밀도로 집중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분산적인 상권을 형성하는 상공업종은 식료품점과 금융업종이었다. 

그리고 생활권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 집중지역에 대한 별도의 

분석과 의미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시설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기준으로 

생활권의 주요한 지표가 될 만한 시설을 통합하거나 추출하여 새로운 분류 

체계를 구성하였다. 영향범위가 가장 작고 전체 도시에 골고루 분포하는 

유형 (A1) 식료품점, 금융업소부터, (A2) 시장, 초등교육시설, (A3) 공원 및 

운동장, 그리고 도시 전체를 영향범위로 하는 (A4) 백화점과 도서관이 

생활권 영역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선정되었다. 각각은 영향범위의 

크기에 따라서 최소생활권,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의 물리적 영역에 

대한 지표로 분류되었다. 집중지역 19종류 중에서는 (B2) 장신구, 가정용품 

취급 업종과 산업단체, (B5) 약품및의료기, 식료품, 음료품, (B7) 금융, 

토목건축재료, 운수및동용품, 연료품시설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B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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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상권을 형성하는 유형이었고, (B7)이 가장 

분산적으로 분포하는 집중지역들로 구분되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지표 시설들을 기준으로 생활권과 생활중심지의 

구조를 밝혔다. (A1) 식료품점, 금융업소, (A2) 시장, 초등교육시설, (A3) 공원 

및 운동장을 기준으로 보로노이 분할법을 적용하여 경성부 전체를 

구획하였다. (A1)으로 구획한 영역은 최소생활권, (A2)로 구획한 영역은 

소생활권, (A3)로 구획한 영역은 중생활권의 단위 영역이 되었다. (A4) 

백화점과 도서관을 기준으로 하는 대생활권은 도시 전체를 포함하는 

광역적 생활권으로 판단하였다. 이들 시설을 기준으로 구획한 각 유형의 

생활권은 경성부민에게 있어서 여러 종류의 생활 활동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 단계별 생활 활동 범위 내에서 ‘골목상권’이나 

‘동네상권’과 같이 구심점이 되는 지역, 즉 많은 사람이 모이고 기능이 

모이는 생활중심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중지역에 대해 계층적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로 생활중심지로써 유의미한 3가지 유형의 중심지와 

2가지 유형의 특수지역을 구분하였다.  

앞의 분석을 토대로 1930년대 경성부의 생활권을 고찰하였다. 그 특징을 

요약하여, 일상생활의 구조, 시설의 역할과 분포 양상, 지역 분화 및 공간 

형식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최소생활권 식료품 관련 시설 중 소매점포 형태로 주거지에 분포하는 

업종은 가장 기본 식료품인 정미/백미를 취급하는 식료품점이었다. 그 밖에 

야채, 해산물, 과일 등은 시장이나 식료품 상권이 발달한 곳에서 주로 

판매되었다. 가장 일상과 밀접한 품목이기도 하지만, 정미업의 영세화로 

소매업을 겸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전당포는 세민의 금융기관으로서 

주거지마다 필수적인 시설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너무 높은 이익을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이 되어 세민의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소생활권은 근린생활권이다. 근린시설로서 시장은 일용품을 공급하는 

시설로, 가까운 지역에서는 거대한 소매상점으로 작동하였고, 소매상에게 

일용품을 유통하는 허브로써, 넓은 생활권을 범위로 작동하는 

기반시설이기도 하였다. 초등교육시설은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 설립되는 

생활권의 중요한 중심시설이었다, 또 학교 운동장은 운동회와 같은 학교 

행사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써,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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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심점이 되었다. 소생활권의 중심지가 되는 근린상권에는 식료품을 파는 

시장과 함께 연료품점, 금융업소 등 생활에 가까운 기능의 상공업종이 

밀집하고 있었다. 한편 청부업시설의 영향으로 운수업이나 

토목건축재료점이 발달하였는데, 이들은 청부업시설에 대한 보조적 역할뿐 

아니라 사실상 생활 기능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중생활권은 여가생활, 또는 대형 구매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 공원과 

운동장은 위생시설이나 방공시설로서 도시계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설이지만 실제 주민들에게는 산책로와 나들이 장소로 이용되었다. 

운동장도 스포츠 관람 문화의 발달과 함께 주요한 여가시설이 되었다. 

중생활권의 중심지에도 이러한 성향이 반영되어 운동용구를 판매하는 

상점이 많았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식료품점과 음료품점이 밀집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의류업종과 약국도 함께 상권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이들은 모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것들로서 중위중심지를 일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형 구매상권으로 정의해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요리점도 발달해있었다.  

대생활권의 기본 시설인 백화점과 도서관은 경성 전체에 4-5개밖에 없는 

시설인 만큼 백화점은 근대 유통체계의 표상으로서, 도서관은 근대 

지식체계의 표상으로서 근대도시 경성의 상징과도 같은 시설이었다. 또한 

실질적인 이용자는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공공시설이자 

대중시설로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일상과는 괴리된 근대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 대생활권의 중심지는 즉 경성부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다양한 종류의 시설이 밀집하여 여러 도시 기능이 

혼재하는 복합 용도의 지역이다. 국가적 차원의 주요 시설들이 들어서고, 

은행들이 밀집한 중심업무지구이자, 백화점, 극장, 영화관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의 구심점이면서, 각종 요리점, 과자점, 카페, 주점 등이 즐비한 

유흥가 및 번화가였다. 이는 당시 경성부민들에게 일탈과도 같은 향락과 

소비의 경험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유의미한 성과는 생활중심지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골목상권’, ‘동네상권’, ‘도심상권’ 등과 같이 단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생활중심지의 위치를 찾고, 각 단계별로 어떤 종류의 시설들이 

생활중심지를 구성하고 있는지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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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GIS를 활용한 군집분석이었다. GIS 군집분석의 

유용성은 종류가 다양하고 변수도 다양해서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을 구조화하는 데에 있다. 즉, 한 종류의 시설이 어느 곳에 

집중했는지는 법정동의 비율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지만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종류가 32종류이고, 각각에 대한 속성 변수가 2개 이상이며, 

공간 정보의 단위가 41,880개로 나뉠 때, 최소한 64개 종류의 열과 

41,880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공간정보데이터 속에서 구조를 찾아야하는 

문제를 직면한다. 공간적 위치를 기준으로 ‘특정 지역에 어떤 시설이 많이 

있는지’ 또는 ‘이 지역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다른 지역은 어디인지’ 등의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즉, 범주형 데이터 및 수치형 

데이터를 공간 데이터로 전환하여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GIS 

데이터의 군집분석 및 계층적 군집분석을 활용해 생활권의 물리적 영역을 

규정하는 지표로서 시설을 구분할 수 있었고, 시설 종류와 종류별 집중도에 

따라 생활중심지의 유형과 위치를 밝힐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중심지의 구성은 기존 역사 연구 분야에서 주가 되어온 문헌분석 

방법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2. 한계 및 의의 

이 연구는 1930년대 경성부에 일어난 대도시로의 변화 과정이, 도시 

내부에서 작동하는 시설의 기능과 일상생활 활동의 성격, 그리고 그것의 

공간적 영역인 생활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생활권’을 고찰하는 것으로써 근대적 

도시로의 변화의 한 단면을 살펴보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시설의 위치와 양태, 즉 물리적인 거리에 의한 

공간적 분포의 속성만으로 생활권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시설의 공간적 분포만으로 이용 행태를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에 있다.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비물리적인 환경 측면에서도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지만, 중심-주변 이론의 물리적 공간 

인식 단위에 의거하여, 중심지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인 네트워크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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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생활권의 체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도로나 전차 노선과 같은 네트워크 요소를 고려한다면, 생활권의 

물리적 영역과 층위뿐 아니라, 생활권의 지역 간 상호관계까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과 지역 사이의 관계 및 구조는 통근 데이터, 버스 

운행횟수, 전화 통화량 등 지역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지표를 통해 

파악한다. 1930년대 경성부의 도시 현황에 대한 통계에서도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1928년에 작성된 

경성도시계획조사서에는 시간대별 도로의 교통 통행량 및 시내의 각 

지점별 유동인구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근대에는 사람, 물자, 

정보 등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게 되면서 지역 간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도시 지역 간의 관계를 

밝히는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생활권의 지리적 경계를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점들의 거리관계에 의해 평면을 분할하는 방식인 보로노이 

분할을 사용하여 느슨하게나마 생활권의 경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설의 분포만으로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경성부 생활권의 물리적 영역을 도출하고 그것을 규정하는 요소로써 

시설을 분석하는 것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활동 범위로서 일상적 공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근대적 기능의 유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일어난 변화를 도시⋅건축적 측면에서 고찰하기 위함이다.  

‘생활권’이라는 것이 개인마다 다르게 설정되기 때문에 더더욱 추상적인 

공간 범위의 개념에 그칠 수 있다. 시설들로 구성되는 이러한 단위를 

생활권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경계지어지는 영역들 중 한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 

지역을 생활권 범위로 하는 거주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공간의 작동 

방식을 상상할 수 있고, 관련 이론에서 제시된 생활권의 기준들과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건축사 연구에서 이러한 

구체적 해석의 가능성을 가진 접근법이 매우 부족했던 상황이었기에, 

방법론적인 시도로써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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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생활권의 기준으로서 시설에 대한 GIS 분석방법론을 

진행하였고, 1930년대 경성부의 생활권의 여러 층위를 구체적인 공간적 

지표로써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1930년대 경성의 도시화 과정을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고찰해볼 수 있었다. 생활권을 정의하는 작업은 

일상생활을 공간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이후의 

연구에 적절한 공간 단위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두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근대적 방식으로 

면밀하게 조사된 사료들을 문헌적 고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GIS를 

활용한 시각화 및 공간통계분석을 통해서 다차원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는 건축사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기존에 불가능했던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정성적 개념인 ‘생활권’을 정량적 지표로써 

접근하는 방법으로 시설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동안의 건축사 연구는 

대체로 양식사 및 인물사에 치중해왔기 때문에 점적(點的) 연구에 그치는 

한계점이 있었다. ‘시설’은 도시적 상황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면적(面的)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생활권에 

대한 시계열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한 역사 연구가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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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IS Approach to the Layers of Living Spheres in the 1930s’ Seoul 
 
 

SOH, Yujeong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the prevailing approach on the architectural history has been focused on 

style or personal historie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architecture and 

city of modern Seoul from the viewpoint of urban facilities and its living sphere. 

As a methodology, this study proposes a new approach to historical research 

using GIS technology within ArcGIS and R. 

The 1930s in Seoul was a time when the life style and living sphere based on 

the traditional urban system were transforming, as modern urban facilities such 

as elementary schools, government offices, and department stores were 

introduced across the city. Through the spatial statistical analysis of GIS, it aims 

to unveil the proces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living sphere in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Also, the modernized methodology of collecting data in the 1930s allows a lot 

of objective materials available to be analyzed today. With 

"Gyeongseong(Seoul) Land Registration Map"(1929) as a base, we mapped the 

spatial data of commercial and industrial facilities listed in "Gyeongseong 

Business Directory"(1937) and public facilities illustrated in “Map of Great 

Gyeongseong”(1936). 

To analyze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urban facilities and commercial area, 

Nearest Neighbor analysis and Hot Spot analysis function in ArcMap 10.3.1 

were used. Hot Spot value, the numerical information indicating the spa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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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of the facilities, was mapped onto the base map. Based on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several facilities were extracted and classified into 

four groups of facilities as indicators of the living sphere. Then, Thyssen 

polygons were used to visualize the sphere of influence of each facility. Three 

types of central places of living spheres were distinguished by Cluster analysis 

with R. Consequently, four layers of living spheres were derived, and a 

hierarchical system among the living spheres was discovered. Each layer is 

meaningful as a neighborhood with different sizes and combinations of the 

facilities in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of Seoul. 

  

 

Keywords : GIS, 1930s, Seoul, Living sphere, Urba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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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GIS를 이용한 분석 방법론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실험들이 시도되었는데, 그 중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었던 

분석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분석에서 쓰인 GIS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본 연구의 것과 동일하지만, 상공업시설을 위주로 

분석하였고, 수집한 시설의 목록을 활동의 성격에 따라 14종류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오늘날의 법적기준에 따른 시설 분류 체계와 서울시 GIS 

범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930년대의 시설 유형을 분류하는 근거로 

삼았다. 활동적 성격을 파악하기 힘든 ‘기타’류의 상공업시설 34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류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으며, GIS 기호는 범례 

이미지와 같다. 상공업시설 중에는 식료품판매 및 업무시설이 600건 

이상으로 가장 많고, 백화점이 5건으로 가장 적다. 

 

 시설 유형의 분류 

 

그림 5-1 시설 유형벌 GIS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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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시설 유형 세부 업종 건 수 

A 의약품 제약, 한약, 약국, 의료기구, 기타약품 119 

서적, 지류, 문구, 필기구,  

완구, 운동구, 사진용품,  

축음기 및 레코드, 라디오, 악기 

정미, 곡물, 야채, 과물, 정육,  

해산물, 식료유, 면류, 장류, 절임류, 

식료잡화, 양식료품, 빵, 우유, 떡, 과자, 

주류, 음료, 담배 

연료품, 가구, 도자기, 거울,  

금물, 금고, 조선잡화, 일본잡화, 황물잡화, 

식목용품 

E 의류잡화 

포목, 면, 견, 모피, 가죽, 조선의복, 양복, 

모자, 화장품, 시계, 신발, 넥타이, 

의상대여 

542 

기계, 공구, 자동차, 자전거,  

토목 및 건축재료, 콘크리트제품, 철공업, 

도료, 주물, 석재, 목재, 타일, 석회, 간판 

G 요식업 
조선요리, 일본요리, 서양요리, 중국요리, 

찻집, 카페, 맥주홀, 주점, 바, 권번 
213 

H 여숙업 여관, 하숙, 호텔 66 

I 인쇄출판 인쇄, 제본 36 

토목, 건축, 인부공급, 공사,  

도장, 표구, 용달 

K 취인소 취인소 22 

L 업무시설 금융, 보험, 유가증권 604 

MKT 시장 공설시장, 도·소매시장 39 

DPT 백화점 백화점 5 

상공업시설 합계 3,374 

표 5-1 시설 유형별 세부 업종 및 건 수 

 



 
126 

 

표 5-2 시설 분류 체계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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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동별 시설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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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공간적 분포 특성 분석 

 
그림 5-2 Proximity 분석 결과 

 
그림 5-3 Voronoi Tassellation test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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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유형별로 집중지역을 분석하고, 그 분포 양상을 ‘도심’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시설 유형별 핫스팟의 분산 정도를 비교했을 

때, 업무시설이 가장 압축적인 핫스팟을 형성했고 학용품 판매시설과 

요식업시설의 핫스팟은 업무시설보다는 분산되어 있지만 상당히 집중적인 

양상을 보였다. 생활용품, 의류잡화, 의약품 취급시설 순으로 핫스팟의 

분포가 점점 선형으로 길게 나타나며 동시에 분산도도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류잡화 판매시설은 현저하게 길을 따라 선형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분산된 국부적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의약품시설보다 

분산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공구자재 판매시설은 가장 긴 

선형을 이루며 핫스팟이 분포하지만 식료품 판매시설, 여숙업시설, 

청부업시설은 중심적인 핫스팟이 나타나지 않아 분산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전체 개체 수 대비 핫스팟을 이루는 시설의 비율을 

살펴보면, 요식업시설이 7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식료품 판매시설이 

35.1%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요식업시설은 대부분의 점포가 핫스팟을 

이루고 있어, 같은 업종끼리 모여서 입지하는 경향성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에 식료품 판매시설은 같은 업종끼리 상권을 형성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분산되어 입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림 5-4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집중도(Gi*-Zscore) –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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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집중도(Gi*-Zscore) – 상공업시설 

 

집중지역이 도성 내 지역에서 형성되는 경우에는 본정, 남대문통, 황금정 

일대에서, 도성 밖의 지역 중에는 경정, 원정, 용산 일대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분산도가 가장 작은 업무시설과 학용품 판매시설, 

요식업시설은 도성 내부에서 가장 큰 집중지역을 형성했고, 요식업시설의 

경우 종로 2정목에서도 집중되었다. 세 종류의 시설 모두 도성 내부에 

몰려있기 때문에, 용산 일대의 지역에서는 아주 약한 핫스팟만이 

국부적으로 형성되었다. 반면, 식료품, 의류잡화 및 공구자재 판매시설은 

경정과 원정 일대에서도 집중지역을 형성하였고, 여숙업 시설은 한강통 

쪽에서 집중되었다. 한편 청부업시설은 크게 집중되는 지역은 없지만, 

전체적인 용산 지역에서 불특정하게 국부적인 클러스터가 발생했다.  

도성 내에 형성된 핫스팟 중에서도 종로 일대의 북촌 지역에 핫스팟을 

형성하는 시설 유형과 황금정 이남의 남촌지역에만 집중되는 시설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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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다. 업무시설의 핫스팟은 요식업시설과 달리 종로 2정목 

일대에서는 집중되지 않았다. 시설 수가 가장 많은 식료품 판매업종은 

북미창정-남미창정 지역에서 남북방향으로 가장 강하게 집중되어 나타났고, 

예지동, 견지동, 남미창정과 같이 시장이 있는 지역에서 국부적인 핫스팟들 

발견되었다. 또 요식업시설이나 업무시설과는 달리, 모든 상공업시설이 

집중되는 남대문통, 본정, 황금정 일대에서는 핫스팟이 형성되지 않았다. 

여숙업 시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규모로 여러 지역에서 조금씩 집중되어 

나타났고, 모두 상권이 크게 발달한 지역에서는 약간 벗어난 위치에 

형성되었다.  

다음의 그래프는 시설 유형별 집중지역의 중심점 위치에 따른 분산도를 

나타내고 추세를 그려본 것이다. 가로축은 기준점으로부터 핫스팟의 

평균중심점까지 거리를, 세로축은 핫스팟의 표준거리(SD)값을 나타낸다. 

여기서 기준점은 분산도가 가장 작은 업무시설 핫스팟의 평균중심점으로 

하고, 그 기준점으로부터 핫스팟의 중심점에 이르는 거리에 따라 각 시설 

유형별 핫스팟의 분산도를 나타낸 것이다. 핫스팟의 중심점이 

기준점으로부터 멀수록 집중지역의 분포가 더 분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집중지역의 분산이 클수록 도시 주변부의 상권 뿐 

아니라 도성 밖의 용산 지역에 형성된 상권의 비중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 주변부에 분포하는 분산적 집중지역들을 살펴보면, 

집중지역의 분산이 클수록 단위 상권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각 상권의 

영향을 받는 권역이 점차 작아지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5-6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상공업시설 유형별 집중지역 분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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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들을 시설 조합 양상에 따라 군집화하였다. 

상업이 발달한 번화가 중에서도 특수한 성격을 띠는 지역을 추출해낼 수 

있다. 법정동 내에 소재하는 시설의 조합 양상에 따라 대상 지역을 

군집화한 결과 (a)~(d)의 4개 군집으로 나뉘었다. 군집별 속성은 아래의 

[그림 4-3]에 나타내었다. 이 군집화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 요인은 

공공업무시설 및 관공서와, 포백동원료및제품, 지문구도서인쇄지제품, 

요리및음식점, 여숙업, 기계기구, 청부업, 가정용품, 약품 관련 상공업종으로 

나타났다. 

`

 

그림 5-7 시설 구성에 따라 지역을 군집화한 결과 

 

이들은 법정동마다 그 분포 양상이 가장 다르게 나타나는 시설들이다. 

이러한 종류의 시설들은 지역마다 가로 공간의 성격을 다르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식료품 판매시설, 오락시설, 초중등교육시설과 

공원은 군집간 차이가 비교적 적은 유형들이다. 어느 군집에서나 분포하는 

양상이 비슷한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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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장곡천정, 남대문통3정목)은 공공업무시설이 가장 밀집한 지역으

로 분류되었다. 그 밖에, 학용품 및 의류잡화 판매시설과 문화시설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b) 지역(본정2정목)은 학용품, 의류잡화 판매시설과 요식업, 여숙업 관련 

상공업종이 가장 발달하였다. 생활용품, 의약품, 청부업 관련 업종이 

꽤 높은 밀도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

이다.  

(c) 지역(황금정2정목)은 공구자재류와 생활용품, 의약품 판매시설, 청부

업 관련시설이 가장 밀집해있다. 특히 가장 눈에 띄게 밀도가 높은 

공구자재류 판매시설의 취급 품목을 세분해보면, 시멘트, 콘크리트, 

대리석, 연와 등의 토목건축자재나 농기구, 철공구 등의 작업용 기계

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청부업 시설

이 발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d) 군집에 속한 지역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분포 양상은 경성의 번화가 

일대에서 두루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시설 구성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8 시설 구성에 따라 지역을 군집화한 결과 Box Plot 

 

상공업시설 중에서도 조금 더 상업적 성격에 가까운 업종과, 공업 및 

제조업 성격을 가진 업종으로 군집 경향이 나뉜다. 대체로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곳에서 공업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b)와 (c) 두 

지역을 비교했을 때 (b)가 조금 더 상업적 성격의 상공업시설에서 강세를 

보이고 (c)가 공업적 측면이 강한 상공업시설이 밀집한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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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상공업시설이라고 모두 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비슷하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연관성이 있는 업종끼리 공간적으로도 분리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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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를 이용한 도시⋅건축 연구 사례(본문11쪽) 

GIS 활용목적 연구 사례 

대시메트릭 매핑 기법을 이용한 서울시 건축물별 주거인구밀도의 재현 

지적도와 건축물대장 연계를 통한 토지이용 DB 구축 

노후건축물 DB 구축과 활용방안 

건축물관리대장 DB 구축 및 정보시스템 개발 

서울시 아파트 분포특성 - 에너지소비특성 분석기법 개발 

건축물 안전관리 정보체계 구축 

공간구조 및  공간구조를 고려한 세운상가 개발 계획 

공간적 관계에 북촌의 공간구조 분석 

관한 연구 중심지체계 및 지하철역 접근성에 따른 건축활동 특성 

  전통주거지 공간구조 관계분석 

  거주지 분화에 대한 공간통계학적 접근 

  거주지 분화에 대한 공간통계학적 접근 2_ 국지정 공간 분리성 측도 - 이상일 

관리지역선정 주거환경 정비구역 선정 

  주거지 재생을 위한 대상지 선정 

  GIS 와 공간 군집 기법을 활용한 잠재적 도시재생 구역 식별 

  주거환경개선 적지 선정 

도심 또는  도심경계설정을 위한 공간통계학적 접근 

중심지의 영역을 AMOEBA 기법을 활용한 상권 경계 탐지 

식별하는 연구 서울 도심지역의 설정과 내부구조 

  역세권의 적정 공간범위 설정 방법론 

  지가 및 생활중심시설 분석을 통한 생활권 중심과 범위 설정 

물리적 환경  역사주거지구의 소규모 생활권단위 추정방법에 관한 기초연구 

특성 도시주거지의 물리적 보행환경요소 지표화 

  주거지 물리적 보행환경의 특성차이에 관한 연구 

  주거지 내의 물리적 보행환경 특성 

  구릉지 아파트 단지의 보행환경 특성 

  도심 여가통행과 물리적 환경요소의 관계 

  도시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근린환경요소 

범죄발생 패턴 시공간적 도시범죄 패턴 및 영향요인 분석 

및 요인 범죄발생 공간분포 특성 

  생활안전지도를 활용한 공간 중심성과 범죄의 상관성 

  시각적 접근과 노출 모델을 통한 범죄발생장소의 시각적 특성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한 CPTED 적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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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평가 및  용도지역지구의 정합성 

환경 평가 지구단위계획 

  특정 시설의 입지 적합성 

  아파트 단지 입지 적합성 

  아파트 입지특성 평가 

  도시설계안 자동평가 기법(체크리스트) 

  블록단위 유형을 고려한 주거지 정비특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자료 활용 - 도시건축 밀도 평가 

  일조량 분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이격거리 및 오픈스페이스에 따른 용적률 

토지이용 패턴 및  의료기관의 공간적 분포패턴과 이용행태 

변화 인천광역시내 중심기능의 유형 분류 및 공간적 분포 패턴 

  소매업종 상권 반경과 중심지 이동 분석 

  소매업종 분포패턴 및 업종간 입지관계 

  강남역 일대 도시조직과 건축물 변화 

  경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의 물리적 환경변화 

  토지이용 패턴 형성과정 

  신시가지 토지이용변화의 발생 순서 

  복합용도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건축물 용도변화 특성 연구 

  시간대별 유동인구가 업종별 점포 입지에 미치는 영향 

  대형상업시설 입지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웹 기반 주민 

  GIS 기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공간의사결정  피난동선 정보시스템 

지원을 위한 도심권 문화재의 조망축 확보방안 

처방적 GIS 분석 건축높이 규제방안 비교 검토 

  최적경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지하철역 보행 및 자전거 접근시간 지도 제작과 적용 

설계/계획 관련 대지접근 계획연구 - 학교건축 중심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지리정보체계의 활용 방안 

시공간변화예측을  풍하중 산정 및 시뮬레이션 

위한 예측적 경관평가를 위한 입체적 공간차폐 시뮬레이션 및 정량화 기술 

GIS 분석 도시주거지 상업용도화 예측모델링 

  셀 단위 도시성장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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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서울시의 생활권 범위 설정 기준(본문14쪽) 

구분 분석항목 관련자료 및 지표 

자연⋅물리적 환경 
지형, 지세, 주요 하천 

철도, 도시고속도로, 도시간선도로 
 

도시성장⋅영향권 

시가지의 형성과정 

도시간선도로축 

통근 OD 에 의한 이용권역 분석 

도시개발사업 현황 

도로망, 철도망 통행량 

통근 OD 

중심지기능⋅토지이용 
교통특성 분석을 통한 중심성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 

목적통행자료 등 

행정구역⋅교육학군 
행정구역의 변천과정 

교육학군 

자치구⋅행정동 변화 

중고교 학군 현황 

주거지⋅인구특성 
인구⋅가구 및 주거지 특성 

생활환경수준의 분석 

연령, 학력별 인구구조 

1 인당 주거면적 

주택노후년수 

소득수준 등 

관련계획 광역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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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 관련 자료의 유형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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