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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

인천시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의

변천과정에 관한 형태적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임 범 택

지도교수 : 조 경 진

―――――――――――――――――――――――――――――――――

일제강점기는 국가의 주권이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된 민족주의적 차원

에서 큰 치욕을 겪은 시기이나, 도시적 차원에서는근대 도시계획이 최초로 

도입된 시기이다. 계획의 흔적이 물리적으로 도시공간에 남게 되는 도시계

획의 특성상 일제강점기 시행된 근대 도시계획은 우리나라 시가지 곳곳에 

기본적인 가로체계로서 존재하고 있다. 특히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는 경

인철도 부평역이 위치한 곳으로, 1940년대에 도시계획이 구상되고 실행된 

곳으로, 로터리와 방사형의 근대 도시계획의 특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지역

이다. 이후 시가지의 확장과정에서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는 부평지역의 

중심부로 기능하였다. 현재는 로터리를 중심으로 전통시장과 유흥가, 번화

가 및 지하상가가 공존하는 중심 상업지로 자리잡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일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의 형태적 기반이 현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적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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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밝히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내용과 결론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문헌자료를 통하여 일제강점기 구상된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의 

계획배경과 의도를 파악했다. 경인시가지계획령은 전쟁수행을 위한 국책사

업으로서 공업 위성도시 부지의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이었다. 계획 내 주

요 지구들은 공업지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인철도와 항구 등 물자주송을 

위한 입지선택이 주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평지구는 경인시가지계획령 

내 유일하게 진행된 사업으로, 공업지구와 배후 주거지를 위한 계획이었

다. 이 지역은 계획 이전부터 경인철도 부평역과 공장지대가 존재하여 공

업지구로 선택되기 용이한 곳이었다. 특히 부평지구의 경우 계획 내 유일

하게 토지구획정리지구가 존재하는 지구로, 지구내 중심지가 다양한 토지

이용의 증진을 통해 개발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개발지에 시가지가 

개발되며, 근대 도시계획의 대표적인 형태적 특징인 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방사형의 가로체계가 이식되었다.

둘째, 해방 이후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위상변화를 파악했다. 일제강

점기 시작되었으나 공사에 큰 진척이 없던 부평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해방 

이후 정부에도 계승되며 부평지역의 시가지 확장사업들의 중심지로 작동

한다. 이는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위해 수출을 위한 공업지구가 필요했

던 당시 정부와 이전 도시계획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진행된 것으로 판단

되며, 부평 수출공업단지와 경인고속도로의 개발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

었다. 이 시기부터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는 부평지역의 상업중심지로서 

작동했으나, 현재는 인천시 도시구조의 다원화 속에서 쇠퇴기를 맞이하고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상업공간으로 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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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거지로 계획된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가 상업지로 변하며 현대

화 과정에 적응하는 과정을 4개 지번을 선정해 필지와 건축물의 변천과정

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필지 형태의 경우 모든 지번이 초기 단계에서의 필

지형태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각 지번의 비정형적, 세장형, 정형의 

초기 필지형태 모두 현재 지번 내 필지형태의 특징으로 남아있다. 변천을 

촉발시킨 요인은 각 지번마다 다르나, 변천과정과 변천유형의 경우는 대상 

번지가 상업지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요인이 작용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에 대한 부족한 

연구를 보완함과 인천 부평지역의 도시사를 형태적 관점서 조명함을 통해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가 공업지구의 배후 주거지로 계획되었고, 해방 이

후 정치·경제적인 이유와 맞물려 부평지구가 개발되는데 큰 요인으로 작

동했다는 것이 파악됬다.  또한, 도시조직의 변천과정을 형태적으로 분석

함을 통해 부평지구 도시공간의 적응과정을 고찰하여 도시변천과정에 있

어 기반요소의 역할과 조정과정을 확인했다.

주요어: 근대 도시계획, 도시형태, 도시역사, 일제강점기, 부평,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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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의 중요성

일제강점기는 한국에 최초로 근대적 차원에서의 도시계획이 도입된 시

기이다.1) 그러나 식민지 시기의 조선에서의 근대 도시계획은 전체주의적

이고 군국적인 영향을 받아 국책사업 수행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국토·도시계획 국토 전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일제

강점기 도시계획인 ‘조선시가지계획령’은 해방 이후에도 법적 효력을 

유지하였으며 해방이후‘도시계획법’ 제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계획의 흔적이 물리적인 형태로 도시공간에 존재하게 되는 도시계획의 

특성상, 시가지계획령의 기본적인 가로체계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근대 도시계획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공간의 구성 논리와 그 변천과정

을 고찰하는 것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현대의 도시공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의 주요 논리

일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겪으며 대륙진출과 전쟁 수행을 위한 

1) 손정목(1990),『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연구』, 일지사, 염복규(2008),“일제말기 
지방,국토계획론과 경인시가지계획”, 서울학연구, (32), p176, 김흥순(2007)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에서 나타난 근대성”, 서울도시연구, 8(4),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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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참기지가 필요했던 일제는 조선을 기반으로 이러한 국책사업을 위한 기

반을 다지기 시작한다. 

당시 수립된 시가지계획령과 조선중공업 정책 등의 총독부의 정책들은 

명목상으론 지방계획론의 일환으로서 조선의 도시의 팽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고, 산업의 근대화를 위해 수립된 것이라 하였으나, 그 이면에

는 전쟁 수행을 위한 공업지구의 구축과 노동력의 확보를 위한 목적이 존

재했다.2)

조선의 병참기지화를 위한 도시계획의 구성은 한국의 전반적인 개발과 

공업 생산력의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되었다. 항만, 철도와 같은 물

자수송 기반시설의 존재유무가 시가지 배치 논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

고 격자형의 블록, 방사형의 가로체계 그리고 로터리 중심의 교통망 등의 

도시계획 방법이 사용되었다.3)

❚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에 대한 미시적 연구의 필요성

전쟁수행 병참기지로서의 공업생산성과 효율성이란 논리를 통해 근대 

도시계획이 일제강점기 한국에 처음 등장하고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반으

로 많은 도시조직들이 형성되어 왔다. 이 도시조직들은 근대 도시계획의 

틀 속에서 현대적 기능을 수용과 적응을 통해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시가지계획령 초기에 집행된 경성의 대현(현재의 신촌), 영등포지구와 

인천의 숭의, 송림지구 등은 이러한 근대화 과정에 의해 가로체계가 형성

2) 염복규(2008), 앞의 논문 p172
3) 본 연구의 2장 2절 일제강점기 근대 도시계획의 형태적 특성, 3장 1절의 
경인시가지계획령의 내용에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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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현대화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특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4) 

대상지인 부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경우 일제가 전쟁에 돌입한 이

후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다. 기존에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던 지역에 공업

용지와 주택지 조성을 위한 시가지계획이 집행된 지역으로서 일제의 국책

사업 수행을 위한 도시계획 논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발현되었다. 또한 계

획수립 당시의 도시형태가 비교적 유지된 상태로 현대화에 적응한 지역이

다.

당시 도시계획은 일제의 영향을 받은 시기로서 이를 이해하는 것은 필

수적이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의 원형을 파악하고 토지구획정

리사업지구라는 작은 단위가 도시화 과정속에서 현대적 기능을 어떻게 수

용해왔는지에 대한 진화과정의 고찰을 통해 도시공간의 근원과 변천과정

의 형태적 기반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형태학적 연구의 필요성

근대 도시계획은 근본적으로 형태론적 패러다임에 기반해왔지만 최근 

형태학적 접근의 한계로 인해, 현재의 도시형태 언어는 효과에 대한 충분

한 증명이 부족하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가까워 더 전문적인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한다.5) 

따라서 과거 도시계획에서 우선시되었던 형태적 접근방법을 통해 그 의

도를 정확히 해석하고 현재까지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통해, 초기 형

4) 로터리 체계가 교차로로 변형되고, 인근 지역이 단지로 개발되는등, 근대 
도시계획의 논리는 지속적으로 변형되어왔다.
5) Ivor Samuels(2008),“Typomorphology and urban design practice”, 
Urban Morphology, 12(1), p61



- 4 -

태적 기반과 구조적 틀이 어떻게 현대화과정을 수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 도시조직을 이해하고 그 역사성에 기반해 앞으로의 도시계

획·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식민지 시기 근대 도시계획이 집행된 부

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계획 의도를 추적하고, 이의 변천과정을 형태

적으로 분석해 도시조직의 조정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세부 

목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식민지 시기 도시계획 논리의 의도와 기능 그리고 효과를 심층적

으로 분석한다. 식민지 시기 도시계획은 국책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했

고 이는 공업생산력 향상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부평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라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한다.

둘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완료 이후 도시조직의 변천과정을 분석한

다. 부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공업지역의 배후지로 계획되었으나, 현

재는 상업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도시공간은 과거 근대 도시계획

의 틀 안에서 현대화 과정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다. 이 도시조직의 변천

과정을 형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부평지구 도시공간의 적응과정을 고찰한

다.

셋째, 부평지구의 변천사를 형태적 관점에서 기록한다. 부평지구는 과거 

공업지구의 배후지로서 계획되었으나 해방과 6.25전쟁을 거친 이후 주거

지와 부평일대의 주요 생활상권으로 기능했다. 이후 교통의 발달과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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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치며 부평일대 뿐 아니라 인천지역의 상업 중심지로 변모했다. 이러

한 도시화 과정을 거친 부평지구의 변천사를 형태적 맥락에서 기록한다.

❚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 근대 도시계획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심층적으

로 접근한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국책사업을 위해 수립되고 시행된 한국 

근대 도시계획의 논리를 부평지구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심층적으

로 해석하는데에 가치가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가로체계, 필지 등의 형태적 특징

을 파악하고 일제강점기 이후 그것이 어떤 형태로 변천해왔고 어떤 용도

로 바뀌어왔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시변천과정에 있어 형태

적 기반요소의 역할과 조정과정을 확인하는데 의의 지닌다.

기존 연구에서 도시의 역사는 주로 기념비적인 건물이나 사건 등을 위

주로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도시형태적 접근을 통해 역사 속에서 주목받지 

못한 일상의 도시공간, 건물들, 초라하나 지역 특색을 가진 정주환경의 변

천과정을 통해 해당 지역의 고유성과 특색을 밝힐 수 있다.

현재 대상지 일대는 도시공간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점진적

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부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형태적인 실증 

자료와 역사자료의 축적을 통해 노후화 도시공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인천

시 도시계획 및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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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대상

1. 연구의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 근대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된 지역을 대상

으로 한다. 이때 근대 도시계획은 한국 최초 법정 도시계획인 1934년 제

정된 조선 시가지계획령을 지칭하며 이는 해방 이후에도 1962년 도시계

획법 제정 이전까지 법적 효력을 유지했다.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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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지는 인천시 부평구 부평 1,4,5동 일대의 부평 1,2 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이다. 대상지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인 시가지

계획구역은 당시 일본에서 대두되던 지방계획론의 틀 안에서 계획되었으

며 조선 중공업정책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이에 시가지 개발이 부재한 지

역에 도시계획이 새롭게 진행됨으로써 근대 도시계획의 면모를 보다 명확

히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부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는 일본 육군조병창 및 공업단

지의 구축을 위해 일제에서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이 시작되었고 경인시가

지계획 중 거의 유일하게 사업이 진행되었던 지역이다. 또한 로터리와 방

사형 가로체계 등의 근대 도시계획 논리가 현재까지 명확하게 남아있는 

지역으로서 식민지 시기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형태적 기반이 이후의 도시

변화 과정을 수용하면서 그 형태가 변해왔는지를 추적하기 적절한 대상지

다.

 공간적 범위는 연구 내용에 따라 [그림 1-1]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

어진다. 우선 1차적 공간범위인 ‘부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는 

일제강점기 경인시가지계획 소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이름으로 시

행되었으며, 해방 이후 부평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변경되어 시

행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1차적 공간범위내 도시형태의 변천과정

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닌 식민지 시기 근대 도시계획의 논리를 고찰하고 

이의 변천과정의 주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해당 공간적 범위뿐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연결된 시가지계획령과 주변 지역의 개발 등 공간변천을 포괄해서 다루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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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공간범위인 ‘부평시장 일대’는 시장로터리를 중심으로 부평대

로, 경원대로, 장제로, 부흥로가 만들어 낸 가로체계 내의 공간범위를 지

칭한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핵심 구역으로서, 현재 부평지역의 상업 

중심지로서 작동하고 있다. 현재 부평 종합시장, 부평 깡시장, 진흥종합시

장, 부평자유시장과 같은 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해물탕거

리와 같은 상점가, 유흥가와 모텔촌 등의 상업과 주거용도가 혼재하는 지

역이다. 이 공간범위에선 도시계획 시행 이후 이의 가로체계와 필지 그리

고 건축물 등의 형태적 변천과정을 분석한다.

2. 연구의 시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 시간적 범위는 1899년부터 현재까지이며 공간적 범위에 

따라 시간적 범위를 달리하였다. 우선 1차적 공간범위인 ‘부평 토지구획

정리사업 대상지’의 경우 도시화의 촉발 및 공업지대 구축과 시가지계획 

대상지로서 선정된 원인이였던 1899년 경인철도 개통 시기부터 현재까지

로 설정한다. 

2차적 공간범위인 ‘부평시장 일대’는 부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시점이며 도시형태적 변천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지적자료가 존재

하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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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선행연구고찰

1. 선행연구의 동향

❚ 도시형태 변화과정 연구

이상구(1986)는 청진동과 수송동 일대 대규모 필지의 변화과정을 

1929년과 1985년 지적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규모 필지의 용도와 기

능의 변화를 추적했다. 현재의 도시형태연구와 같은 도시조직의 구체적 변

화과정을 조명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통해 필지의 분할과 통합의 유형을 

도출하는 한편 역사적 도시공간에서 벌어지는 개발 사업에 앞서 도시조직

의 변화과정을 이해해야 함을 주장했다.6) 양승우(1994)는 서울 도심부의 

도시형태를 길과 필지중심으로 도시조직의 측면에서 해석했다. 그는 1912

년의 지적원도를 기초자료로 사용했고, 형태적 원형을 설명하는 것과 동시

에 길과 필지의 형태적 유형을 구분하였다.7). 조준범(2003)은 도시조직

의 구성요소를 가로, 필지, 건물로 규정하고 1912년 이후 북촌 도시조직

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도시건축제도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그는 1912년 

이후 3개의 시기를 지정하여 분석하며 도시조직의 변화과정을 해석하며 

도시건축유형의 변화와 필지 조직의 변화유형을 도출했다.8) 명지선

(2004)은 귀금속 산업이라는 특수한 산업이 밀집한 종로를 중심으로 형

태적인 특성을 도출하려 했다. 이 연구는 귀금속 산업의 공정과 판매에 따

른 건축물의 변화를 추적하고, 공정의 분업화를 통한 네트워크 특성을 형

6) 이상구(1986), “우리나라 도시내 역사적 공간형성의 과정과 현실-도시조직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도시문제, Vol.21(6), p8
7) 양승우(1994), “조선후기 서울의 도시조직 유형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8) 조준범(2003), “도시건축제도와 서울 북촌 도시조직 변화”,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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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으로 도출하려 했다.9)진영효(2007)는 1912~2007년 사이 서울 도

심부 도시형태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계획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해석하

려 했다. 그는 형태의 변화정도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GIS를 이용

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상위 8가지, 하위 48가지의 변화유형을 도출

하여 도시형태 변화를 계량적, 실증적으로 파악하려 했다.10)  심경미

(2009)는 종로 일대 도시공간의 변화과정을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시도

되었거나 시행된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해석했다. 그는 종로에서 이루어진 

주요 도시계획을 도출하여 각 계획의 의도를 파악하고 도시계획이 결과적

으로 도시공간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석, 해석했다.11) 이난경(2018)

은 풍납토성이 역사문화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도시조직의 구성요소들이 형

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해석했다. 풍납토성의 용도의 시간적 단절이 뚜렷

하여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공간적 범위의 스케일에 따라 달리 설정하였

으며, 연구 대상지의 도시조직 구성요소를 길, 필지 그리고 풍납토성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역사유적에 대한 이해를 단일 

문화재에서 도시조직의 범위까지 확대하는 한편 단절된 역사적 층위까지 

밝히었다.12)

9) 명지선(2004),"서울시 귀금속 산업의 도시형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10) 진영효(2007), “서울 도심부의 역사적 도시형태 변화 유형과 특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1) 심경미(2009), “20세기 종로의 도시계획과 도시조직 변화”,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12) 이난경(2018), “역사문화환경으로서 풍납토성 일대 변화과정의 도시형태학적 
해석”,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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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적 맥락에서의 시장 관련 연구

김성우 외(1998)는 시장 건축물을 중심으로 시장의 구조를 밝히며, 시

장을 인근 도시와 관계하는 거대건축물로 인식하며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

로 시장의 구조가 건축물 내부로 또 인근 도시로 확장하는 구조를 해석하

였다. 이를 통해 현대도시의 시장건축은 열린 형태의 자율적 통제를 취해

야 함을 주장했다.13) 이금순 외(2004)는 부산지역의 도시성장에 따른 시

장의 양적인 확장 및 변화를 추적하며 이를 유형화 하여 시장의 수, 규모, 

면적, 입지 등 개괄적인 종합을 도출했다.14) 이영아 외(2008)는 시장관

련 제도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의 공간구조를 해석하였다. 시장관련법의 변

천을 정리함을 통해 각 법들이 추구하는 시장의 공간구조를 도출하였으며, 

울산시에 위치한 시장들을 중심으로 각 시장들의 공간구조의 변화과정을 

해석했다.15) 한구영(2017)는 동대문 시장을 패션 산업의 클러스터로 바

라보며 형성요인부터 토지이용과 네트워킹의 공간범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과 생산 네트워크를 도출함을 통해 타 패션 산업지와 다른 동대문 패

션산업의 특수성을 도출했다.16)

13) 김성우,김진균(1998), “형태와 영역의 상호관계를 통해 본 재래시장의 
거대건축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18(2), 
p545-550
14) 이금순,유재우(2004), “도시상징에 따른 시장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4(2), p575-578
15) 이영아,한삼건(2008), “시장영역에 있어서 관련제도와 공간구조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4(5), p193-200
16) 한구영(2017), “클러스터의 진화: 동대문시장 패션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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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한계 및 차별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로서 도시형태에 관련한 연구와 도시맥락에서의 

시장에 관련한 논문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도시형태 관련 연구에선 대체로 실증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려는 연구보

다 서술적인 고찰연구가 많았다. 국내의 도시형태 연구는 한양도성내 역사

도심 중심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며 지방도시에서의 도시형태연구는 미비

한데, 이는 한양도성이 강력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타 지역에 비해 도시

형태 분석자료인 지도자료를 비교적으로 축적이 잘 되어있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또한 도시계획이 시행된 도시공간에 대한 도시형태적 연구는 존재

하나 식민지시기 근대 도시계획에 초점을 맞춘 도시형태적 연구는 미비했

다.

도시맥락에서의 시장에 관련한 연구는 거시적 범위와 미시적 범위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거시적 범위에서는 도시에서 시장의 분포나 도시경

제학적 측면에서 시장을 해석하는 비 물리적인 연구분야가 존재한다. 미시

적 범위에서는 재래시장의 현재 입지와 시장 건축물 구조의 맥락 등 시장

의 물리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나 과거부터의 시장의 물리적 변

화를 조명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 근대 도시계획인 토직구획정리사업의 형태

적 기반을 파악하고, 이것이 이후 도시변화과정을 어떻게 수용하고 변천해

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 도시계획에 대한 심층적인 이

해와 기초연구자료 조사를 통해, 미비했던 지방도시와 근대 도시계획에 대

한 도시형태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대상지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조명함으로써 부평시장 일대에 대한 지역역사를 형태적 관점으로 접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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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이후 도시계획에 사용될 기초연구자료를 생성하며, 다양한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밀집지역을 도시형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부평시장

의 도시형태적 특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4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 연구의 방법 

도시형태적 분석의 틀을 설정하는 제2장, 시계열적 관점에서 대상지를 

연구하는 제3장과 대상지에서 집행된 근대 도시계획을 고찰하는 제4장은 

문헌자료 조사가 주를 이룬다. 부평시장 일대의 도시형태적 변천과정을 추

적하고 고찰하는 제5장과 제6장은 지적자료 비교분석과 도면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 자세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단행본, 논문 등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도시형태학(urban morphology)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근대 도시계획의 기초 형태를 파악함을 통해 분석의 틀을 설정한

다.

제3장에서는 부평일대 도시공간에 대한 거시적인 변천과정을 문헌, 단

행본, 보도자료, 논문,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여 1899년 경인철도 개설 이

후부터 현재까지 시계열적으로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우선, 식민지시기 

진행된 근대 도시계획인 시가지계획령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구성 논리를 

고찰함으로써 통해 부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의 가로체계의 형성배경

을 도출한다. 우선 기존 연구자료와 일제시기 도시계획자료 및 지도자료 

분석을 통해 근대 도시계획의 구성논리를 도출한다. 해방이후 도시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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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과정에 대해선 각 시기를 구분하여 보도자료와 문헌자료에 기초한 지

도자료 및 항공사진 비교를 통해 대상지의 변천과정을 파악한다.

제4장에서는 지적자료를 활용하여 부평시장 일대의 필지의 변천과정과 

건축물의 현황을 미시적으로 파악한다. 시작 시점은 부평 1,2지구 토지구

획정리사업이 최종 완료된 1973년으로 설정한다. 활용할 분석 지적자료로

서는 1910년 지적원도, 1972년 부평 1지구 폐쇄지적도, 1973년 부평 2

지구 폐쇄지적도, 1981년, 2004년, 2018년 폐쇄지적도를 활용한다. 또한 

1947년, 1954년, 1967년, 1986~2006년 항공사진과 최근 수치지도를 

활용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 3,4장의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근대 도시계획의 틀 안

에서 도시의 현대화에 적응한 도시조직의 변천과정을 파악한다. 이에 따른 

연구방법과 흐름을 정리하면 [그림 1-2] 연구 흐름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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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구성 및 흐름 

[그림 1-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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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도시형태의 개념과 체계

1. 도시형태의 개념

도시형태이론은 도시계획, 설계를 통해 나타난 도시의 물적 형태를 해석

하기 위한 이론이다. 도시형태는 대상을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에 따라 urban form, urban shape, urban pattern, urban structure, 

urban network, urban morphology, urban landscape 등으로 개념이 다

르게 정의되고 사용된다.17) 이 개념들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17) 이주형(2001), 『도시형태론』, 보성각, p16

용어 관련부문 내용

urban form

urban shape
건축 좁은 의미로서 도시외형에 관한 가시적 형태

urban pattern 지리
도시의 물적/비물적 요소의 입지와 배치상태 및 

이들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포괄적 개념

urban structure

urban network
지리

도시내부 및 도시들의 장소간 기능적 

상호연계와 작용을 의미

urban morphology

urban landscape
지리, 도시

생물학과 인문지리학 관점에서 도시의 조직과 

물적 형태 및 외관을 정의

[표 2-1] 도시형태 개념 정리

자료 :　이주형(2001)의 연구 기반 연구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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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도시형태이론에 대해 구성요소의 한 부분을 이해 할 때

도 전체와 관계나 변화를 전제로 하여 도시구성을 이해하는 동태적 구성

형태로 인식한다. 이는 도시의 각 구성요소들이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각 요소들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다른 요소들과의 영향관

계를 고려함을 통해 도시형태를 총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도시형태이론 중 도시형태(urban mophology)적 접근을 통해 도시구성요

소를 해석한다. 도시형태학은 도시의 물리적 형태로 구성요소를 분류하고, 

각 요소의 특성을 파악하며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비물리적 환경도 설명

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요소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다.18) 따라서 도시형태적 접근은 도시건조환경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2. 도시조직의 개념

도시조직은 서양권에서는 tessuto urbano, urban composition, built 

fabric, urban fabric, field, urban tissue, plan unit 등 연구대상과 해석 

방법에 따라 다른 용어로 정의되는, 일반적으로 도시형태 내 구성요소들를 

지칭하는 용어이다.19) 서양권 도시조직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면 [표2-2]

와 같다. 국내에서는 도시조직이라는 서양권의 용어를 직역하여 사용하며, 

연구분야와 대상에 따라 다른 의미와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도시조직이란 도시공간의 물리적인 기본단위를 지칭하는 용어

18) 양승우(2000), “독일의 도시형태학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Ⅰ”, 국토계획, 
35(3), p8
19) 양승우(1994), “조선후기 서울의 도시조직 유형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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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하나로서 도시구조, 도시공간구조, 도시단위공간 등의 용어와 함께 

혼용된다. 

도시조직은 기본적으로 도시를 생물체와 같은 유기체로서 이해한다. 

‘조직’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에서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초단위를 지칭하

는 단어이다. 생물체는 각기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갖춘 세포들의 집합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세포들의 기초 집합단위를 조직이라 부른다.

이처럼 도시조직은 도시를 유기체로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동질의 형태와 기능을 담고 있는 구성요소들의 기초적인 

집합 단위이다. 도시공간에서 도시조직은 길, 필지, 건축물 등 형태적으로 

구분되는 기초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들의 집합단위 및 군집단위로서 인식

된다. 

본 연구에서 도시조직은 도시형태의 구성요소인 길, 필지, 건축물의 집

합체로, 구성요소들이 형태뿐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기능적으

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맥락에서의‘도시조직’이라 정의한다.

기존 학술연구들에서의 도시조직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도시조

직’이란 개념은 아직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

구들에서 [표 2-3]과 같이 동일한 요소를 정의하고 분석함에도 접근방법

과 연구목적 등에 따라 대상지에서의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와 세분

화가 달라지기 때문이다.20)

20) Albert Levy(1999),“Urban morphology and the problem of the modern 
urban fabric: some question for research, Urban Morphology”, 3(2),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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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관련부문 대상 연구방법 내용

tessuto 

urbano
건축 건물 유형학적

Urban tissue의 이탈리아어, 지도를 이용해서 시대별 

건축물을 유형화하고 이것들의 집합으로서 도시조직을 

이해

urban 

compo

sition

건축 건물 유형학적

도시조직을 구성하는 건축물의 유형화에 중점을 두는 

경우 Urban tissue 보다는 composi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

』 

fabric
지리 건물

분석적

계량적
건물의 평면조직을 지칭하는 용어

urban 

fabric

지리

인문

사회

분석적

계획적

서술적

분석적

서술적

지리학 부문에서 건물평면의 조직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며, 인문사회계열에서는 물리적 형태 뿐만 아니라 

구성원 사이의 관계망 또는 관계조직을 포괄하는 용어

field 건축
건물 

공간
서술적

건물과 공간이 조직되어 동질성을 갖고 

그룹핑(grouping)이 가능한 인식의 단위

urban 

tissue
도시건축

건물 

공간
분석적

계획적

서술적

도시조직과 단일건물의 중간단계.

건물과 공간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하나로 인식되는 

단위(하브라켄)

필지 

도로

도시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

도시부문에서는 필지와 도로의 집합질서를 의미

plan 

unit
지리

건물

필지

도로

분석적

계량적

서술적

길, 필지, 건축물의 조합이 형태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하나의 인식단위

[표 2-2] 도시조직 개념 정리.

자료 : 양승우(1994)의 연구

구분 Plot(P) Street(S)
Constructed 

Space(CS)

Open 

Space(OS)

Plot(P) P/OS S/OS SC/OS OS/OS

Street(S) P/CS S/CS CS/CS OS/CS

Constructed 

Space(CS)
P/S S/S CS/S OS/S

Open 

Space(OS)
P/P S/P CS/P OS/P

[표 2-3] 도시조직의 기본 요소

자료 : Albert Levy(1999)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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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형태의 체계

도시형태학(Urban morphology)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지리학자를 중

심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도시형태론적 접근방

법을 통한 연구들은 지리학, 사회경제, 문화, 도시설계, 건축 등 다양한 이

슈와 관점을 다루며 계보를 만들어 왔다.21) 

ISUF(International Seminar of Urban Form)을 통해 Moundon은 영

국의 Conzenian 계통의 학파, 1960년대 초 이탈리아의 Muratorian 계통

의 학파 그리고 1960년대 후반 정립되어진 프랑스의 Versailles 학파의 

학문계통을 중심으로 도시형태이론을 정리하였다.22)

이탈리아의 도시형태학은 건축가들이 도시형성의 역사적인 과정을 분석

함으로써 건축설계이론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영국의 도시형태학은 지리학

자들이 학문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도시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의 형

성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중간 관점에서 프랑스의 도시 형태

학은 건축의 입장에 서면서도 사회, 역사, 지리 등 사회과학적 관점까지 

포함한다..23)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시형태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다

루어지는 영국의 Conzen 학파와 이탈리아의 Muratori 학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영국의 도시형태 연구는 독일에서 영국으로 이민을 간 지리학자 M.G.R. 

Conzen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Conzen은 지리학자로서 도시형태에 접

근하며 도시형태 그 자체의 형성과 변화유형에 진화론적으로 접근했다. 그

21) Whitehand J.W.R., Larkham P.J.(1992), “Urban Landscpaes : 
International perspectives” 
22) Moundon A. V. (1997), “Urban morphology as an emerging 
interdisciplinary field”, Urban Morphology, p3-10
23) Moundon(1997),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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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lnwick(1960)연구를 통해 도시평면(town plan)을 가로배치의 집합

체로서의 가로(streets), 가로들의 집합체로서의 필지(plots), 평면계획으

로서의 건물(buildings, block-plan) 이 3가지로 구분했으며 이들로 만들

어진 구성체를 평면단위(plan unit)라 정의했다.24) Conzen은 이러한 연

구들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형태 연구방법을 구축했다. 이후 도시, 역사 지

리학자인 J.W.R. Whitehand가 Conzen의 유산을 계승하였다. Whitehand

는 도시에서의 주거와 건설산업간의 연관관계를 연구해 도시형태론의 영

역을 도시경제학까지 확장시켰다. 1974년 Whitehand을 중심으로 

Brimingham 대학에서 UMRG(Urban Morphology Research Group)이 

조직되어 중세도시에 대한 연구와 20세기 교외의 확장과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했다. 이후 UMRG는 도시지리학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며 

여러 학자들을 배출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넓혔다.25) 

이처럼 Conzenian학파는 Conzen의 평면단위(plan unit)과 그 구성요소

의 정의를 통한 도시평면분석 연구 방법론적 기여를 기반으로 정립되었다. 

이탈리아의 도시형태 연구는 Saverio Muratori로부터 시작되었고, 

Gianfranco Caniggia에 의해 계승되었다. Murtatori는 도시조직을 건축, 

필지, 가구형태, 길 그리고 오픈스페이스로 구성된 총체적 형태로 파악하

고, 도시의 구조 및 형태적 측면을 유형학적으로 파악하려 했다.26) 이탈

리아의 도시형태 연구는 건축가 Saverio Muratori에 의해 이탈리아 전통

24) Conzen M.R.G. (1960), 『Alnwick, Northumberland: AStudy in 
Town-Plan Analysis』, Transactions and Papers(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7, p122
25) Moundon(1997), 앞의 책
26) 양승우(1997),“도시형태학 연구의 계보에 관한 시론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집, 31, p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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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연대기별로 나타나는 원형과 다양한 변형을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함으로써 도시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는 그의 연구를 실천적 역사

(Operational histories)라 스스로 지칭하였다. 이의 계승자인 Caniggia는 

건축가로서 도시형성의 원리를 도출해내자 하였다. 그는 건물의 유형을 중

심으로 도시형태의 변화과정을 고찰하며 Muratori의 도시형태학적 접근을 

더욱 구체화 하였다. Caniggia는 그의 연구를 과정적 유형학(Procedural 

typology)이라 스스로 지칭하였다. 이처럼 Muratori 학파는 건물 유형과 

도시형태의 관계를 바탕으로 현재의 조밀한 건물형태가 어떻게 도시형태

를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Conzenian 학파는 구체적인 도시형태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도시형태 

그 자체의 변화과정을 연구하였으며, Muratorian학파는 Conzenian학파에 

비해 구체적이진 못한 도시형태 구성요소를 설정하였으나 건물울 중심으

로 도시형태의 변화과정을 유형학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두 학파는 도시형

태에 대해 구성요소를 다르게 설정하며 도시형태에 접근하였으나 구성요

소들이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변화과정과 교체를 겪은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27)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부평시장의 도시형태를 촉발시킨 다양한 요인과 구

성요소들의 변화과정을 형태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도시형태 자체의 변화

를 추적하는 Conzenian 학파의 도시형태 인식론을 따른다.

27) Conzen은 도시형태를 진화론적 관점으로, Caniggia는 유기체적 관점으로 
보았는데, 이는 도시의 변화를 생명체와 같이 이해하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시계열적 분석방법으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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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조직의 구성요소

도시조직의 구성요소는 Conzen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Conzen은 도시평

면(town plan)의 구성요소로서 가로체계, 가구(필지), 건물로 분류하고 

이들의 구성체를 평면단위(plan unit)이라 지칭했다. Caniggia 또한 도시

조직의 구성요소로 건물, 건물 유형, 가구, 필지, 가로와 오픈스페이스 등

으로 설정하였으나 Conzen의 분류에 비해 광범위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분 가능한 물리적인 도시조직 요소는 Albert 

Levy의 [표 2-3]과 같이 가구, 가로, 건축물, 오픈 스페이스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도시형태 구성요소들의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

태를 설명하기 위해 가로체계, 필지(필지군 또는 블럭), 그리고 건물(건물

군)을 도시형태 구성요소로 설정한다.

2절 일제강점기 근대 도시계획의 형태적 특성

일제강점기 도입된 근대 도시계획은 로터리, 방사형 도로 등의 형태적인 

구성 특징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사업에 따라 변형되지 않은 채 일률적

으로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28) 따라서 사업의 시행 방식은 수단일 뿐 

형태적 특징이 이와 연결되지 않는다. 이는 실제 집행된 도시계획뿐 아니

라 과거 지도자료 및 도시계획안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적 특징을 보여주는 서울의 대현지구, 상도지구, 인천의 숭

28) 형태적인 구성 특징인 구개정사업, 시가지계획령,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일제강점기 만들이진 도시계획안 및 도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그림 
2-1]과 [그림 2-2]를 통해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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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택지와 같은 사례들은 과포화되고 있는 기존 도심의 분산을 위해 만

들어진 일종의 교외 개발 사업지들이었다. 

시행된 사업명이나 방식과 관계없이, 이들은 교외 개발의 일환으로서 진

행된 사업이었다. 이는 당시 기성 시가지의 개발이 아닌 시가지 확장을 위

한 교외개발 시 위와 같은 형태적 특징을 가진 도시설계를 진행되고 실제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로터리중심의 방사형 가로망의 계획이 시

행된 지역은 신촌 로터리, 숭의 로터리 등 지명에서도 아직 찾아볼 수 있

다.

1. 가로체계의 기초 형태

우선, 1912년 경성시구사업과 1914년 경성 행정구역의 확장을 통해 일

제는 경성의 가로체계 개편을 시도한다. 경성시구사업은 법령으로서 공포

되지는 않아 근대 도시계획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나, 이후 시가지계획령 계

획의 근간이 됨으로 이를 다루기로 한다. [그림 2-1]의 경성명세신지도

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당시 일제의 계획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일제는 북촌과 남촌을 중심으로 가로체계 개편을 계획했다. 우선, 

위계가 높은 가로체계를 통해 정방형의 가로체계를 구성하려 했다. 새문안

로는 당시의 노선을 유지하며 율곡로의 비정형적 노선을 직선으로 변경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정국로, 충무로, 창경궁로 등의 확대와 율

곡로 아래 현재 퇴계로 위치에 직선 가로 신설을 계획했다. 

북촌의 중심지는 안국동에, 남촌의 중심지는 을지로 3가로 설정하고 이

를 파고다공원(현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통합하려 했다. 각 중심지들은 방

사형 가로체계를 통해 연결되도록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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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명세신지도를 통해 식민지 근대 도시계획이 장방형의 격자 가로체

계를 기초로 하며 각 중심지들은 방사형 가로의 개설이 진행된다는 점이 

파악된다.

2. 기초 형태의 적용과 변화

위에서 언급하였던 가로체계의 형태적 특성은 이후 시가지계획령과 토

지구획정리사업의 주요한 형태적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각 

근대 도시계획의 시행지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근대 도시계획이 

시행된 지구들 중 이러한 특징을 두드러지게 나타난 3곳을 통해 이의 배

치를 더 살피고자 한다. 

분석하고자 하는 3곳의 지구는 경성 시가지계획 대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 (현 신촌로터리 일대)와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 상도지구(현 숭실대

입구역 교차로 일대), 그리고 인천 시가지계획 대화 토지정리사업지구 내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지(현 숭의로터리 일대)이다. 

대현지구는 경성의 행정구역 확장으로 계획된 일종의 교외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지이다. [그림 2-2]의 대현지구 토지구획 정리계획

평면도를 살펴보면 신촌로를 중심으로 남, 북을 향해 가로체계를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지형으로 인해 정방형 격자 가로체계를 구성하진 못한 

것으로 사료 된다. 중심지인 신촌 로터리의 경우 방사형의 가로체계를 구

성해낸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는 로터리가 아닌 일반 교차로로 활용된다.

상도지구는 경성 내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지구로서 뚜렷한 흔적을 남

긴 지역으로 조선주택 영단의 영단주택이 들어선 지역이다.29) 상도지구에 

대한 계획안 자료는 찾을 수 없어 1953년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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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실행상황을 파악했다. 상도지구 또한 지형으로 인해 장방형 격자의 

가로체계를 적극 활용하진 못했으나, 숭실대입구역 교차로, 상도역 교차

로, 상도터널 교차로와 같은 중심지들이 로터리로 계획된 것을 알 수 있

다. 현재는 모두 일반 교차로로 활용된다.

대화지구는 인천 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위의 두 사례보

다 적극적인 형태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장방형 격자 가로체계를 정

확히 볼 수 있다. 중심부 또한 방사형 로터리로서 장방형 격자 가로와 연

결되어있다. 특이사항은 방사형 로터리가 격자형 가로체계의 중심 축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숭의로터리는 아직 로터리로 사용된다.

29) 권용찬, 전봉희(2011),“근린주구론이 일제강점기 서울의 주거지 계획에 

영향을 준 시점”,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7(12), p197

자료 : 경성명세신지도(1914)

[그림 2-1] 경성시구사업의 가로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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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일제시기 도시사업 집행지의 계획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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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분석의 틀

현재 부평시장 일대의 도시평면은 시장로터리를 중심으로 부평대로, 경

원대로, 부흥로, 장제로로 구성된 격자형의 가로망으로 구성된 대형 블럭

내에 시장로, 부평문화로로 구성된 방사상의 로터리 블록을 나누는 로쳬계

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상지의 가로체계는 일제강점기 근대 도시계획으

로서 시행된 형태이다. 따라서 우선 근대 도시계획을 고찰하여 구성 논리

를 이해하고, 이의 변천과정을 도시형태적으로 분석함을 통해 근대 도시계

획이 도시화, 현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근대 도시계획 고찰

개괄적인 역사를 파악함을 통해 대상지의 도시화 요인을 파악한다. 이

후, 대상지에서 집행된 경인시가지계획과 부평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계획 논

리를 고찰하고 타 지역에서 시행된 도시계획을 분석함을 통해 식민지 근

대 도시계획의 구성논리와 형태적 특징을 도출하며 대상지 가로체계의 형

성 배경을 파악한다.

2. 도시형태적 분석

❚ 가로체계

대상지에서 집행된 경인시가지계획 부평지구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구

성 논리를 파악함을 통해 가로체계의 형성배경을 도출한다. 일제시기 도시

계획자료와 1960~70년대 지적자료, 도시계획자료 및 선행연구를 통해 파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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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지형태 (필지군 및 필지)

지적자료(1910년 지적원도, 1972, 1973, 1981, 2004년 폐쇄지적도, 

2018년 연속지적도) 및 항공영상자료(1947, 1956, 1967, 1986~2016

년)을 활용하여 대상지 내 필지의 변천과정을 파악한다. 이후 특정 구역을 

선정하여 형태적 변천과정을 추적하며 도시화, 현대화에 적응하는 형태를 

파악하며 이의 원인 및 과정을 고찰한다.

❚ 건축물

필지형태 추적을 통해 선정하고 고찰한 구역의 가로 및 건축물의 현황

을 파악한다. 가로의 경우 단면 및 입면을 파악한다. 건축물은 준공년도, 

건축평면, 단면 및 입면도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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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평 공업지구 확보를 위한 근대 도시계획의 시행

1절 근대 도시계획의 도입

1. 조선 시가지계획령: 최초 근대 도시계획

1919년 일본 도시계획법의 재정과 재조선 일본인 자본가들의 도시개발

에 대한 요구에서 시작된 도시계획 제정 시도, 항만과 철도의 발달로 인한 

도시인구의 증가 그리고 대륙침략을 위한 거점개발 필요 등의 이유로 조

선에서의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34년 6월 제령 제18호로 

‘조선시가지계획령’(이하 ‘시가지계획령’ 으로 줄임)이 제정, 발포되

었고 그해 나진 시가지계획을 시작으로 하여 해방 전까지 총 43개의 시가

지계획이 결정고시 되었다. ‘시가지계획령’은 조선에서 최초로 시행된 

근대 도시계획으로서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도 법적 효력을 유지했고, 

일부 도시에서 기본 가로체계로서 남아있다.

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개별도시의 정비가 아닌, 서구의 ‘지방계획론’

을 도입해 개별도시를 중심으로 외곽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통제하고, 

전국에 걸쳐 자원과 인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30) 이는 E. 

Howard의 ‘전원도시론’을 근거로 하며 집중주의에서 분산주의로, 기존

도시의 개량에서 소도시의 건설을 통해 도시팽창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주장한 것으로, 이러한 ‘지방계획론’은 중일전쟁이 태평양 전쟁으로 확

전되는 가운데 ‘국토계획론’으로 전개되었다.31)‘국토계획론’은 1930

30) 염복규(2007),“1930~40년대 인천지역의 행정구역 활장과 시가지 계획의 
전개”, 인천학연구, 6, p86
31) 염복규(2008), “일제말기 지방·국토계획론과 경인시가지계획”, 서울학연구, 
(32),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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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군국주위와 맞물리며 사실상 전쟁을 위한 물자 공급과 조달을 위한 

‘전쟁동원론’의 성격을 띄었다.32)이는 당시 만연했던 일본 사회의 군사

주의, 국가주의적 상황과 맞물려 조선인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대일본제

국의 식민지 도시계획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33)

또한 시가지계획은 각 지방정부가 아닌 총독부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따

라서 철도나 항만, 공업지구의 지정 등 지방정부가 고려하기 어려운 국토

계획적 요소가 시가지계획 속에 포함되었다.34) 

전정동원론 속에서 작동한 시가지계획의 면모는 공업지구의 개발 부분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총독부는 1938년 9월 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에서 ‘일단의 주택지 경영’을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및 일단의 주택

지 경영’으로 개정한다. 이는 단순히 늘어나는 도시인구에 따라 도시기반

시설 확장 시키는 것이 아닌 전쟁을 위한 공장용지의 확보와 노동력의 공

급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조선에 최초로 도입된 근대 도시계획인 시가지계획령은 전쟁동

원론속에서 작동한 국책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도시계획이었다.

한편, 시가지계획령의 주요 내용은 가로망부설사업, 토지구획정리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의 주요 사업이었던 경인시가지계획과 부평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를 중점적으로 살피도록 한다

32) 김의원(1982), 『한국국토개발사연구』, 대학도서, p676
33) 염복규(2007), 앞의 논문
34) 윤희철(2016),“일제강점기 시가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도시연구, 16, 
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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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인시가지계획령: 공업 위성도시의 개발계획

일제의 대륙 침략을 향한 움직임과, 대륙을 향하는 인천항과 경성-인천

을 연결하는 경인선을 갖춘 교통로로서의 인천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경성

과 인천 사이의 지역에 대규모 공업지역을 조성하려는 개발논의가 부각되

기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1939년 10 경인시가지계획이 발포되었다. 

경인시가지계획은 [그림 3-1]과 [표 3-1]과 같이 경성과 인천 사이 

광대한 구역을 포괄하며 각 지구들 중 부평역전의 토지구획정리지구를 제

외하면 모두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및 일단의 주택지 경영이다. 이들은 경

인철도와 경부선을 따라 주 지구들이 입지하고, 시가지계획 구역의 북쪽에 

나머지 지구들이 입지했다. 국책수행을 위한 도시계획으로서 수립된 경인

시가지계획은 시가지 구역의 설정과 각 지구들의 입지와 구성에서도 이러

한 면이 드러난다. 

자료: 경인시가지계획결정안, 조선, 제294호(1939.11)

[그림 3-1] 경인시가지계획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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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공업용지 주택지

행정구역 면적(단위 : 천 m2) 행정구역 면적(단위 : 천 m2)

구로지구 시흥군 동면 일부 7,860 시흥군 동면 일부 9,000

시흥지구 시흥군 동면 일부 630 시흥군 동면 일부 2,710

오류지고 부천군 소사면 일부 2,000

괴안지구 부천군 소사면 일부 3,125

소사지구 부천군 소사면 일부 3,130
부천군 소사면, 

오정면 일부
13,820

고강지구
부천군 오정면, 

김포군 양동면 일부
4,125

부평지구
부천군 부내면, 

소사면, 문학면 일부
9,750

부천군 부내면, 

소사면, 계양면, 

문학면 일부

14,750

서관지구 부천군 서관면 일부 7,910 부천군 서관면 일부 12,500

계양지구 부천군 계양면 일부 3,110
부천군 계양면, 

김포군 고천면 일부
6,550

양천지구
김포군 양동면, 

양서면 일부
2,490

김포군 양동면 

양서면 일부
10,400

신정지구 김포군 양동면 일부 2,500

합 계 34,880 81,480

[표 3-1] 경인시가지계획 상세 계획

자료 : ·「朝鮮總督府官報」 제3896호, 194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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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성과 인천은 일제 이미 시가화가 진행된 상태로 각각 경성시가

지계획과 인천시가지계획이 시행된 상태였다. 일제는 이러한 각 기성 시가

지를 발달시키는 것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개발을 시도했다. 앞서 언급하

였듯이 일제는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았던 경성과 인천 사이의 광대한 지

역이 하나의 시가지로 설정되는데, 이는 당시 일본에서 대두되었던 ‘전원

도시론’에서 출발한 ‘지방계획론’과 ‘국토계획론’의 틀을 따르는 경

성 중심의 광역도시권의 위성도시 건설을 구상한 것으로 [그림 3-2]와 

[그림 3-3]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경인시가지계획내 지구들의 배치를 통해 병참기지화를 위한 국책

사업으로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지구들의 배치는 

앞서 제안되었던 경성중심의 위성도시의 계획구성에 따르거나 특정 도시

계획이론에 근거하지는 않으나, 공업지구의 구축과 물자 수송의 효율을 위

한 배치를 읽을 수 있다. 

자료 : 매일신보, 1937.02.10., 1938.01.06

[그림 3-2] 경성 중심의 위성도시 계획 구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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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시가지계획은 총 11개 지

구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중 공업

용지가 포함되어있는 지구는 7개 

지구이고, 주택지만으로 이루어

진 지구는 4개 지구이다. 이들 

지구의 배치를 자세히 파악하면 

구로, 오류, 괴안, 소사, 부평지

구는 경성과 인천부 사이의 경인

철도를 따라 위치하고 양천, 계

양, 서관지구는 경인시가지계획

의 북측에 위치한다. 고강지구와 

신정지구는 시가지계획구역의 중심부에 시흥지구는 경부선에 위치한다. 

지구들의 배치 중 공업용지가 포함되어있는 7개 지구의 배치는 국책사

업으로 진행된 시가지계획의 의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경인철도를 따라 

배치된 구로, 소사, 부평지구와 경부선의 시흥지구의 입지는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자를 철도를 이용하여 수송하기 용이한 입지이다. 철도를 따라 

공업지대를 건설한 것은 당시 일의 병참기지화를 위한 도시계획으로서 이

는 조선 중공업정책과 맞물리며 인천지역에서도 경인철도를 따라 중공업

지구들이 건설되었다. 

공업지역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시가지계획령 일부 개정과 중공업정책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 주 공업지역들을 경인철도를 따라 배

치되었고, 이들 경인시가지뿐 아니라 인천 내 지역에도 경인철도를 따라 

들어선 공업지역은 중공업정책 내에서 경인공업지대로 구분되었다.35)

자료: E.Howard(1902), Garden City of Tomorrow

[그림 3-3] E.Howard의 전원도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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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구들의 입지 중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은 북쪽에 위치한 서관, 계

양, 양천지구의 입지에 관한 것이다. 국책사업으로서 공업지구를 건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경인시가지계획에서 철도나 항만과 같은 기반시설

이 갖추어지지 못한 지역이 새로운 시가지로서 선정된 것이다.

 당시 총독부의 공식적인 발표나 자료는 없으나, 당시의 경인운하와 인

천 북항의 건설논의를 통해 이들의 입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초기 경

인운하는 범람하는 한강의 수해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되었으나, 1930

년대 후반 이후부터 물자 수송을 위한 산업기반시설로서의 논의로 발전된

다.36) 인천 북항의 경우, 무역도시 인천과 대륙진출을 위한 토대로서 제

안되었다.37)

경인운하와 인천 북항의 구체적인 위치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과거 언론

에서 언급된 이들의 역할과 경인시가지계획 내 지구들의 입지와의 연관성

을 고려하여 이를 추측할 수 있다. 경인운하의 경우, 한강 하류부터 양천

지구와 계양지구를 거쳐 서관지구 또는 서해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사료 

된다. 북항은 서관지구에 위치했을것으로 사료된다.38)

 경인운하와 북항의 건설논의는 시행단계까지 이루어지진 못했으나, 인

천에 대한 일제의 장래계획으로서 경인시가지계획 내 지구들의 배치까지 

영향 주었다. 

35) 김인호(1998), 앞의 책, p65
36) 「경성인천간에 운하개착계획」,『동아일보』(1921.02.25.), 「경인운하계획 
묘안얻어 기성회 조직」,『동아일보』(1937.06.26.)
37) 「지방 산업설계 인천산업의 현황」,『동아일보』(1939.01.28)
38) 흥미로운 부분은 경인운하가 북항이 일제당시에부터 건설논의가 존재했었고 
인천북항은 2006년도에, 경인운하는 경인 아라뱃길이라는 이름으로 2011년도에 
결국 완공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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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시가지계획은 타 시가지계획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넓은 3억5천

만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서로 다른 행정구역을 가진 구역을 하나의 시가

지계획으로 구획되었다. 이러한 거대한 면적 구획에는 총독부의 몇몇 의도

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우선 민간언론은 경인시가지계획이 대부분은 경성부, 일부는 인천부로 

포함될것이라 예상하며 경성부 확장사업의 일환이라고 이해했다. 이러한 

이해는 경인시가지계획이 기존 도시의 팽창을 분산시키려는 지방계획론의 

취지와 어긋나게 되나 총독부는 경인시가지계획의 시행할 때까지 구체적

인 행정구획을 처리하지 못한채 이를 진행했다. 결국 1940년 일부는 인천

부로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에 남게 되었다.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해당 구역의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

이다. 총독부는 민간부분에서 벌어지는 토지 투기를 막고 개발지역을 공업

지대로 수용하기 위해 지가를 고정시키는 한편, 브로커에 의한 지가의 상

승을 막았다.39) 이러한 총독부의 의도로서 경인시가지계획은 급히 수립된 

국책수행을 위한 개발계획인 동시에 개발통제 계획으로 작동했다.40)

한편 거의 유일하게 진행되던 부평지구를 포함한 경인시가지계획구역의 

상당 부분이 1944년 1월 인천시가지계획구역으로 편입되었다.41) 이미 부

평지구의 행정구역은 1940년 ‘제2차 인천부역 확장사업’을 통해 인천

부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경인시가지계획은 당초 계획

의 63% 정도의 규모만 남게 되었고, 경성 중심의 광역계획으로서의 개발

은 축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39) 염복규(2008), 앞의 논문, p184
40) 염복규(2008), 앞의 논문, p184
41) 조선총독부고시 제 13호, 『조선총독부관보』, 194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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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평지구의 전개

부평일대는 1899년 경인철도 개통 이후 급변하기 시작했다. 경인철도 

개통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평은 계양산 남쪽(현재의 계산동 일대)의 추

락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농촌으로 현재 부평의 중심지인 부평역과 부

평시장 일대는 거주지로서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42) 그러나 1899년 경인

철도 개통과 부평역의 설치43) 이후, 부평역 주변(현재의 부평1동)을 중심

으로 취락의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일제는 조선에 근대도시계획을 도입하며 중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한다. 이는 1937년 중일전쟁을 전후로 일제가 전시체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중공업 정책과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통해 공업용지와 

택지를 확보하며 군수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며 조선은 

일제의 대륙진출을 위한 병참기지화 되기 시작한다. 항만과 물자의 철도 

수송에 이점을 가지고 있는 인천지역과 부평지구는 인천시가지계획과 경

인시가지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며 경인공업지대로 구획되었다.44)

경인시가지계획이 고시되고 첫 사업으로서 약 90만평의 공업용지 조성

과 60만평의 택지경영, 총 150여만평의 부평지구가 1940년에 시행되었

다.45) 1930년대 후반 기계공업 공장들이 들어섰던 부평지구46)는 이미 

42) 이영민(2005), “경인선 철도와 인천의 문화지리적 변화”, 인천학연구, 4, 
p403
43) 부평역은 부평평야로 들어서는 초입부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광할하고 비옥한 
부평평야와 김포평야가 존재했고, 이를 개항장인 제물포에 연결시켜 식민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송하고 활용하기 위함으로 사료된다. 
44) 김인호(1998), 『태평양전쟁기 조선공업연구』, 신서원, p65
45) 「억여만평의 부평지구에 공장, 주택의 신도건설」,『동아일보』(1940.01.26)
46) 이병래(2009,), 일제말기(1937~1945) 인천지역 공업현황과 노동자 존재형태, 
인천학연구, 10,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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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로서 자리잡았고 일본 육군조병창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사

업의 시행이 시급한 지구였다.

부평지구의 구체적인 계획안은 알 수 있는 당시 자료는 없으나, 1944년 

1월 고시된 인천시가지계획의 내용47)을 통해 부평지구의 개략적인 계획

사업안을 [표 3-2]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시가지계획령 부평지구의 구체적인 계획안과 내

용은 파악 할 수 없으나 [그림 3-4]과 같이 1964년 발표된 인천 도시계

획 변경조서의 도면에 표기된 내용은 1944년 부평지구 계획사업안의 가

로망, 공원, 교통광장 등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 일제의 시가지계획령

이 해방 이후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전까지 유효했으며, 이미 조성된 일

부 도시들은 도시계획 특성상 기본적인 가로망이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964년 발표된 인천 도시계획 변경조서는 일제의 시가

지계획 부평지구 계획안을 수용한 계획안으로 판단된다.

47) 조선총독부고시 제 13호, 『조선총독부관보』, 194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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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평역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44년 총독부고시 제13호 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부평역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41년 이미 시행

인가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2절에서 더 깊이 다루

도록 한다.

구 분 부평지구

도로망

고속도차 전용 1선

대로

제1류(35,40m) 8선

제2류(30m) 15선

제3류(25m) 13선

중로

제1류(20m) 21선

제2류(15m) 12선

제3류(12m) 5선

교통광장 32개

토지구획정리지구

녹지지역 780만평

풍치지구 290만평

공원 23개, 총 56만명

[표 3-2] 1944년 부평지구 계획사업 내용

자료 : 총독부고시 제13호,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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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건설부고시 제1964-1005호

[그림 3-4] 1964년 부평지구 도시계획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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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진행 

1.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효율적 도시개발을 위해 환지로서 공공시설을 설치

하고 시가지를 개발하는 사업 방식이다. 환지는 사업시행 전의 토지권리관

계를 변동시키지 않고 토지의 위치, 면적을 변경하며 사업시행 후 새로 조

성된 대지에 권리를 이전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도시재정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지를 통해 새로이 형성되

는 시가지의 공공용지의 사전확보가 가능하게 했다.48)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본래 민간에 의해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1902년 독일 아키데스법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일본의 도시계회법

에 수용되어, 도쿄 대지진 이후 도쿄 제도부흥계획에서 주요사업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조선에서 시행된 시가지계획령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사업

의 핵심으로 활용하였다.49) 민간에 의해 추진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국

가사업으로서 진행한 것은 공사비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전액 충당되어 토

지의 매수 없이 지주로 하여금 토지를 공출케 하여 공공용지 등을 취득하

는, 토지수용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행정청 입장에서 토지수용과 달

리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을 할 필요가 없으며 특별한 예산 없이도 사업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소위 ‘값싼 도시정비사업’이었기 때문이

다.50)

48) 서울정책아카이브, https://seoulsolution.kr
49) 서울정책아카이브, https://seoulsolution.kr
50) 손정무(1990),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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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공공시설, 특히 도로개설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이는 민간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의의를 정당화 

하는 논거였다51). 또한 기초적인 도시기반시설인 가로망은 국가가 제공하

며, 이후 단계의 도시개발인 주택 또는 공장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건축행

위는 민간사업으로서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당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일제에게 알맞은 도시개발 방법이

었다.

일제에 의해 도입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0년대 공영개발이라는 새

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사업이 축소되기 이전까지 주요 도시개발법으로 사

용되었다. 이는 일제의 시가지계획령을 지속시키는 것 만이 아니라 해방과 

6.25 전쟁 이후 도시재정이 열악했던 상황에서 진행 시킬 수 있는 도시개발사

업이었기 때문이다.

2.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전개

현재의 부평시장 일대인 ‘부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앞서 언급하

였던 경인시가지계획 부평지구에 포함된 사업으로, 1944년 인천시가지계

획에 편입되었다. 당시에는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방 이후에는 

‘부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명명되었다.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는 

경인 시가지계획령 내 유일한 토지구획정리지구이다.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가 어떠한 의도로 계획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은 

1937년 발표된 경인시가지계획 결정안이 유일하다. 

51) 김흥순(2007), 앞의 논문,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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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군 부내면 일부, 부평역전 부근 일단의 주택지 경영지구가 아닌 토

지구획정리지구로 결정...토지구획정리지구를 통해 시가지를 조성하여 토

지이용의 증진을 유도...

경인시가지계획 결정안, 朝鮮, 제294호, 1939. 11

이는 당시 총독부가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를 단순히 주택지로 활용하

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주거지인 동시에 산업의 배후지이며 상업 등을 고도

로 이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의 부평시장 일대인 ‘부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앞서 언급하

였던 경인시가지계획 부평지구에 포함된 사업으로, 1944년 인천시가지계

획에 편입되었다. 당시에는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방 이후에는 

‘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명명되었다. 또한 이의 연계사업으

로서 ‘부평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었다. 일제 당시 부평 토

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한 계획안 문건은 찾을 수 없어, 정확한 계획 의도

나 내용은 밝힐 수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 부평1지구와 부평2지구 토

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노선가산출부가 존재하며 1972년 폐쇄지적도에 

토지구획정리지구에 관한 내용이 표시되 있는 바, 이를 기반으로 본 내용

을 해석하고자 한다. 이는 부평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일제시대 시행된 사업

으로서 해방 이후에도 계승되어 완료되었다는 점을 보아 내용에 큰 변화

가 없을 것으로 가정함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부평지구 도시

계획에 대한 언급과 같은 이유이다.

1941년 11월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지만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며 공장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였던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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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가 원활히 진행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일제는 1945년 소화

지구의 사업진행률을 100%로 기록하고 있으나, 사업의 완료가 아닌 대지

조성 정도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52) 

이는 [그림 3-5] 1947년 부평시장일대의 항공영상 참고를 통해 더 정

확한 사업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항공영상에선 1947년 당시 대지조

성도 마무리 된 것이 아닌, 일부 가로망과 대지만이 조성된 후 시가화된 

것과 마을이 존재하는 것이 보인다.

우선, 현재의 부평역 사거리와 굴다리 오거리 사이에 존재하는 마을로 

추정되는 비정형적 배치의 건축물들은 1910년 지적원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에 존재하던 마을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로망의 경우, 위계가 높은 대로의 조성이 우선 진행되어 있다. 1964

년 대로 제1류로 분류된 부평대로와 대로 제1류, 제2류로 분류된 경원대

52) 손정목(1986), “일제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IV)”, 국토계획, 21(1), p55

자료 : 인천지도포털

[그림 3-5] 1947년 부평시장 일대 항공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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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조성은 완료되어있다. 부평역 사거리에서 시장로터리로 향하는 대로 

제3류로 분류된 시장로와 중로 제2류인 문화의 거리로는 가로망 조성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예정된 가로망을 따라 대지의 조성이 진행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로망의 경우 현재의 부평대로와 장제로, 경원대로 일부, 대지의 경우 

부평역 로타리 부근의 일부만이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공사관계철을 통해 [표 3-3과] 같이 구체적인 공사 

내역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공사의 설계 서류는 1941년 공사관계철과 

1942년 소화토지구획정리공사철 2개가 존재하나, 실재 착공은 1942년 5

월 18일 시작하여 해방과 동시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공사서류 내 설계내역에는 택지와 가로망의 번호의 누락이 존재하는데, 

이는 당시 공사가 부평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의 공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

으로 판단된다.

구분 (1941)공사관계철 (1942)소화토지구획정리공사

시행노선 26개 36개

택지공사 17개 25개

[표 3-3] 일제강점기 부평토지구획정리지구 설계내역

자료: 공사관계철(부평1지구)(1941), 소화토지구획정리공사(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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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1945년대 부평일대 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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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해방 이후 부평지구의 위상변화

1. 1945년~1970년대: 도시기반시설의 형성기

1970년대 시점까지의 인천 도시구조는 구도심-부평, 도심-부도심 체

제이다. 구도심은 인천 조계지가 위치했고 인천 시가지계획령이 시행된 현

재의 인천 중구·동구 일대였다. 부평 일대는 경인 시가지계획령이 시행된 

지역으로 과거 일본 조병창을 위시한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자리

잡은, 인천시는 항만기능을 통해 공업도시로서 성장했다.

이후, 60년대까지 인천시와 관련한 도시 계획적 구상은 발표되지 않았

으나 1962년 박정희 정권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발표하며 산업

발전의 토대로 삼을 도시구상이 필요해졌다.

1965년 1월, 박정희 정부는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일

부지역, 총 면적 3,325km2를 서울인천 특정지역으로 결정한다.53) 당시 

전국 차원에서의 국토개발을 실시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개발 수준 등의 측

면에서 거의 불가능했기에, 성장 잠재력이 있고 쉽게 투자를 집중 할 수 

있는 몇몇 특정지역을 집중개발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특정지역 

개발을 국토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54) 이에 정부는 서울 인천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착수하며 서울과 인천지역에 국가 산업화의 기반시

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공업지구로 계획되어 제조업 기반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고, 서울에 인접한 항구도시인 인천은 공업도시로 개

발하기 최적의 대상이였던 것이다.

53) 관보 제3935호, 대통령공고 제1호, 1965.01.11
54) 한국수출산업공단(1964),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

ctDescription.do?id=005577 (검색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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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어 정부는 한국수출공업단지를 조성, 공업화의 기반을 만들었다. 

1964년 착공된 서울 구로동의 제1단지를 시작으로 한국수출공업단지를 

조성, 공업화의 기반을 만들었다.55) 인천시에서는 효성동·작전동·갈원

동 일대 705,900m2가 부평지구로56), 가좌동·주안동 일대에 총 

1,075,662m2 면적의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57) 

부평, 주안의 수출공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항만으로부터 공단, 서울로 

물류 운송을 담당할 영등포 양평동-인천항 구간의 경인고속도로가 기반시

설로 만들어졌다. 

55) 수출산업공업단지는 총 6개 단지로, 서울시 구로구에 1.2.3단지가, 인천시 

부평에 4단지, 주안에 5,6단지로 조성되었다.
56) 수출산업공업단지예정지지정, 관보 제4068호, 건설부공고 제141호, 

1965.06.16
57) 인천수출산업공업 제2공업단지 예정지지정, 관보 제5316호, 건설부공고 

제82호, 1969.08.05., 수출산업공업단지(6단지)예정지지정, 관보 제6624호, 

건설부공고 제116호, 1973.12.08

구분 부평 국가산업단지(4단지) 주안 국가산업단지(5,6단지)

위치 효성동·작전동·갈산동 일원 가좌동·주안동 일원

면적

(계획시점)

705,900m2

(1965년)

1,075,662m2

(1969년, 1973년)

현재

계 610,000m2 1,136,000m2

산업시설면적 524,000 935,000m2

지원시설면적 18,000m2 19,000m2

공공시설면적 68,000m2 182,000m2

[표 3-4] 부평, 주안 수출공업단지 계획 당시 및 현재 규모 비교

자료 : 국가기록원,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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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공단 조성은 인천시의 도시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표 3-5]와 같이 1963년 도시계획도에서는 구시가지와 부평, 과거 2도

심 체제의 도시계획을 수용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수출공단조성이 계획

된 이후 1965년 도시계획도에서 부평일대 공업지구의 면적이 확장된 것

이 확인된다. 당시 인천시는 구도심-부평, 도심-부도심 체제를 계획했다. 

이는 당시 정부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기초로 인천시를 항만 공업단지

로 성장시키고자 했던 것이었으며, 일제강점기 공업지구 중심의 도시계획

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업지구 배후에 구획정리사업을 통

1963년

인천 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도

1965년

인천 도시계획구역 계획도

[표 3-5] 1960년대 인천시 도시계획도

자료 : 도시계획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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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기 외곽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58) 

해방 이후 공업지구로 다시 계획되며 부평지구 또한 변화의 시기를 겪

는다. 과거 육군 조병창의 시설은 미군 제24지원사령부(Army Service 

Command 24)를 주둔시켰다.  주민들은 미군부대의 앞 글자를 따 일대를 

에스컴 시티(ASCOM City)라 부르기 시작했다.

6.25전쟁을 거치며 사업이 중단되었던 부평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전후 

열악한 도시재정상황에 의해 일제 통치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활히 진행되

지 못했으며 1970년도 초에 30여년간의 사업이 완료되었다.

58) 구정현(2014), “인천시 성장과 도심 토지이용패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7

1965년

인천 도시구조

1997년

인천 도시구조

2012년

인천 도시구조

[표 3-6] 시기별 인천 도시구조

자료 : 구정현(2014)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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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조병창 위치에 미군이 주둔하며 미군부대 남측인 신촌(현재 부평3

동)에는 기지촌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진행중이던 현재의 부평시장 위치

(부평1동)에는 미군 PX에서 나온 군수품을 거래하던 양키시장이 생겨나

며 부평시장의 원형이 되었다. 이시기 이미 노점상인들이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중인 도시공간을 점유, 부평역전과 부평시장 일대에 불법 건축물과 노

점으로 구성된 시장이 발생하였다.59)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던 1967년 인천시와 일부 상인들

은 부평시장을 공설시장으로서 전환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고.60) 1968

년 공설시장으로 인정받았다.61) 이처럼 30여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도

시계획사업이 진행된 까닭에, 가로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지기 이전부터 부

분적으로 도시공간이 시민들에 의해 점유, 사용되었다.

59) 부평거리에 노점상인에 의해 지어진 불법건축물이 약 300개로, 경찰당국은 
이를 철거하려 했으나 시장민의 반대에 부딛혀 시 당국은 각 부지를 상인 
개개인에게 분양하려 했다. 「철거령 받은 노점 당국에 
영주진정」『동아일보』(1947.05.21) 
60) 「상인들과 대행자 연석회의를 열어」『경향신문』(1967.02.18)
61) 「번영회 설입허가 부평 등 공설시장」『매일경제』(196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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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1970년대 부평 시가지 및 도시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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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0년대~1990년대: 상업 중심지로서 성장기

80년대까지 인천시는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수출산업 기반의 공업도시

로 성장하나, 이후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와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공업도

시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구도심과 부평등 기존 도심이 확장되고 신도

심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1985년 인천시청 등의 공공시설이 구도심에서

(중구 관동) 신도심(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전하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90년대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노태우 정권의 200만호 주택건설

과 맞물려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며 인천에서는 서울과 인접한 부

평 ·계산동 일대와 신도심 구월동 등에서 2기 외각개발이 진행되었다. 

이 결과, 구도심의 인구감소와 주안·구월,·부평의 인구 안정 그리고 계

양·연수·서구 등에서의 높은 인구 증가가 나타났다.62) 당시 인천시는 

택지개발 사업 진행과 함께 구도심과 구월을 중심으로 한 2도심과 기타 

부도심들의 도시구조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신도심들의 등장으로 구도심의 인구쇠퇴가 이루어지고 서울과 

인접한 부평 그리고 신도심들에 인구유입이 이루어지며 인구의 분산화가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 초 부평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완료를 

통해 부평시장 일대는 도시기반시설인 가로망을 갖추고 공식적인 도시화

를 겪게 되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대지가 주거용도로 이용되었으며, 과

거부터 시장이 존재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상업적 토지이용이 지속되었다. 

62) 구정현(2014), 앞의 논문,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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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용도의 변경과 별개로, 토지구획정리 이전부터 존재했던 불법 건축

물의 시장과 지속적으로 유입된 노점들은 당시 시 당국의 주요 문제 중 

하나였다. 이에 노점과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나온 관과 노점 상인

의 충돌이 있기도 했다.63) 이러한 비공식적 상업활동과 이를 양성화하려

는 지자체의 의도가 맞물려 부평시장의 상권은 점차 양성화, 확대되어갔

다.

상권의 규모가 커짐과 동시에 불법 노점상 문제 또한 다시 수면위로 떠

올랐는데, 부평구는 철거되어야 하는 노점시장들을 부평대로변에 이주시키

려 시도했었다.64)

한편, 커가는 상권에 따라 부평시장의 시장규모가 커지자 큰 자본세력의 

진입과 도시공간에 대한 개발논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각종 대형 백화점

과 할인마트가 출현했고 부평역 일대가 대형 유통상가로서 떠올랐다.65)

63) 「노점상들, 투석난동 부평시장 철거나온 구청직원, 경관에 관차 2대 
부숴」『경향신문』(1971.08.27)
64) 구청은 부평역전, 부흥로터리 등 부평시장내에 존재하는 불법 노점상들 중 250개를 
동아아파트 단지 옆에 풍물의 거리를 조성함을 통해 이주시키려 했으나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했다.「노상적치물 과잉단속」『한겨례』(1990.07.10), 
「굴포천 복개공사 내달 완공 ‘풍물의 거리'로 조성」『매일경제』 (1991.03.01), 
「인천 “집단행위 줄었다” 발표 뒤 농성 줄잇자 
“머쓱”」『동아일보』(1991.03.07)
65) 1991년 삼풍백화점이 입점을 고려하고 1999년 롯데 할인마트의 입점이 
예정되는 등 대기업 유통망의 손길이 부평시장 상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백화점업계 “상권전쟁” 활활」『경향신문』(1991.12.24), 「부평역 일대 
인천의 ‘유통대권’ 노린다」『경향신문』(1992.01.16),「할인점들 ‘점포를 
늘려라’」『경향신문』(1999.08.25), 「인천 부평에 상가분양 패션몰 
‘엡스201’」『매일경제』(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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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평시장 주변에 대형 아파트들이 자리잡는 등 주거지로서 발달한 

것의 영향력이 컸다. 또한 인천 1호선의 개통으로 부평역과 부평대로가 

경인지역 최대 환승 역세권으로 떠오르며 가로의 위계가 큰 부평대로와 

장제로의 가로변에 위치한 대지들에서의 대형 상가건물로의 신축열풍을 

불러일으키며 부평 일대의 상업 중심지로 자리잡았다.66) 

66)  「상권이 달라진다(36) 부평역 앞」『매일경제』(1994.04.11), 「신역세권 
개발(4) 부평역」『매일경제』(1996.07.11)

자료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그림 3-8] 70~80년대 부평시장 내 상가분양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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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1990년대 부평일대 시가지 및 도시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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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1980년대 부평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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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대 ~ 현재: 상권의 쇠락 및 분화

2000년대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대규모 신도시 조성을 통한 국외자본 

유치로 급속도의 도시 발전을 꾀한 2003년 송도, 영종, 청라의 인천경제

자유구역의 설정과 택지 개발을 위한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가 2007년 

계획되는 등 3기 외곽개발이 진행되었다.

경제자유구역 신도시들은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에 비해 검단신

도시의 경우 금융위기의 여파와 투자 유치의 실패 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

의 진전이 없던 중 규모가 축소되어67) 2017년 첫 공사를 시작했다. 추가 

도시개발로 인해 구도심, 구월, 부평 3도심을 중심으로 영종, 송도, 청라, 

검단 4개 부도심이 확장되는 다원화된 도시구조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신도시개발을 통한 대규모 택지공급이 이루어지며 도

시구조의 분화가 심해져 [표 3-7]과 같이 과거 도심들에선 인구가 감소

하고 도심 자체가 쇠퇴하게 되었다.

한편 부평 일대의 경우 부평역이 서울-인천전역의 환승이자, 초 역세권 

상업중심지로 위상이 떠오르는 한편 과거 부평시장의 시발점이었던 전통

시장과 상점가들은 대규모 할인매장과 백화점의 등장과 소비패턴 변화 그

리고 도심의 분화에 의한 인구의 분산 등의 이유로 유통시장의 변화를 맞

으며 상권의 쇠퇴기를 맞이하기 시작했다.68)

이러한 상권의 쇠퇴기는 상업용도 도시공간의 분화를 촉발시켰다. 상권

축소에 위기를 느끼고 있었고 늘어나는 노점상에 골머리를 앓던 현재 부

67) 2008년 본래 계획은 18,100,000km2 면적에 92,000세대 230,000명을 
수용하는 규모였으나, 2017년 11,181,000km2에 75,071세대 183,720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68) 「인천지역 재래시장 입지회복 안간힘」『한겨례』(199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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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장 서측의 상인들은 연합을 꾸려 부평문화로의 일부 구간을 보행자 

전용 상업가로로 전환하는 정비사업을 벌였다. 이는 현재의 문화의 거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부평시장의 남측 도시공간은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유흥가

로 변모했으며, 과거 전통시장으로 정착했던 현재의 부평종합시장 일대는 

재래시장으로 남아있고 인천 자유시장과 같은 일부 재래시장 구간은 상권

이 완전히 붕괴했다.

구분
연도

1969 1980 1990 2000 2010 2018

합계 452,053 734,030 1,588,093 2,562,321 2,808,288 2,953,214

중구 89,438 84,285 81,788 73,081 96,886 12,1162

동구 166,122 162,639 124,309 76,424 80,786 66,800

남구 196,493 487,106 458,334 422,952 430,534 41,7236

연수구 x x 306,766 263,083 282,889 34,1918

남동구 x x x 413,043 485,594 53,8352

부평구 125,886 350,700 616,896 548,145 575,252 52,6974

계양구 x x 230,200 338,070 351,026 31,4124

서구 x x x 346,285 418,801 53,6683

강화군 x x x 67,225 67,668 68,841

옹진군 x x x 14,013 18,852 21,124

[표 3-7] 1969~2018 인천시 구별 인구변화 (단위: 명)

자료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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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2000년대 부평일대 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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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2000년대 부평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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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소결

일제강점기 총독부는 항만기능이 존재하는 인천과 경성 사이 시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대한 경인지역을 공업지구로 개발하려 했다. 전쟁을 수

행중이던 일제는 군사 목적 국토계획론의 연장에서 일종의 경성 위성공업

도시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이중 부평지구는 경인철도 부평역이 위치한 지구로 육군조병창을 중심

으로 기계공장이 들어서고 사택들이 조성되는 등 거의 유일하게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지며 군수물품 생산의 핵심역할을 수행했다. 부평토지구획정

리지구는 부평지구 내에서 공업지구가 둘러싼 중심지로, 택지로 계획되며 

공장 배후지로서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의도했으나, 일부 대지만 사업 진행

이 이루어진 채로 해방을 맞았다.

해방 이후 부평 일대와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경제개발을 위한 수출공단 

조성의 목적을 중심으로 공업지대가 계획되며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한다. 

이는 일제가 계획했던 부평지구의 계획을 수용한 것으로, 공업지구가 필요

했던 당시 정부의 목적에 알맞은 선택지였던 것이다.

 이후 부평토지구획정리지구는 재래시장에서 출발한 상업 중심지로서 

성장했고 부평역이 초 역세권으로 성장하며 현재 모습에 도달했다. 그러나 

인천 도심과 도시구조의 분화와 상업의 현대화로 쇠퇴기를 맞이하며 상권

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도달했다.

이상 과정을 통해 부평 일대 도시의 촉발과 확장을 통한 변천과정을 파

악했다. 부평 일대의 시가지는 자연발생적으로 도시조직이 형성된 것이 아

닌, [그림 3-13]과 같은 근대 도시계획이 도입과 뒤이은 도시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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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통해 시가화가 이루어 것이다. 그 중 [그림 3-13]의 부평 토지구

획정리지구는 근대 도시계획을 통해 가로체계의 위계가 부여되었으나, 30

년간 사업이 정체되며 사업이 천천히 집행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계획단

계에서 대상지는 공업지 배후 주거지로의 기능이 부여되는 한편 이후 지

역의 고도화를 고려하여 토지구획정리를 통한 도시개발을 진행하였다. 초

기 시가지인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는 시가지의 확산과 성장을 통해 부평

자료: 부평1지구 노선가산정부(1959), 부평2지구 노선가산출부(1969)기반 연구자 재작성

[그림 3-13] 부평 1,2 토지구획사업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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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 도심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되며 공업지구 배후 주거지에서 부평지역 

중심 상업지이자 핵심 도심으로서, 원 계획과 다른 용도와 더 큰 규모의 

도시위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계획되었던 가구규모와 나누어진 필지단

위가 기존 계획 이상의 기능을 수용하고 변화를 겪으며 현재에 도달한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평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부평시장 일대 블록 내부

는 초기부터 시장이 자리잡고 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상업용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위의 변화과정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지역이다. 이는 주거지로 

계획된 도시형태가 상업화에 적응하며 현대에 도달한 것이다.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는 도시조직 요소 중 고정된 가로체계가 부여된 

후 필지 및 건축물이 진입하게 된 것으로, 지구 내 도시조직이 현대화에 

적응하는 과정은 필지의 변천과정과 건축물을 추적함을 통해 파악해야 한

다. 따라서 이후 4장에서는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서도 이를 추적하기 용

이한 번지를 선정하여 필지의 변천과정과 건축물을 살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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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평지구 상업화에 따른 필지와 건축물의 변천과정

1절 도시조직 변천 배경

1. 과거 주거지 및 근대 도시계획으로 인한 초기 시가지의 존재

제3장에서 밝혔듯이, 현재의 부평일대를 도시공간으로서 촉발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1899년 경인철도의 개통이었고, 이를 기점으로 마을들이 등장하기 시

작하였다고 한다. 대상지에 시행된 근대 도시계획인 경인시가지계획령 소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해방 이후 1970년도에 이르러서야 완료가 되었

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우선 완료되었던  가로체계와 시가지를 통해 근대 도

시계획이 잘 드러난 초기 시가지가 존재했다. 

이러한 내용은 1947년 항공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비정형적인 

마을 형태의 주거지의 위치는 현재의 경원대로 위 부평동 586번지 일대에서, 

초기 시가지의 위치는 부평대로 부평동 211번지 일대에서 확인된다.

자료 : 인천지도포털

[그림 4-1] 1947년 시가지 및 주거지 

현황

자료 : 인천지도포털

[그림 4-2] 2018년 과거 시가지 및 

주거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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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중심지로서의 도시공간의 변형 

 부평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는 상세한 도시계획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구체적인 용도와 의도를 파악할 수 없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로 주택

지를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 사업이었다는 점, 대상지를 중심으로 공업지

구가 둘러싸는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 [그림 4-1]과 같이 1963년 용

도가 주거용도였다는 점에 따라 주거지로 계획 되었음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이는 상업용도로 변경되었고, 현대화 과정

에서 상업중심지로 변천함에 따라 본래 주거지로 계획된 도시공간이 현대 

상업지로 변천하였다.

1963년 용도지구 1963년 용도지구

[표 4-1] 부평시장 일대 용도지구의 변화

자료 : 건설부고시 202호, 1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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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분석 범위 및 기준의 설정

1. 분석 범위

 분석대상지는 3장에서 밝힌 부평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도시공간

의 변천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2장에서 밝힌 근대 도시계획의 형태적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현재에도 상업용도의 이용이 주가 되는 [그림 

1-1]의 부평시장 일대로 선정하였다. 이 일대는 부평대로, 경원대로, 장

제로, 부흥로의 격자형 가로체계 내에 시장로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방사형

의 가로체계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통시장, 상점가, 유흥가 및 주거지가 혼

재하는 지역이다.

2. 분석의 틀 설정

대상지 일대는 근대 도시계획의 도입으로 로터리와 방사형 도로의 형태

적 특징과 내부 또한 매우 정형적인 가구 구획 및 규격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매우 계획적인 도시공간이다. 

그러나 사회상의 문제로 30여년간의 시간이 지난 후 사업이 완료되었다

는 점, 구획정리사업 특성상 민간단위로의 대부분 개발이 일어났다..이에 

정형적인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이전부터 존재한 주거지, 사업 초기 

시가화된 구역, 해방 이후 사업 진행 중 자리잡은 비정형의 주거지 그리고 

사업 완료 이후 자리잡은 주거지 등 다양한 유형으로 시가화 되며 상업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의 변천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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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우선 항공영상을 통해 구획정리 이전

또는 당시의 도시형태를 확인한다. 조성된 가구의 규모를 통해 본래 의도

된 가구의 용도와 필지규모를 유추한다. 대상 번지의 필지형태 변천과정과

변천이 일어난 필지의 면적과 비율 그리고 배치를 통해 개발 규모를 파악

한다. 그리고 현재 건축물과 가로망의 용도 그리고 변천과정이 일어난 필

지의 규모, 배치간의 상과관계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자연발생한 필지간

의 비교-먼저 시가화가 이루어진 필지의 비교를 통해 각 필지들의 상업을 

통하 현대화 특성을 도출한다.

3. 분석 대상 지번의 설정

부평시장 일대 도시형태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범위의 전체 

폐쇄지적도와 연속지적도를 통해 시기별 필지형태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였

다, 또한 분석대상 지번을 선정해 필지형태의 변화과정을 파악한 후에 구

역별 필지형태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기위헤 [그림 4-3]과 같이 총 12개 

번지, 4개 구역을 설정하였다. 각 구역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을 당시, 기존에 자연발생적 주거지가 존

재했거나 사업을 통해 가장 먼저 시가화가 이루어진 구역.

둘째, 항공영상을 통해 확인한 이전의 건축물등의 형태가 구획정리 이후 

필지형태에 반영된 구역.

셋째, 각 구역 일대가 현재 시장, 상점가 등 상업용도로 활발히 이용되

고 있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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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분석대상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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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선정 구역별 필지형태 분석

1. 부평동 360번지

부평동 360번지는 비정형적 주거지가 위치한 자리에 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곳으로, 현재에도 비정형적인 필지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비정형적 주택지의 발생이유는 다음과 같다. 1941년 토지구획정

리사업 시행 이후 해방과 동시에 공사가 중지되며 사업의 진행이 멈추었

다. 해방 이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30여년의 기간 동안 본 구역에 도시

형 한옥이 자리 잡았는데, 일부는 비정형적 형태로 자리 잡았고 이는 [표 

4-2]을 통해 확인된다.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던 1967년에 360번지에 

이미 자연 발생적 주거지가 자리 잡은 것이다.

1967년 항공영상 1967년 대지 유형 및 배치

[표 4-2] 부평동 360번지 일대 1967년 도시형태

자료 : 인천지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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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번지의 각 가구별 길이는 [그림 4-4]과 같다. 360번지 내 가구들

의 명칭이 분류되지 않아, 각각 (1), (2), (3)번으로 지칭한다.

[표 4-3]의 1973년 필지형태를 보면, 구획정리 시 정형의 필지구획이 

2열로 실행된 것을 기초로 필지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967년 

항공영상과 1973년 필지형태를 비교했을 때, 73년도 구획정리된 필지형

태가 부정형의 주거지의 형태를 반영하지 않고 구획정리가 실행된 것이다. 

이는 구획정리 당시, 부정형 도시형 한옥들을 정비대상으로 보았으며 미래

에는 정형의 필지와 주택이 들어올 것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획정리의 의도는 실현되지 못했다. [표 4-3]을 통해 

360번지일대의 필지형태 변천과정을 분석하면, 1973~2004년까지 필지 

분할 및 합병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부정형의 필지가 발생하였다. 

2004~2018년 동안은 (1)번 가구의 좌측에 세장형 필지가 하나 분할되

는 것 외에 변천과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현재의 필지형태를 갖추

었다. 이는 필지형태가 구획정리 초기 존재하던 도시한옥의 부정형 형태를 

정비하려던 의도와 달리, 부정형의 형태에 맞추어 적응한 것이다.

[그림 4-4] 부평동 360번지 가구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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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필지형태 1981년 필지형태

2004년 필지형태 2018년 필지형태

[표 4-3] 부평동 360번지 일대 필지형태 변천과정



- 74 -

2018년 현재 부평동 360번지의 부정형 필지의 면적과 비율은 [표 

4-4]과 같다. (1),(2)번 가구의 경우 부정형 필지가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3)번 가구는 부정형 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형 필지의 배치의 경우 모두 가구의 단변이 아닌 장변 방향에 자리

잡은 특성을 보이나, (1)은 중앙집중적인 ,(2)는 나열적인 배치를 보여준

다. 이러한 필지 특성의 원인은 360번지 일대의 과거 항공영상을 통한 과

거의 주택지 형태 및 가로 용도를 통해 해석될 수 있다.

구분 필지형태 총 면적
부정형 

필지 면적

부정형 필지 

면적 비율

(1)
3756.5

m2

1483.1

m2
39.4%

(2)
2572.5

m2

1457.9

m2
56.6%

(3)
1528.3

m2

300.3

m2
19.6%

계
7857.3

m2

3241.3

m2
41.2%

[표 4-4] 2018년 부평동 360번지 부정형 필지 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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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용도 건축물 용도

[표 4-5] 2018년 부평동 360번지 일대 건축물 및 가로 용도 현황

아케이드 시장 재래 시장 일반 도로

[표 4-6] 부평동 360번지 가로 용도별 거리 사진

자료 : 네이버 거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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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번지 일대는 [표 4-5]와 같이 대부분이 상업용도, 재래시장으로 이

용되고 있다. 이들 시장은 1960년대 말 등장하였고 노점과 공설시장 등으

로 부평시장 일대에 분포했다.69) 현재 360번지 일대는 부평시장 일대 중 

재래시장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부평종합시장, 부평깡시장, 진흥종합시장

이 위치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중심의 가로는 아케이드형70), 재래시장형, 일반도로형 3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표 4-6]과 같이 물리적 공간도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부정형 필지들이 360번지 가구의 단변이 아니라 장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가로의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360번지의 가구들과 맞닿는 가로들은 모두 재래시장으로 활용되는 영역

이다. 특히나 360번지 외곽의 가

로들은 내부의 가로보다 위계가 크

기에, 가구의 외각의 필지들이 정

형적인 모습을 갖추며 개발되고, 

내부의 가로에 면한 필지들은 그렇

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67년 시점에서 주택 형

태는 가구 단변에는 정형 주택과 

나대지가, 가구 중심부와 장변에는 

69) 제2장 이론적 고찰, 3절 시기별 부평시장 도시공가의 변천과정에서 시장의 

형성시기를 설명하고 있다.
70) 부평시장 현대화사업은 2004년 5월 시작되었다.

[그림 4-5] 360번지 부정형 필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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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주택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도시공간의 상업화를 따라 필지가 개

발되는 과정에서 [그림 4-5]와 같이 현재의 필지형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부정형 필지형태와 이의 원인은 건축물의 형태에 결과로서 

나타났다. [표 4-5]과 같이 360번지 일대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상업용도

로 이용되고 있으나, 360번지 내에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1층 규모의 주

택(도시형 한옥) 집중적으로 위치한다. 

가구 외곽의 건물들은 상업용도로 이용되고, 주택들은 가로와 맞닿지 않

는 가구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이 주택들은 1967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71) 가구의 중심부와 외곽부의 건축물들의 용도와 노후도의 뚜렷

한 차이를 보여준다.

360번지내 용도의 차이가 뚜렷한 건축물은 360-91번지 주택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의 평면도는 [그림 4-6]이다. 이 주택은 현재 주인집을 

포함한 월세 쪽방으로 활용되며, 각 방마다 주방은 포함되어 있으나 화장

실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동주택이다. 360-91번지 주택의 정확한 

건축연도는 파악되지 않으나, 해당지역에 처음 주택들이 자리잡은 1960년

대로 추측된다. 가구 가장자리의 시장 건물들과 달리, 주거용도로 활용되

며 현재까지도 초기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멘트 외벽과 일부 

지붕은 옥상으로 사용되고 주택이 쪽방으로 나뉘어 있는 등 많은 과정의 

보수를 거친 것으로 추측된다. 

71) 가구 내 도시형 한옥의 형태를 띄는 주택들은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준공년도를 파악할 수 없으나, 1969년 항공영상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주택들의 형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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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했을 당시, 비정형적 주택지들이 추후에 

정비와 재건축을 통해 정형적 필지형태 주거지 구축을 의도한 것이나, 이

후 주택지가 상업용도로 이용되고 기존의 비정형적 주택들이 큰 영향력을 

가지며 정비·재건축행위가 정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비정형적 

주택을 따라 필지형태로 적응되었다.

결국, 360번지는 비정형적 주택의 형태를 기초로 하여 도시공간의 상업

화를 따라 현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형태는 기존의 부정형 주택지와 

가로의 용도가 원인으로 작동하여 현재의 집중적인 부정형 필지 형태와 

상업과 주거 용도의 구분이 뚜렷한 건축물 형태를 만들었다. 

[그림 4-6] 부평동 360-91번지 건축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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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평동 583~7번지

부평동 583~7번지는 부정형 주거지가 분포한 위치에 구획정리가 실시

된 후 현재는 번화가(테마의 거리)의 모텔촌이 된 지역으로 아직 비정형

적 필지형태가 존재한다.

사업시행 전 583~7번지 일대는 구획정리사업 실시 이전부터 존재한 부

정형의 주거지와 주변엔 농토가 분포했다.72) 구획정리사업은 1, 2지구로 

구역이 분할되어 시행되었으며, 사업 당시 [표 4-7]과 같이 정형의 주거

지와 부정형의 주거지가 함께 존재했다. 이처럼 583~7번지는 자연발생된 

부정형 주거지의 위에 택지가 계획된 것이다.

72) 이는 1910년 지적원도 부터 확인된다. 당시 부평일대는 쌀을 수확하기 위한 

농업지대로서, 이 주거지는 자연발생된 농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967년 항공영상 1967년 대지 유형

[표 4-7] 구획정리 당시 부평동 583~7번지 일대 도시형태

자료 : 인천지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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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7번지의 가구별 길이는 [그림 4-7]과 같다. 편의를 위해 583~4

번지를 (1)번, 585~587번지를 (2)번 가구로 지칭하도록 한다.

실행된 가구의 길이와 택지로 계획되었다는 점 그리고 1967년 항공영

상에서 확인되는 실행된 정형 주택들을 고려하였을 때, 583~587번지 또

한 2열의 정형 주택지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표 4-8]의 1973년부터 2004년까지의 필지형태의 변화를 통해 

확인된다. 1973년, (1)번 가구에선 부정형 택지의 영역에서 부정형 필지

의 형태로 정리된 것이 나타났으며, (2)번 가구에선 부정형 택지가 대부

분이었으나, 좌측의 필지들은 정형의 필지구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81년, (1)번 가구의 나대지였던 대형필지가 정형의 택지로 

분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04년 필지형태를 보면(2)번 가구의 

부정형 필지는 더 세밀하게 분할되었다. 

이후 대상지 일대가 상업 중심지로 떠오르며 583~7번지 일대 또한 필

지의 변화를 겪는다. 일대 건축물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주택에서 상업

용도의 건축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2004, 2018년 필지 

형태의 변천과정에서 분할되어있던 2열의 정형 택지들의 합병이 활발히 

[그림 4-7] 부평동 583~7번지 가구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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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필지형태 1981년 필지형태

2004년 필지형태 2018년 필지형태

[표 4-8] 부평동 583~7번지 일대 필지형태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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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부정형 필지들은 비교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정

형 필지에서는 필지의 분할에서 합병의 과정으로, 과거 주거지가 존재했던 

부정형 필지에선 분할 과정만이 나타났다.

2018년 현재, 부평동 583~7번지 부정형 필지의 면적과 비율은 [표 

4-9]와 같다. (1)번가구의 경우 부정형 필지의 면적이 10.9%에 불과하

나, (2)번 가구의 경우 부정형 필지의 면적이 44.5%로 상당부분을 차지

한다.

부정형 필지의 배치의 경우 (1)번은 1개의 필지가 장변과 단변 모두에 

접하며, (2)번 필지의 경우 가구의 장변에만 접하며, 가구의 중심에 집중

적인 배치를 보인다. 이러한 필지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과거 주택지의 형

태와 현재까지의 필지의 변천과정 그리고 현재 건축물과 대지의 용도 현

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분 필지형태 총 면적
부정형 

필지 면적

부정형 필지 

면적 비율

(1) 2214.2m2 242.7m2 10.9%

(2) 3409.1m2 1519.0m2 44.5%

계 5622.3m2 394.6m2 31.3%

[표 4-9] 2018년 부평동 583~7번지 부정형 필지 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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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던 부정형 필지들

의 배치는 과거 존재한 부정형 택

지와 가구 형태의 영향을 받았다. 

(1)번 가구의 경우, 가구 우측하단

에만 존재한 부정형 택지와 사선의 

가로망이 현재의 필지 형태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번 

가구는 현재 가구와 장변에 중앙 

집중적적인 부정형 필지의 배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과거의 정형 주

택지의 배치와 사선의 가로망의 형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583~7번지 일대의 건축물은 현재 [표 4-10]과 같이 상업용도, 특히 

모텔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1990년대 중반 부평시장이 상업 중심지로

서 완전히 정착하고, 현재의 테마의 거리가 상업화가 이루어지며 시작하면

서 택지에서 상업용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건축물 배치의 경우, 부정형의 필지 내에 세밀한 과거의 택지들이 존재

하는 것이 아닌, 비교적 정형적인 대형 건물의 형태를 보인다. 이는 이들

이 1개 택지의 규모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필지

를 합병한 후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형 필지 위에 숙박업소로 

활용하기 위한 건물로 재건축이 진행하며 남은 자투리 필지들을 주차장으

로 활용되어 주차장 면적비율이 18%(1012.6m2)로 상당히 높게 형성되

었다.

[그림 4-8] 583~7번지 부정형 필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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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거 2열의 정형 택지들의 구축이 의도되었으나, 상업용도로의 변

천과정에서 과거의 주택과 부정형 필지의 존재가 영향을 미치긴 하였으나, 

활발한 합병과정을 통한 재건축으로 인해 건축물의 규모는 커지고 정형적

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맞추어 563~8번지는 부정형 필지 위, 가구의 중앙이나 장변에 규

모가 큰 숙박업종을 위한 건축물이 진입하며 남게되는 소규모 대지는 숙

박업소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상업화·현대화가 진행되었다.

건축물 용도 모텔과 주차장

[표 4-10] 2018년 부평동 583~7번지 일대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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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평동 199, 201번지

부평동 199, 201번지는 [표 4-11]과 같이 일제강점기 토지구획정리사

업이 일부분 시행된 구역이다. 해방 후 가장 먼저 시가화가 이루어진 구역

으로, 현재는 로드샵과 식당, 술집이 밀집한 상업 가로이다.

1947년 항공영상에서 이 일대는 대지의 구획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

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택지를 위한 기반이었다.73) 해방 이후 1967년 항

공 영상을 확인하면, 199번지에는 주택 규모보다는 큰 건물이, 201번지에 

도시형 한옥들이 진입한 것이 확인된다.

항공영상에서 확인되는 대형 건물은 현재는 사라진 부평극장인데, 이를 

통해 대상지가 시가지 형성 당시 이미 주거지가 아닌 상업용도로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다.

73) 제3장 2절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전개에서 설명하였다.

1947년 항공영상 1967년 항공영상

[표 4-11] 구획정리 당시 부평동 583~7번지 일대 도시형태

자료 : 인천지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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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번지 내 세분화된 가구들은 편의상 번호로 지칭하며, 199,201번지 

가구의 길이와 번호는 [그림 4-9]과 같다.

부평대로에 면한 199번지는 일반 주거지보다 큰 가구의 규모를 201번

지 또한 큰 규모의 가구 구획 후 세분화의 과정을 거쳤다. 이들 중 (2-5)

번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들과 달리 비정형의 가구 구획을 보여주는데, 

이는 47년도부터 존재하던 부평극장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된다.

필지의 변천과정의 경우 [표 4-12]과 같이 주로 합병과정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됬다. 1973년도 필지형태에서 199번지는 부평대로를 

방향은 세장형의 필지, 골목 안쪽은 정형의 필지형태를 가지고 있다. 67년

도 항공영상에서 199번지의 건물들은 3열의 배치를 보이나 이것이 반영 

[그림 4-9] 부평동 199,201번지 가구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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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세장형의 필지구획이 이루어진 것은 부평대로가 더 큰 위계를 

가진 상업가로로 성장할 것이라고 당시 인천시가 예상하고 환지처리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번지 가구 내 필지들은 비교적 건축물의 형태에 맞

추어 형성되었다.

1973년 필지형태 1981년 필지형태

2004년 필지형태 2018년 필지형태

[표 4-12] 부평동 199,201번지 일대 필지형태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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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의 변천과정을 거쳐 2018년 현재 199,201번지 내 변천과정

을 겪은 필지의 면적은 [표 4-18]과 같다. 199번지는 79.3%, 201번지

는 51.9%로, 두 번지 모두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표 4-14]와 같이 상점가 뒷골목에 면한 필지들은 부평극장이

구분 필지형태 총 면적 변천 필지 면적 변천 필지 비율

199번지 (1) 3806.5m2 3019.2m2 79.3%

201번지

(2-1) 1128.5m2 243.7m2 21.5%

(2-2) 1763.7m2 589.1m2 33.4%

(2-3) 1110.0m2 376.9m2 33.9%

(2-4) 1177.9m2 767.0m2 65.1%

(2-5) 3115.7m2 2336.8m2 75.0%

계 8295.9m2 4313.5m2 51.9%

[표 4-13] 2018년 부평동 119,201번지 변천 필지 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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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큰 요인을 가진 (2-5)번 가구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적은 필지변화

를 보인다. 

199번지의 경우, 79.3%라는 매우 높은 변천 필지비율을 보이며, 부평

대로변의 필지는 정형의 대형필지가, 내부 상점가에 면한 필지는 소규모의 

정형 필지가 형성된 것이 보인다.

이와같이 199,201번지는 시가화 당시부터 상업용도의 이용이 뚜렷한 

도시공간으로, 이에 대한 적응의 필지 변천과정이 뚜렷하게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는 부평대로와 내부 상점가, 뒷골목이라는 가로의 용도 위계가 뚜

렷하게 작동한 것으로, 일반적인 현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물 노후도 가로 이용 현황

[표 4-14] 2018년 부평동 199, 201번지 건축물 노후도 및 가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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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평동 211,212번지

부평동 211,212번지 일대는 일제강점기 당시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74) 

택지로서 조성된 구역으로75), 당시 공사를 통해 조성이 완료된 유일한 구

역이다. [표 4-15]와 같이 1947년 시점에 211번지에는 2열의 택지가, 

212번지에는 세장형 주택들이 4열로 매우 세밀하게 자리 잡은 것이 확인

된다. 

이 주택들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으나, 당시 공장 배후의 주거지로

서 계획된 구획정리지구와 인근에도 같은 시기 사택들이 조성된 바76), 본 

주택지들 또한 공장 노동자를 위한 사택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74) 해방 후에는 부평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75) 제3장 2절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전개에서 설명하였다. 
76) 부평역 남부 부평2동에 1939년 히로니카 상공의 사택 267호가 조성되고, 

육군 조병창 북부 산곡1동에 1941년 920호의 조병창 임대주택이 조성되었다.

1947년 항공영상 1967년 항공영상

[표 4-15] 구획정리 당시 부평동 583~7번지 일대 도시형태

자료 : 인천지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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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번지 내 가구들이 세분화된 관계로 편의상 번호로 지칭하며, 이

들의 번호 및 길이는 [그림4-10]과 같다. 

대상 번지 내 필지형태의 변천 과정은 [표 4-16]을 통해 알 수 있다. 

73년도 필지형태를 보면, (2-1,2,3)번 가구 내 필지형태가 누락된 것이 

확인되나, 1981년도에서는 이것이 반영되었다.

항공영상에서 각 가구내 주택의 규모는 유사하다. 그러나 1981년 각 가

구별 필지형태를 비교하면 (2-4,5,6)번 가구는 비교적 균일하게 구획된 

것에 비해 (2-1,2,3)번 가구는 주택규모에 비해 매우 세장형의 필지형태

로 분할되었다. 이때까지는 대형 필지의 분할과정이 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건축물과 소유주 관계에 대한 필지의 적응기로 판단된다.

[그림 4-10] 부평동 211, 212번지 가구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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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의 변천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은 1973년 당시 필지의 구획이 명확

하지 않아 73년 시점부터 시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211,212

번지의 경우 1973년이 아닌 필지형태가 명확해진 1981년을 시작 시기로 

설정하였다

1973년 필지형태 1981년 필지형태

2004년 필지형태 2018년 필지형태

[표 4-16] 부평동 211,212번지 일대 필지형태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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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지형태 총 면적 변천 필지 면적 변천 필지 비율

211번지

(1-1) 1170.3m2 277.1m2 23.6%

(1-2) 1133.3m2 185.1m2 16.3%

(1-3) 1235.8m2 0m2 0%

(1-4) 1104.9m2 146.3m2 13.2%

(1-5) 1120.3m2 201.3m2 17.9%

(1-6) 1221.9m2 222.5m2 18.2%

계 6986.5m2 1032.3m2 14.7%

212번지

(2-1) 1011.4m2 115.9m2 68.1%

(2-2) 864.2m2 0m2 0%

(2-3) 872.7m2 281.0m2 77.9%

(2-4) 912.9m2 89.2m2 46.2%

계 3751.2m2 486.1m2 12.9%

[표 4-17] 1981~2018년 부평동 211, 212번지 변천 필지 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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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이후부터 부평시장 일대의 상업화와 함께 211,212번지 일대 또

한 시장이 자리 잡기 시작하며 상업화를 통한 필지 분할·합병과정이 일

어나기 시작했다. 

필지 분할·합병과정은 211번지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로 

부평대로에 마주한 212번지에서 일어났다. 필지의 변천과정이 적극적으로 

발생한 212번지에서는 주로 가구의 단변, 즉 가로가 교차하는 점 인근에

서의 분할과정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가구 중심부에 위치한 필지들은 

변천과정이 발생하지 않아, 과거 택지을의 세장형의 필지형태 그대로 현대

화가 진행되었다.

211번지에서 변천과정이 발생한 필지는 (1-1,2,3)번에서는 주로 가구

의 장변과 단변 일부에서 (1-4,5,6)번 에서는 가구의 단변 인근에서 주

로 발생했다. 그러나 필지의 변천과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세장형 필

지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개발이 이루어져, 마찬가지로 과거 택지의 형태를 

유지한 현대화 과정을 겪었다.

[표 4-17]과 같이, 2018년 현재 211번지에서는 변천과정이 일어난 필

지의 면적비율은 14.7%에 불과 하나, 212번지에서는 58.4%의 높은 비율

을 보인다. 

이러한 변천 필지 면적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11,212번지 80년대 상업화를 거쳐 현재 [표 4-18]과 같이 대부분 면

적이 상업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 211번지 내부 가로에도 재래시장의 

영역이 존재했는데, 이 과정서 재래시장이 존재했던 211번지와 부평대로 

변에 면한 212번지 가로의 위계가 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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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밀한 택지로 개발된 211,212번지는 해방 이후 상업화의 과정을 

통해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211번지는 과거 2열의 택지에서 

재래시장의 상업화를 거쳐 현대에 이르렀고, 212번지는 세장형 열주택에

서 출발해 부평대로의 영향을 받아 현대에 도달한 것이다.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 중 가장 먼저 개발된 211,212번지는 대상지 내

에서 근대 도시계획의 도시형태가 현대에 적응하는 형태를 가장 집약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축물은 일제 강점기 

지어진 주택이나 현재 상가로 사용되고 있는 211-50,152번지와 세장형

의 필지 위에 7~8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카페로 사용되고 

있는 212-14번지이다.

건축물 노후도 가로 이용 현황

[표 4-18] 2018년 부평동 211, 212번지 건축물 노후도 및 가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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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번지내에는 흙벽과 목조로 만들어진 일본주택이 아직 몇몇 남

아있는데, 211-50,152번지는 과거부터 가게로 운영되온 대표 건물로 

[그림 4-11]과 같은 평면을 가지고 있다. 현 소유주에 따르면, 본 건물은 

단일 주택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운데 벽을 통해 나뉘어진 구조였다고 한

다. 본래 하나의 필지였으나 이후 건물이 나뉜 것에 따라 필지 또한 나누

어졌다.

과거에는 1층은 가게, 2층은 가정집으로 사용되었으나 건물이 노후화됨

에 따라 211-50번지는 2층을 창고로, 211-152번지는 2층을 전혀 사용

하지 않고 계단까지 철거를 하게 되었다. 또한 옆 건물과의 사이에는 과거

수돗가로 나갈 수 있는 쪽문이 있다. 이처럼 211-50,152번지는 필지와 

건물형태가 본래 형태로 남아있는 유형이다.

212-14번지는 세장형의 3층 건물로 계단이 [그림 4-12]와 같이 계단

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각 층을 반드시 통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

다. 이는 세장형의 필지에 맞추어 건물을 설계한 것으로 추측되나, 다른 

세장형 필지들은 여러 필지를 묶어 하나의 건물로 짓거나, 하나의 건물을 

짓되 여러 계단실을 가지는 것과 차이점을 가진다. 이처럼 독립된 세장형

의 건물과 내부에 계단이 있는 건물은 대상지 중에서도 212번지에만 존

재하며, 212번지 내에도 같은 유형으로 개발된 건물이 몇몇 더 존재한다. 



- 97 -

[그림 4-11] 부평동 211-50,152번지 건축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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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부평동 212-14번지 건축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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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절 연구의 종합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근대 도시계획이 시행된 부평 토지구획정

리사업지구(부평시장)을 도시계획사 관점에서 고찰하며, 부평시장의 도시

형태적 기반이 현대화과정에 적응해왔는지를 변천과정을 도시형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대상지는 일제강점기 부평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근대 

도시계획이 시행되었으나, 해방 후 주 용도가 변경되며 형태적 틀은 그대

로이나 본래 계획과 다른 기능과 더 큰 위상를 가지며 현대화 과정을 거

치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계획 당시의 대상지를 포함한 

부평일대 도시계획의 수립의도와 이후 위상변화를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

하고, 부평시장 내 도시조직이 어떠한 방식으로 현대화에 적응하였는지 필

지와 건축물 중심의 도시형태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부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도시계획 관점서 고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 전쟁물자 생산 목적을 위한 공업지구의 조성 필

요와 경성-인천 사이 지역의 지가상승을 막기 위한 경인시가지계획령이 

총 11개 도심, 일종의 위성도시 건설방식으로 계획됨을 파악했다. 이들 위

성도시는 경인철도변을 따라 도심을 배치하고 철도가 위치하지 않은 도시

는 경인운하를 함께 계획하는 등, 도시의 확장과 공업지구의 확보 그리고 

물자수송을 위한 산업기반시설까지 함께 고려한,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도

시계획이라는 것을 밝혔다. 

부평지구의 경우, 시가지계획령 중 유일하게 사업이 진행된 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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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 앞의 토지구획정리지구를 중심으로 공업지구, 주택지구가 둘러싼 

형태로 계획됨을 파악했다. 전쟁수행과 해방의 영향으로 과거 부평의 중심

지였던 갈산지역과 부평역을 연결하는 대로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구역만이

개발이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현재 뚜렷하게 남아있는 로터리와 방사형의 

도시형태가 일제강점기 때 계획되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임을 밝혔다. 이

러한 형태에는 부평역 남부에는 자연지세로 인해 도시개발이 어려웠고, 부

평역 북부에는 넓은 평야와 갈산과 연결되는 대로가 존재해 입지가 용이

했음을 파악했다.

해방 이후 인천은 구도심과 부평, 도심-부도심의 위상을 가졌는데, 부

평일대의 경우 일제강점기부터 공업지구로 계획되었던 것이 수출공단 조

성을 목적으로 했던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맞물려 공업도시로 성장·계획

되었음을 밝혔다.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의 경우, 육군 조병창에 주둔한 

미군부대와 확산된 주거지의 영향으로 시장이 자리잡으며 생활상권 중심

지로 대두되었음을 파악했다.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인천의 도시구조는 구도심,부평에서 구월,송도,청

라,영종 등 계속해서 다원화되었으며, 계속된 인구유출이 발생한 구도심에 

비해 서울과 인접한 부평은 역세권으로 성장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보임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부평시장 일대는 인천 북부의 상업 중심지

로 성장하나, 도시구조의 다원화 속에서 쇠퇴기를 맞이하고 분화과정에 있

음을 파악했다. 

 부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 완료 시점부터 현재까지 부평시장이 

현대화에 적응해온 변천과정의 도시형태학 분석과 결과는 [표 5-1]과 같

다. 분석 결과를 활용해 발생유형이 같고 가구구획이 유사한 360번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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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7번지간 그리고 199,201번지와 211,212번지간를 각각 비교하여 도

시형태 변천과정과 현재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해방 이후 형성된 자연발생적 주거지 위에 구획정리가 시행된 360번지

의 경우 초기에는 원 도시형태를 따라가지 못한 정형적 필지형태를 보유

했다. 그러나 이후 변천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인 필지 분할을 보여주며 기

존 주거지의 부정형적인 형태로 변화했다. 사업 이전부터 존재했던 주거지

였던 583-7번지 또한 정형의 필지구획을 보여주었으나 매우 활발한 필지 

구분 360번지 583-7번지 199,201번지 211,212번지

발생유형 자연발생 자연발생 구획정리 구획정리

부정형 

필지 비율
41.2% 31.3% X X

변천 필지

비율
91.2% 74.1%

199번지: 79.3%

201번지: 51.9%

212번지: 12.9%

211번지: 14.7%

주 

변천유형

분할

정형 > 부정형

분할

부정형 > 부정형

합병

세장형 > 정형

합병

세장형　> 정형

가로 용도 재래시장 모텔촌 상점가 상점가

건축물 

용도

상업/주거

(다른건물)
상업(모텔) 상업

상업/주거 혼용

(같은건물)

재건축 

평균 시기
80년대 90~00년대 80~90년대 80년대

현재 주

필지 유형
부정형 부정형 정형 세장형

[표 5-1] 분석결과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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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활동을 통해 부정형적 필지형태가 되었다. 이는 구획정리를 통해 부정

형의 도시공간을 정비하고자 했던 의도가 발현되지 않고 기존의 부정형적 

도시형태에 필지가 적응한 것이다. 

그러나 360번지와 583~7번지의 적응과정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360번

지의 경우, 가구 중심에 기존의 노후화된 도시형 한옥이 남아있고 외곽의 

필지들에는 새 건축물들이 진입하며 상업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360

번지 일대 가로가 재래시장으로 활용되며 규모가 큰 건축물의 건축 필요

성이 낮았고, 변천과정이 활발하던 19870~90년대에는 기존 주택이 비교

적 주거에 양호한 상태였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개발가치가 낮아 노후한 

주택이 개발되지 않은 채 남고, 외곽 건물만 재래시장 상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583~7번지는 대부분의 이전 건축물이 철거되고 모텔로 활용되는 

대형 건축물들이 들어서며, 부정형 필지로 인해 발생된 자투리 필지은 모

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이 일대가 1910년도부터 확인되는 주

거지였기 때문에, 이 일대 변천과정이 적극적으로 일어났던 1990년대에는 

재건축의 필요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다. 또한 이 구역은 상업용도이나 시

장이 아닌 시장 배후 주거지로서 비교적 큰 규모의 재건축, 재개발이 용이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201번지의 경우, 일제강점기 때 일부 구역만 사업이 시행되고 해방 

후 완전히 시가화가 이루어진 구역이다. 이 구역은 해방 직후부터 상업용

도의 공간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측되며 변천과정이 매우 적극적으로 일어

났다. 특히나 부평대로변에 면한 199번지와 부평극장 위치의 필지에서 적

극적으로 발생했다. 이 과정을 통해 세장형에서 정형의 필지형태를 갖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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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211,212번지의 경우 일제강점기 사업이 완전히 시행된, 당시 세장형의 

줄사택과 정형의 주택이 조밀하게 입지했던 구역이다. 이의 영향을 받아 

구획정리 이후에도 매우 세장형의 필지형태를 띄었다. 그러나 이 구역의 

경우 필지의 변천과정이 매우 낮게 나타나며 과거의 필지형태를 현재까지 

유지한 채 현대화과정을 거쳤다.

마찬가지로 199,201번지와 211,212번지에는 가시적인 도시형태 변천

과정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199, 201번지의 경우 형성시기부터 상업지구

로 활용된 구역이었으며 211,212번지에 비해 비교적 정형의 필지형태를 

보유했다. 이에 상업화가 고도화 되며 현대화 과정을 거치던 시기 부평시

장 중에서도 중심지로 떠오르며 개발이 활발하며 도시형태 변천 또한 활

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재에도 메이커 로드샵과 식당이 자리잡은 

활발한 상점가로 이용되고 있다.

반면 211, 212번지는 비교적 초기, 60년대에 상업지구로 자리잡으며 

용도의 변화를 맞이했다. 당시 시장의 유형을 고려했을 때, 이 구역 또한 

당시에는 필지의 합병을 통해 더 큰 규모의 단일 건축물 신축의 필요성이 

낮았을 것이다. 따라서 세장형의 주택형태와 필지형태를 유지한 채 재건축

을 통한 현대화 과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에 이르렀다. 현재에는 노후화된 

건축물과 부평시장 상권의 축소로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었으나 구청차원

에서의 시장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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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는 지금까지 미비했던 부평지역의 도시사를 형태적 관점에서 조

명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연구가 미비한 일제강점기 부평지역 도시계획

과 도시형태의 변천과정의 고찰을 통해 인천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를 도

시설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형태적 특성과 기반 요소의 중요성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아직 일제강점기 도시역사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며 특히 토지구획정

리지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일제강점기 후반, 도시개발의 핵심 

장치였던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해방 이후 시가지계획령을 수용하는 과정

에서 사업을 그대로 도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일제강점기와 60,70년대 진

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가구규모 외에 뚜렷한 형태적 유사성을 가지지

는 않으나, 본 연구를 통해 아직 우리나라 곳곳에 존재하는 일제강점기 도

시계획의 흔적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연구의 한계로서 첫째, 대상지를 설명해주는 일제강점기 자료들이 명확

하지 않아 일부 유추에 의존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부평 토지구획

정리지구는 일제강점기 계획되었으나, 이의 설계의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

는 자료는 경인시가지계획령 결정안의 설명이 전부이다. 이 외에 의도나 

규격등을 설명하는 1차 자료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상지에 대한 충

분하고 구체적인 도시형태적 해석을 진행할 수 없었다.

두 번째로는 4장에서의 분석과정이 부평시장내 상업구역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다른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부

평 토지구획정리지구는 주거지로 계획된 이후 도시가 확장하며 상업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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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용도가 변하였으나, 일부 지역들은 주거지로 남아 다세대다가구 및 

나홀로아파트가 진입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에대한 형태적 분석이 미비하여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 전체에 대한 형태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는 계획 수립 이후 약 80여년이 흘렀

음에도 중요한 도시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부평지역의 도시확장과 분화

가 정체된 현 상황에서 부평지역은 더 먼 미래에도 일대에서 중요한 위상

을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른지역의 과거 도심지들 또한 마찬

가지이나 이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최근 낙후된 도시공간에 대

한 재생방안과 관리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도시형태 연구는 이러한 도시설

계 실무분야에 실증 기초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는 연구로, 앞으로 여러 도

시공간에 대한 도시형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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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Morphological Study on Changing Process 

of Bupyeong Land Readjustment Project 

Area, Incheo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or : Zoh, Kyung jin

―――――――――――――――――――――――――――――――――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sovereignty of the 

nation was taken away by Japan, but also modern urban planning 

was initiated on the urban space and law.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planning that the traces of the plan are physically left in the 

urban space, it exists as a basic urban system untill now. 

Especially, Bupyeong land readjustment district that located at 

Bupyeong-station of Incheon line 1 designed in 1940s and 

distinctly show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like rotary or radial 

shape streets. After that, in process of urban expansion, this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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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k a role as center of Bupyeong-gu. Presents, the site became 

central commercial district with rotary as the center that include 

traditional market, amusement spot, main street, underground 

shopping area, etc. So this study proceed the research to clarify 

how the morphological basis of Bupyeong land readjustment 

district was adapted during the mordernization. the contents and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igure out the background and intetion of Bupyeong land 

readjustment district that design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rough literature data research. Gyeongin(seoul-incheon) 

city plan was national policy for war performance that secure the 

industrial satellite city site. The major districts in the plan 

included the industrial district and guess the postion for 

transportation of supplies had an effect like Gyeogin-railroad, 

Gyeongin-canal and port. Bupyeong land readjustment district was 

the only one that the construction started, and planned to dwelling 

district behind manufacture district. In case of Bupyeong district, it 

judged that selected one of Gyeogin city plan district becaused of 

Gyeongin-railroad and factories were existed before the plan, 

Especially, Bupyeong district was the only case that had land 

readjustment district, because of the plan want that the center of 

district to be developed by improvement of diverse land use. also 

an urban district was developed in undeveloped land, ty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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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ical characteristic was transplanted like rotary and radial 

street system.

Second, I grasped the phase change of the Bupyeong land 
readjustment district after independence. Bupyeong land 
readjustment district that started in japanese colonial period but 
makes little progress in construction was succeed to government 
after independence, and operated as central position of Bupyeong 
urban exoansion projects. it is considered that the government of 
1960s who needs industrial districts for economic development 
plan has a stake in the urban plan of Bupyeong district before. 
And the Bupyeong Export Industrial Corporation and 
Gyeongin-Expressway was built around the same time. From this 
period, Bupyeong land readjustment district was operated as 
commercial center of Bupyeong-gu, but now in the period of 
diversification of incheon, it faced declinde phase and became to 
district that has various commercial space like traditional maket 
or main street,

Third, figure out the adaptation process to modernization of the 
Bupyeong land readjustment district, which was planned to be a 
residential area to changed into a commercial area, focused in 
changing process of plot and building by select 4 area. In case of 
plots, the plots shape in early stage had a lasting effect. Plot 
shape of each area in early stage that elongated, orthope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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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terminate form are still exist as a shape characteristic. The 
factors that cause changing of plots were different at each area, 
but case of the changing process and type, the factor that 
whether area is actively being used as a commercial site was 
operate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mplement the 
lack of research on urban planni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urban history of the Incheon Bupyeong area was 
illuminated from a formal point of view. Also by examined the 
adaptation process of urban space in Bupyeong district through 
the morphological analysis of the changing process of urban 
fabric, have identified the role and coordination of infrastructure 
elements in the process of urban transformation.

Keywords: Modern urban planning, Urban morphology, Urban 

history, Japanese colonial ear, Bup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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