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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으I CBD設定과 caD의 變選過程*

---地價를 指樓로 하여---

南

I. 序 論

榮 佑

都市化 現象이 世界的으로 급속히 進展됨에 따라서 都市에 關한 隔究가 重훨性을 더하거f

되어 地理學 뿐만 아니라 社會科學 여러 分野에서도 都市를 主題로 하는 隔究가 活撥하게

進行되고 있다.

都市는 社會的 •經濟的 • 文化的 機能의 中心이 되는 곳으로(Murphy . 1954 : 349'"'-'362)

都市의 核心이라고 할 수 있는 都心地는 高層建緣이 密集하고 步行者와 自動車交通의 中心

地블 이룰 뿐만 아니라 各種 業務機關과 高級小賣商이 集中， 都市의 最高地價를 形成하게

된다. 이와같은 都心部를 都市地理學에서는 中心業務地區 (CBD : Centr;;tlBui:\iness Distric:t),

흑은 都心地域 (Central Area)이 라고 부르며 , 또한 Central Traffic District, Central Cornm.

ercial District, Downtown Business District 等의 用語로도 불리운다(Mayer， Kahn.. 1959 :

418). 이러한 用語들은 CBD가 周邊地域에 對하여 中心機能을 提供한다는 歸納的 意味를

지니고 있다.

本 맑究는 首都 서울의 CBD範圍를 設定하여 그 範圍內에 地價中心性의 配分이 特定의

階層을 이루고 있음을 確認하고， CBD 範圍의 時間的 變遭過程을 알아 보는데 目的이 있다

中心機能地域의 劃定을 寫한 地價分析資料로서는 韓國盤定院의 全國士地時價調훌表를 利

用하였다. 일반적오로 地價調훌表는 鍵定價(appraised ralue)와 課鏡價(assessed value)의

두가지가 있는데， 鍵定價는 比較的 土地市場에서 形成되는 價格과 類似直인데 비해， 課짧

價는 脫金을 徵收키 寫한 目的下에 定해진 價橋￡로(Mayer， Kahn , 1959: 424"-'426) 市場

形成價와는 많은 差異를 보인다. 따라서 地價分析에 鍵定價를 使用하는 것이 보다 實情에

符合하다고 생각된다.

地價의 算出方法이 各 都市마다 혹은 時代마다 반드시 同-하지는 않으나， 어느 한 時點

에서 同一한 方法오로 算出된 어떤 特定都市의 地價인 경우라면 別 理施가 없을 것이며，

더우기 地價表의 信繹度가 保障되는 限 地價는 OBD設定을 德한 하나의 接近方法으로 適

* 本 빠究는 地價를 指標로 qm를 設定한 試論的 Jitf究이 며 , CBDI쳐의 地價分布類型을 分析하기 f홉

한 基鍵fF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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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할 것이다. CBD의 設定方法이 아직 標準化되지 못하였기 째문에 (F이ey， Breese, 1951:

..348,,-,353) 學者에 따라 方法융 달리하고 있으묘로 어 느 方法이 最適하다고 斷言할 수는 없

으나， 本 돼究에서는 C.M. Downe의 갱규究方法을 ￥IJ用하였다.

地價를 指標로 하는 valuation method는 野外調훌가 必훨하지 않겠<:>나， 모든 地價가 洞

單位別 等級地(1)에 基魔하고 있으묘루 小區域(lot)을 確認하기 寫하여 現地짧훌도 拉行하

였다.

II. 地價떼 依한 CBD設定

1. CBD 設定의 基準

CBD의 範圍를 設定하기 寫한 基準과 方法은 學者마다 相異하다. 그중에서 市街地의 書

夜間 A口 ;移動의 比率료 設定하는 方法(Kant . 1962), 中心的 業務設備의 立面形態로서 決

定하는 것 (Murphy, Vance , 1954: 189"-'222), 電話加入者數와 A 口를 基鍵료 中心性을 구

하여 範圍를 設定한 것 (2) (王永斗， 1971: 205"-'223), 都市機能을 選定하여 測定된 中心뾰으

록 그 限界를 設定한 것(朴英漢， 1973: 51"-'62) , 地價와 土地利用의 兩面에서 考察한 것

(森川洋外， 1967: 187"-'192), 그리고 以上의 方法과 道路網， 洞別 行政區域境界 및 地形

等을 짧合하여 設定한 것(노융휘 , 권태준， 1971: 26"-'58)이 있오며 , 그밖에도 國內外 多數

의 昭究가 있다.

前述한 Dow:rie은 valuation method록 美國 Worcester 市의 地價가 300麗 (3) 以上 되는 區

域(lot)을 CBD록 看做하였오며 , 이는 最高地價의 5%에 該當된다(Murphy， 1974 : 349"-'

351) . 이것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式오록 나타낼 수 있다.

즉， CAl=용-0.05일때 ,

CAl늘0이 면 CBD有資橋區域

CAl<O이 면 CBD無資格區域

但. CAl: Central area index.

P : Peak land value.

D : District land value.

일반적으로 地價를 鍵定할 때 , 調훌區域單位를 하나의 블럭오로 하는 경우와 小區域(lot)

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 이는 모두 該當區域에서 最高地價를 보이는 front-foot value를

(1) 韓國鍵定院의 地價調호表는 各 地域을 商業地帶， 住걱E地帶 等으로 區分하고， 이 를 다시 上， 中，

下로 等級을 나누어 舞定한다.

(2) W. Christaller가 電話連結數가 아닌 價電接觸數를 便用한 方法과는 약간 相異하다.

(3) 이 地價는 1950年代의 견i행地價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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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味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街路網과 接하고 있는 臨界地가 그 後面部보다 商

業的 價{直가 높기 때문이 다(臨田武光， 1976 : 85) . 우리 나라의 경우도이 와 마찬가지 原理이

긴 하나 調뿔區域單位를 洞別 單位료 한다는 點과， 歐美에서는 土地單價 (unit land value)

를 街路와 面한 臨界地에서 通常 100피트 길이효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ftP으로 하는 點

이 相異하다.

우리나라 都市의 경 우， 西歐的 意味의 CBD 設定은 상당한 無理가 따플 것이 據見되묘흑

〈南榮佑， 1975: 54) Downe의 地價 5%線을 그대로 適用한 것과 他 빠究에서 設定된 CBD

의 範圍를 參照하여 筆者가 決定한 地價 8%線을 比較하여 이것의 쭉當f生 與否를 檢證하기

로 한다. 그리고 CBD에 包含시키는 附隨的인 4個와 基準을 마련하었다‘ 즉， CD CBD 設定

을 寫하여 使用된 資料는 f均地價로 하되， 住E겉地帶의 地價기- 없고 商業地帶의 地價만 있

는 경우는 그 地價만을 使用한다.@ 下等級의 地價가 없고 最高地價만 있는 경우는 그 地

價만을 使用한다.® 前提한 基準{直(地價 5%나 8%)를 滿足시키지 못하여도 그 周圍를 滿

足시 키 는 地域ξ로 둘러 싸여 있을 때 CBD의 一部후 한다.@ 有賢格區j或이 라도 土地퍼有

形態가 전혀 없는 森林地帶나 遺棄된 空地료서 CBD에 包含시키기에는 不合理한 區域 (4)과

以上의 條件을 滿足시켜도 連續性이 없으면 無資格區域으로 한다.

2. CBD의 設定

地價調훌表에 따르기 寫하여 CBD의 設定은 法定洞別로 區分하여 調훌하였으며， 이와같

은 洞別 法定區域δ1 行政區域을 對象으로 하는 것보다 仔細하여 IE確을 기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림 1J 에 서 보는 바와 같이 地價 5%線 o 로 設定된 CBD의 範圍는 北오로 世宗路， 桂

洞， 짧西洞을 거처 薰井洞과 짧南洞에 이르는 地域과 南ξ로는 東子洞， 挑洞1街에서 南山

洞， 鍵字洞， 筆洞을 지나 뚫井洞과 雙林洞에 이르는 範圍가 된다. 한펀 西로는 新門路 2街

貞洞， 忠、武路l街와 義州 1 • 2街에 이 르고， 東으로는 鍾路 6街， 昌信洞 및 ζ支路 7街를 그

境界로 한다. 따라서 地價 5%線에 依하여 設定된 CBD의 法定洞은 모두 125洞에 달하는데

이 範圍는 非都心機能이 散在하고 있는 地域이 많아 상당히 不合理한 境界라고 생 각된다. (5)

다음으로 地價 8%線 (6) 에 依한 CBD의 範圍블 考察해 보면， CBD의 南部는 地價 5%線

(4) Murphy와 Vance, Jr.는 그들의 짧究언 rDelimiting the CBDJ에 서 永久居住地域， 公園， 大學街

各種훌業輝設， 都賣地域，gt:地， 용庫， 鐵道와 積換地 等을 非都心地域으로 規定하였다.

(5) 餘他의 쩌究에서 홉j定된 CBD와 比較해 볼 째 , 地價 5%線에 依하여 設定된 CBD의 範圍는 서

울의 경우 不合理하다.
.(6) 地價 8%의 限界f直는 最高地價에 對한 것이고 總對的언 數f直가 아니며， 試行錯짧를 通하여 決

定된 것으로 他 昭究와의 比較로서 쫓當性을 찾았다. Murphy와 Vance, Jr.의 中心業務指數法

(Central Business Index Method)에 셔 中心業務用建物의 容積率 (CBHI : Central Business Height
Index)을 1以上， 中心業務集積率(CBn : Central Business Intensity Index)을 50% 以上의 數f直

를 가져 야 CBD의 有寶格區域으로 看做한 것도 이와같은 trial-and-error method였다. Murphy
(1974 : 357) 의 뼈註를 參照、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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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地價 5%線과 地價 8%線의 範圍比較

A: 地價 8%線의 範圍 ~B : 地價 5%線의 範圍

C : Geographic center of CBD. D: Peak land-value intersection.
(點線은 地價 5%線의 範圍에 包含시킬수 있는 地域)

의 CBD와 比較해 볼 때 , 地形的 制約 o 로 因하여 큰 差異가 없으나， CBD의 北部는 中央

廳、一帶와 桂洞， 행西洞， 雲펌洞-帶가 包含되지 않는다. 그리고 薰井洞과 행南洞一帶와 忠

除外되고，信洞과 昌信洞이 역시 除外되며， 西部에서는 忠正路1街， 義f、['I路1 · 2街， 뽀읍洞이

東南部에 서는 光熙洞1 · 2衛와 雙忠洞l街가 包含되 지 않게 된다. 또한 壽松洞과 같은

設定基準에 未達되는 洞이지만 CBD 設定의 基準中에서 세번째에 해당되묘로 CBD에

_v_ 。

;ζ「二r

包含

陽CAl의 값이

시켰다. 반면에 新設洞， 明倫洞2街 等과 같야 CBD 有資格洞이 긴 하나， 連續↑生 01 없ξ면

CBD에 서 除外시 킨다는 CBD 設定의 基準에 의 거 하여 CBD에 包含시 키 지 않았다. 따라서

地價 8%線에 依하여 設定된 法定洞은 모두 84個洞으료 前者의 5%線과는 커 다란 差異를

갖는다(그림 1參照) . 王흉§幹線道路의 地價斷面圖〔그럼 2J에 서 地價의 遭急點을 보아도 CBD

의 範圍가 地價 8%線의 境界와 거의 一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rCBD의 設定基

D
準」에서 밝힌 CAl의 公式은 CAl= P -0.08로 修正되어 表示된다. 01 때

(+)의 값을 가지면 CBD 有資格區域이 며 ， 陰(-)의 값을 가지면 無資格區域인 것이다.



- 97-"-

j띠 f껄

얀원

30。 @

10。

l
』

「

@--
l

」

@-
-
-
-
」

@-

200

w.r:

。 I km

〔그림 2J 主훨路線別 地價斷面圖(1974)

@ 南大門路2街 @ 鍾路1， 2街 @ 鍾路4街 @ 南용洞 • 會賢洞 @ 堅志洞 @ 世宗路 •
新門路1街 @ 鍾路3街 @ 新門路2街 @ 鍾路5街 @ 鍾路6街 @ 昌信洞 @ 東子洞

이 와같은 方法i로 設定된 CBD를 相異한 指標와 方法에 依하여 얻 어진 CBD와 比較해

볼 때， (그림 3J 에 서 보는 바와 같이 電話連結數를 基隨록 하여 設定된 王永斗의 CBD와

는 커 다란 差異가 있으나 (7) 그밖에 朴英漢과 盧隆熙의 CBD와는 差異가 적 다. 다만 僅少한

差異를 보이는 理由는 대체로 本鎬와 昭究時期가 相異하다는 點과 朴英漢의 CBD가 法定洞

이 아닌 行政洞에 基隨하였고， 盧隆熙의 CBD는 主몇幹線道路릎 따라 範圍를 設定한 탓ζL

로 풀이된다. 특히 많은 差異를 보이는 곳은 薰井洞， 仁義洞과 運池洞 地域인데， 이곳에는

古宮인 宗顧와 各級學校의 數地가 넓은 面積을 차지하고 있는 都心性이 比較的 낮은 곳이

묘로 除外시킨 것야 종當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서는 CBD의 境界가 하나의 線우록表

示되었오나 CBD의 周邊部는 機能面이나 土地利用面에서 볼 때 漸移性을 따게 되묘로 그

境界는 帶狀으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CBD으l 地價階層

地;域構造를 把握하기 寫해서는 各種 立地類걷낌이 어떠한 空間組織 속에 配列되어 , 있는가

(7) 그는 電話 以外에도 地價블 指標로 中心機能地域을 劃定하여 그의 짧究方法上의 쫓當뾰을 檢證

하었다. 따라서 그림 3의 王永斗 CBD는 兩者의 範圍를 練合하여 修正 圖示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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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J 各 CBD의 比較

A: 남영우 CBD B: 박영한 CBD C: 노융회 CBD D: 왕영 두 CBD

를 究明하여야 된q(Preston . 1971 : 140"'-'142)고 하였다. 그러나 本 船究는 CBD의 地價階

層의 組織 만을 分類하는데 그쳤다.

地價階層을 分類하기 흉하여 CBD의 洞뤘Ij 平均地價를 료그 그라프上에 )1닮位대루 配列하

였다. 모두 63個의 CBD洞을 選定한 結果， c그림 4J 에 셔 CBD 內部는 대체로 3個 정도의

斷總된 階層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空間上에 配列시켜 보면 〔그림 5J와 같이 高次의

地區를 中心A로 周邊部루 갈 수록 地價가 낮아진다.

〔그렴 4J의 A地域과 B地域， 그리고 C地域으로 區分된 것은， 最高位階層인 核心地帶(hard

core zone)와 그 다음의 2次的 l뽑層인 中間地帶(middle zone) , 그려고 第3位階層을 이루는

周適地帶(periphery zone)로 區分된다. 셔윷의 경우， 核心地帶의 平均地價는 最高地價의

40%線， 中間地帶는 約 20%線， 周邊地帶는 20% 未滿의 地價線오로 나다나나 이 러 한 百分

率數{直가 절대적이 아님은 물론이다. c그린 5J에서는 地價의 漸落現象이 잘나타나 있지 않

오나 어느 都市이먼지 그 都市內部에 最高地價點。1 存if하고 이곳을 中心으로 地價는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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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4J CBD地域의 地價階層

落f煩向을 보이는 것이 일만적 現象이다. 最高地價點(8l이 單核的이 아니고풀以上의 多核을

가진 大都市인 경우에는 2次的 最I휩地價點 (the secondary peaks) , 3次的 最高地價點 (the

third peaks) 等으로 나타난다. 그려나 이러한 各 階次의 最高地價點은 결코 固定的인 것이

아니다. 서울의 最高地價點이 南大門路2街에 나타나고 있으나， 2次的 最高地價點은 鍾路通

에 斷總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最近 서련동， 무교동과 다동 ~帶에 行해진 都市再關

最高地發事業으로 地價가 急上昇하여 가까운 將來에 1次的 最高地價點과 鍾路通의 2次的

價點이 連結되어질 것으로 展뿔된다.

hundred percent

이려‘

(8) 最高地價點은 peak land value intersection , hundred
location이 라고도 불리운다 (Northam. 1975: 199).
Nelson, R. , 1969, “Land Values in he United States," Urban Laηd， Vol. 28, No.2에 서

한 用語의 흉味는 喪失되어 간다고 하였다.

혹은percent corner



~ 100-

O I km

〔그립 5) 地價로 본 ，CBD의 階慣區分

Hard core zone

Middle .:one

Periphery zone

1.

III. CBD으| 變選過程과 發展方向

CBD으l 變選過程

그리고 1974年의CBD範圍의 變選過程을 알아보기 寫하여 1964年과 [1969年， 5年間隔오

光

것을

록 地價 8%線에 依한 範圍를 設定하여 比較해 보았다. 1964年이 最高地價 50萬원에 대하

여 8%에 해당하는 地價가 4萬원이고， 1969年이 最高地價 180萬원에 대하여i 約 14萬원이

되 며 , 1974年은 最高地價 280萬에 대 하여 約 22萬원이 된 다.

이와갚δ1 5年單位료 CBD를 比較하면 〔그렴 6J과 같다. 대체적으르; 觀觀할 때， 1964年에

서 1969年 사이에는 據張되었우냐， 19.69年과 1974年을 比較하면 部分的요르 縮小된

알 수 있다. 먼저 1964年과 1969年 間에 據張된 地域은 北西部의 경우 孝子洞， 體府洞， 社

鍵洞 -帶와 略洞이며， 中北部는 짧西洞， 桂洞 및 益善洞이고， 東部와 南部는 孝健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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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6J CBD範圍의 時代的 變選

縮小된 地域을 보

變忠洞

時系列료 檢討

그러 나 1972年의 緣計資料블 使用한 朴英漢의 뤘￥究0973

減少個가 큰싫和洞과

다음오로 1969年과 1974年 間에

〔表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969年과 1974年의 比較에서

1 • 2街 및 孝子洞 等은 停帶地域으료 看做되 나 機能에 依한 都心{生 펴JJ定을

熙洞， 雙忠、洞 :및 忠武路 一帶가 된다.

면 〔表 1]과 같다.

해 보기 前에는 斷言하커 어렵다.

一 0. 18의 매우 낮은 中心性을 보여 위의 事實-1. 16, 孝子洞이: 53!"J54)에 서는 雙忠、洞。1

을 뒷받침하고 있다.

周邊部

2. CBD으| 發展方向

CBD의 짧展方向을 據想한다는 것은 어 려 운 일이 아닐 것이 다. 왜 냐하면 CB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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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J CBD에 서 除外된 洞의 地價率 減少f直

1. 4

2.9
1. 7

2.3
5.7*
5.2*
1. 7
4.3
2.9
3.5

1 1 969年 )19解 l減少順名

洞

洞

熙、 洞 1街

/I 2 /1

忠 洞 1ν

/I 2 /1

武 路 5 /1

館 洞

井 洞

字 洞

西

洞

싸
犯桂

光

&용

忠
藝

壘

醫

11969年 ) 19解 l減少뼈 II名

孝 子 洞

릅 成 洞

通 仁 洞

通 義 洞

體 府 洞

社 樓 洞

젠 和 洞

義 J‘1'\ 路 1街

/I 2 /1

泰 洞 211

洞

쫓쩔

註 : 數f直는 最高地價에 對한 百分率업.

’km

옳、
‘、“、\

。

® 갔!和洞 • 義州路 方面@光熙洞方面

〔그림 7J CBD의 發展方向

@ 昌信洞方面 @ 新堂洞 方面

(힘線部分은 f훌황}地 表示입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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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地價가 낮은 地域으로 中心業務의 立地가 決定되는 것이 -般的언 現象이기 때운에 CBD

周邊部의 큰 地價遭急、點(turning point)을 찾으면 된다. 따라서 서울의 CBD의 發展方向은

東部의 昌信洞 方面과 東南部의 光熙洞， 新堂洞이 이에 屬하며， 西部의 씬和洞 方面도 多

少의 據張이 據想된다. 이러한 據想은 地價의 分布狀態 뿐만 아니라 地形的 훨因과 鐵道，

積換地， 公園 等과 같은 非都心的 훨因을 考慮한 것이다(註 4參照、) . 특히 南北의 山地는

서울의 CBD를 타원형으로 發達시켰i며， 장차도 이와같은 形態에 큰 變動이 없을 것으후

展뿔된다. 또한 南西部의 東子洞과 萬里洞 方面은 鐵道와 積換地가 있어 이 方面으로의

CBD 據張은 都市再開驚을 前提록 하지 않는 限 크게 빼制될 것ξ로 展똘된다.

〔그런 7J에 서 화살표가 據想되는 CBD 據張地域인데 그밖에도 仁義洞， 運池洞 一帶로도

多少 據張될 것으로 展쫓된다. 그러나 〔그런 7J의 CD， @， @方面이 平面的 據大의 主方向이

될 것이다.

〔表 2J CBD 憐接地域의 地價落差 1974年

「落훌順 II名 |落差個 I) 洞i同

중 학 동-사간동 1. 3 효 제쓸동-연건동 2.5* 양 동-도동2가 3.5*

수 송 동-송현동 1. 2 종로 6가-충신동 6 1. 3 동 자 동-갈월동 1. 1
안 국 동-화동 2.0 을지로7가-신당동 6 1. 7 동 자 동-만리동1가 1. 4

제 동-가회동 2.7 을지로5가-광회 동1가 2.3* 서소둔동-순화동 3.2*

경 운 동-운니동 1. 3 쌍 링 동-장충동1가 1. 7 정 동-충정로1가 6 1. 3

돈 의 동-익선동 -ι[， 3 요 장 동-충우로5가 1. 4* 신문로2가-평동 6 1. 7

조 동-와룡동 3.0* 을지로4가-예관동 2.0* 신푼로2가-사직동 6 1. 7
종로 3가-봉익동 5.3* 충우로2가-주자동 3.5* 당주동내스|동 1. 4
종로 4가-인의 동 6.0* 남산동2가-예장동 6 1. 3

憐接洞의 地價
註 :0) 落差f直는 -C-BD洞희-빼홈로 換算된 것

@ 落差{直의 地價는 商業地帶의 最高地價이 며 ， 6표는 住E효地帶의 最高地價임

@*표는 CBD化가 讓想되 거 나， "1미 進展되 고 있는 地域엄

資料 : 韓國鍵定院， 全國主훨都市 地價指數表(1975)

IV. 結 論

本 冊究는 地價를 指標로 CBD의 範圍즐 設定하여 CBD 內의 地價階層이 나다남을 確認

하고， CBD의 範圍가 時間에 따라 變化한 過程을 分析하였오며 , CBD의 훌훌展方向을 展쏠

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C.M .Downe이 美國 Worcester市의 CBD롤 設定합 때 最高地價의 5%鍵..2..혹 範園

를 設定한 바 있으나， 이는 서울의 경우 不合理한 點이 料明되어 8%의 地價線요로 設定하

였다· 따라서 Central area index의 公式은 CAI=팔-0. 08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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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方法에 依하면 서울의 CBD는 84個洞이 이 에 包含되 며 , CBD의 形象은 地形的

制約을 특히 많이 받아 東西로 가로 놓인 타원형을 이룬다.

(3) 地價를 -種의 中心性으로 看做했을 때 , 그 配分은 特定의 階層을 이루어 最高位階

層인 核心地帶， :3ld立의 階j쩔인 中間地帶， 그리고 低位의 階層인 周遺地帶록 區分됨을 確認

할수 있다.

(4) CBD의 時代別 變選狀況을 알아 본 結果 1964年에 서 1969年 사이 에는 CBD가 據張

되었오나， 1969年과 1974年 사이에는 오히려 縮小되었다. 이것은 縮小된 洞의 地價下落을

풋하는 것이 아니고， 最高地價에 대한 相對的 比率이 작아졌음을 意味한다.

(5) 서울의 CBD의 f象想되는 鍵散方向은 東部의 릅{듭洞 方面과 東南部의 光熙洞， 新堂洞

方面이며， 西部의 쩍和洞 方面도 多少의 據張이 據想된다.

(師範大學 地理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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