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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지가 변동 분석을 통한 서울시 공간 구조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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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Changes of Station Influenc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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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199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 urban master plan for the efficient city 

management by introducing the central place structure with a multi-tiered hierarchy. In the plan, Seoul City 
uses the strategy of developing the station influence area around the urban railway, in order to form the central 
place structure, effectively. . Therefore, reviewing impacts of urban railway is the most fundamental study 
for understanding changes in the spatial structures of Seoul. In the study, we have analyzed the changes in the 
central place structure of Seoul City with the public land price changes in station influence area around the 
urban railway at each year of 2000, 2005, and 2010. As a result, we could easily recognize the changes in the 
hierarchical central place structure by analyzing the time-series changes of public land price in station influen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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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울시에서는 1990년부터 도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층적 위계를 갖는 중
심지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철도의 역세권에 중심지가 설정되도록 하는 전략
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철도 역세권의 변화에 대한 검토는 서울의 공간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
본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의 도시철도 역세권에 대한 2000년, 2005년, 2010년 3개년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화를 이용하여, 서울시 중심지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 역세
권 공시지가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중심지 위계의 변화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 역세권, 시계열 변화, 중심지, 도시기본계획,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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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계획에서는 도시 공간 내의 균형, 건강한 도시 성장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시의 공간구조를 계획한다. 서울과 같
이 다핵화된 대도시에서는 도시계획에서 다층적 위계를 갖는 
중심지 체계를 도입하여 도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Maeng et al., 2010).
서울시에서는 1990년에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2000년대를 
향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 서울
시는 활동 중심과 교통 연결점을 일치시켜 접근성을 보장하
고,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상위의 도시 공간을 구성하고, 역
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간을 형성하며, 전철망과 도로망이 상
호 보완하는 교통 구조를 갖는 유연한 다핵 구조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때 계획된 공간 구조가 1도심, 5부도심, 58지
구중심을 갖는 3단계 중심지 체계이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990). 1997년에 수립된 2011 서울도시기본계
획에서는 이전 3단계 체계를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
중심의 4단계 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3기 지
하철 132km와 환상형 간선 도로망 등을 계획하였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997). 2004년에는 각 중심지의 
영향권 및 적정 역할 분담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중심지 체
계의 일부를 개편하여 중심지 육성의 우선권을 부여한 2020
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6). 이 계획에서는 계획의 목표 과제 중 하나
로 광역 철도망과 서울시 중심지 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
여, 고속 전철, 광역 전철 등 광역 철도 결점점의 부도심 기능 
강화와 도시 철도 역세권에 중심지를 설정하여 대중 교통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에서 중심지 체계는 도시 철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
문에, 도시 철도 역과 도시 철도망에 의한 공간 구조의 형성에 
대한 검토는 서울시의 공간 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
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Jeong and Moon(2014)는 서울시 공간 구조가 지역의 특성
을 반영하고 있는 지를 실증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2030 서울플랜의 3도심의 설정은 유동 인구와 
통근-통학 O-D가 잘 반영되어 있으나 7 광역 중심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Kim et al.(2008)은 1km 격자 
단위로 중심성 지수를 산출하여 2000년과 2005년의 대전시 
중심지 위계 변화를 추출하고,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 상의 
다핵 공간 체계 형성을 위해서는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의 하
나로 Kim(2010)은 부도심으로 설정된 왕십리의 역세권이 침

체해 있어 부도심의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유동 인구 등이 유
사 역세권에 비해 부족한 현상을 이용하여 논증하였다. Oh et 
al.(2011)은 행정동 단위의 고용 밀도 z-score를 산출하여 6대 
광역시에서 부도심의 성장 추이를 분석하고 일부 도심 기능
이 부족한 부도심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발전 방향이 제시되
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
서는 도시의 공간 구조를 행정 구역이나 일정 격자와 같이 면
으로 분할하여 파악하거나 특정 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서울시와 같이 도시 철
도가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에 주된 역할을 하도록 계획된 도
시에서는 도시 철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공간 구조를 파
악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한편, 인구, 고용 지수, 지가, 접근성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
하여 도시의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Páez and Scott, 2005). 여러 변수 중 지가는 정보 획득이 필
지 단위로 세부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Wen and Tao(2015), Ding and Zhao(2014)의 연구에
서 중심지 식별을 위한 변수로 사용되었다. 국내에서도 Jeong 
et al.(2009)는 지가가 도시 공간의 개발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공간의 중심지를 파악하는 중요
한 측정 지표로 지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연구 대상 기간 전체에 대한 데이터 확보 가능성 및 데이터
의 상세한 정도를 고려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역세권의 중심
성을 판단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공간 구조 변화를 파악하
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 철도 역의 역세권을 설정하고 2000
년, 2005년, 2010년 3개년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Z-score
를 구하여 각 역세권의 중심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서
울시에서 2020년 수립한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서울
시 중심지의 변화가 도시계획의 목표와 부합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2. 서울시 공간 구조 변화 분석 

2.1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변천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심지 체계는 최초의 법정계
획이 수립된 1989년에서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까지의 중심지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3회의 도시기본
계획이 수립된 1990년에서 200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서울
시의 중심지에 대한 성장과 쇠퇴에 대한 평가는 Table 1과 같
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6). 2020년을 목표로 
한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기존 중심지 체계의 기본 골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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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며, 이러한 중심지의 변화를 반영하여 1도심, 5부심, 11
지역중심, 53지구중심으로 Table 2 및 Fig. 1과 같은 공간 구
조를 설정하고 있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6; 
2009).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된 용산, 상암·수색과 청량리·왕십리를 부도심으로 승격 또
는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간 구조 계획은 도시
의 건강한 발전과 도시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필
요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1. Changes of central places

Analysis Periods

1989 - 2000 1996 - 2006

Growth
Jamsil, Cheonho·Gildong, Myongdong, Sinchon, 

Gongdeok, Sanggye, Mokdong, Daerim, 
Sadang·Namhyon

CBD, Yeongdong, Jamsil, Sinchon, Mokdong, 
Daerim, Yeonsinnae, Sanggye

Decline Yongsan, Cheongnyangri·Wangsimri, 
Yeonsinnae, Mia, Mangwu

Yongsan, Cheongnyangri·Wangsimri,, 
Sangam·Susaek, Mia, Mangwu

Hold CBD, Yeongdeungpo Yeongdeungpo, Gongduk, Cheonho·Gildong, 
Sadang·Namhyon

Table 2. Spatial structure of Seoul  (Source : Urban Planning of Seou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9)

1 Center

•  Conserve 600 year history and enhance industry in field of international finance, business, 
commerce, etc.

•  Create historic and cultural centers, environment-friendly and public transit-oriented space in 
conjunction with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5 Sub 
center

• Yongsan, Cheongnyangri-Wangsimni, Yeongdong, Sangam/Susaek, Yeongdeungpo
• Maintain sub-center as 4 sub-regional cores and restructure to the poly-centric structure
•  Coordinate functional sharing with downtown in response to internation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enhance functionally employment centers in the metropolitan region of Seoul; 
Reduce commuting distance by strengthening the centrality of sub-centers

11 Local 
center

• Coordinate functional sharing with sub-centers over the boundary of boroughs
•  Designate local centers : intermediate centers between sub-centers and district centers; areas 

with development potentials on the major development axes; nodal points of public transportation 
such as multi-transit centers; strategic areas as employment centers to reduce long-distance 
commuting

•  Mangwu, Mia, Snaggye, Yeonsinnae, Sinchon, Gongdeok, Mokdong, Daerim, Sadang·Namhyeon, 
Jamsil, Cheonho·Gildong

53 District 
center

• Center to support the convenience of residents
•  Designate district centers with consideration of centrality, historicity, development potentials, 

accessibility by mass transportation, regional balance of development, and adjacency to other 
centers

•  Hannam, Jeonnong, Gunja, Geumho, Hwayang, Junggok, Guui, Konkuk Univ., Mukdong, 
Myeonmok, Jongam, Dongsun, Seokgwan, Suyu, Banghak, Ssangmun, Bulgwang, Eongam, 
Namgajwa, Hongje, Ahyeon, Seogyo, Hapjeong, Sinjeongnegeori, Deongchon, Sinwol, Sinjeong, 
Hwagok, Gonghang, Oryu, Guro, Garibong, Doksan, Siheung, Shingil, Sinpung, Sangdo, 
Noryangjin, Sindaebang, Heukseok, Sinrom, Bongcheon, Nangoksageori, Bangbae, Yangjae, Isu, 
Dogok, Gaepo, Suseo, Garak, Munjeong, Amsa, Go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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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 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한 지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도시 철도 중 분석 대상 기간인 
2000년에서 2010년의 기간 동안 운행 중이었던 지하철 1~5호
선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0년, 2005년, 2010년의 표준지 공시
지가 중 실질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지목인 도로, 철도, 하천, 
구거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시지가를 사용하였다(Table 3).
표준지만으로 지가의 분포를 분석하면 아파트 단지와 같
은 대규모 필지의 영향에 의한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표준지 공시지가로부터 IDW(Inverse Distance Weight) 

보간법을 이용하여 50m 격자 간격으로 내삽된 지가를 사용
하였다(Fig. 2). IDW보간법은 Kim et al.(2013)과 Lee and 
Hwang(2002) 등의 연구에서 지가의 보간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rcMap의 buffer, intersect, spatial join 기능
을 이용하여 지하철 노선 좌우 200m 범위의 버퍼와 지하철 
역 반경 500m 범위의 버퍼를 중첩한 후 여기에 포함되는 평
균 지가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 기간인 2000년부터 2010년
까지 서울시에는 총 177개의 도시 철도 역이 운영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177개의 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해하였다.

Fig. 1. Spatial restructuring plan (Source: Urban Planning of Seou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9) 

Fig. 2. IDW Interpolation Results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standard lots

Year No. of 
Standard Lots

Selected 
Standard Lots

Price(thousand won)

Minimum Maximum Mean Standard 
Deviation

2000 30,767 24,881 18 33,800 1,659 1,740
2005 30,495 30,397 31 42,000 2,493 2,450
2010 30,732 29,578 147 62,300 3,793 3,655

2000 20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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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분포의 비교를 위해서  Eq. (1)을 이용하여 지가
의 Z-score를 구하였다. Z-Score는 Ok and Lee(2008)와 
Kim(2006) 등의 연구에서 도시 공간의 중심성을 비교하기 위
한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하였다.

 
                                                            (1)

여기서, Z는 Z-score. X는 개별 역세권의 평균지가, X는 전
체 역세권의 평균지가, S는 전체 역세권 평균지가의 표준편
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역세권 지가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지 전체의 평균 지가를 사용한 
기존의 연구에 비해 Z-score 값이 전반적으로 작은 값을 갖
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Z-score를 구하기 위해 사용된 X와 
S는  Table 4와 같다.

2.3 지가의 Z-score를 이용한 중심지 분석

Ok and Lee(2008)과 Jun(1995) 등의 선행 연구에서는 도
시 공간 내에서 중심성을 판단하고자 할 때는 주로 Z-score
가 0.8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
서도 이를 참고하여 도시 공간 전체에 대한 중심지 역할을 수
행하게 되는 도심, 부심에 대한 판단은 Z-score의 절대값을 기
준으로 하였고, 생활권 내에 대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
는 지역중심과 지구중심은 인근 역의 Z-score 분포를 비교하
여 중심성을 보이고 있는 지를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도시기
본계획의 변천에 따른 해당 역세권의  중심성 변화를 파악하
기 위하여 2000년과 2005년, 2005년과 2010년 간의 Z-score 
변화를 분석하였다.

Table 5는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지로 지정된 지
역에 위치한 역의 Z-score와 그 변화를 담고 있다. 도심지에 위
치한 역은 모두 Z-score가 0.8보다 많이 큰 값을 가지고 있어 
중심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Z-score의 변화를 보
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대체적으로 값이 감소하고 있

는 상황으로 다핵화를 지향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전체적인 방
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6은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부도심으로 지정된 지
역에 위치한 역의 Z-score와 그 변화를 담고 있다. 부도심에 위
치한 역 중 왕십리역의 Z-score가 3개년 모두에서 0.8에 미치지 
못하여 부도심으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는 중심성을 보이고 있
다. 왕십리역은 인접한 청량리역의 Z-score가 줄어들고 있어 부
도심으로서의 위상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영등포역과 청량리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대상기간 동안 지속
적으로 부도심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Z-score가 계
속 감소하고 있어 도심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데 한계를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7은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중심으로 지정
된 지역에 위치한 역의 Z-score와 그 변화를, Table 8은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지구중심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역의 Z-score와 그 변화를 담고 있다. 지역중심의 잠실과 지구
중심의 도곡은 4 내외, 지구중심의 양재도 2.5 이상의 Z-score
를 가지고 있어 부도심 이상의 중심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중심인 대림, 미아, 목동, 연신내, 지구중심의 
대다수 역에 대해서는 인접 지역과의 비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or Z-score calculation

Year Mean
(Thousand Won)

Standard Deviation
(Thousand Won)

2000 3,622 3,738

2005 4,030 2,840

2010 6,149 4,300

Table 5. Z-score changes for stations in CBD area

Table 6. Z-score changes for stations in 5 sub-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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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는 대림과 목동 Fig. 4는 연신내 Fig. 5는 상계와 미아 
인근 지역의 역세권과 2010년의 Z-score를 표시한 그림이다. 
목동은 인접한 오목교와 연결한 지역중심이 형성되고 있음을 
인근 지역 역세권의 Z-score와 비교하여 알 수 있는 반면에, 
대림은 지역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지구중심인 구로에 
비해 낮은 Z-score를 가지고 있어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를 달
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신내는 인접한 구파발이
나 불광역에 비해 높은 Z-score를 가지고 있어 지역중심의 중
심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아나 상계는 인접한 수유, 노원, 
창동 등에 비해 낮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어 지역중심으로서
의 위상을 보이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강남지역을 표시한 
Fig. 6을 보면 강남지역은 서울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
가에 의해 대부분의 역이 큰 Z-score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중
심과 지구중심 역시 전반적으로 적절히 형성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7. Z-score changes for stations in 11 local centers

Table 8. Z-score changes for stations in 53 district centers

Fig. 3. Z-score map near Daerim and Mok-dong 

Fig. 4. Z-score map near Yeonsinnae

Fig. 5. Z-score map near Sanggye and Mia

Fig. 6. Z-score map in Gangnam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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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1990년에 최초의 법정 계획이 수립된 이후 서울시는 다층
적 위계를 갖는 다핵 구조의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 철도 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
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철도를 통해 지원되어 온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의 구조가 실제 도시 공간 상에 구현되었는지를 도
시 철도 역세권의 지가 변화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0년, 2005년, 2010년 3개년의 표준지 공시지가로부터 
IDW 보간을 통해 서울시 전역의 공시지가를 추정하고, 도시 
철도 노선을 따라 설정된 200m 버퍼 영역을 역으로부터 반
경 500m 버퍼의 역세권으로 분할하여 평균 지가를 추출하여 
Z-score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지하철 역 별 Z-score
와 중심지 체계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첫째, 도시철도 노선을 따른 역세권의 위계를 파악하는 것
이 중심지의 분석에 유용하며, 특히 시계열 분석을 통해 그 변
화 양상을 추적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부도심으로 지정된 왕십
리 권역과, 지역중심으로 지정된 대림, 미아, 상계 등의 지역에
서 중심성이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 이후
로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의 도심으로
부터 동북 방향과 서남 방향 두 축의 중심지 체계가 계획의 목
표와는 달리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셋째,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중심지가 유
효하게 파악되고 있어, 중심지 분석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
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도시 내 공간 현상의 
분석에 공시지가가 유용함이검증되었으나, 지가만으로 중심
지를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 입지상수 등
과 같은 다양한 지표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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