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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인구를 분석하여 도시 성장주기 변화를 밝히고, 각 권역별 특성을 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해 최근 일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도시 성장주기 방법론인 ROXY 지수를 용하 다. 

분석결과, 부지역, 남부지역, 수도권 체 인 측면에서는 집 화 가속단계로 옮겨가려 하고 있으며, 교

외화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인 도심회귀로 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외지역인 북부

지역과 동부지역에서는 재 탈 심화 가속단계로 진행되었고 앞으로 탈집 화 감속단계로 환될 것으로 

측되었다. 이를 통한 시사 으로는 수도권에서도 도시순환주기의 변화방향과 속도를 연계해 지역정비에 

한 정책 응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장기 인 수도권의 성장 

 쇠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ROXY 지수∣도시 성장주기∣순환형 주기 곡선∣인구∣

Abstract

This study reveals a change in the growth cycle of metropolitan with analyzing the population 

of Seoul metropolitan area and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urban area. For this, the 

exponential growth of the city, Roxy index, which in recent years been actively studied in Japan, 

has applied. As a result, the entire metropolitan area and central areas, and the southern region 

are about to move to the accelerating centralization phase. In the phase of suburbanization are 

highly likely to turn into the new phase of regression phase. In addition, the northern and 

eastern suburbs are currently in progress with the accelerating decentralization phase and are 

expected to be converted in the decelerating decentralization phase. Through this implic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policy responses about regional 

maintenance by connecting to the changes in direction and speed of cycle phase of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determine the long-term future growth and 

decline of the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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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도시는 끊임없이 성장과 쇠퇴를 반복한다. 그 기에 

도시의 성장주기를 악하는 것은 단히 요한 일이

라고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도시의 성장주

기를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 으로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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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되고 있다. 도시의 성장과 쇠퇴를 가늠하는 지표

들은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도, 성장률과 같은 

인구 인 측면은 가장 기본 이면서도 확실하게 성장

과 쇠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이다. 최근까지 우리

나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모델로는 차별  도시화 

모형과 순환  도시화 모형이 부분이었다. 한, 인구

도와 성장률의 추이분석과 같은 단편 인 지표에 의

한 분석으로 도시의 성장주기를 악하고 있는 것이 

재의 실정이다. 그리고 수도권 역도시계획(2009)[1]

에 의하면 서울로 통근권 범 가 40km까지 확 되는 

등 도시 역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시

권 성장주기의 변화를 통하여 수도권 공간정보를 밝히

고 각 도시권의 특성을 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해 

최근 일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도시의 성장주기 

지수인 ROXY 지수를 용하 다. ROXY(Ratio of X 

and Y) 지수는 인구변화 가 평균(X)과 인구변화의 단

순평균(Y)의 비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장기 인 수도권의 성장  쇠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기존 문헌고찰

1. 이론적 측면
1.1 도시 성장주기 관련 선행연구
도시 성장주기와 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남

진ㆍ윤병훈ㆍ박 우(2015)[7]의 연구에서는 도시성장

단계평가를 통한 도시재생의 타당성을 분석하 는데, 

이를 해 차별  도시화 모델(Differential Urbanization 

Model; D.U.M)과 순환  도시화 모델(Cyclic 

Urbanization Model; C.U.M)을 활용하 다.

김호철ㆍ김철수(2004)[2]의 연구에서는 구 역계

획권을 사례로 하여 기존의 분석지표와 개발된 분석지

표를 용하여 역계획권을 설정해보았다. 인구 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의 분석지표에서는 인구 도만

을 고려하 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인구 도 이외에

도 인구증가율을 추가하여 역계획권을 설정하고자 

하 다.

손정렬(2012)[4]의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도시에 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실제 도시정책에 용가능한지에 

한 용성을 검토하 다. 그 결과, 네트워크 도시를 

해서는 지리 인 연속성, 도시들 간의 이해 계와 갈

등, 경쟁 조율, 입지  불이익을 가진 지역들에 한 성

장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 다.

송상열ㆍ장희순(2007)[5]의 연구에서는 비성장형 도

시가 직면하고 있는 특성을 악한 후 성장도시에 비해 

상 으로 낙후된 원인을 알아보고 비교를 통해 비성

장형 도시의 성장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인구 인 

측면에서의 특성을 살펴보면 비성장형 도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구의 감소라고 언 하 다. 성

장도시와 비성장형 도시의 평균인구는 규모면에서 약 5

배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으며, 

인구증감률도 성장도시의 경우 5년간 10.2% 증가한 반

면, 비성장형 도시는 10.8% 감소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오재화ㆍ김우 ㆍ최웅(2004)[6]의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도시를 상으로 도시의 성장요인을 밝힐 수 있는 

요인별 변수와 분석지표를 선정하고 연구 상 도시의 

성장패턴을 유형화하여 도시인구와 인구증감률에 향

을 미치는 성장요인을 도출하고자 하 다. 인구 인 측

면에서는 인구규모, 인구증감률, 시도 내 출입, 시도 

간 출입을 분석지표로 활용하 다.

정환용(2003)[10]의 연구에서는 분석 상도시의 행정

구역 내ㆍ외부를 구분하여, 내부는 인구 도함수를 

심으로, 외부는 인 행정구역을 도시기능권으로 설정

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 한, 분석기간은 1970년～

2000년으로 설정하 다.

홍장표(2010)[11]의 연구에서는 안산시를 상으로 

도시의 변화를 살펴보고 도시특성지표에 의해 안산시

의 도시성장수   성장요인들의 변화를 도출하고자 

하 다. 도시성장에 향을 미치는 성장요인은 인구구

조  규모, 도시고용구조, 주택건설, 도시경제 요인으

로 나타났다.

1.2 도시화 모델 관련 선행연구
도시화 모델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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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모델(D.U.M)은 도시체계를 구성하는 도시들은 

그 규모에 따라서 서로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주변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역차원

에서 도시의 성장단계를 평가하는 기법이다[3].

둘째, 순환  도시화 모델(C.U.M)은 심도시와 그 

주변지역, 심도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도시기능

권역의 인구증감률을 서로 비교하여 도시의 성장단계

를 도시화, 교외화, 역도시화, 재도시화의 네 단계로 구

분하며, 도시내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시, 지역차원

에서 도시성장단계를 평가하는 기법이다[9].

윤병훈ㆍ박 우ㆍ남진(2014)[9]은 서울 역도시권

을 상으로 차별  도시화 모델을 통하여 국내 도시의 

도시성장단계를 평가하 다. 한 남진ㆍ윤병훈ㆍ박

우(2015)의 연구에서는 도시성장단계평가를 통한 도시

재생의 타당성을 분석하 는데, 이를 해 차별  도시

화 모델(D.U.M)과 순환  도시화 모델(C.U.M)을 활용

하 다. 지난 40년간의 인구 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

울, 부산 등 5개 도시권을 상으로 분석하 다.

셋째, ROXY 지수는 재 일본에서 도시권 성장주기

의 변화를 악하고 집   분산의 동향을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지수이다. Ikegawa Satoshi 

(2001)[11]의 연구에서는 일본 주요 도시권 성장주기의 

변화를 밝히고 각 도시권의 지역정비방향에 하여 검

토하고자 하 다. 이를 해 1954년부터 2000년까지의 

약 50년에 달하는 ‘국세조사’ 데이터를 수집하여 도시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으며 도시권의 집   분산

동향을 나타내는데 ROXY 지수를 활용하 다. 

Tatsuhiko Kawashima 외(2007)[17]의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의 인구가 공간 으로 재분배되는 과정을 

악하기 해 6개의 도시공간시스템에 한 실증 인 

분석을 시도하 다. 6개 도시권에 한 인구정보는 약 

60년으로 1947년부터 2005년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

다. 이를 해 Klaassen의 공간 주기 가설과 

Kawashima의 ROXY 지수를 활용하 다.

2. 분석적 측면
Roxy 지수는 일본의 도시권 인구 성장주기 변동을 

분석하기 해 카구슈인 학(Gakushuin University)

의 Tatsuhiko Kawashima(2002)[16]가 고안한 지수로 

다음 수식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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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도와 년도사이의 Roxy 지수

  : 년도  년도 사이 기간동안에 

도시들의 연간성장비율의 가 평균

  : 년도  년도 사이 기간동안에 도

시들의 연간성장비율의 단순평균

  : 계수인자 (=)



 : 년도와 년 기간동안 연평균성장률



 : 년도 동안 지역의 가 치 계수

 : 도시의 수

 식은 심지역(CBD)를 0, 교외지역을 1이란 지역

별 가  인자(가 치)를 부여하는 계산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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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 가  인자(지역의 심지역(CBD)로

부터의 거리)

 식은 도시공간시스템 상에서 공간 심지역에서 

각각의 거리의 가 인자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도시권 인구 성장주기를 분석하기 한 가

평균 계산에 필요한 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도

시권은 심도시(도심)와 교외(비도심)로 구분됨으로 

심도시의 인구와 교외 인구의 구성비로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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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평균은 심도시 인구와 교외 인구의 단순평균이

다. 의 계산식에서 살펴보면, 분자의 인구변화비의 가

평균이 분모의 인구변화비를 상회하는 경우, ROXY 

지수는 양의 값을 가지며, 분모가 분자를 상회하는 경

우 ROXY 지수는 음의 값을 가진다. 그리고 동일한 경

우는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Tatsuhiko Kawashima(1989)[15]는 “ROXY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인구변화 가 평균(X)과 인구변

화의 단순평균(Y)의 비율이며, 어로는 'Ratio of X 

and Y‘표시된다. 이를 이면 ROXY가 된다고 언 하

다.

ROXY 지수는 공간주기의 주요단계를 양 으로 구

분하기 해 사용되는데 이는 공간집합과 분화과정을 

연구하는 도시 내부 분석과 도시 상호 분석을 수행

하는데 사용된다.

 식을 바탕으로 도형 주기 곡선 형성에서 

Klaassen(1981)[13]의 공간 주기 단계가 나타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그림 1].

그림 1. 공간주기곡선: 파동 순환 곡선(가중인자 "도심=0 : 
교외=1" or "CBD와 거리")[17]

가로 좌표와 세로 좌표는 각각 시간과 ROXY 지수 

값을 나타내는데 세로 좌표에서의 윗부분은 음(-)을 의

미한다. 그리고 ROXY 지수의 값이 음(-)에서 하락은 

집 화 가속단계(Accelerating Centralization, AC), 음

(-)에서 상승은 집 화 감속단계(Decelerating 

Centralization, DC), 정(+)에서 상승은 탈집 화 가속단

계(Accelerating Decentralization, AD), 정(+)에서 하락

은 탈집 화 감속단계(Decelerating Decentralization, 

DD)로 명되었다. RAC(Revived Accelerating 

Centralization)은 집 화 가속단계가 다시 시작하는 단

계이다. ROXY 지수가 0 지 에 있거나 인 해 있을 때

는 공간 재분배 과정이 공평하게 진행되는 과정이다.

Tatsuhiko Kawashima 교수는  식을 통해 순환형 

주기 곡선 형태에서 공간 주기가 나타난 결과를 도출해

냈다[그림 2]. 이 그래 에서 가로 좌표와 세로 좌표는 

각각 시간에 따른 ROXY 지수 값과 ROXY 지수의 한

계 값을 말한다. 그래 에서 세로 좌표의 윗부분은 음

(negative)을 의미하는 것으로 순회 주기 곡선은 

Klaassen의 기본 골격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시계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림 2. 공간주기곡선: 원형 순환 곡선(가중인자 "도심=0 : 
교외=1" or "CBD와 거리")[17]

3. 연구의 착안점
선행연구 검토결과, 인구는 도시의 성장과 쇠퇴를 

단하는 요한 기 이며, 도시 순환 주기를 진단하는 

핵심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기 국내에서는 인구 성

장률을 기반으로 하는 순환  도시화 모델의 연구가 주

를 이루었다면, 도시 규모의 차이와 도시계획차원의 도

시공간구조 계를 반 하기 하여 차별  도시화 모

델로 분석 방법론이 다양하게 용되었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7352

구분 1985 1995 2005 2015
수도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부지역 서울 종로, 중, 강남 서울 종로, 중, 강남 서울 종로, 중, 강남 서울 종로, 중, 강남
서부지역 인천 중, 부평 인천 남동, 부평 인천 남동, 부평,

경기 부천 원미
인천 남동, 부평,
경기 부천 원미

남부지역
수원 팔달,
성남 수정,
안양 만안

수원 팔달,
성남 수정, 분당,

안양 만안

수원 팔달, 영통,
성남 분당, 안양 동안,

안산 단원

수원 팔달, 영통,
성남 분당, 안양 동안,

안산 단원
북부지역 의정부 고양 일산, 의정부 고양 일산, 의정부 고양 일산, 의정부
동부지역 구리 구리 구리 구리, 남양주

표 1. 권역별 중심지역(CBD)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도심↔비도심), 지역별 이동(생활)권역이

나 도심과 교외 간 공간  거리 등은 명확히 반 되지 

못하고 있다. 한 수도권 역도시계획(2009)에서도 5

개 권역과 권역별 거 도시를 설정하여 성장방안을 제

시하고 있으나, 도시성장 리에 요한 심도시와 주

변도시의 변화는 검토하지 못하 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심도시와 주변도시의 연계

성을 검토하기 해 수도권 역도시계획(2009)[1]의 

생활권역을 반 하며, 5년 단 로 각 권역별 도심과 비

도심을 설정하여 공간구조의 변화를 악한다. 다음으

로 아직 국내에는 용되지 않은 ROXY 지수를 용하

여 역(수도권 체)과 권역차원의 도시 순환 주기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순환 주기를 통해 도시 

리 정책  방안에 한 시사 을 도출한다.

Ⅲ. 권역별 기초현황 분석

1. 수도권 권역 구분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하나 지역 는 여러 권역으

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장 패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수도권정비계획(2006)[1]에서는 서울 심  공간구

조를 10개 내외의 다핵연계형 공간구조와 과 억제권

역, 성장 리권역, 자연보 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

하 다. 수도권 역도시계획(2009)[1]에서 서울과의 

연 성, 거 도시의 분포, 자연지형  토지이용특성에 

의하여 수도권 역을 부지역, 서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 동부지역의 5개 지역으로 구분하 다. 이외 

경기도종합계획(2012)[1]에서는 경부권역, 서해안권역, 

경의권역, 경원권역, 동부권역 등 5개로 구분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권역별 심도시와 주변도시

간의 계를 살펴보기 해 수도권 역도시계획의 5

개 권역을 권역 구분으로 반 하고, 도시 순환주기를 

악하고자 한다[그림 3].

그림 3. 수도권 권역 구분도[1]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심의 치가 변화되므로 권역

별 도심을 설정하 으며, 그 이외지역은 비도심으로 구

분하 다. 통계  측면에서의 권역별 도심 설정이 가장 

논리 으로 부합하나, 권역별 계가 각기 달라 수도권 

정비계획, 서울과 인천 도시기본계획  경기도종합계

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지를 권역별 도심 지역으

로 설정하 다. 와 같이 권역별 심지역의 변화를 

고려한다는 것은 시 별 도시공간구조를 성장주기에 

반 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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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자료 분석
기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연도별 주민등

록인구를 활용하 으며, 시군구  읍면동별 자료를 

2015년 기 으로 재조정하 다.

수도권 인구는 매년 증가하나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

다. 한 인구 증가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지역은 1995년 이후 인구 총량이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0년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부, 남부, 북

부, 동부 4개 지역은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5%이상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개발 압력이 상 으로 

낮았던 북부와 동북지역의 성장률이 최근까지 높게 나

타났다[표 2].

기간 1985-1990 1990-1995 1995-2000 2000-2005 2005-2010 2010-2015

수도권 인구 18,626,579 20,943,932 22,076,427 23,458,522 24,857,463 25,470,602
성장률 18.54 12.44 5.41 6.26 5.96 2.47

중부지역 인구 12,937,368 13,960,227 13,872,601 14,026,447 14,312,993 14,071,433
성장률 14.56 7.91 -0.63 1.11 2.04 -1.69

서부지역 인구 2,118,894 2,614,100 3,026,850 3,194,963 3,400,432 3,674,061
성장률 28.35 23.37 15.79 5.55 6.43 8.05

남부지역 인구 2,947,230 4,020,165 4,594,179 5,417,895 5,991,904 6,316,811
성장률 36.72 36.40 14.28 17.93 10.59 5.42

북부지역 인구 531,396 520,219 583,341 707,347 851,826 927,396
성장률 6.66 1.33 12.13 21.26 20.43 8.87

동부지역 인구 650,455 718,064 923,846 1,094,945 1,280,498 1,452,325
성장률 11.96 10.39 28.66 18.52 16.95 13.42

표 2. 수도권 권역별 인구                                                                           (단위: 인, %)

Period 1985-1990 1990-1995 1995-2000 2000-2005 2005-2010 2010-2015

수도권 ROXY -307.36 -6,118.26 -829.38 6.00 393.74 96.22
ΔROXY/ΔT -1,162.18 1,057.78 167.08 77.55 -59.50 -19.24

중부지역 ROXY 87.85 -8,540.46 -4,421.07 -4,588.40 -851.80 1,714.28
ΔROXY/ΔT -1,725.66 823.88 -33.47 747.32 513.22 -342.86

서부지역 ROXY -1,383.80 534.99 686.89 1,686.28 -2,232.53 -280.58
ΔROXY/ΔT 383.76 30.38 199.88 -783.76 390.39 56.12

남부지역 ROXY -221.83 -8,094.54 -1,816.22 -551.02 1,543.92 -751.21
ΔROXY/ΔT -1,574.54 1,255.66 253.04 418.99 -459.03 150.24

북부지역 ROXY -4,479.97 -3,889.39 -4,199.81 -5,543.33 -6,228.90 -9,351.36
ΔROXY/ΔT 118.12 -62.08 -268.70 -137.11 -624.49 1,870.27

동부지역 ROXY -9,388.93 -3,245.13 -5,097.34 -8,514.07 -6,145.49 -5,225.66
ΔROXY/ΔT 1,228.76 -370.44 -683.35 473.72 183.97 1,045.13

표 3. ROXY-지수 값 및 한계값: 1985-2015                                                (가중인자: 도심=0, 교외=1)

기간 1985-1990 1990-1995 1995-2000 2000-2005 2005-2010 2010-2015
합계 1,650,863 2,118,894 2,614,100 3,026,850 3,194,963 3,400,432

인천 중구 94,754 81,788 75,044 71,522 92,300 92,890
인천 동구 146,397 124,309 100,564 76,057 78,128 79,663
인천 남구 408,460 430,201 430,723 420,348 420,403 423,876
인천 연수구 28,360 28,133 218,770 262,319 265,658 279,230
인천 남동구 181,356 306,766 390,408 407,845 379,310 473,423
인천 부평구 318,924 424,043 498,415 546,520 567,347 567,493
인천 계양구 109,161 192,853 264,370 337,077 335,435 347,810
인천 서구 138,405 248,019 302,940 342,974 380,915 408,068
인천 강화군 83,040 71,621 70,658 67,100 65,389 67,104
인천 옹진군 18,789 15,241 13,482 14,008 15,609 18,739
경기 시흥시 51,278 99,218 139,901 318,083 387,239 403,797
경기 김포시 71,939 96,701 108,824 162,997 207,229 238,339

표 4. 서부지역 시군구 인구                                                                            (단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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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도권 공간주기곡선: 파동 순환 곡선

Ⅳ. 실증분석

ROXY 지수는 각 읍면동별, 분석기  연도별 성장률

를 분석하고, 시간에 한 지역별 가 인자(Weighting 

Factor)을 산정하여 용하 다[표 3]. 그리고 심지역

은 0, 교외지역은 1이란 가 인자 계산방식을 용하

다. 수도권, 부지역, 남부지역은 2000년 이후 ROXY 

지수 값이 정(+)의 값으로 환되었다가 다시 음(-)으

로 변화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서부지역은 이와 

반 의 경향을 보 다. 최근 인구가 크게 증가한 북부

지역, 동부지역은 음(-)의 값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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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도권 공간주기곡선: 원형 순환 곡선

한계 값(Marginal Value)과의 비교[그림 5]에서는 수

도권, 부지역, 남부지역은 집 화 감속단계(DC)→탈

집 화 가속단계(AD)→탈집 화 감속단계(DD)→재집

화 가속단계(RAC)로 변화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50~2000년  일본 동경권과 유사한 형태를 보

이고 있다[17]. 최근 신도시 개발이 발생한 남부지역의 

경우 다시 탈집 화 가속단계(AD)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도시 성장주기가 변환

되면서 차 심 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 다. 즉, 

공간재분배 과정이 공평하게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의 경우 집 화 감속단계

(DC)에서 탈집 화 가속단계(AD)로 어들고 있으며, 

아직까지 탈집 화 감속단계(DD)로 어들지 않고 있

었다[그림 6].

가장 특이한 결과를 보인 서부지역의 경우 ROXY 지

DC AD

AC DD

DC AD

AC DD

DC AD

AC DD

DC AD

AC DD

DC AD DC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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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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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도권 피복도

수의 이론  가정과 반 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탈집

화 가속단계(AD)→집 화 가속단계(AC)→탈집 화 

감속단계(DD)→탈집 화 가속단계(AD)로 변화하 다. 

이 게 탈집 화 가속단계(AD)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1980년  후반 연수지역 개발과 2000년 이후 송도, 청

라, 논 , 검단지역 등의 택지개발이 가장 큰 향을 미

친 것으로 수도권 토지 피복도[그림 6], 연도별 인구[표 

4] 변화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수도권 인구 공간 재분배 과정은 4

0～7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추정된다. 이는 인구가 집

하기 시작한 산업화 시 부터 재까지의 수도권 공

간변화로 이해될 수 있으며, 최장 복이후의 재까지

의 공간  범 로도 해석할 수 있다.

수도권  5개 지역별 분석을 통한 시사 으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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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도 재집 화(재도시화)가 진 으로 발생되고 있

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공간 주기에 해 첫 번째 재집

화 단계는 집 화 감속단계(DC), 탈집 화 가속단계

(AD), 탈집 화 감속단계(DD)를 지나 다시 돌아왔다. 

이 상은 수도권의 심지역이 미래 수도권 도시 정책

에서 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

리고 도시 순환주기의 변화 방향과 속도를 연계해 지역 

정비에 한 정책 응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 

순환주기  집 화 가속단계(AC) 는 탈집 화 감속

단계(DD)에 있음을 고려하여 도시간의 계를 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역도시계획에서 권역별 

심도시와 주변도시의 계를 고려해야 하며, 도시 성장

주기를 고려한 략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역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시권 성장주

기의 변화를 통하여 수도권 공간 분석을 밝히고 각 도

시권 특성을 악하기 해 도시의 성장주기 지수인 

ROXY 지수를 용하 다. 이를 통해 도시의 공간 순

환주기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악하

고 공간 주기과정에서의 인과 계도 나타낼 수 있었다.

수도권을 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집 과 분산의 

방향을 나타내는 ROXY 지수 값과 집 과 분산의 변화

속도를 나타내는 한계 값으로 수도권 체와 5개 권역

이 재 어떤 순환과정에 치하는지를 밝혔다. 수도권 

체, 부지역, 남부지역에서는 재집 화 가속단계

(RAC)로 옮겨가려 하고 있으며, 교외화 단계에서 새로

운 단계인 도심회귀로 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부지역,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에서는 

재 탈 심화 가속단계(AD)로 진행되었고 있으나 향

후 탈집 화 감속단계(DD)로 환될 것으로 측된다.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ROXY 지수는 기존 

순환  도시화 모델이나 차별  도시화 모델에 비해 도

시 변화를 반 할 수 있다. 즉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를 

고려하기 때문에 교외화(외연  확산)와 집 화(내연

 성장)을 실에 부합한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

구를 제외한 사회ㆍ경제  변수를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도시의 성장주

기를 종합 으로 단하기 해서는 인구와 함께 도심

과 교외의 공간  지표와 경제 , 물리  지표를 다양

하게 반 할 수 있는 통합  평가 모델 개발이 필요하

다. 한 인구 성장시 에 어들면서 국내에서도 

규모 신도시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에서 앞으로 

도시성장주기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지 검증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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