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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력의 차이로 인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도시와 농촌 간 양극
화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 자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자본에 대한 이
해를 공공인프라와 일자리 부족이라고 보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각종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화율은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
도시 정책과 중소도시 정책, 농산어촌에 대한 정책을 차등적으로 접근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
여 행·재정적 권한을 재조정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특례조항이 부여된 인구 50만 명 이상 15개의 시 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 4대 도시(고양시,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에 도시집중도 분석을 통해 도시 간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대도시에 적용되는 특례제도의 차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도
시기반은 지역경제의 기반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고, 생활기반은 의료와 복지 관련 집중도를 측
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학습기반은 교육 및 연구기능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집중도
분석 결과,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도시의 집중도가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집중도를 세부영역별로 상호 비교·분석한 결과, 각 도시의 도시기반 자본, 생활기반 자본, 학습기
반 자본에서 차이점이 크며, 세부 지표에서는 그 차이점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3가지(도
시기반, 생활기반, 학습기반) 등 각 부문 간의 자본의 특성을 살리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행 대도시특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의 대도시특례조항 몇
개를 첨가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도시의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을 것이며, 지방분권도 원활
하게 진행이 안 될 것이다. 지금의 중앙정부-시도-시군구의 피라미드적인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지방
분권은 사람없는 시군에 자원이 여전히 투입되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의 발전을 발목잡는 형
태이다. 각 대도시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큰 자율적인 권한과 재정분
권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는 중앙정부-대도시로의 권한이양 등
도 가능하도록 다핵적인 지방분권이 절실히 필요하다.
[주제어: 대도시, 도시화율, 도시역량, 도시집중도분석, 다핵형 분권제도]
Ⅰ. 서론

도시는 인류문명의 상징이고 경제성장의 중추이자 수집정보의 보고이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점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도시는 19세기 산업화 과정을
귀중한 심사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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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면서 급격히 커지지만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엽의 도시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도시의
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력의 차이로 인
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 자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자본에 대한 이해를 공공인프라와 일자리 부족이라고 보
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화율은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도시화 현상은 비단 우
리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UN에서 해마다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
면, 75억 인구의 65%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특히 인구 500만 명 이상으로 집중되는 메가
도시화(Mega city)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도시화 현상은 과거 산업화시대에서의 노동
력 집중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후기 산업화시대에서의 사회구조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받
아들이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도시 정책과 중소도시 정책, 농산
어촌에 대한 정책을 차등적으로 접근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재정적 권한을 재조
정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 특히,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의 집중도는 그 어떤 나라보다 빠
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도시계획현황통
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총인구 5,182만 명 중 4,759만 명이 도시지
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화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고 도시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인구 100만 명에 근접하고 있는 대도시들은 자
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행정 계층구조 상에서는 기초자치단
체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현행 대도시 특례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현행 우리나
라의 대도시 특례제도는 인구가 50만 명, 100만 명 이상 도시에 적용되는 차등조항들이 있으나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조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2019년 7월 1일 이전 기준으로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총 15개 시이다. 그 가운데 인구 100만 명 이상은 수원시, 창원시, 고양
시, 용인시로 이들 4대 도시는 도시환경과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행·재정
권한은 50만 명, 100만 명이라는 인구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어, 대동소이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
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9년 7월 1일 현재 특례조항이 부여된 인구 50만 명 이상 15개 대도
시, 그 가운데 인구 100만 명 이상 4대 도시에 대하여 도시집중도 분석을 실시하여 도시 간 특
성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행 중앙정부-시도-시군구의 계서제적인 지방분권의 한
계점을 규명하고 대도시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면서 인구 규모가 50만 이상에 해당 시
를 말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음.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이 안양시를 비롯한 6개이고, 인구 70만 이상 90
만 미만이 부천시를 비롯하여 4개임.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은 성남시 1개이며, 인구 100만 이상이 수원
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4개로 2019년 기준 총 15개가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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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시의 대도시화와 인구의 집중화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유엔 경제사회문제국(UN DESA)은 『2018년 세계 도시화 전망』보고서에서 1950년 세계인
구의 30%를 점유했던 도시인구가 2018년 55%로 증가했고 2050년에는 68%가 될 것으로 전망했
다. 백만 명 이상인 도시는 2018년에는 548개가 되었고 2030년에는 706개로 증가한다고 예상되
었다.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는 2018년 33개에서 2030년 43개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국가 간 경쟁’에서 ‘도시 간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진부한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나라 역시 1960년대 이후에는 국가발전전략으로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하여 주요 거점도
시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는데, 이 시기에 육성된 거점
도시는 특별시⋅직할시로 구분되어 도와 동등한 수준의 행정권을 갖는 지역으로 인정되었다. 그
이후 1990년대에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의 특별시와 직할시 제도로 대도시 수
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면서 50만 명 이상 도시에는 별도의 특례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추가
로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도시 특성을 반영하는 특례권한의 차이를 조금씩 두고 있다. 그러
나 인구만 비교해봐도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들 가운데 수원시의 인구는 울산광역시보다 더
많고, 창원시의 경우에는 2010년에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하여 ‘통합 창원시’로 개편되었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제도를 복원시킨 이후 정부는 인구 50만 명 이상 및 100만 명 이상의 대도
시에 특례조항을 두어 대도시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기존의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
광역시 등의 광역시에 인구나 면적은 필적할 정도이지만 권한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있
다는 평이다.
김근영(2020)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인구와 관련해 세 가지 중요
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자연감소 추세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총 출생아 수가 30만 3천 1백 명이고, 사망자 수가 29만 5천 1백 명으로 8천 명이 자연
적으로 증가했다(통계청, 2020a). 역대 최저의 자연인구 증가 규모다. 그리고 통계청의 2019년 9
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인구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11월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했다. 2020년 1∼5월까지는 누적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8,279명이 더 많아 우리나라
총인구의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두 번째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것이다. 통
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을 살펴보면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수도
권 인구는 2,596만 명, 비수도권 인구는 2,582만 명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초과할 그것으로
예상하였다(통계청, 2020b). 세 번째는 지역 간 인구이동의 급증이다. 지난 25년(1995∼2019년)
동안 지역 간 인구이동은 경제 상황에 따라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2006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2020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389만 명이 이동해 2012년 이후 최대의 인구이동
규모를 나타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말까지 8백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우리나라의 이러한 급격한 도시인구 변화는 세계적인 거대도시화 경향과 <코로나 19>,
수도권 집값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도시권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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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변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도시권의 인구이동에 대해 이해 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실 우리보다 빠른 시간에 고령화 사회에 달한 일본이 보다 심각한 상황
이다. 마스다 히로야(2014)는 지방소멸(『地方消滅: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이라는 그의
책의 요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그는 이대로라면 전체 약 1750여 개에 달하는 기초지방
자치단체들 가운데 약 반에 해당하는 896개의 지자체가 소멸 할 수도 있다고 충격적인 주장을
한다. 이는 인구감소를 20∼30대 여성 인구 예측을 통해서 도출된 데이터로, 젊은이들이 육아
환경이 좋은 도쿄권으로 이동 계속 한 결과, 일본은 인구감소 사회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젊은
이가 모이는 거리, 도쿄. 그런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저자는 2015년부터 25년
에 걸쳐 도쿄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 175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료·
개호 등 보건복지 시설이 도쿄에 집중하면 지방소멸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본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으로 이주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많은 지방에서는 이미 노인조차 감소하기 시작했고 대도시에서는 고령
자가 급증해 갈 것이다. 따라서 일본학자 및 지방의 도지사 등을 경험한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지방소멸을 피하고 진정한 지방이 살려면 정부는 인구를 기준으로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다. 지금처럼 모든 지방에게 골고루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왔던 중앙정부의 정책
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즉, 발전가능성과 핵심이 되는 도시에 집중과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민재(2020)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는, 지방의 중소
도시에서 유출된 인구가 모두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다. 둘째는, 지방 중소도시의 부가
가치 창출 능력이 수도권 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김민재(2020)는 정책대안으로서 첫째, 지방 대도시권(Mega City Region)으로 뭉치기, 둘째
중소도시권의 특화, 셋째, 살기 좋은 생활거점 조성 등을 제안하였다.
사실 2000년을 기점으로 정치·경제·사회영역의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는 이미 과거의 프레임
으로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논하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IT 발전과 교통·통신의 발달은 더욱 대도시화를 가속시켰으며, 개인과 개인 간의 단절은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는 반면에 SNS를 통한 소통은 대의민주주의 제
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따라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 성장 및 도시관리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대도시 형성의 확대 전망에 따라 우리나라 대도시의 관리정책에도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 인구의 70%를
넘었으며, 2019년 7월 1일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 인구의 50%를 넘었다는 점은 비단 일
본의 지방소멸이 아니라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도시화 추세
는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는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분권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하는 점을 시사한다. 즉, 도시경쟁력에 관한 논의는 도시의 내부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외부의 산업자원을 끌어들여 도시발전을 꾀하는 방식이 주된 정
책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디트로이트, 스페인의 빌바오, 영국의 스코틀랜드, 일본의 유바리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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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해당 도시들의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자동차나 석탄산업의 부침, 국제적인 경제 변동에 의
하여 오히려 해당 도시들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경쟁력은 내부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지식 자원(knowledge resource), 관계 자원
(relational resource), 동원 자원(mobilization capacity)으로 설명되는데(Healey, 1998) 이를 구체
적으로 도시 간 내부역량을 비교·분석하여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로머(Paul M.
Romer) 뉴욕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는 "연구 개발(R&D)로 축적된 기술과 혁
신, 인적 자본이 경제성장 내생 변수의 핵심이며, 도시가 경제성장의 내생 변수를 끌어내는 허
브"라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창조도시와 관련된 세계적인 석학으로 잘 알려진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에 의하면 도시지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도시에는 목적과 그 실행계획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열망을 창출하며, 장·단점을 평가하는 기
회를 통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고하는 계제를 제공한다(Charles
Landry, 2005; 347).
이런 이유 등으로 앞으로의 대도시 정책은 변화하는 도시의 인구 규모에 따라 사무와 재정의
범위 그리고 권한이 알맞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개인 생활의 변화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과 더불어 잉여 인간 시대라고 불리는 4차산업 시대를
바탕에 둔 우리나라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이 심각한 수준으로 대도시 내부역량에 대한 현황과
분석과 이에 따른 대도시의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임승빈·이정철,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 50만 이상 15대 도시(2019년에 인구 50만 이상이 된 평택시
는 제외),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4대 도시들의 집중도 분석을 하고자 한다. 집중도 분석은 앞
서 폴 로머 교수가 언급한 3대 역량을 도시기반역량, 생활기반역량, 학습기반역량으로 치환하여
도시 내부의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도시기반역량, 생활기반역량, 학습기반역량의 3가지 역량에
관한 구체적인 지표의 구성은 다음의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설계2)

도시의 인구와 도시서비스 기능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도시화란 좁은 의미로 도시지역으
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도시적 생활양식이 확대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도시지역의 인구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의 여건이 마련되어
야 진정한 도시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화가 진행되면 도시의 인구 규모에 맞는 도시서
비스 시설도 함께 갖춰져야 하고, 우리나라 도시가 인구 규모에 따라 어떠한 도시서비스 시설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의 지리적 분포는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산업 및 제반 서비스 기능의 분포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인구 분포와 도시서비
2) 본 연구의 결과는 고양시·수원시·용인시·창원시가 공동발주한 ‘인구 100만 특례시 자치분권모형 개발 연구’에서
얻은 결과치를 활용했으며, 일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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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규모의 관계는 상호 연쇄적인 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최진수, 2002: 135∼148). 그러므로 도
시서비스 기능의 존재는 인구 유입의 원인이 되며, 인구 규모에 따라 도시서비스 규모 및 종류
가 결정된다. 따라서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기능의 정도에 따라 도시를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기능의 중심성
(centrality)을 집중도3)로 정의하였다. 도시지리학에서 중심성은 중심기능의 보유 정도를 의미하
며(권용우, 2009) 서비스 기능에 대한 집중도 분석은 도시의 규모뿐만 아니라 기능의 파악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러므로 어떤 중심지가 중심기능 수요 대비 실제 보유하고 있는 중심기능
의 비율로 설명할 수 있다.
집중도 지수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 중 하나는 Davies(1967)가 제시한 입지계수
(locational coefficient)와 중심성 지수(index of centrality) 산출방식이다. Davies는 조사지역 전
체를 폐쇄시스템으로 가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한 도시의 중심성은 도시가 갖는 기능의 중심성
의 합으로 정의된다. 기능별 중심성은 주어진 기능 1단위의 입지계수를 구한 후, 중심지(도시)
시설 수를 곱해서 구하는 것으로,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기능 1단위의 입지계수 Ct:.


   × 


t: t 기능의 1단위, Tt: 지역 전체의 t 기능의 총수
- 이 기능 t의 입지계수 Ct에 중심지 A가 갖는 시설 수를 곱하면,
중심지 A의 그 기능에 대한 중심성(집중도)을 구할 수 있음.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2017년 기준 인구 50만 명 이상인 15개 시(특별시, 광역시 제외)를 대상으로
분석하며, 집중도 분석 기간은 2013∼2017년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인 도시와 인구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인 15개 시를 폐
쇄시스템으로 가정하고 집중도를 분석한 다음,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집중도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3) 집중도는 인구의 집중도(centralization)로 정의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기능
의 중심성(centrality)을 집중도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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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대상 도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연구 방법론

도시
수원
창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청주
화성
안산
남양주
전주
천안
안양
김해
포항

인구
1,240,480
1,072,657
1,054,236
1,021,007
967,510
850,329
835,690
811,778
677,710
665,321
648,964
631,531
587,764
531,907
513,832

(기준: 2017년)

입지계수에 의한 도시집중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서비스 기능을 정의해야 한다. 도
시서비스 기능 항목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박우서(1987)는 도시의 34
개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도시집중도를 분석하였고, 성준용(1979)은 상업적 기능을 위주로 도
시 중심성을 분석하였는데, 도·소매업 센서스에 의해 다음 54개 업종을 추출하고 이를 상업적
시설로 정의한 다음 입지계수와 도시집중도를 분석하였다.
<표 2> 집중도 분석 항목
구분
기능 항목
행정기능
공무원, 관공서
금융/유통기능
슈퍼마켓, 백화점, 시장, 은행
의료기능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약사
위생기능
상수도, 목욕탕, 이용업, 미용업
일반교육기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교육기능
전문대학, 대학
문화기능
도서관, 종합문예회관
여가/오락기능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다방, 호텔, 여관, 극장, 여인숙, 수영장, 예식장
출처 : 박우서(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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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행정수요라고 볼 수 있는 도시환경, 복지, 교통, 주택, 지역경제 등의 각종 도시정책의
과제들은 우리나라 평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26만 명이 가진 정책과제들과 규모와 내용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중앙부처와 직접 정책과제를 협의하거나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풍
부한 이들 도시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구실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완연히 수행
하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경쟁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도시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도시 내부역량 지표는 도시기반지표, 생활기반지표, 학습기반지표로 구분해볼 수 있다.
집중도 분석 영역별 항목은 다음의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인 15개 도시의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항목만을 선정하였는데, 도
시기반 영역은 지역경제의 기반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기업(300인 이상, 300인 미만) 수, 금융기
관 수, 자동차 등록대 수를 기능측정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생활기반 영역은 의료와 복지 관련
집중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서 종합병원 병상 수,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시설 수를 기능측정항목
으로 선정하였다. 학습기반 영역은 교육 및 연구기능을 측정하는 항목으로서 R&D 기업체 등록
수, 공공도서관 좌석 수, 유치원, 초·중·고 학교 수, 대학교 수로 선정하였다.
<표 3> 집중도 분석 항목
구분
기능 항목
근거
지역 내 기업 수
박영한(1972)
(직원 수 300명 이상)
지역 내 기업 수
도시기반 자본
박영한(1972)
(직원
수 300명 미만)
(지역경제 등)
금융기관 수
박우서(1987)
자동차 등록대 수
임윤택(1991)
종합병원의 병상 수
박우서(1987)
생활기반 자본
(복지, 병원 등)
공공부문 사회복지시설 개수
박우서(1987)
R&D 기업 수
공공도서관 좌석 수
임윤택(1991), 박우서(1987)
학습기반 자본
(학교 및 IT,
유치원 수
박우서(1987)
R&D 지표 등)
초·중·고 학교 수
박우서(1987)
대학교 수
박우서(1987)
* 철도 연장 총길이, 경제 사회단체 수, NGO 등록 수, 공연예술 관람석 수, 어린이집 수, 3성급 이상 호텔 객실
수, 노인 여가 복지시설 수 등도 기능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으나 데이터의 결측치가 존재하여 본 분석에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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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집중도 분석결과

1. 50만 명 이상 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 전체 도시의 집중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경우, 인구와 도시집중도는 전반적으로 비례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특징을 다
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성남시와 천안시는 인구의 수에 비해 도시집중도가 높은 대표적인 도시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성남시의 경우 인구는 5위 (967,510명)이나 집중도는 2위를 차지하였으며, 천안시의 인구는
12위 (631,531명)이나 집중도는 8위를 차지였다. 이에 반해, 부천시와 남양주시는 인구에 비해
도시집중도가 떨어지는 대표적인 도시로 나타남에 따라,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경쟁력을 강
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기준 부천시의 인구는 분석대상 15개 도시 가운데 6
위 (850,329명)이나 도시집중도는 12위(58.4)에 불과하며, 남양주시의 인구는 10위 (665,321명)이
나 도시집중도는 15위(3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에 비해 도시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진
다. 부천시와 남양주시는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도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주
변 도시 인프라에 의존하면서 도시 중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 집중도 분석 결과 (2017년) –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집중도 도시 도시기반 생활
인구
교육 집중도 합계 인구
순위
순위
1
수원
36.2
17.5
58.3
111.9 1,240,480
1
2
성남
40.2
13.7
48.5
102.4
967,510
5
3
고양
26.7
38.9
31.3
96.9 1,054,236
3
4
창원
39.3
17.5
37.2
94.0 1,072,657
2
5
용인
27.8
8.0
50.5
86.2 1,021,007
4
6
청주
33.6
12.9
36.7
83.2
835,690
7
7
화성
25.0
21.4
31.4
77.9
811,778
8
8
천안
27.5
8.7
38.4
74.6
631,531
12
9
전주
26.6
12.1
31.3
70.0
648,964
11
10
안산
25.2
12.5
23.6
61.4
677,710
9
11
안양
19.6
8.5
31.6
59.7
587,764
13
12
부천
23.3
10.5
24.5
58.4
850,329
6
13
포항
18.4
6.9
19.9
45.2
513,832
15
14
김해
17.6
5.8
19.4
42.8
531,907
14
15 남양주 12.9
5.0
17.5
35.5
665,3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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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구와 도시집중도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17년 인구를 종속변수(Y)로 설정하고,
2017년 집중도를 독립변수(X)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림 1>에서 나타나는 집중도
와 인구 간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p<0.01)는 기존 연구(성준용(1979), 박영한(1972))에서도 입
증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별 차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1>에 나타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시(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가 모두 추세선 위쪽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추세선 위쪽에 위치한다는 것은
평균적인 도시집중도에 비해 인구가 많다는 것이다. 즉, 인구는 많으나 도시의 서비스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인구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도시 중에는 부천과 남양주
가 추세선 위쪽에 위치하여 도시의 3가지 기반 자본들이 인구의 집중도에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집중도 비교 – 전체

2. 100만 명 이상 도시집중도 분석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들은 과거 수년 동안 광역시를 적극적으로 추
진한 바 있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인구는 울산광역시보다 더 많으나 광역시로 지정되지 못해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15개 도시집중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4
개 도시(수원시, 고양시, 창원시, 용인시)의 집중도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여 도시의 3가지 기
반자본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1) 고양시

고양시의 도시집중도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인 4개 시 분석대상 가운데 하위권에 속하였다.
도시기반(지역경제) 집중도와 학습기반 집중도는 4개 시 가운데 가장 낮으나, 생활기반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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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으로 다소 상반된 집중도 양상을 나타내었다.
고양시의 산업기반은 낮지만, 의료와 복지시설은 높은 집중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공공부문
사회복지시설 수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생활기반자본 부문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표 5> 고양시 집중도 추이
항목·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도시기반 자본
26.6
26.3
26.7
26.6
26.7
(지역경제 등)
생활기반 자본
47.9
45.9
40.4
40.9
38.9
(복지, 병원 등)
학습기반 자본
28.9
29.6
31.3
31.2
31.3
(학교 및 IT, R&D 지표 등)
전체 집중도
103.4
101.8
98.4
98.7
96.9

2) 수원시

수원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인구와 도시집중도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 도시집중도는 2013∼2015년까지는 하락 추세였으나 2016∼2017년에 상승추세로 반전되었으
며, 지역 내 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도시기반 집중도가 높았지만, 생활기반 집중
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6> 수원시 집중도 추이
항목·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도시기반 자본
36.6
35.9
34.9
35.9
36.2
(지역경제 등)
생활기반 자본
18.6
18.6
17.7
18.1
17.5
(복지, 병원 등)
학습기반 자본
59.5
58.6
57.6
57.6
58.3
(학교 및 IT, R&D 지표 등)
전체 집중도
114.7
113.2
110.2
111.7
111.9

3) 용인시

용인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중에 집중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급속하게
인구밀집도가 늘어나면서 이에 알맞은 도시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학습기반은 상대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이지만 도시기반과 생활기반 측면에서 특히 낮은 집중
도를 나타내었다. 생활기반의 의료 인프라의 경우 인접한 대도시(성남시, 서울특별시)에 의존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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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용인시 집중도 추이
항목·연도
2013
2014
2015
도시기반 자본
28.7
29.6
28.8
(지역경제 등)
생활기반 자본
10.4
10.1
8.9
(복지, 병원 등)
학습기반 자본
50.3
50.2
(학교 및 IT, R&D 지표 등) 49.9
전체 집중도
89.0
90.0
87.9

2016
29.1
8.4
50.1
87.7

2017
27.8
8.0
50.5
86.2

4) 창원시

창원시는 전통적인 제조업 도시로서 지역경제 기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산업체
수와 자동차 등록 대 수 등의 지표에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집중도는 인
구 100만 명 이상인 4개 분석 대상 도시 가운데 상대적으로 하락세이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 내 기업 수가 대폭 하락함에 따라 도시기반 집중도가 더불
어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그리고 생활기반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학습기반은 하락 추
세이다.
<표 8> 창원시 집중도 추이
항목·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도시기반 자본
45.9
42.8
43.1
43.4
39.3
(지역경제 등)
생활기반 자본
19.8
19.3
17.6
18.2
17.5
(복지, 병원 등)
학습기반 자본
39.4
40.1
38.0
37.5
37.2
(학교 및 IT, R&D 지표 등)
전체 집중도
105.0
102.2
98.7
99.0
94.0

3. 집중도 비교·분석 - 인구 100만 명 이상
1) 전체 집중도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도시 전체의 집중도 추이를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수원시의 집중도는 소폭 하락하다 소폭 상승추세로 돌아선 반면, 고양시·창
원시·용인시는 분석 기간 동안 소폭 하락 추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인구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도시의 집중도가 분석 기간에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지역집중도 분석을 통한 대도시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85

<그림 2> 집중도 비교–전체

2) 집중도-도시기반

도시기반 항목의 집중도 추세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창원시는 전통적인 제조업 도시로
서 도시기반 집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 내 기업 수가 대폭 하
락함에 따라 도시기반 집중도 역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수원시는 지역 내 기업의 수가 지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도시기반 집중도가 상승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7년도 창원시와 수원시의 도시기반 집중도 격차는 2013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
고양시와 용인시의 산업기반은 창원시와 수원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도시기반 집중도
가 낮게 나타났으며 추세도 정체되어 있다.
<그림 3> 집중도-도시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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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도-생활기반

생활기반 항목의 집중도 추세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고양시의 생활기반 집중도가 비교
대상 도시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고양시의 종합병원과 사회복지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용인시의 경우 의료 인프라가 비교 대상 도시보다 열악한 것으
로 나타났다. 수원시와 창원시는 비슷한 수준의 생활기반 집중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4> 집중도-생활기반

4) 집중도-학습기반

학습기반 항목의 집중도 추세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학습기반 집중
도가 비교 대상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고양시의 경우 하위권이지만, 분석 기간 동안 상
승세가 타 도시에 비해 두드러졌다.
<그림 5> 집중도-학습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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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구-집중도 비교분석

100만 명 이상 4개 도시 2013년~2017년 인구와 집중도 결과를 산점도로 나타내면 <그림 6>
과 같다. 해당 기간동안 집중도와 인구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3개의 클러스터로서 도시의 특징
을 설명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인구와 집중도가 모두 높은 도시(1레벨)이고, 창원시와 고양시는
그다음 2레벨, 용인시가 3레벨로 범주화될 수 있다.
<그림 6> 인구-집중도 비교 수정

Ⅴ. 결론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도시에 대한 다양한 문제와 시민의 욕구는 함께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현대인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 등을 통해 도시의
유형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고 각각의 도시마다 특별하고 매력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경
쟁도 치열하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에 발맞춘 도시의 평가지표 역시 지속
해서 늘어나고 있다. 산업 및 각종 서비스 기능의 존재는 인구 유인의 요소가 되며, 인구의 규
모에 따라서 입지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및 규모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지역 간의 균형 발
전과 더불어 대도시의 차등적 특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도시의 서비스 간 관계 등
을 파악하고 적용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서비스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의 틀은
매우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평가방식과 체계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적시성 있게 사회와 환경의 태세에 적응하여 발전된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평가
자와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평가기관은 피평가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
해 평가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그들의 요구를 듣고 한편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등 평가자와 피평
가자가 녹아드는 참여적인 평가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50만 명 이상, 15개 도시를 대상으로 집중도(centrality)를 도출하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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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00만 명 이상의 4개 도시(고양시,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의 집중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집
중도는 도시기반, 생활기반, 학습기반 영역의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영역별로 2013∼2017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인구와 도시집중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도
시의 집중도가 모두 도시의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도시 가운데 성남시와 천안시는 인구와 비교해 도시집중도가 높은 대표적인 도
시로 나타났지만, 부천시와 남양주시는 인구와 비교해 도시집중도가 떨어지는 대표적인 도시로
나타났다. 수원시와 창원시는 탄탄한 산업기반을 토대로 도시기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창
원시의 경우 2017년에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 내 기업 수가 하락함에 따라 도시기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고양시의 경우 산업기반이 창원시와 수원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하
여 도시기반 집중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생활기반 집중도가 비교대상 도시들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용인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가운데 산업기반, 생활기반 집중도가 다소 낮으
나 학습기반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용인시의 집중도는 인구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인접해 있는 성남시의 집중도가 인구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볼 때, 용인시의 경우 산업기
반, 생활기반 인프라 등 인접한 대도시인 성남시에 의존하고 있어 도시 자족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철도 연장 총길이, 경제 사회단체 수, NGO 등록 수, 공연예
술 관람석 수, 어린이집 수, 3성급 이상 호텔 객실 수, 노인 여가 복지시설 수 등의 항목을 데이
터 정합성 부족으로 분석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표는 충분히 도시집중도 분석에 포
함될 수 있으며, 추후 자료가 보완된다면 심층적인 연구와 한층 더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
이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실증결과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 기준, 50만 명 이상 대도시,
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도시집중도를 상호 비교·분석한 결과, 각 도시의 도시
기반 자본, 생활기반 자본, 학습기반 자본에서 차이점이 나타났으며 세부 지표에서는 그 차이점
이 더욱 크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50만 명 이상 10개 도시 및 100만 명 이상 대도시 4곳에
적용되는 특례조항은 대동소이4)하다. 즉, 각 대도시의 특성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이 더욱 근거를 갖는 이유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김근영(2020), 김민재
(2020) 등의 접근방법과 본 연구에서는 다른 접근법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결과치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인구가 50만과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들로 집
중되고 있는 현상이 보이며, 각각의 도시의 특성에 따라 산업구조, 학습기반 등이 다르게 전개
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의 3가지(도시기반, 생활기반, 학습기반) 등 각 부문 간
의 자본의 특성을 살리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행 대도시특례제
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의 대도시특례를 위한 조항 몇 개를 첨가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도시의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을 것이며 지방분권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4) 예를 들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기능적 특례는「지방자치법」과「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일부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관한 기능적
특례는 기본적으로 이원적 구조를 통해서 부여되고 있음. 현행 대도시 특례제도는 일차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의 대도시의 기능적 특례를 통해서 기본적 특례를 부여하고, 이차적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국한되
는 특례가 부여되고 있어서 각 도시들 간의 특성에 따른 차등적 특례를 지원하는 법체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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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중앙정부-시도-시군구의 피라미드적인 형태에서 지방분권은 사람 없는
시군에 여전히 자원이 투입되고 인구가 집중되어 가고 있는 대도시의 발전을 발목을 잡는 지방
분권이 시행되기 쉬운 행정체계이다. 각 대도시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는 보다 큰 자율적인 권한과 재정분권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는 중앙정부-대도시로의 권한이양 등도 가능하도록 다핵적인 지방분권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대도시 중심의 다핵적인 지방분권을 위하여 ‘대도시특례법(가칭)’의 제정 및 현행 지방자치
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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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System in
Metropolis, through Regional Concentration Analysis
Lim, ssuhng-Bin ž Cho, Nam-Wook
Understanding of urban capital is needed as the polarization between metropolis and small
cities and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occurs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capital and
labor in the process of urban growth. Although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pushing for public projects to revitalize the community by creating various public jobs, such
as establishing infrastructure, viewing the understanding of urban capital as a lack of public
infrastructure and jobs, the urbanization rate is accelerating further. Thus, it is useful to
approach policies for a metropolis, small and medium cities, and policies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differently, and to readjust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uthority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In this study, 15 cities with a population of 500,000 or more were given a special clause
as of July 1, 2019, and four major cities with a population of 1 million or more (Goyang,
Suwon, Changwon, and Yongin) were analyz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and to raise the need to differentiate the special system applied to the current metropolis.
The urban base consists of items that measure the basis of the local economy, and the
living base of items that measure the concentration of health care and welfare. The learning
base consists of items that measure educational and research functions. Concentration
analysis shows that the concentration of four cities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1 million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popula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urban
concentration by area, the differences in urban-based capital, living-based capital, and
learning-based capital of each city are large, and the differences are even greater in detailed
indicators. It is necessary to make full-scal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metropolitan
special system so that they can be creative and competitive on their own, while preserving
the characteristics of capital among different sectors, including the three urban areas
(urban-based, life-based, and learning-based). Adding a few of the current metropolitan
special clauses will not fundamentally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cities in Korea, and
decentralization will not proceed smoothly. The decentralization, which maintains the current
pyramid of the central government-city administrative system, is a form of holding back the
development of metropolis where resources are still invested and the population is
concentrated in deserted cities and counties. Each metropolis needs greater autonomy and
fiscal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improve its voluntary and creative competitiveness. In
conclusion, a multi-nuclear decentralization is urgently needed to enable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the central government-to- metropolis without passing through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Key Words: Metropolis, Urbanization Rate, Urban Capacity, Urban Concentration
Analysis, Multi-nuclear Decentralization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