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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상가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최 재 필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 다 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단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

문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도시 내 상업시설 

기능도 포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의 보급, 대형할인 매장, 주변의 상업시설, 24시 

편의점 그리고 인터넷 쇼핑의 등장으로 단지 내 상가에서 이루어지던 소비가 감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단지 외부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기

능이 쇠퇴하였다.  2010년에 주택 중 아파트는 우리나라 주택 유형의 59.0%를 차

지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는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울시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2003년 기준 15,101개가 있는데 많은 상가가 소비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기능이 저하되고 주민의 발길이 끊겨 유휴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내 유휴 상가에 대한 정의를 세우고, 서울에 위치한 일반 분

양 아파트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상가의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를 제기 하

였다. 유휴 상가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한 사례와 상가 관련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문제와 상가 소유주 그리고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만족 할 수 

있는 새로운 용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상가 건물 유형별 설계제안 그리고 그에 따른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

하였다.  

유휴 상가는 건물 전체의 점포가 비어서 버려진 곳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활용 

방안을 위해서 유휴점포가 없더라도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상가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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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유휴 상가를 대상으로 한 관찰조사와 상가점포의 소유주, 상가 

이용 주민, 상가 점포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우 적어 유휴점포가 생기고 유휴점포는 결국 저

렴하게 회사나 창고로 사용되어 주민들이 상가를 찾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

다. 단지 내 유휴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하면, 사회적으로는 유휴 상가 

활용을  통해 1인주거의 증가와 소형주택의 감소를 해결 할 수 있고, 상가 점포의 

소유주는 유휴 점포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함께 주민지

원시설이 계획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상가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상가 유형별 설계 제안 - 연구대상 유휴 상가의 건물을 장방형과 정방형으로 

나누고 각각 소형, 중형, 대형 규모로 총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별 평

면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 할 수 있는 설계 대안을 제시하였다.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변경하는데 대부분 복도 양쪽으로 주거유닛을 계획하면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에 만족하여 상가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방

형인 대형 상가 건물의 경우 중복도나 편복도로 계획을 하면 햇빛을 전혀 받지 못

하는 주거유닛이 생기는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2) 단지 내 상가 관련 법규 개선 방안 제안 - 기존의 단지 내 상가 법규로는 유

휴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여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

시하였다. 단지 내 상가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써 용도변경과 리모델링

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유휴상가로 판단이 되었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

경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

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익창출을 위한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제어하고, 

용도변경을 할 때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시설을 함께 계획해야 한다는 새

로운 법규를 제안하였다. 

(3) 가이드라인 제시 -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법과 부합 할 수 있도록 설계의 방

향과 기준사항을 제시하였다. 주민지원시설과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유닛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복도와 코어를 계획하고, 단지 내 상가 건물의 배치 형태를 고려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적용 가능한 주민지원시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현황을 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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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유휴상가의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유휴상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발생 원인과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하는데 필

요한 법규개정 내용과 상가 유형별 설계 제안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유휴공간으로 변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적 낭비를 

줄이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유휴상가, 활용방안,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분석,  

         용도변경, 리모델링

학  번 : 2009-2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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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년대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아파트단지가 늘어났고, 197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1970년 중반에는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개발이 활성화 되면서 아파

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가 증가하였다. 1979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에서 부대복리시설 설

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1)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단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

문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상업시설의 

역할도 하였다. 1970년 중반부터 경쟁적으로 단지 내 근린상가 규모가 늘어났고, 

아파트 투기열파를 타고 무분별하게 대규모 상가들이 공급되면서 상가가 많아졌다. 

그러나 1990년대 대형할인매장이 등장하면서 단지 주민들이 단지 외부에서 소비

를 하게 되었다. 주변의 상업시설, 24시 편의점 그리고 인터넷 쇼핑의 등장으로 단

지 내 상가에서 이루어지던 소비가 감소하였다. 주민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많은 아

파트 단지 내 상가의 기능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생활편익

시설로서 주민을 위한 공공공간의 역할과, 경제적 창출을 위한 상업공간의 역할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계획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단지 내 

상가는 관련법규의 기준에 따라 맞추어 계획되고, 주거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수익

성 추구로 주민의 욕구와 사회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에 주택 중 아파트는 우리나라 주택 유형의 5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는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2) 서울시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2003년 기준 15,101개3)가 있는데 많은 상가가 소비문화의 변화로 인해 기능이 저

하되고 주민의 발길이 끊겨 유휴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비활성화로 인해 

유휴공간으로 변화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도시적 낭

비를 줄이고 재생적 차원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현재 서울시 아파트 단지 내 상

1)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p320

2) ｢2010 인구․주택 총조사｣의 가구․주택부문 집계결과 (통계청 2011.7.7)

3) 대한주택공사, 아파트주거통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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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지 내 상가의 현황

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유휴 상가 유형을 분류하고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2.1 연구의 대상

구 동 아파트 명 주소
입주

년도

세대

수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 논현동 105번지 1986 753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아파트 2차 신길6동 4518 1986 725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양아파트 북가좌1동 431번지 1986 660 

영등포구 당산동 현대아파트3차 당산동4가 88 1988 509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건영2차 시흥5동 384-12 1989 619 

구로구 고척동 서울가든아파트 고척동 141-1 1989 715 

강북구 수유동 극동아파트 수유6동 553-61 1990 574 

중랑구 면목동 용마한신아파트1차 면목3동 1077-1 1990 565 

관악구 신림동 건영아파트3차 신림9동 1703-1 1991 783 

관악구 신림동 국제산장아파트 신림10동 1693 1992 630 

종로구 창신동 쌍용 1단지 창신3동 702 1992 585 

강서구  가양동 동신,대아아파트 가양동 1459 1993 660 

강서구  방화동 동성아파트 방화3동 817 1993 686 

동작구 상도동 삼호아파트 상도5동 408 1993 682

서대문구 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 홍제동 454번지 1994 704 

구로구 개봉동 두산아파트 개봉2동 472 1997 561 

구로구 구로동 롯데아파트 구로5동 1263 1999 718 

동작구 본동 신동아아파트 본동481 1999 765 

서대문구 연희동 성원아파트 연희3동 740번지 2001 581 

구로구 오류동 금강아파트 오류2동 343 2003 620

[표 1-1] 연구대상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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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대상은 [표 1-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0개이다. 선정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었다. 

①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500세대 이상 800세대 이하

② 단지 내 상가가 1군데 이상인 단지

③ 미분양 상가는 제외 

④ 가로변 상가 제외

⑤ 일반 분양 아파트 단지의 상가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상권이 발달하지 않아 상가가 없는 단지가 

많고,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내부 세대로 인해 상권이 잘 형성 되어 있

는 경우가 많다.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는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가 활성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 연구에서는 상권형성이 단지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는 5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의 단지를 선정하였다.4)  또한, 상가의 임

대현황을 조사하여 건설사가 소유주가 아니고 분양되어 각 점포마다 소유주가 있

는 곳을 선택하였다. 아파트 가로변상가와 단일 건물로 된 아파트 상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1.2.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현황을 조사하고, 비활성화로 인해 유휴 

점포가 많은 서울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위하여 선행연구, 상가 기

능의 변화 및 원인, 관련 법규에 대하여 조사하고, 현재 단지 내 상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다. 3장에서는 단지 내 유휴 상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상가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상가를 관찰 조사하였다. 일부 상가를 대상으로 건물의 

실측을 진행 하고 상가 이용자들과 인터뷰를 하였다. 그리고 유휴 상가의 상가 형

태, 위치, 면적과 같은 공간 특성을 분석하여 유휴 상가를 유형화 하였다. 4장에서

는 유휴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유와 관련법규를 조사

4) 김경일, 단지 내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제 1장. 서  론

5

하고, 상가 유형별 설계제안을 하였다. 또한 용도변경을 위한 법규 개선과 가이드

라인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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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흐름도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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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단지 내 상가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논문 서지사항 내용

정봉주

(1999)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배치 및 업종구성에 관

한 연구"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단지 내 상가의 환경과 배치를 결정하는 단지

계획 초기의 상가배치문제점과 입점 후 단지내

상가의 대형할인매장의 영향정도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양행용

(2003)

"1970-80년대  서울의 

아파트단지 노선상가에 

관한 연구" . 서울시립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1970년대 아파트단지에서 노선상가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였으며, 어떤 배치형식을 

의도하여 도시의 공공가로와 관계를 맺어 상업

가로환경을 형성했는지 와 노선상가의 공공성

과 도시 계획적 의의를 논의했다. 

김준현

(2004)

"아파트단지의  근린상가

시설 배치유형에 따른 

만족도 연구" . 성균관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주거단지 내 근린상가시설의 배치형식을 도출

하고 여러 상가 배치 유형에 대한 상가이용자

와 입점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만

족도를 파악했다. 

정진권

(2006)

“공동주택 단지의 입지

특성에 따른 근린시설의 

업종분포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익산시 공동주택의 입지 특성을 구분하여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업종분포 현황과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것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주민의 

편의와 상가 활성화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

였다. 

김춘수

(2009)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의 배치와 형태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아파트단지 내 상가시설의 적절한 배치와 형태

에 대한 개념모델을 파악하여 건축계획 및 설

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김경일

(2009)

"단지  내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아

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단지 내 상가의 업종현황과 활성도, 상가배치, 

상가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해 다변화

하는 시장에서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생존할 

수 있는 조건과 실천 안을 제시했다. 

[표 2-1] 단지 내 상가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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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의 외부 공간 중에 상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

다. 단지 내 상가에 관한 연구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상가의 배치와 형태, 업종구성, 

노선상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분석이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아파트 상가의 

활성화 방안을 주로 상가의 형태, 배치, 업종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지 내 상가가 외부의 상업시설로 인해 비활성화 되는 추세임을 언급하고 주민들

이 선호하는 상가의 배치, 형태를 도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표 2-1]는 단지 

내 상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 한 것이다. 

한계점으로는 첫째, 서울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현황을 조사한 연구가 없고, 

상가의 쇠퇴에 대한 설명 없이 활성화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상가의 활성

화 방안을 배치와 형태를 통해서 제시하였는데, 기존의 건물을 재배치하는 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상가에 대한 활용방안 보다는 새로 계획할 때를 위한 가이

드라인 제시가 대부분이다. 셋째, 연구대상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 연구가 대부분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하여 

유휴 상가를 파악한 후, 제도적인 문제점과 함께 근본적으로 상가를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축적인 해석을 통해 제시 하는데 있어 다른 연구와 차별성

을 가진다. 

2.2 단지 내 상가의 시기별 기준 및 기능의 변화

2.2.1 시기별 기준의 변화 

1950년대에는 어린이놀이터 및 상가는 아파트 단지의 인근지역 시설을 이용하

도록 했다. 1960년대에는 단지 규모에 따라 몇 개의 지정된 점포가 계획되었는데, 

늘어나는 주거단지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공동생활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연구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작되었다. 1963년에는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에 의해 “부

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이 작성되었다. 1970년대에는 단지가 대단위로 변하면서 점

포, 슈퍼마켓, 연탄가게, 은행, 병원, 목욕탕 등 제반 복리시설이 늘어났으며, 유아

원, 학교 등 교육시설과 체육시설, 종교시설, 새마을회관, 경로당 등 여러 가지 유

형의 복리시설이 확대되었다.5) 이 시기까지는 정부차원에서 규정하는 체계적인 주

민 공동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5) 대한주택공사 2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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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73. 7 ‘75. 4 ‘76. 9 ‘78.1

단지

규모

기준 

·1,000이상:   

  시장 1개소

·200~1,000:      

  200세대당        

  점포1개소(45㎡)  

·1,000이상:       

  시장1개소

·500이상:상가    

 (660㎡이하)    

·1,000이상:      

 시장1개소

·100이상:상가

·3,000이상:종합상가  

·5,000이상:시장

면적 

기준

　 　 　 ·상가:100~3000㎡

·종합상가:

  500~5,000㎡       

·시장:5,000세대이내    

  5,000~10,000㎡

  5,000세대초과시       

  1,500~15,000㎡

[표 2-2] 관련 법규상 근린생활시설의 시설기준 변화 

(정봉주,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배치 및 업종구성에 관한 연구, 1999) 

구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칙 

‘79. 8 ‘81. 3 ‘89. 7

단지

규모

기준 

·100~1,000이상:상가  

·1,000~5,000:종합상가

·5,000이상:소매시장 

·100이상:판매시설 ·100이상:판매시설     

면적 

기준

·상가당~4㎡세대

  (5층이하)

·종합상가:500

  ~5,000㎡(5층이하)  

·소매시장:3,000

  ~15,000㎡(5층이하)

·판매시설:

  0.6~4㎡/세대

·판매시설: 

  0.6~4㎡/세대

·판매시설외의 용도면적      

  이 200㎡ 미만시

  200㎡까지 가능

구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91. 1 ‘93. 9 ‘94. 12 ‘99.9

단지

규모

기준 

·100이상:           

 구매시설

·생활시설허용

·생활편익시설 ·근린생활시설등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장,상점)

면적 

기준

·구매시설:

  0.6㎡~3㎡세대

  (500㎡미만시       

  500㎡까지 가능)  

·생활시설:3㎡/세     

 대(300㎡미만시30    

 0㎡까지 가능)

·구매생활시설의    

  합계가 세대당6

  ㎡이하(구매시     

  설면적이500㎡

  이하시500㎡까지

  가능)

·세대당6㎡이하

  (생활편익시설

  면적이500㎡

  미만시500㎡

  까지 가능)

·세대당6㎡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시 500㎡   

  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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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부터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 개발이 활성화 되면서 주거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치요구가 증대하였다. 이전까지는 민간건설이 단지규모가 

크지 않아서 정부의 규제필요성은 높지 않았으나 이 시기 이후에는 거주환경의 유

지를 위하여 정부에서 규제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했다. [표 2-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관한 관련법규 기준은 1973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규칙으로 처음 제정 되었다. 

 1977년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서 경쟁적으로 단지 내 근린상가 규

모가 늘어났고, 단지 내 상가의 최대·최소 규모 기준이 추가되었다. 이 시기에 아파

트단지 내 상가의 평당 가격이 오르고 보증금, 권리금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상가가 

대표적인 투기 대상이 되었다. 1979년에는 아파트 투기열파를 타고 무분별하게 대

규모 상가들이 공급되면서 상가가 많아졌다. 1991년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

정이 제정되면서 상가에 대한 기준이 100세대 이상의 단지, 세대당 0.6㎡~3㎡이

하로 규정되었다. 1990년대에 단지규모에 대한 기준이 폐지되고 소비형태의 변화

로 단지 내 상가의 기능이 위축되자 근린상가의 최소규모에 대한 하한 규정이 폐지

되고 의무설치 규정도 삭제되었다.6) 

   

2.2.2 상가 기능의 변화  

[그림 2-1] 논현동 동현아파트 상가의 프로그램 변화 (좌:1986년, 우:2012년)

초기의 단지 내 상가는 고급 생활편의 시설로서 인식이 되었다. 아파트 주변에 편

6) 정봉주,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배치 및 업종구성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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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시설이 부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집 앞에서 모든 것이 해결 되고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 한해서 주문 배달이 가능한 것이 선망의 대상이었다.7)         

               

[그림 2-1]과 같이 단지 내 상가의 업종은 식품의 경우 슈퍼마켓, 정육점, 떡방

앗간, 야채, 청과, 생선, 건어물, 닭·계란, 젓갈반찬, 수입식품, 건강식품, 주방용품

이 있었고, 생활용품으로는 제과점, 약국, 귀금속, 시계, 안경, 스포츠용품, 문구점, 

서점, 커텐지물, 가구, 양잡화, 공예, 수입상품이 있었다. 또한, 숙녀복, 신사복, 아

동복, 속옷, 이불, 한복, 홈패션, 악세사리, 선물의 집과 같은 양품점이 있었다. 그 

외에 속셈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교회가 있었다. 현재는 대형할인 매장이나 

백화점으로 많은 업종이 옮겨갔고 단지 내 상가에는 부동산, 세탁소, 슈퍼, 제과점, 

카페, 학원, 병원, 교회 등의 업종이 남아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단

지 내 상가를 생활편익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개념을 변화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이 상가의 기능에서 판매시설은 쇠퇴하였다.

   

 1994년 이전까지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단지 내 상가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매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이 각각 50%가 되도록 하였다.8) 따라서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은 해당 점포의 용도 범위 내에서만 업종을 선택 할 수 있었다. 그러

다가 건설부가 1994년에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동의 없이 시청이나 군청에 신고만

으로 용도를 전환 할 수 있도록 용도전환절차를 완화하였다. 용도변경을 쉽게 한 

이유는, 이 시기에 아파트 주변의 백화점, 쇼핑센터 그리고 1993년부터 등장한 대

형할인매장으로 인해 단지 내 상가의 편익시설 기능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상가

의 활성화를 위해 상권을 형성 할 수 있도록 국민편익을 제고 한 것이다. 이때부터 

시장 개설 허가 및 점포별 분양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완화 되었고 용도전환 절차를 

완화 하면서 사실상 단지 내 상가에 대한 규제는 모두 풀어졌다. 상가의 개념은 이

때부터 생활 편익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뀌게 되었다. 

7) 대한주택공사 20년사

8) 판매시설은 식품·잡화, 의류, 문구, 서적, 운동기구와 같은 기초생활필수품을 의미하고, 생활편익시설은 미용

실, 음식점, 다과점, 세탁소, 방앗간, 수리점, 사진관, 학원, 금융기관, 부동산, 비디오 대여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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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지 내 상가의 비활성화

신문사 날짜 기사제목 기사내용 

매일

경제

2008.

5.14

신도시아파트상가교회·학

원이 점령 
과거 단지 내 상가는 최고의 수익형 부

동산 이었으나 지금은 애물단지이다. 

프라임 

경제

2008.

11.14 비어있는 아파트 상가 

주민 부업에 활용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

북구생활복지센터는 영구임대아파트 단

지 내 비어있는 상가를 주민 부업공동작

업장으로 활용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겨례
2008.

12.29
빈 상가를 공부방으로

빈 상가를 계속 방치할 수 없어 주공은 

이 단지의 상가 28곳 중 42.4㎡(12평)과 

27.7㎡(8평) 짜리 빈 점포 2곳을 문수종

합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 공익사업에 내

놓았다. 

동아

일보

2009.

9.22

쓸 일 없던 유휴지

“쓸모 있는 변신”

서울시 김성수 문화정책과장은 “사용되

지 않는 공공기관의 청사, 비어 있는 상

가 등 도심 속 유휴 건물을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

경제

2009.

12.6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잘 

보이게 전진배치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단지 내 상가에서

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병원 등 소수 업

종을 제외하고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 보

니 임차료를 내지 못해 비워둔 점포가 

속출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

일보

2010.

1.20

“경제난 대전지역 아파트 

상가 텅텅” 

백화점·대형마트에 매출 

급감 빈 점포 속출

대전지역 원도심과 도심외곽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가당 적게는 10%에서 많게

는 50%까지 점포가 비어 상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MBN
2010.

4.7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인기 없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점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입주민에게 꼭 필요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동산들만 있

다. 점포배치나 외관디자인 등에서 기존

의 방식을 탈피 못 했다는 점도 주요 비

활성화 요인. 

연합

뉴스

2011.

12.13 

임대아파트 빈 상가에 

주민복지시설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빈 상가를 활용

해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

토하기로 했다. 

[표 2-3] 유휴 상가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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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아파트 투기열파를 타고 세워진 대규모 상가들이 주변사정에 관계없이 

과잉 공급 되었다. 1990년 이전의 단지 내 상가들은 주위의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의 부족으로 독점상권을 이루다가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소비형태가 변화하면서 

상가의 이용률이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단지를 계획할 때 상가를 계획하지 않는 경

우가 많다. 또한 기존의 상가 건물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찾는 사람이 줄어들어 비

활성화 됨에 따라 빈 점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의 비활성화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그 심각성을 볼 수 있다. [표 2-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최근에 유휴 점포가 늘어나면서 유령 상가가 되어 가는 것이 큰 문제점

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휴 

상가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임대아파트의 유휴 상가에 대한 재활용 사례이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유휴 

상가를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부업공동 작업장, 복지관의 아동복지 공부방, 주민복

지시설로 재활용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아파트보다 상가의 비활성화 문

제가 더 심각한데 건설사에서 유휴 점포를 시에 기증하거나, 봉사 차원에서 주민복

지를 위한 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일반분양아파트에 대한 사례이다. 일반 분양아파트의 상가는 점포마다 소

유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복지관련 시설로 재활용하기는 어렵다.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지 내 상가에 교회, 부동산, 미용실, 세탁소 등의 소수 업종을 제외하고 

유휴 점포가 속출하고 있고 따라서 상가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대부분

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비활성화 되었다는 내용만 다루고 있다는데 기사의 

한계점이 있다.

 임대아파트 상가와 달리 일반 분양 아파트 상가의 비활성화 현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내용은 찾지 못했다. 이것은 일반 분양아파트의 경우 유휴 점포에 대한 활

성화가 법규나 절차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유휴 점포를 재활용하는데 주민 복지

시설 이외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9)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비활성화 되는 원인은 상가 건물의 노후화, 자동차의 보급, 상가 건

물의 과잉 공급, 대형할인매장의 등장, 소비문화의 변화 등이 있다.  

9)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비활성화에 대해서는 ‘3.2.3. 주민, 주인, 임대인 인터뷰.’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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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단지 내 상가 관련 법규

2.4.1 아파트 상가 관련 법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관련 법규는 근린시설을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

을 규정 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처음 나타났다. 이후에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기준

을 정해왔다. 단지의 규모나 면적을 기준으로 단지 내 상가의 규모를 정한 것으로 

주거지 내의 무분별한 상업시설확대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 상

가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분류되어 주택법시행령 별표3에 리모델링과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①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

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5조에서 같다)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개정 1993.9.27, 1994.12.30, 1996.6.8, 1999.9.29.>

②삭제<1993.9.27>

③삭제<1993.9.27>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

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개정 1993.9.27, 1994.12.30, 1999.9.29.>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상가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16

2.4.2 상가의 리모델링과 용도변경 

(1) 리모델링의 정의

 건축법 제2조에서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

을 위하여 대수선10)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11) 

건축법은 한개 동의 건축물을 전제로 한 법률이므로 주택단지라는 개념이 없다. 

하지만 주택법은 기본적으로 주택단지를 전제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동시

에 건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시행령 별표3에서 리모델링이 동 또는 주

택단지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2) 리모델링의 목적

리모델링의 목적에는 주택수명의 연장, 건축설비 기능의 고도화, 주거환경 및 에

너지성능 개선, 사회적 욕구변화에 부응, 유지관리비 절감과 자산가치 상승 등이 

있다. 12)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비문화의 변화, 소득

수준 향상 등에 따른 상가 이용자들의 욕구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건축 설비의 

개선뿐만 아니라 상가를 사회적 욕구변화에 부응시키기 위한 목적도 갖는다. 상가

의 소유주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상가의 노후화와 비활성화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

을 목적으로 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2.1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

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

는 것

11) 건축법 제2조 (개정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12) 강신은, 전연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해설서,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2004, 10,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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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리시설의 리모델링과 용도변경 

구분 허가기준 신고기준

용도변경

입 주 자 

공 유 가 

아닌 

복리시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

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

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

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리모델링  

입 주 자 

공 유 가 

아닌 

복리시설 

등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

상의 기간이 경과된 복리시설

을 리모델링(증축은 사용검사

를 받은 후 15년 이상의 기간

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하

며,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

의 10분의1 이내 이어야하고, 

증축범위는「건축법시행령」제

6조제2항제2호나목에 의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복리시

설의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

은 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

고 시장·군수·구청장이인정

하는 때. 다만, 주택과 주택외

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

한 경우의 주택외의 시설은 주

택의 증축 면적 비율의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 있다. 

- 

[표 2-4]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제1항관련)  

복리시설 리모델링

[표 2-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주택법은 공동주택에 대한 동별 리모델링과 주택

단지 리모델링을 인정하고, 단지 내 상가와 같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규정이 있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리모델링은 전체 소유자

의 동의를 얻은 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가

능하다. 그러나 증축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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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이어야 하고, 증축범위는 건축법시행령에 의한다. 

부대·복리시설의 용도변경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일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

설13)과 복리시설14)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일 때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용도변경을 허가해준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

위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시

설, 금융업소이외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때 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다. 공동

주택의 부대·복리시설간의 상호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목적은 

주차난을 겪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기 위한 것이다.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

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부대시설이란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

대,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

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방범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ㆍ안마원 및 고시원을 제외), 종교시설, 판매

시설 중 소매시장·상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금융업소, 공동작업장, 사회복지관, 주민공동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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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결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관련 법규는 상가 건물의 면적만을 제시하고 있다. 시기

가 변하면서 상가의 기능 또한 바뀌는데 상가 관련 규정은 시기적으로 제한면적만 

변화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는 용도는 과거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변화

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상가의 리모델링은 과거에는 단독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했지만, 규정이 완화되어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조안전에 지

장이 없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용도변경은 부대·복리시설간의 상호간에만 허용되

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의 용도 변경 이외에는 상가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과거에는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써 주변 

지역의 상업시설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비활성화 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용도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변화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의 유연성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공간특성 분석

3.1. 단지 내 유휴 상가의 정의 

3.2. 유휴 상가 조사  

3.2.1. 유휴 상가 조사 대상 및 방법

3.2.2. 단지 내 상가 현황 

3.2.3. 주민, 주인, 임대인 인터뷰 

3.3. 유휴 상가 유형 도출

3.4. 소결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상가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22

3.1 단지 내 유휴 상가의 정의

197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대

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에는 생활편익시설로 

상가 건물이 존재한다. 과거에 단지 내 상가는 단지주변의 편익시설의 부재와 아파

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급상가라는 이미지로 활성화 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

는 많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유휴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유휴 상가의 정의는 건물 전체의 점포가 비어서 버려진 곳뿐만 아니

라, 근본적인 활용 방안을 위해서 유휴점포가 없더라도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

어 상가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다. 다시 말해 단지 내 유

휴 상가는 단순히 비어있는 점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기능을 상실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까지 포함하게 된다. 

3.2 유휴 상가 조사 

현재 서울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는 없다.15) 관찰

조사를 통해 현재 상가의 이용 현황과 유휴 점포의 상황을 파악하고, 인터뷰를 통

해서 상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 하고자 한다.  

3.2.1 유휴 상가 조사 대상 및 방법

서울시 아파트 단지 중 500~800세대의 규모에 1개 이상의 상가 건물이 있는 단

지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일반적인 현황을 보기 위해

서 다양한 구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다양한 시기의 20개 단지를 선정

하였다. 선정된 아파트 단지는 [표 3-1]과 같다.  

15) 자세한 내용은 ‘2.1 단지 내 상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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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 아파트 명
입주

년도

세대

수

상가

수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 1986 753 1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아파트  2차* 1986 725 1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양아파트 1986 660 1

영등포구 당산동 현대아파트3차 1988 509 1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건영2차 1989 619 1

구로구 고척동 서울가든아파트* 1989 715 1

강북구 수유동 극동아파트 1990 574 1

중랑구 면목동 용마한신아파트1차 1990 565 1

관악구 신림동 건영아파트3차* 1991 783 1

관악구 신림동 국제산장아파트 1992 630 1

종로구 창신동 쌍용 1단지 1992 585 1

강서구  가양동 동신,대아아파트 1993 660 1

강서구  방화동 동성아파트 1993 686 1

동작구 상도동 삼호아파트* 1993 682 1

서대문구 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 1994 704 1

구로구 개봉동 두산아파트 1997 561 1

구로구 구로동 롯데아파트 1999 718 1

동작구 본동 신동아아파트 1999 765 1

서대문구 연희동 성원아파트 2001 581 1

구로구 오류동 금강아파트* 2003 620 1

[표 3-1] 연구대상 아파트 단지   

조사는 연구대상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대상으로 현장 관찰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4월부터 5월까지 주말을 제외한 13시에서 18시 사이에 대상 단지를 방문

하여 약 1시간~4시간 동안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에서 정의하는 유휴 상가와 부

합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실측을 하여 도면을 그렸다. 16) 그리고 상가점포의 소유

주, 상가 이용 주민, 상가 점포 임대인, 부동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

였다. 부동산관계자를 통해 상가의 변천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

다. 

16) [표1]에 아파트명* 인 곳은 실측을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다.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상가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24

3.2.2  단지 내 상가 현황

 20개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관찰 조사한 결과, 동일한 세대수와 비교하였을 

때 상가 건물의 규모가 큰 곳은 비활성화 문제가 더욱 심각하였다. 동일한 

500~800세대의 20개 단지 중에서 연면적이 3000㎡가 넘는 대규모 상가는 

1986년에 입주한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양아파트’와 1989년에 입주한 ‘구로구 

고척동 서울가든 아파트’, 그리고 ‘종로구 창신동 쌍용1단지’가 있다. 

[그림 3-1] 창고로 사용되는 대규모 상가1층 (좌:서울가든 아파트, 우:쌍용1단지)

[그림 3-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전면점포가 아닌 개방형점포의 경우, 과거에

는 시장처럼 활발했지만 현재는 가장 먼저 유휴점포가 되어 주로 창고로 쓰이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통이 편리하거나 단지 주변에 공구상가와 같은 시설이 있는 상가의 경우에는 

유휴 점포가 몇 년 전부터 회사와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동작구 상도동 삼호아파

트’는 1층 11개 점포 중 2개가 유휴 점포이고 부동산 2개 점포와 정육점을 제외한 

6개의 점포가 인쇄소 및 회사였다. 유휴 점포에 입점하면 권리금이 없고 임대료가 

매우 저렴해서 선호한다고 하였다. ‘구로구 개봉동 두산아파트’는 1층 전체가 창고

로 사용되고 있어서 상가 주변에 목재가 쌓여있고 어두웠다. 2층에 있는 세탁소를 

제외하고 3층까지 모두 회사가 있어서 조사를 하는 2시간동안 상가를 이용하는 주

민이 없었다. 대부분의 상가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유휴 점포의 수가 증가하면서 저

렴하게 전체 층을 구매해서 들어오는 현상을 보였다. ‘관악구 신림동 국제산장아파

트’는 상가 건물 5개 층 중 3개 층이 교회였다. 교민들의 접근이 쉽다는 장점도 있

지만, 일부 주민들은 소음과 교회에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

고 있었다.  



제 3장.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공간특성 분석 

25

(1)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 

상

가

개

요

입주년도  1986

세대수 753

상가연면적 1,909.4㎡

층수 B1 / 3

주차대수 -

점포수 23 / 7 

상

가 

사

진

지하층 1층 2층

유휴점포 7개 모두 1층이다. 

2층은 DMFS 라는 회사가 모두 사용중으로 출입이 통제한다.  

3층은 주원상사 서상관세사무소 동현세탁 튼튼영어 동현음악학원이 있다.  

(2)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아파트2차

상

가

개

요

입주년도  1986

세대수 725

상가연면적 1,972.9㎡

층수 B1 / 2

주차대수 -

점포수 21 / 6

상

가 

사

진

1층 1층 2층

1층 유휴점포 6개가 있다. 몇 개월 전에 문방구가 없어졌다. 

지하1층 미용회사가 있다. 

주차는 상가 앞 길가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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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양아파트

상

가

개

요

입주년도  1986

세대수 660

상가연면적 3,559.93㎡

층수 B1/ 3

주차대수 단지 이용 

점포수 46 / 9

상

가 

사

진

지하층 1층 2층

규모가 가장 큰 상가로 지하1층(도로면에서 1층) 상점은 거의 다 닫혀있다. 1층은 학

원, 소매업, 인테리어, 헤어샵 등이 가벽을 경계로 어지럽게 운영중이다. 2,3층은 노후

한 비즈니스 빌딩 형태로 좁은 복도를 남기고 사무실, 치과, 독서실 등이 입지한다. 사

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다. 

(4) 영등포구 당산동 현대아파트3차 

상

가

개

요

입주년도  1988

세대수 509 

상가연면적 852.8㎡

층수 B1 / 3

주차대수 2

점포수 13 / 0

상

가 

사

진

1층 2층 3층

학원이 주로 입지하고, 지하는 방앗간만 있으며 출입구가 따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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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건영2차

상

가

개

요

입주년도  1989

세대수 619 

상가연면적 1,432.4㎡

층수 B1/ 2

주차대수 5

점포수 15 / 0

상

가 

사

진

상가 전면 1층 지하 

컴퓨터수리, 에어콘 공조, 우유보급소, 제조업체(동성물산;미싱) 등 주민 직접이용시설

이 아닌 경우가 많다.  지하층은 제조업체와 교회가 사용중이며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적혀있다.

(6) 구로구 고척동 서울가든아파트 

상

가

개

요

입주년도  1989

세대수 715 

상가연면적 3,209.94㎡

층수 B1 / 4

주차대수 10

점포수 62 / 10

상

가 

사

진

1층 1층 2층

1층은 전면상가를 제외하고, 오픈점포와 후면 상가는 창고로 이용한다. 유휴점포10개. 

2,3층은 전부 회사이고, 4층은 교회이다.

지하도 교회에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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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북구 수유동 극동아파트 

상

가

개

요

입주년도  1990

세대수 574 

상가연면적 1,352.67㎡

층수 0 / 3

주차대수 -

점포수 13 / 2

상

가 

사

진

주차 2층 3층

1층의 7개 점포 중 2개가 비어있다. 

2,3층은 각각 <학원, 세탁소, 손글씨연구회><교회, 학원 두곳> 세 개의 프로그램이 있

다. 

(8) 중랑구 면목동 용마한신1차아파트 

상

가

개

요

입주년도  1990

세대수 565 

상가연면적 1,844.79㎡

층수 0 / 2

주차대수 6

점포수 12 / 0

상

가 

사

진

주차 1층 2층

1층 용도는 2개 부동산, 4개 제조업체이다. 

2층은 3개 학원, 쿠킹클래스, 도예공방, 1개 통상(사무실)이다. 

주차공간은 상가를 빙둘러서 마련되있으며 물건상하차용 공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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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악구 신림동 건영아파트3차

상

가

개

요

입주년도  1991

세대수 783 

상가연면적 2,602.08㎡

층수 B1 / 3

주차대수 17

점포수 24 / 1

상

가 

사

진

지하 공장 1층 교회층 전면 고시원 

지하1층에 유니폼 공장이 있다. 

3층 교회에서 전면에 고시원 같은 방 18개를 만들어 놓았다. 

(10) 관악구 신림동 국제산장아파트 

상

가

개

요

입주년도  1992

세대수 630

상가연면적 1,561.84㎡

층수 B1 / 5

주차대수 11

점포수 23 / 0

상

가 

사

진

2층 3층 5층

지하1층과 지상 두 개 층이 교회이다. 

1층 전면 상가 3개 모두 부동산이다. 

상가 앞의 옹벽따라 주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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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로구 창신동 쌍용1단지

상

가

개

요

입주년도  1992

세대수 585

상가연면적 3,221.71㎡

층수 0 / 4

주차대수 -

점포수 36 / 20

상

가 

사

진

1층 2층 2층

1층의 가운데 공간은 슈퍼의 창고로 사용중이다. 상사, 수선, 카센터 등 업종이 있다.

2층은 택배 회사가 사용한다. 1개 종합공사(인테리어), 1개 베이커리주방공간이 있다.

3층은 식품회사가 사용한다. 1,2,3층 모두 가운데 공간을 창고처럼 사용한다. 

(12) 강서구 가양동 동신,대아아파트

상

가

개

요

입주년도  1993

세대수 660

상가연면적 1,690.53㎡

층수 B1 / 3

주차대수 10

점포수 28 / 5

상

가 

사

진

1층에 회사4개가 있고 빈 점포는 5개가 있다. 

개방형 점포는 미닫이문으로 공간을 만들어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2층은 세탁소, 미용실, 학원 그리고 회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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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강서구 방화동 동성아파트 

상

가

개

요

입주년도  1993

세대수 686

상가연면적 2,942.07㎡

층수 B1 / 3

주차대수 -

점포수 25 / 3

상

가 

사

진

1층 1층 3층

지하1층과 지상3층을 교회에서 쓰고 있다.

1층의 문구점, 부동산을 포함 3곳이 비어있다. 

(14) 동작구 상도동 삼호아파트 

상

가

개

요

입주년도  1993

세대수 682

상가연면적 2,950.17㎡

층수 B1 / 5

주차대수 8

점포수 47 / 4

상

가 

사

진

1층 1층 주차

1층의 개방형상가 4군데가 비어있다. 

1,2,3층 모두 회사가 입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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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대문구 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 

상

가

개

요

입주년도  1994

세대수 704 

상가연면적 855㎡

층수  B1 / 2

주차대수 4

점포수 8 / 1

상

가 

사

진

1층 1층 2층

지하1층은 편의점이 전체 사용중이고 빵을 굽는 편의점으로 특화되어있다. 

입지 근린시설은 평범하나 특히 인적이 드물다. 

(16) 구로구 개봉동 두산아파트 

상

가

개

요

입주년도  1997

세대수 561

상가연면적 1,847.88㎡

층수 B1 / 3

주차대수 10

점포수 22 / 2

상

가 

사

진

1층 1층 2층

1층은 전부 회사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지하1층에는 교회가 있다. 

2,3층은 세탁소와 미용실 2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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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구로구 구로동 롯데아파트 

상

가

개

요

입주년도  1999

세대수 718

상가연면적 1,053㎡

층수 0 / 3

주차대수 9

점포수 15 / 0

상

가 

사

진

주차 1층 3층

1층 부동산 3개로 동종 겹침, 영세 인테리어 사무실이 있다. 2층 헤어샵 2개, 1개 사

무실(00전자)있이 있다. 3층 음악학원 2개가 있다.  

(18) 동작구 본동 신동아파트 

상

가

개

요

입주년도  1999

세대수 765 

상가연면적 2,252.88㎡

층수 B1 / 4

주차대수 6

점포수 31/0

상

가 

사

진

1층 1층 1층

1층에는 미로같은 복도가 있다.

주민들은 주로 상가를 이동통로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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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서대문구 연희동 성원아파트 

상

가

개

요

입주년도  2001

세대수 581 

상가연면적 662.24㎡

층수 0 / 3

주차대수 4

점포수 12 / 0

상

가 

사

진

1층 2층 3층

주차 공간은 부동산 방문객을 위해 사용되며, 제조업체(생식, 도시락), 도매상 등 주민 

비이용 시설이 있다.

(20) 구로구 오류동 금강아파트 

상

가

개

요

입주년도  2003

세대수 620

상가연면적 657.54㎡

층수 0 / 2

주차대수 7

점포수 14 / 0

상

가 

사

진

1층 1층 2층

연면적이 20개 단지 중 가장 작다. 

유휴점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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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 아파트명 입주년도 세대수 유휴 점포 연면적(㎡) 층수 주차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 1986 753 23 / 7 1,909.40 B1/ 3 0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아파트  2차 1986 725 21 / 6 1,972.96 B1/ 2 0/ 도로주차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양아파트 1986 660 46 / 9 3,559.93 B1/ 3 0/ 단지주차

영등포구 당산동 현대아파트3차 1988 509 13 / 0 852.8 B1/ 3 2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건영2차 1989 619 15 / 0 1,432.40 B1/ 2 5

구로구 고척동 서울가든아파트 1989 715 62 / 10 3,209.94 B1/ 4 10

강북구 수유동 극동아파트 1990 574 13 / 2 1,352.67 0 / 3 0

중랑구 면목동 용마한신아파트1차 1990 565 12 / 0 1,844.79 0 / 2 6

관악구 신림동 건영아파트3차 1991 783 24 / 1 2,602.08 B1/ 3 17

관악구 신림동 국제산장아파트 1992 630 23 / 0 1,561.84 B1/ 5 11

종로구 창신동 쌍용 1단지 1992 585 36 / 20 3,221.71 0 / 4 0

강서구  가양동 동신,대아아파트 1993 660 28 / 5 1,690.53 B1/ 3 10

강서구  방화동 동성아파트 1993 686 25 / 3 2,942.07 B1/ 3 0

동작구 상도동 삼호아파트 1993 682 47 / 4 2,950.17 B1/ 5 8

서대문구 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 1994 704 8 / 1 855  B1/ 2 4

구로구 개봉동 두산아파트 1997 561 22 / 2 1,847.88 B1/ 3 10

구로구 구로동 롯데아파트 1999 718 15 / 0 1,053 0 / 3 9

동작구 본동 신동아아파트 1999 765 31/0 2,252.88 B1/ 4 6

서대문구 연희동 성원아파트 2001 581 12 / 0 662.24 0 / 3 4

구로구 오류동 금강아파트 2003 620 14 / 0 657.54 0 / 2 7

[표 3-2] 단지 내 상가 현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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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주민, 주인, 임대인 인터뷰

 

다양한 시각에서 상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상가점포의 소유주, 상가 이용 

주민, 상가 점포 임대인 3분류로 나누었다. 총 5개 아파트 단지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아파트2차’, ‘구로구 고척동 서울가든아파트’, ‘관악구 신림동 건영아파트3차’, 

‘동작구 본동 신동아 아파트’ 에서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모두 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써 점포마다 분

양을 받은 소유자가 있다. 따라서 인터뷰 대상 중 상가 소유주는 상가 건물의 소유

주가 아닌 각 점포마다의 소유주이다. 

(1) 상가 이용 주민 

5개 아파트 단지에서 25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상가를 1주일

에 몇 번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림 3-2]와 같이 ‘이용안함’ 3명으로  

12%, 1번이용이 13명으로 52%, 2번이용이 7명으로 28%, 3번이용이 2명으로 8%

이었다.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용하는 업종

은 주로 슈퍼와 미용실이었다.  

[그림 3-2] 주민들의 1주일에 상가를 이용하는 횟수 

상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 용도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부분

의 주민들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 이었다. [그림 3-3]와 같이 보육원, 주민커뮤니티 

시설, 헬스장과 같은 주민지원시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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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상가에 생겼으면 하는 시설  

현재 상가에 많이 임대해 있는 회사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교회는 어쩔 수 없지만, 소음과 교인들이 단지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회사에 대해

서는 많은 주민들이 회사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알고 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끼

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대답하였다. 만약에 상가를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두 상관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주

민편의시설이 모두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2) 상가 점포 소유주 

점포의 소유주에게 임대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결과, 모두 입점 초기에 지하

는 슈퍼, 1층은 빵집, 약국,  금속, 신발, 가방, 2층은 의류, 3층은 학원, 세탁소로 

활성화 되어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임대 상황도 좋지 않고, 유휴점포의 

경우 권리금만 받고 임대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였다. 점포의 소유주들이 자체

적으로 상가번영회를 만들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상가

를 이용해달라고 홍보하는 것과, 건물관리를 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

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이 리모델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점포의 소유주에게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 용도로 변화했으면 좋을 것 같

은지에 대한 질문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 상가로의 접근을 유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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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 같고, 주거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소비문화의 변화로 인해 식품, 잡화 매장은 문을 닫고,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우 적어 유휴점포가 생기고 유휴점포는 결국 저렴하게 회사나 창

고로 사용되어 주민들이 찾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 상가의 기능으로는 상가가 비어가는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상가에 

대한  새로운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가 점포 소유주들의 주장이었다. 

(3) 상가 점포 임대인 

점포 임대인은 점포를 식품, 잡화 업종, 학원으로 사용하는 임대인과 회사로 사

용하는 임대인으로 나누었다. 점포의 경제사정에 대한 질문에 식품, 잡화, 학원 임

대인들은 모두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비활성화 된 상가 일수록 회사가 

많이 입점 해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매우 다양한 업종의 회사가 있었는데 

12개의 회사를 방문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림 3-4] 회사가 상가에 입점한 경우 의 장점 

[그림 3-4]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하게 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정

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단지 내 유휴 상가가 일반 상가에 비해 임대료가 

70~80% 저렴하다는 사실이었다. 두 번째는 교통과 주차에 관한 것인데,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과 

단지 내의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차장의 경우 단지 주민

들이 출근하면 그 자리에 부담 없이 주차할 수 있고, 회사 직원이 퇴근하면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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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퇴근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이 겹치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그림 3-5] 회사가 상가에 입점한 경우의 단점 

회사가 상가에 입점한 경우의 단점은 [그림 3-5]과 같이 보안 문제, 낙후된 건

물, 편의시설 부재, 같은 업종끼리 모여 있지 않아서의 불편함을 들었다. 보안은 상

가 내 기존의 보안카메라에 의존 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회사는 개인적으로 보안업

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상가의 문은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각 층의 입구는 개인 

열쇠로 단속하고 있었다. 보안이 취약해 도난사고도 일어난다고 하였다. 

유휴 점포를 창고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주로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고 사용 중 

이었다. 창고 임대인들은 저렴한 가격에 상가의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주민들은 상가 이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에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보육원, 독서실,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주

민지원시설이 생겨 활용 가능한 상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점포 소유주들

은 리모델링이 되어도 현재와 같은 업종이 입점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

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허락 되어서 주거로 임대 할 수 있다면 매우 좋겠다고 하였

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상가가 새로운 용도로 활용될 때 주민지원

시설과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주민과 소유주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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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휴 상가 유형 도출 

서울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를 설정하기 위해 연면

적, 건물의 배치, 건물형태 그리고 구조와 같은 물리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관찰조사를 통하여 20개 상가의 공간형태 유형은 정방형과 장방형

으로 구분 하였다. 정방형이란 한 변의 길이가 다른 변의 길이의 2배 이하인 건물 

형태이고, 장방형이란 한 변의 길이가 다른 변의 길이의 2배 이상인 건물형태를 정

의한다. [표 3-3]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물리적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아파트명 세대수 연면적(㎡) 구조 배치 건물형태

금강아파트 620 657.54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지입구 정방형

성원아파트 581 662.24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지중앙 정방형 

현대아파트3차 509 852.8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지입구 정방형

유원하나아파트 704 855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지입구 장방형

롯데아파트 718 1,053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지입구 정방형

극동아파트 574 1,352.67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지입구 장방형

남서울 건영2차 619 1,432.40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지중앙 장방형

국제산장아파트 630 1,561.84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지중앙 비정형 

동신,대아아파트 660 1,690.53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지입구 정방형

용마한신아파트1차 565 1,844.79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지입구 장방형

두산아파트 561 1,847.88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지입구 비정형

동현아파트 753 1,909.40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지입구 정방형

우성아파트 2차 725 1,972.96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지입구 정방형 

신동아아파트 765 2,252.88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지중앙 비정형

건영아파트3차 783 2,602.08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지중앙 장방형

동성아파트 686 2,942.07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지입구 장방형

삼호아파트 682 2,950.17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지입구 비정형

서울가든아파트 715 3,209.94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지중앙 장방형

쌍용 1단지 585 3,221.71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지입구 정방형 

한양아파트 660 3,559.93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지입구 정방형

[표 3-3]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물리적 요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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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단지 상가 모두 철근콘크리트 구조였다. 상가의 층수는 상가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유형화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연구대상 상가 건물의 연면적 분포는 [그림 3-6]에 나타난 것과 같다. 500~800세

대 아파트 단지의 상가 규모가 소형규모, 중형규모, 대형규모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6]연구대상 단지 내 상가의 연면적 분포 

 상가 건물의 형태는 정방형이 20개 중 9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장방형의 형

태 또한 7개로 많이 나타났다. 상가의 면적과 공간형태 사이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내에 상가의 위치는 단지 중앙보다는 단지 입구에 많이 배치 된 것

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형태와 규모로 분석을 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위한 대표 사례는 [표 3-4]와 같다. 

　 Type1 Type2 Type3

소형규모 중형규모 대형규모

Type-1 정방형 금강아파트 우성아파트2차 한양아파트

Type-2 장방형 유원하나아파트 용마한신아파트1차 서울가든아파트

[표 3-4] 유형화 된 상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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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상가의 연면적 분포에서 소형규모, 중형규모, 대형규모로  Type을 3가

지로 나누었다. 규모에 따라 상가 건물의 형태를 나누어 정방형은 Type-1, 장방형

은 Type-2로 표현하도록 한다. 상가의 규모와 건물 형태에 따라 총 6개의 단지를 

선정하여 각 Type마다 적용이 가능한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4  소결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상가를 대상으로 한 관찰조사와 상가점포의 소유주, 상가 

이용 주민, 상가 점포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500~800세대 단지 상가

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우 적고, 유휴점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에 비해 상가 건물의 규모가 큰 대상지는 상가의 비활성화가 더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주로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미용실, 세탁소와 같은 필수

업종 점포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현재는 불필요한 남

는 공간이 되었다. 유휴점포가 창고나 회사로 쓰이는 현상을 보면, 상가의 상업적 

기능이 쇠퇴한 것을 볼 수 있다. 유휴 상가를 주민과 상가의 소유주가 함께 만족 할 

수 있는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시적 차원에서 

주거유형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 내에 있는 유휴 상가를 활용 하지 못하는 

것은 큰 낭비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유휴 상가를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용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활용 방안 

4.1. 유휴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   

    4.1.1. 1·2인 주거의 필요성

4.1.2.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 

4.1.3. 유휴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할 때의 장점

4.1.4.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4.1.5.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규  

4.2. 상가 유형별 설계 제안 

     4.2.1. Type1 (소형규모)

     4.2.2. Type2 (중형규모) 

     4.2.3. Type3 (대형규모) 

     4.2.4. 단지 배치와의 관계  

4.3. 관련 법규 개선 방안 제안

4.4. 가이드라인 제시

4.5.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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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휴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 

유휴 점포가 증가하여 상가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활성위원회를 만들고, 임대를 

이어가기 위해 회사, 창고 등으로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현상유지를 하면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슈퍼나 학원도 외부의 대형화, 전문화 된 업체들로 인해 설 곳을 잃

고 있다. 이용자가 감소해 비활성화 된 상가에는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

어 결국 외부에서 소비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17) 상업적 기능을 상실한 

상가의 외관과 내부를 새로 바꾸는 리모델링을 해도 상가를 활성화시키는데 한계

가 있다. 유휴 상가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가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여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상가점포의 소유주뿐만 아니

라 단지 내 상가의 특성상 주민의 편의를 위한 목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

민들도 예전과 같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가 건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

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4-1]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한 예시

(좌: 현 상가 우: 변경 후)  

17) 주민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다. (20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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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단지 내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예시이다. 리

모델링할 때 경제성을 위해서 기존 상가 건물의 벽채와 기둥 그리고 계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 

상가 점포 한개 유닛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최소 19㎡에서 44㎡사이로 분포되어있

다. 이것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거전용면적 12㎡이

상 50㎡이하’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유휴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계획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하면, 유휴 점포가 많아지고 있는 유휴 

상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

시형 생활주택과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보육원,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주민지

원시설이 같이 계획되면 단지의 주민, 상가점포 소유주 그리고 유휴 상가문제를 해

결하게 되는 정부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될 것이다.  

4.1.1 1·2인주거의 필요성

(1) 1․2인 가구의 증가 

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다.18) 

구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인 
661 1,021 1,642 2,224 3,171 4,142

(6.9) (9.0) (12.7) (15.5) (20.0) (23.9)

2인 
1,176 1,566 2,185 2,731 3,521 4,205

(12.3) (13.8) (16.9) (19.1) (22.2) (24.3)

[표 4-1]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 (단위: 천 가구, %) 

(통계청,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 4p) 

18) 국토해양부, 도시형생활주택 매뉴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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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가구원수별 가구 비율(1985~2010년) 

[그림 4-2]와 같이 1995~2010년 사이에 주된 가구 유형이 3․4인 가구에서 1․2
인 가구로 변화 했다. 미혼, 이혼, 사별 가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1․2인 가

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19)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독림가구가 늘어나면서 

소유보다 임대, 대형 보다는 소형 주택을 선호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세대

의 1․2인 가구도 늘고 있다.  [표 4-1]에 나타난 것과 같이 1․2인 가구의 경우 

1985년에는 183만6천 세대이었던 것이 1995년에는 382만7천세대로 2배 이상 늘

었고, 2005년에는 669만2천 세대, 2010년에는 834만7천세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 소형 주택의 감소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주택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소형주택의 건설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최근에 주택의 매매수요나 전세수요가 중대형보다는 소형 

주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소형주택 공급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19)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_보도자료, 통계청,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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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85㎡   

초과 
16.0% 18.9% 23.5% 24.3% 27.5% 36.3% 37.5%

85㎡    

이하
84.0% 81.1% 76.5% 75.7% 72.5% 63.7% 62.5%

[표 4-2] 전용면적별 주택공급 현황 

(국토해양부, 도시형 생활주택 매뉴얼,2011) 

[그림4-3] 서울지역 소형 저가 주택 멸실·공급 전망

( 서울시주거정책자문위원회) 

[표 4-2]을 보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공급 비율이 2001년에는 84.0%였

는데 2007년에는 62.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공급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림 4-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서울에 

소형 저가 주택의 명실 증가율은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 도심재생 사업으로 인해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공급예정인 소형 가구는 매우 부족하다. 1·2인 가구의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소형 주택은 감소하고 있다. 1인가구중 월평균 소득

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70%를 넘어 이 중·저소득층이 부담 할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필요하다.20)   

20) 서용식, 도시형생활주택, 매일경제신문사, 6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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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 

[그림 4-4] 서울의 1인가구 비율

(서울특별시, 2010 서울서베이 리포트, 43p)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은 평균 24.1%로 관악구가 40%로 최다집적구이다. [그림 

4-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서울시 모든 구에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

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소형주택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아파트 단지는 각 구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단지 내에 상가 건물은 1개 이상 계획되어 있다. 단지 내

에 유휴 상가를 선정하여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한다면, 낭

비된 공간으로 남겨져 있는 유휴 상가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효

과적인 활용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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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

 

2009년 5월에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몇몇 개선해야할 문제점들

이 발생하고 있다. 

(1) 경제성

서민주거의 안정을 위해 시작한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지만, 주변 원룸, 오피스

텔보다 비싼 임대료에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그 이유는 높은 공사비에서 들 

수 있다.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할 경우 에너지 효율 2등급 인증

을 받아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에너지 효율에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비

싼 자재들과 설비들이 결국 임대료를 높이는 현상을 만든다.21) 

(2) 주차공간의 부족

제도 초기에 도심의 서민을 위한 1인 주거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하

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정부는 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지자체는 주차난에 시달렸고, 2012년 4월에 국토해양부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현재 기준의 절반 범위에서 지자체가 주

차장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주차장의 문제는 

완화하면 주차난이 발생하고, 강화하면 공급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3) 쾌적성(공용시설의 부족)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경우 의무사항인 관리시설, 

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의 설치가 제외되었다. 그로인해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

자 삶의 질적인 향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 거주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지

만, 현실적으로 부대·복리시설을 완화해서 부담가능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동시에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21) 신촌푸르지오시티 모델하우스 담당자와의 인터뷰로 확인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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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유휴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할 때의 장점

단지 내 유휴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활용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안전

아파트 단지는 주거지역이라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보다 안전성이 보장된다. 

단지는 단독 건물로 계획된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주변에 사람이 많고, 보안시설,  

cctv가 있어 안전하다. 1인 가구의 비율 중 노인과 여자의 비율이 높은데 이러한 

이점 때문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성

도시형 생활주택을 계획 할 때 요구되는 주차수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마

다 전용 주차장이 있거나 할당된 주차 대수가 있어 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부담이 

적다. 또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진입도로, 단지도로, 통신시설, 보안등, 폐기

물보관시설과 같은 부대·복리시설이 이미 적용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계획 

할 때 경제적일 것이다. 

(3) 쾌적성

단독 건물로 계획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규정의 완화에 따라 조경, 놀이터, 노인

정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단지 내의 조경과 운동시설, 놀이터, 노인정 같

은 부대·복리 시설을 함께 이용 할 수 있어 소득이 적은 1․2인 가구의 생활의 질이 

보장된다. 

(4) 교통의 편리

1인 가구의 경우 도심지역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분포를 하는데22) 아파트 단지는 

주거지역으로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하고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편

리 하다. 

22) 서용식, 도시형생활주택, 매일경제신문사, 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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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지원시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되면서 상가의 1층에 보육원, 커뮤니티시설과 같은 주

민지원시설이 계획되면 기존의 단지 주민들도 현재보다 상가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지 마다 슈퍼, 미용실과 같은 필수 업종도 활성화 되어 주민과 임대

인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6) 상가 점포의 소유주

현재 점포의 소유주들은 임대상황이 좋지 않아서 건물이 리모델링되기를 기다리

고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활용되어 함께 임대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7) 정부 

서울시의 애물단지인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한

다면 부족한 소형주택의 빠른 공급에 도움이 되고, 도시의 유휴공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1.4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3장의 인터뷰에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층 전

면에 위치한 슈퍼에서 급하게 필요한 것을 구매할 때를 제외하고는 상가를 활용 할 

일이 없다고 하였다. ‘구로구 고척동 서울가든아파트’ 주민 대부분은 1층 전면상가 

뒤쪽이 창고로 쓰이고 있는 것과, 상가 2층과 3층에 회사가 20개 이상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인터뷰했던 학생은 상가에 필요한 가게가 없어서 거의 이용하지 않

는다고 하였고, 아주머니는 미용실만 이용하고 근처 대형할인매장에서 장을 본다고 

하였다. ‘관악구 신림동 건영아파트3차’의 상가 지하1층 전체가 의류공장이고 3층

은 교회가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1,2층뿐이었다. ‘동작구 본동 신동아 아파

트’ 주민들은 상가를 마을버스정류장으로 가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근처 시장이나 대형할인매장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용도로의 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지금과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

분이었다. 그러나 보육원, 주민커뮤니티시설, 헬스장 그리고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남겨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주민지원시설이 함께 계획된다면 현재보다 상가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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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단지 내 상가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보

다는 상가의 임대수익에 맞춰져 공장, 회사, 창고와 같은 업종이 생기는 현상이 나

타나 주민의 이용률이 낮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가 건물 내에 주민의 편의를 위한 

주민지원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주민들이 상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사 날짜 기사제목 기사제목

프라임 

경제

2008.

11.14

비어있는 아파트 상가 

주민 부업에 활용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북구생

활복지센터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비어있

는 상가를 주민 부업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한다

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겨례
2008.

12.29

빈 상가를 공부방으로
빈 상가를 계속 방치할 수 없어 주공은 이 단

지의 상가 28곳 중 42.4㎡(12평)과 27.7㎡(8

평) 짜리 빈 점포 2곳을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의 아동복지 공익사업에 내놓았다. 

아시아

경제

2011.

07.13

5억짜리 상가, 공짜로 

빌려드려요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송도국제도시내 악성 미

분양 상가인 웰카운티 1, 2단지내 일부 잔여 

상가를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빌려 주기로 하

고 희망자를 제안 공모형으로 모집 중이다. 

연합

뉴스

2011.

12.13

임대아파트 빈상가에 

주민복지시설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빈 상가를 활용해 주

민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

다. 

건설

타임즈

2012.

1.13

은평뉴타운 단지 내 

독서공간 북카페 개관

 SH공사가 은평뉴타운 내 미분양 상가를 활

용해 설치했고, 관리운영은 은평구청이 맡을 

계획이다. 지난 2010년 5월 강서구 방화6단

지에 미임대상가를 활용해 북카페를 설치해 

매년 1만6000여명(1일 약 70명)이 이용하고 

있다.

[표 4-3] 유휴 상가 활용기사  

[표 4-3]은 임대아파트의 유휴 상가를 재활용한 사례 신문기사이다. 임대아파트

의 경우 유휴 상가를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부업공동 작업장, 공부방, 주민복지시

설 북카페 등으로 재활용하였다. 은평뉴타운 단지 내 유휴 상가를 북카페로 활용 

하였는데 이용자가 매년 1만6000여명 이라는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유휴 상가를 

주민을 위한 지원시설로 활용한 경우 변경 전보다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대상의 아파트단지는 모두 일반분양 아파트로 단지 내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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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분류되어 각 점포마다 소유주가 있다. 임대아

파트와 같이 유휴 상가를 일방적으로 전부 주민지원시설로 변경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휴 상가를 방치하게 되는 상황이다. 일반 분양아파트의 경우 유휴 점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법규나 절차상으로 주민 복지시설 이외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계

가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 개선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이 된다면 주민

지원시설과 함께 계획하여 유휴 상가의 활용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4.1.5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규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

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23)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할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표 4-4]과 같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구분 내용 건설기준 용도구분

단지형 

연립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 

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초

과,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연립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

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

원룸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

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

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이상 

50㎡이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

치 불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표 4-4]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   

원룸형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이상 50㎡이하인 주택이다. 지하

층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모두에 포함된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30㎡이상인 경우에는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가능한 실 구획을 허용한다. 

23) 주택법 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3조 등에 개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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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

에 해당하는데 [표 4-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차이가 난다. 도시지역에 쾌적하고 

안전하며 저소득층도 부담이 가능 하도록 주거 전용면적이 낮은 소형주택이다. 

2010년 7월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 시행에 따라 3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 사업계

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로 절차가 완화 되었다. 도시형 

생활 주택은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 저소득층도 부담 가능하도록 건설기준을 

완화하고 공급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24) 

구 분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다세대, 원룸형 등)

입지지역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주거

전용면적
297㎡이하

단지형 연립‧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50㎡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2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3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 상업･준주거지역 주상복합은 건축허가 

건설사업 등록기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시에는 

30세대이상

공급규칙 적   용 일부 적용 (분양보증, 공개모집)

주차기준
세대당 1대 이상

 * 60㎡이하 0.7대 이상 

․원룸형 : 60㎡당 1대

 - 상업‧준주거지역 120㎡당 1대  

  * 주차장완화구역 내 200㎡당 1대

[표 4-5]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국토해양부, 도시형 생활주택 매뉴얼, 2011)

24) 국토해양부,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업무 매뉴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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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의 주차장 확보기준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 

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

주차장 

확보기준

세대당

 1대 이상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

주거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상업·준주거 120㎡당 1대

※ 단, 주차장 완화구역은 200㎡당 1대

[표 4-6] 주차장 확보기준  

[표4-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전용면

적 기준 60㎡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기준 120㎡당 1대만 설치해

도 되도록 규정을 한다. 또한, 직주근접 경향이 강한 역세권 등 지자체에서 ‘주차장 

완화구역’25)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의 원룸형 주택은 연면적 200㎡당 1대의 주차

장 기준을 적용한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 형태의 원룸형 주택의 경

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허용한다. 

 

(3)주택건설기준 적용 항목

소음, 외벽과 도로간 간격 등에 관한 건설기준도 완화되었다.26)도시형 생활 주택

의 경우 주택건설 기준 중 소음보호, 외벽 배치시 도로 및 주차장간 거리, 기준척도 

관련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표 4-7]과 같이 경계벽, 층간소음, 승강기, 

복도 등과 관련된 기타 규정은 주거환경과 안전을 위해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5) 주차장 완화구역은 철도·지하철역, 버스정거장 주변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학교 주변지역, 학원 밀집지

역, 산업단지 주변지역, 공장밀집지역, 기타 접근성이 양호하여 주차수요가 낮은 지역 중 시장(특별, 광역, 

특별자치도 포함), 군수가 지정․고시하는 곳이다. 

2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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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복합건축 숙박․위락․위험시설, 공연장과 복합건설 금지 제12조

경계벽 세대간 및 주택외 시설과의 경계벽은 내화구조
제14조

바닥 층간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승강기 6층이상 승용, 7층이상 화물용, 10층이상 비상용 제15조

계단 계단의 부위별 치수, 계단참 폭․설치높이 등 제16조

복도 복도의 유효폭(120～180㎝이상) 규정 제17조

난간 높이(120㎝ 이상), 간살(10㎝ 이하) 제18조

화장실 수세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제21조

장애인시설,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준수 제22, 23조

구조내력 ｢건축법｣ 규정 준수 제24조

[표 4-7] 건설기준 중 적용항목

(국토해양부, 도시형 생활주택 매뉴얼, 2011)  

(4) 부대·복리시설 설치

 ∎ 부대·복리시설 중 설치의무 면제·완화 항목 

필요성이 낮은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비상 급수시설, 안내 표지판 등 필요성이 낮은 부대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필요성이 낮은 복리시설 등의 설치 의무를 면제 및 완화하였다.27) 

2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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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부대

시설

진입도로
세대규모별 폭 규정

(300세대 미만 6m 이상)

원룸형 주택 연면

적 660㎡ 이하인 

경우 4m

제25조

관리

사무소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50세대당 10㎡ 

+ 매세대당 500㎠ 

제외 제28조

조경시설 단지면적의 30%이상 설치

제외

<건축법 적용>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

제29조

안내

표지판
동번호, 도로표지판, 게시판 등 제외 제31조

비상

급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또는 저수조 설치 제외 제35조

복리

시설

어린이

놀이터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100세대 미만 세대당 3㎡

100세대 이상 300㎡+세대당 1㎡

제외 제46조

근린생활

시설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 면적이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초과금지
제외 제50조

경로당
<100세대 이상 설치대상>

40㎡+150세대 초과시 세대당 0.1㎡
제외 제55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표 4-8] 부대․복리시설 중 설치의무 면제․완화 항목

(국토해양부, 도시형 생활주택 매뉴얼, 2011) 

[표 4-8]과 같이 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 완화되어서 원룸형 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인 경우 4m 폭의 진입도로를 설치해야한다. 조경시설은 기존 공동주택

의 경우 단지 면적의 30%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제외항목

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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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시설 중 적용항목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부대

시설

진입도로 세대규모별 폭 규정(300세대 미만 6m 이상) 제25조

단지도로 폭 6m 이상(100세대 미만 폭 4m 이상) 제26조

수해방지 2m이상의 옹벽과 이격거리 규정 제30조

통신시설 전화, 인터폰 등 통신선로 구비 제32조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도로에 50m마다 설치 제33조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 및 저장시설 설치 제34조

난방설비 6층 이상은 중앙집중난방방식 제37조

폐기물보관시설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 구비 제38조

전기시설 세대당 3㎾ 이상, 전력량계 설치 제40조

소방시설 ｢소방법｣ 준수 제41조

방송수신설비 세대당 구내방송수신선로 2개소 이상 제42조

급․배수시설 ｢수도법｣ 준수, 수도계량기, 급수전 설치 제43조

배기설비 배기설비와 환기설비 설치기준 제44조

복리

시설
근린생활시설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 면적이 세대당 6㎡의 비율

로 산정한 면적 초과금지
제50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표 4-9]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대복리시설 

(국토해양부, 도시형 생활주택 매뉴얼, 2011)

 

[표 4-9]과 같은 기타 부대시설은 모두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

린생활시설 면적제한 규제의 적용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배제된다.28)도시형 생

활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것을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 

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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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

아래의 [표 4-10]와 같이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복합건설시29) 도시형 생활주택

은 일반 공동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할 수 없고,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하나의 유형과 원룸형 주택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이 불가하

다. 준 주거‧상업지역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이 

가능하다. 원룸형 주택과 일반주택 1세대를 하나의 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30)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별개의 건축물로 같은 단지 내에 건설이 가능하다. 

구 분 혼  합     유  형 가능여부

동일

건축물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불가능

(예외. 준주거‧상업지역 원룸형+일반

 원룸형 + 일반 1세대)

단지형 연립(혹은 다세대) + 원룸형 불가능

원룸형 + 기숙사형 가능 (기숙사형 ‘10.7.6 폐지)

동일

단지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별개 건축물로 건설시 가능

단지형 연립(혹은 다세대) + 원룸형 별개 건축물로 건설시 가능

[표 4-10] 동일 단지․건축물에 혼합건설허용 여부

29)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2항

30)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개정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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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가 유형별 설계 제안

4.2.1 Type1(소형규모) 

(1) Type1-1 

  오류동 금강아파트,  620세대,  657.54㎡(연면적), 철근콘크리트구조 

[그림 4-5] 구로구 오류동 금강아파트 상가 평면2층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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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구로구 오류동 금강아파트 상가 평면2층 AL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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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규모 정방형인 ‘구로구 오류동 금강아파트’ 단지 상가는 현재 [그림 4-5]와 

같이 연면적 657.54㎡, 2층 건물이다. 코어는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 한 개로 이루

어져있고 중복도로 계획 되어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 된 도면은 [그림

4-6]과 같다. 기존 상가2층에는 6개의 점포가 있는데, 용도가 변경 된 이후에는 

13개의 세대가 사용할 수 있다. 상가 건물 기존의 벽채, 기둥, 복도 그리고 계단을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정방형인 소형

규모 상가 건물의 경우 건물의 긴 변이 짧은 변보다 길어 중복도를 두고 양쪽으로 

주거유닛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복도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법적으로 준수해

야 하는 복도 폭 120～180㎝이상을 만족한다. 작은 유닛은 25㎡, 큰 유닛은 32.51

㎡으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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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ype1-2 

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  704세대,  855㎡(연면적), 철근콘크리트구조 

             

[그림 4-7] 서대문구 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 상가 평면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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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서대문구 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 상가 평면 AL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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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서대문구 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 상가 평면 AL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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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규모 장방형인 ‘서대문구 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 상가 건물을 도시형 생황

주택으로 변경한 것은 [그림 4-8]과 [그림4-9]와 같다. 중복도를 두고 양쪽으로 

점포가 있는 상가인데, 후면의 점포 중 3개는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유원하나아파

트 상가 건물의 경우 소형규모 장방형이어서 가로길이와 비교했을 때 세로길이가 

매우 짧았다. 이 경우 중복도를 유지하면서 양쪽에 주거 유닛을 계획하면 실의 면

적이 도시형생활주택의 원룸형 면적에 부합하지만 작다. 그래서 ALT1과 ALT2, 

두 가지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ALT1은 기존 상가 건물의 중복도를 활용하여 건물의 기둥에 따라 유닛을 나눈 

방안이다. 이 경우 주거 유닛 하나의 크기는 20.7㎡이다. 1층에 8개의 점포가 있는

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했을 경우 주거유닛이 9개가 계획 될 수 있다. 코어가 

전면에 위치하여 뒤에 화장실이 있던 곳은 주거 유닛으로 만들고 주거 층으로 들어

가는 복도에 전용 입구를 계획하였다. 따라서 지하 또는 다른 층에 있는 주민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민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

였다. 

ALT2는 주거 유닛의 규모를 넓히기 위해서 편복도로 계획을 한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35㎡의 주거유닛이 5개가 계획된다. 경제성을 위해 유

닛의 크기와 모양을 같게 하고자 편복도는 상가 건물의 후면으로 계획하였다. 도시

형 생활주택으로의 입구가 후면에 배치되면서 프라이버시가 생기고, 코어 뒤에 공

간이 현관의 역할을 하여 공간의 여유가 생긴다. 지하 또는 2층을 주민지원 시설로 

활용하였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민들과 사용하는 입구가 다르다는 점에서 효

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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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Type2(중형규모)

(1) Type2-1  

신길동 우성아파트2차, 725세대, 1,972.96㎡(연면적), 철근콘크리트구조 

      

[그림 4-10]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아파트2차 상가 평면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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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아파트2차 상가 평면 AL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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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규모의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아파트2차’ 장방형 상가 건물을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의 변경은 [그림 4-11]과 같다. 상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전면에 전면점

포, 가운데에 개방형점포, 후면에 후면점포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중복도를 계획 

할 때 중심의 기둥이 복도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전

면이나 후면에서 벽을 기둥까지 연장하여 긴 주거세대를 계획 하면 활용이 가능하

다. 

용도변경을 할 때 단지 주민들과 생활편의시설을 어느 정도 남길 것인지, 주민지

원시설을 함께 설치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지하층에는 주거세대를 계

획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층을 주민지원시설로 이용 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때, 주

거와 주민지원시설과의 동선분리가 중요하다. 계단과 복도를 활용하여 양쪽의 계단 

중 한 개의 계단은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들의 전용 코어로 계획하고, 다른 계단

은 주민지원시설 또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함께 이용 가능한 코어로 나누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신길동 우성아파트2차 상가의 경우 1층에 

점포가 개방형 점포를 포함하여 24개였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10개

의 세대로 계획 되었다. 이 상가는 유휴 점포가 1층에 6개가 있었기 때문에 더 효

율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큰 유닛은 36.72㎡, 작은 유닛은 28㎡이다. 

경제성을 위해 유닛이 다양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벽의 폭으로 인해 세대의 수

는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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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ype2-2 

면목동 용마한신아파트1차,  565세대,  1,844.79㎡(연면적), 철근콘크리트구조 

      

[그림 4-12] 중랑구 면목동 용마한신아파트1차 상가 평면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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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중랑구 면목동 용마한신아파트1차 상가 평면 AL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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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규모 장방형인 ‘면목동 용마한신1차아파트’ 상가 건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

로  변경 한 것은 [그림 4-13]과 같다. 1층에 7개의 점포가 있고 2개의 부동산과 

5개의 유통회사가 있는 상가이다. 기둥은 건물의 전면과 후면에만 있어 기존의 점

포도 유리벽으로 가벽을 세워서 사용 중이다. 기둥이 건물 중앙에 없어서 주거 유

닛을 계획하는데 용이하였다. 중복도 형식을 유지하면서 상가 전면과 후면의 입구

는 철거하여 세로로 있던 복도를 없앴다. Type1-2와 같이 코어가 전면으로 나와 

있어 다른 층으로의 이동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민과 동선이 겹치지 않고 프라이

버시가 유지된다. 주거유닛의 크기는 30㎡로 8개를 계획 할 수 있다. 



제 4장.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활용 방안 

73

4.2.3 Type3(대형규모)

(1) Type3-1   

북가좌동 한양아파트,  660세대,  3,559.93㎡(연면적), 철근콘크리트라멘조 

[그림 4-14]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양아파트 상가 평면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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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양아파트 상가 평면 AL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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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양아파트 상가 평면 AL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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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규모 정방형인 ‘북가좌동 한양아파트’ 상가 건물은 소형과 중형규모 상가 건

물과는 다르게 정사각형이다. [그림 4-15]와 [그림4-16]은 상가평면을 도시형 생

활주택으로 변경한 사례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을 하는데 있어 앞서 계획 

한 상가들과는 다르게 중복도나 편복도로 계획을 하면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는 주

거 유닛이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ALT1인 [그림4-15]에서는 상가 건물에 중정을 만들어 도시형 생활주택

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 유닛을 배치할 

수 있도록 복도를 계획 하였다. 기존의 상가 건물이 건물 중심에 기둥이 9개가 있

어 중앙에 개방형 점포가 있고 네 개의 면을 점포가 둘러싼 형태로 있다. 개방형 점

포가 아닌 점포들은 모두 가벽으로 구획을 해서 주거 유닛으로 변경하는데 있어 어

려움이 없었는데, 기둥 9개는 주거유닛을 계획할 때 기둥까지 벽을 연장하여 복도

에 기둥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였다. 중정 가운데 위치한 기둥은 철거를 해도 구조

적으로 무방하다. 1층에 21개의 점포가 무분별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변경을 하면 32㎡ 주거유닛 4개와 와 27㎡ 주거 유닛 13개 총17개의 주

거 유닛이 만들어진다. 

ALT2인 [그림4-16]에서는 현실성과 경제성은 낮지만 건물의 중심부를 철거하

여 두 개의 동으로 계획한 것이다. 상가가 배치된 주변으로 공간이 부족하여 건물

을 증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계획을 했을 때 두 동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광장 또는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두 동

으로 햇빛이 비추어 주거 유닛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5㎡ 주거유닛 7개, 22㎡ 주거유닛 8개 그리고 35㎡ 주거유닛 3개 총 18개의 주

거 유닛이 만들어진다. 



제 4장.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활용 방안 

77

(2)  Type3-2  

고척동 서울가든아파트,  715세대,  3,209.94㎡(연면적), 철근콘크리트라멘조 

      

[그림 4-17]  구로구 고척동 서울가든아파트 상가 평면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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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구로구 고척동 서울가든아파트 상가 평면 AL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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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고척동 서울가든아파트’는 장방형 대형규모 상가 건물로 [그림 4-18]과 

같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상가 연면적이 3,209.94㎡인 대

형규모의 건물이다. 중형규모의 상가와 같이 중앙에 개방형점포가 있어 기둥이 가

운데 위치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벽채를 기둥이 있는 위치까지 늘려서 실을 구획하

였다.  1층 상가가 26개 있는데 현재 전면 상가를 제외하고는 창고로 쓰이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을 하면 18세대가 계획되고 작은 유닛은 25.2㎡, 큰 유

닛은 33.2㎡이다. 경제성을 위해 유닛이 다양하지 않도록 했다. 모든 층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상가의 경우 4층으로, 모든 층을 대

상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총 76세대의 원룸형 주택이 계획된다. 단지 주민과의 

협의에 따라 1층 전면은 기존 상가로 활용 할 수 있다. 계단이 중간의 복도를 기준

으로 대칭으로 2개가 있는데, 거주자와 상가 이용자의 동선분리와 안전을 위해 계

단을 한 개는 거주자전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한 개는 상가이용자가 지원시설과 지

하로 접근 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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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단지 배치와의 관계 

구로구 오류동 금강아파트 

           

단지입구에 상가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할 때 소음

과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어 1층 후면과 2층에 계획하는 것이 적합하다. 1층 

전면에 주민지원시설을 계획한다면 단지입구는 주민의 통행량이 많으므로 주민

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대문구 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지만 단지입구와는 떨어져있다. 주민의 동선과 겹치지 

않지만, 대로변에 위치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면보다

는 후면에 주거유닛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가 건물 주변에 공간이 넓

어 거주자들을 위한 마당이나 쉼터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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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길동 우성아파트2차 

           

주변이 모두 아파트 단지와 주택으로 이루어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 했

을 때 주변 환경이 쾌적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로 연결되는 수하물 램프가 있

어 주차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지하1층을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 주

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하다. 

중랑구 면목동 용마한신아파트1차 

          

  상가 건물이 아파트 입구에 개방되어있어 소음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우려

된다. 하지만 진입부와 연결된 지하1층을 주민지원시설로 사용하고 1층과 2층

을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유닛으로 사용한다면 활용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기

존 상가 건물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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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북가좌동 한양아파트 

           

정방형, 대형규모 상가 건물이 아파트 입구에 배치되어 있다. 규모크기 때문

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 되었을 때 거주자가 많아 단지 이용자가 급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주변의 주차장을 다른 곳에 배치하

고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과의 화합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구로구 고척동 서울가든아파트 

           

단지입구에서 떨어져 배치되어있다. 소음과 프라이버시 문제는 낮지만 단지 

주민들과의 동선이 겹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서울가든아파트는 주변에 공

구상가가 있고 교통이 좋지 않아 도시형 생활주택을 계획하는데 실용성이 낮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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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중앙배치 단지입구배치

평면 다이어그램

단면 다이어그램 

[표 4-11] 상가의 단지 배치에 따른 계획제안 

아파트 단지 6개의 배치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배치를 단

지중앙배치와 단지입구배치로 구분 하였다. 연구대상 20개 단지 중에서 6개의 아

파트 단지만 단지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14개 단지가 단지입구에 배치되어 있다. 

[표 4-12]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단지 중앙에 상가가 배치 되어있는 경우 최소한의 

상가시설과 주민지원시설은 아파트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면에 계획하는 것이 

좋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 유닛은 소음과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이 많지 않은 곳에 계획을 하는 것이 좋다. 

단지 입구에 상가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상가시설과 주민지원시설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쉽도록 대로변에 면한 면에 계획을 하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도시형 생황주택의 주거 유닛을 계획할 때는 생활하는 주민들의 프라이버

시 보호를 위해 대로변보다는 후면에 계획하여 소음방지와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상가 건물의 지하층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지하에 계획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가시설 또는 주민지원시설을 계획하거나, 

주차장이 없는 상가는 지하주차장을 계획 할 수 있다. 

기존의 상가 건물을 주거 용도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 할 때 배치를 고려해

야 한다. 상가의 용도는 개방된 공동공간인데 주거는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

이다. 실제 적용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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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관련 법규 개선 방안 제안

(1) 용도변경 관련 법규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허가신

고기준

[별표3] 

개정 전 개정 후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

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

경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 시행

령」 제5조에 따른 시·군·구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복리시설 중 상가의 경우 유휴 상가

라고 판단되어지는 때 

① 단지 주민의00%

② 상가전체 소유자의 동의 

③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용

도변경을 허락한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일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

설과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주거환경과 주변 상업시설이 

발전하고 있고, 아파트 건설 초기에 주변상업시설이 없었을 때 단지주변까지 수용

하기 위해서 규모가 컸던 상가 건물들이 이제는 활용도가 떨어져 유휴 점포가 많아

지는 현상으로 봐서, 근린생활시설에 명시된 용도만 허용하는 것이 상가 건물의 활

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이용

률이 낮아 심각한 비활성화 문제를 갖고 있는 서울시의 단지 내 상가를 도시적 문

제로 인식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 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제

안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에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허락된다면 

유휴 상가를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의 폭이 넓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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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모델링 관련 법규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허가신

고기준

[별표3] 

개정 전 개정 후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리모

델링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복리시설을 리모델링

(증축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

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

링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

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1 

이내 이어야하고, 증축범위는「건축

법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의한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복리시

설의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

수·구청장이인정하는 때. 다만, 주

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의 주택외의 시설은 주택

의 증축 면적 비율의 범위 안에서 증

축할 수 있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리모

델링 

복리시설 중 상가의 경우 유휴 상가

라고 판단되어지는 때 사용검사를 받

은 후의 기간과 관계없이 

① 단지 주민의00%

② 상가전체 소유자의 동의 

③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인정하는 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리모델링을 

허락한다.  

주택법은 공동주택에 대한 동별 리모델링과 주택단지 리모델링을 인정하고 단지 

내 상가와 같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규정도 마련했다. 

원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동시에 할 

경우에만 인정되었었다. 최근에 사용검사31)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복리시설을 대상으로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다면 대수선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법이 개정되었다. 

10년 이상이라는 기간은 건물이 낙후되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의미에서 정해진 

사항이다. 그러나 연구조사결과 2003년에 입주한 구로구 오류동 금강아파트의 경

우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상가의 주인과 주민들과의 인터뷰 

31)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승인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

다.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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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상가의 이용률이 낮다고 대답했다. 단지 내 상가는 건물시설의 낙후 여부에 

따라서 이용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권, 상가의 프로그램, 유동인구 

등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나타난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기준을 낮출 수 있다면 몇 

년 동안 리모델링을 하기위해 비활성화가 진행되는 상가를 방치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신설되어야 할 법 제안

내용 이유 

복리시설 중 상가의 경우 유휴 상가라고 

판단되어지는 기준

유휴점포의 개수가 상가 총 점포의 개수 

중 일정 비율을 초과했을 때 

상가의 이용률이 일정 비율보다 낮을 때 

활성화된 상가의 경우에 더 많은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상가 전체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유휴 상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무분별한 용도변경 신청을  제한한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시 상가의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

할 것인지, 주민지원시설을 함께 계획 하

는 것에 대한 규정 

유휴 상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단지주민도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의에 따라 융통성 있게 

계획하도록 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 관련 법규는 상가의 용도와 면적만 제시하고 있다.  

규제가 많지 않아 상가 건물의 규모가 커지거나 주변의 상권과 관련 없이 무분별하

게 지어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힘든 곳에 배치되어 비활성화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단지 내 상가의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에 관한 법을 개정 할 때는 상가 건물의 어

느 정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활용하고, 상가로써 사용될 면적은 어느 정도

를 지킬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시해야한다. 상가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막기 위한 제도를 같이 명시해주어야 한다.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과 상가 

점포의 소유주 모두 만족 할 수 있도록 협의과정을 거쳐 도시형 생활 주택과 함께 

주민편의시설, 주민지원시설을 함께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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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이드라인 제시

조항 주택법시행령 제3조(도시형생활주택)

내용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1) 복도 

∎ 설계방향

중복도의 경우 양쪽의 세대 출입문이 열리고 닫힐 때 겹치지 않도록 한다. 

복도를 여유 있게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 

장방형 중·대규모 상가의 경우, 복도에 건물의 기둥이 있어 동선을 가로막지 않  

  도록 한다. 

∎ 기준사항 

주출입구까지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는 불가능하다.

복도의 유효폭은 120~180㎝이상으로 규정한다. 

(2) 건물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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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방향

동선의 분리를 위해 1개의 출입구는 주거전용, 1개의 출입구는 기타 지원시설 이  

  용 전용출입구로 사용한다. 

주거전용 출입구는 방범을 위해 무인경비 시스템을 사용한다. 

∎ 기준사항 

주거와 비주거가 독립 영역을 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출입구  

  개수를 설치 할 수 있다

유리문일 경우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 

(3) 계단

∎ 설계방향

계단이 2개인 경우 동선의 분리를 위해 1개의 계단은 주거전용, 1개의 계단은 기  

  타 지원시설 이용 전용계단으로 사용한다. 

계단이 1개인 경우 거주자와 지원시설 이용자의 동선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복리시설 용도의 계단을 동일하게 이용한다. 

원활한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구와 동선을 맞추어 계획 한다.  

∎ 기준사항 

공동계단의 경우 폭은 16cm이상, 단 높이는 18cm이하로 규정

(4) 승강기 

∎ 설계방향

상가 건물은 6층 이상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건물에 있는 경우 그대로 사용하거나 리모델링시 상가점포 소유주들 간의  

  합의하에 철거해도 무방하다. 

∎ 기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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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는 6층 이상일 때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5) 지하 

∎ 설계방향

지하층이 있는 상가의 경우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지원시설을 계획한다. 

상가 건물의 주차대수가 부족할 경우 지하주차장을 계획한다. 

∎ 기준사항 

지하공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세대를 설치할 수 없다.  

(6) 창 

∎ 설계방향

발코니를 확장한 부분에 양쪽 미닫이창을 계획 한다. 

방범을 위해 방범난간을 설치한다. 

1층 전면 세대의 경우 프라이버시를 위한 계획을 한다. 

∎ 기준사항 

거실에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채광을 위해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면적은 거실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의 면적은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

(7) 경계벽 

∎ 설계방향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경계벽을 설치한다. 

∎ 기준사항 

세대간 및 주택외 시설과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8) 발코니 

∎ 설계방향

발코니 확장을 통해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기준사항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세대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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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욕실 

∎ 설계방향

독립된 욕실이 있어야 한다. 

2인 가구가 거주할 때 화장실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화장실과 욕실  

  공간에 각각의 출입구를 설치해서 기능을 분리하고 따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기준사항 

수세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10) 침실 

∎ 설계방향

가벽이나 붙박이장을 이용해 공간 구획을 하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  

  다. 

∎ 기준사항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30㎡이상인 경우에는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가능한 실  

  구획을 허용한다. 

(11) 개별 난방설비 

∎ 기준사항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해야한다.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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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지 내 상가의 배치형태 

            

∎ 단지입구배치

상가 건물이 단지입구에 배치된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유닛은 대로변보다  

  는 후면에 계획하여 소음과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한다. 

∎ 단지중앙배치 

상가 건물이 단지중앙에 배치된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유닛은 후면에 배  

  치하여 소음과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한다. 

(13) 상가 건물의 형태 

소형규모 중형규모 대형규모

정방형

장방형

∎ 정방형 

정방형 상가 건물의 경우 소형규모와 중형규모 상가는 중복도를 만들어 양쪽으  

  로 주거 유닛을 계획할 수 있다. 대형규모 상가는 가운데 중정을 두어 네 개 면에  

  주거 유닛을 계획 할 수 있다. 

∎ 장방형

장방형 상가 건물은 소형규모, 중형규모, 대형규모 상가 모두 중복도를 두고 양  

  쪽으로 주거 유닛을 계획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소형규모 상가의 경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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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유닛의 크기가 작아서 편복도를 계획하고 주거 유닛을 길게 계획하면 주거  

   유닛의 크기를 늘릴 수 있다.  

(14) 주차장 

∎ 설계방향

상가에 배당된 주차장을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상가 건물의 배치를 고려하였을  

  때 주차장으로 인하여 단지와 단절된다고 판단 될 때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  

  고, 공원을 조성하여 단지와의 조화를 계획 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준사항 

주거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상업·준주거 120㎡당 1대

단, 주차장 완화구역은 200㎡당 1대

(15) 주민지원시설 

   

∎ 단지입구배치

주민지원시설과 최소한의 상가시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대로변에 면한   

  면에 계획한다. 

∎ 단지중앙배치 

주민지원시설과 최소한의 상가시설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접근이  

  용이한 전면에 계획한다. 

∎ 주민지원시설의 종류 

주민지원시설은 주거를 계획하지 못하는 지하층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1층에 주로 계획된다. 지하층에는 주로 주민들을 위한 장기보관 창고, 헬스  

  장으로 이용 가능할 것이다. 1층에는 지역에 필요로 하는 용도에 따라 어린이 공  

  부방, 보육원, 노인시설, 도서관 등과 같은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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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결 

초기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단지 내부와 외부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이용하여 

활성화 되었었지만 사회적 변화와 소비형태의 변화로 인해 상가 이용자들이 단지 

밖에서 소비를 하면서 이용률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슈퍼, 학원 같은 업종도 외

부의 대형화, 전문화 된 업체들 때문에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단지 내 상가에서의 

상업적 임대는 다시 활성화시키기 어렵고, 건물의 외관과 내부를 바꾸는 리모델링

으로 상가를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유휴 상가 활용방안이 필요하

다. 상가점포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단지 내 상가의 특성상 주민의 편의를 위한 목

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가 주민들도 예전과 같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가 

건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지 내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하면 주민들을 위한 보육원,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주민지

원시설이 같이 계획되어 단지의 주민, 상가점포 소유주 그리고 유휴 상가문제를 해

결하면서 1인주거의 증가와 소형주택의 감소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장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법에 대하여 조사

하고 현재 상가 건물을 유형별로 실측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설계 변경을 제안

하였다. 변경 할 때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을 제안하고 용도변경을 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유휴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5.  결  론

5.1 연구의 종합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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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구의 종합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상가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그것을 바탕으

로 서울시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상가의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아파

트 단지 내 유휴 상가의 발생 원인을 선행연구와 상가의 시기별 기준, 기능의 변화 

조사를 통하여 찾을 수 있었다. 유휴 상가를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한 사례와 아파

트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

와 상가 소유주 그리고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용도를 조

사하였다. 그 결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상가 

건물 유형별 설계제안과 그에 따른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휴 상가는 건물 전체의 점포가 비어서 버려진 곳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활용 

방안을 위해서 유휴점포가 없더라도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상가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시기가 변하면서 상가의 기능 또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단지 내 상가와 관

련된 규정은 시기적으로 제한면적만 변화하고 있고, 규정되어 있는 용도는 과거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단지 내 

상가 관련법에는 상가의 용도변경에 많은 제한이 있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 아파트 20개의 단지 내 상가를 관찰 조사한 결과 유휴점포도 많았고, 상

가에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 보다 이익 창출을 위해 임대한 회사, 창고, 인쇄소가 

대부분이었다. 주민들은 상가보다 단지 밖의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을 이용하고 

있었고 상가에 남아있는 슈퍼, 학원 등은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면

에 위치한 부동산, 미용실, 세탁소와 같은 필수업종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불필요한 남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에 비해 상가 건물의 규

모가 큰 대상지는 상가의 기능 쇠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가점포의 소유주, 상가 이용 주민, 상가 점포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

과, 상가 점포의 소유주는 임대가 잘 되지 않아 관리비만 받고 창고로 임대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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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도 있었고, 상가의 리모델링을 통한 활성화를 바라고 있었다. 단지 주민

들은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가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가에 

입점한 회사들은 저렴한 임대료에 매우 만족한다고 하였다. 도시적 차원에서 주거

유형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 내에 있는 유휴 상가를 활용 하지 못하는 것은 

큰 낭비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유휴 상가를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용도를 제안하였다.  

단지 내 상가에서의 상업적 임대는 소비문화의 변화로 다시 활성화시키기 어렵

고, 리모델링으로 상가를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으로 유휴 상가를 활

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였다. 단지 내 상가의 특성상 주민의 편의를 위한 목적

과 함께 상가 점포의 소유주의 이익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실질

적인 활용방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안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유휴 상가 활용을  

통해 1인주거의 증가와 소형주택의 감소를 해결 할 수 있고, 상가 점포의 소유주는 

유휴 점포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함께 주민지원시설이 

계획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상가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상가 유형별 설계 제안 - 연구대상 유휴 상가의 건물을 장방형과 정방형으로 

나누고 각각 소형, 중형, 대형 규모로 총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별 평

면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 할 수 있는 설계 대안을 제시하였다.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변경하는데 대부분 복도 양쪽으로 주거유닛을 계획하면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에 만족하여 상가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방

형인 대형 상가 건물의 경우 중복도나 편복도로 계획을 하면 햇빛을 전혀 받지 못

하는 주거유닛이 생기는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2) 단지 내 상가 관련 법규 개선 방안 제안 - 기존의 단지 내 상가 법규로는 유

휴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여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

시하였다. 단지 내 상가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써 용도변경과 리모델링

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유휴 상가로 판단이 되었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익창출을 위한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제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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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도변경을 할 때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시설을 함께 계획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규를 제안하였다. 

(3) 가이드라인 제시 -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법과 부합 할 수 있도록 설계의 방

향과 기준사항을 제시하였다. 주민지원시설과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유닛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복도와 코어를 계획하고, 단지 내 상가 건물의 배치 형태를 고려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적용 가능한 주민지원시설을 제시하였다.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현황을 관찰 조사를 처음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상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발생 원인

과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제시 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유휴상가의 건물 크기와 형태에 따른 유형화를 통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으

로 활용할 때 각 유형별 설계를 직접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유휴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법규 

개정 내용을 제안하고 새로 필요한 법을 제시하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아파트 단지 전체의 현황을 조사하지 못한 점에서 유휴 상가에 

대하여 논한 것과, 도시형 생활주택과 함께 활용 가능한 주민지원시설에 관한 자세

한 연구를 하지 못한데 한계가 있다. 추후,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지역 특성까지 고

려하여 유휴 상가를 대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용방안을 연

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의 아파트 단지에 유휴 상가 문제도 심각한 것을 접하

게 되었는데 이 또한 추후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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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Utilizing Vacant Retail Spaces within

Apartment Complexes for “Urban Lifestyl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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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urbanization in Korea gave rise to an increase in provision of 

neighborhood amenities such as the shopping arcade for the inhabitants 

living in apartment complexes. However, in the advent of increase in 

vehicle supply, provision of large-scale retail outlets, surrounding retails, 

24-hour convenience stores, and internet shopping, demand for shopping 

arcades within the apartment complex began to decrease; rendering it a 

dilapidated space with no particular use. 2010 statistics show apartments 

making up 59.0% of the dwellings in Korea, emphasizing the influence 

multi-residential living has on the lifestyle of the population. Statistics 

from 2003 recorded 15,101 shopping arcade within apartment complexes, 

most of which are losing its place as a shopping district in light of the 

change in people’s consumption culture.

 

By setting a clear standard with regards to the terminology ‘shopping 

arcade’, this study selected and examined 20 random for-sale apartment 

complexes in Seoul and came up with a research hypothesis based on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apartment shopping arcades. Based on pre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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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ies of utilizing unused shopping arcades, interview of the 

residents, the study undertook an analysis of envisaging a functional space 

that would satisfy both the land owners and the apartment inhabitants. 

Result was to examine a way of utilizing the unused space as a“Urban 

Lifestyle Housing”, followed by an architectural design proposal for each 

shopping arcade type and how this would affect the national building code 

and guidelines.    

Standard for selecting the complexes with unused arcades not only 

included empty, dilapidated stores, but also existing operating stores with 

limited demands from the residents.  

Result of observation research into unused arcades within the apartment 

complexes, interviews with the shop owners, residents using the arcade, 

store leaseholders were as follows. Users of the shopping arcades were 

limited to the extreme few, resulting in a vicious circle of more people 

avoiding the area as more retail spaces are used as small offices or 

storage spaces. If the stores within the apartment complexes were turned 

into "Urban Lifestyle Housing”, utilizing the unused spaces would have 

social implications of increasing the supply of sing-residential dwellings 

and reducing the problem of lack of small-scale dwellings; allowing the 

owners of the arcade stores to put the space out for rent. If the residents 

support systems are planned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Urban 

Lifestyle Housing”, it is expected that apartment residents will be able to 

make the most of the arcade stores.

This study proposed the means of utilizing the unused stores in the 

shopping arcade as“Urban Lifestyle Housing”through the following 

proposals: 

(1) Architectural design proposal for each store type - Categorize the 

buildings subject to research into rectangular and square types, and 

breakdown each type into three different sizes; small, medium and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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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 a design scheme for each floorplan types that would meet the 

requirements of“Urban Lifestyle Housing”. This application revealed that 

in transforming the unused spaces into“Urban Lifestyle Housing”, 

planning the dwelling units on either side of the arcade/alley provided a 

satisfactory amount of dwelling area, making an efficient use of the store 

spaces. Planning a large-scale unit from a square-type block in stairways 

or middle corridors however, revealed deficiencies such as lack of natural 

lighting exposure, and the following proposals were made.  

(2) Proposal to revise the existing building regulations regarding arcade 

stores within apartment complexes – Existing regulations make the 

transformation of unused store spaces into“Urban Lifestyle 

Housing”impossible. These stores are subject to limitations in 

remodelling and change of function as it is legally classified as welfare 

facilities. Thus a revision to the regulation that enables the unused stores 

to be utilized as dwelling units, and fastening the permit process for 

remodelling when the stores are deemed as ‘unused’ is to be made. In 

addition, remove the permit to recklessly change the function of the space 

in a bid to make profit and propose a new guideline that enforces a 

creation of residents welfare facilities when remodelling the unused store 

spaces. 

(3) Proposing a guideline – Standard and directions for design that 

meets the legal criterions of“Urban Lifestyle Housing”is proposed. Plan 

corridors and cores so that circulations for resident welfare facilities 

and“Urban Lifestyle Housing”units do not interfere one another. 

Consider the spatial layout of the shopping blocks prior to inserting the 

dwelling units and resident welfare facilities.  

 

Through detailed examination and analysis, this research brought up the 

social problem of dilapidated unused spaces and proposed a new us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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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used shopping arcade spaces within apartment complexes that have 

never been done previously. By defining a standard for what is an unused 

space, the study examined the cause for lack of usage, and solutions to 

maximize its potential. In proposing a revision to the existing building 

regulations in order to permit the transformation of these spaces 

into“Urban Lifestyle Housing”, design proposals and guidelines for 

different types of units were made. The study thus seeks to provide a 

meaningful advancement to the profession by proposing a scheme that 

reduces urban waste and makes the most of the spaces available in a 

dense environment. 

Keywords : Stores within Apartment Complexes, Unused Stores, 

            Utilization Strategy, Urban Lifestyle Housing, 

            Typology Analysis, Changing Function, Remodelling

Student Number : 2009-2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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