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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1950-1970년대 서울의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과 맞벽건축

- 전후 도시미화를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서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 일 향

지도교수  전 봉 희

이 연구는 1950년대부터 추진된 서울의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과 이를 바탕으

로 조성된 도시경관의 전개양상을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서울의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은 현실적인 도시미화의 방안이었다. 전후 

1950년대에 일본의 체계를 이어받은 건축법령이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규제하고, 

서울시의 건축행정요강이 도심 간선도로변의 최저층수를 제한하는 구조가 만들어

졌다. 여기에는 현대적인 도시는 격자형 도로와 고층건물로 이루어져있어야 한다

는 도시미관에 대한 생각과, 시가지가 파괴되고 저층 목조건물이 절대다수를 점

했던 전후 서울에서 시가지 전반의 고층화를 단시일 내에 이룰 수는 없다는 현실

적인 조건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간선도로변에라도 

고층건물을 짓도록 제한하는 것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길이라는 관념은 건축

행정요강뿐만 아니라 미관지구제도에도 반복적으로 투영되었다. 1970년 이후 건

축법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최대용적을, 미관지구조례는 약 1990년대까지 서울 

전역의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최소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정착했다.  

그리고 ‘최저층수’는 1950년대부터 가장 기본적인 서울 간선도로변 미화의 기

준이 되었다. 건축행정요강은 용도지역과 전면도로 폭에 따른 최저층수를 제시함

으로써, 특정 도로가 아닌 도심지에 적용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고층화의 지침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토지의 고도이용과 도시 방화대 구축의 필요성이 1950년대 

일련의 도로변 건물에 대한 최저높이 제한의 주요한 이유였다. 이에 비해 서울에

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도시미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더욱 강

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는 1960년대에도 고층화의 수단으로서 최

저층수의 제한을 지속적으로 채택했다. 이후 1970년에 제정된 미관지구제도를 

통해 최저층수 제한의 범위를 도심 간선도로변이라는 제한된 지역이 아닌, 확장

된 서울 행정구역 전체에까지 적용시켰다. 여기에서 층수로 미관을 조절하는 방

식은 유지되었지만, 전후 건축행정요강이 최대한 조속한 고층화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미관지구제도에서는 종별로 최저와 최고층수를 함께 제한하는 등 간

선도로변 건축물의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으로 진화해갔다. 그리고 미관지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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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울 전역의 보편적 가로경관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50-1960년대에 세워진 맞벽건축은 전후부터 이어져온 간

선도로변 고층화정책의 구체적인 산물이었다. 건축행정요강은 도심 전재복구지역

에서 적정 바닥면적을 초월하는 맞벽건축군 건설의 배경이 되었다. 최저층수의 

달성을 강조한 건축행정요강은 맞벽건축의 건설을 허용했다. 최저층수의 제한을 

받는 모든 지역에 대해, 제정 당시 건축행정요강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

리 규정을 예외로 적용했다. 또한 1958년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없애고 민법에 의

거해 건물을 짓도록 했다. 이는 맞벽건축의 건설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

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맞벽건축은 정부와 토지소유자간의 지향점을 합치시

키는 방안이었다. 서울시는 맞벽건축의 건설을 허용함으로써 정돈된 간선도로변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었다. 당시로서는 고층의 통일적인 입면으로 건설된 맞

벽건축군은 전재복구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토지소유자는 소형필지에서 개발 가

능한 건축면적을 맞벽건축을 통해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인접건

물과 출입구, 계단, 복도를 공유하는 공동건축을 건설함으로써 좁고 세장한 필지

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전후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지의 맞벽건축은 건축자재와 기술, 자본 등의 한계 

속에서 고층건물로서의 완성도를 제대로 갖추지는 못했다. 또한 좁은 대지에서 

계단실, 복도,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건물을 짓는 것은 대단히 어

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공지가 마련되지 않은 가구 안에 2-3켜로 구획된 개별 필

지에서의 맞벽건축의 건설은, 초고밀도의 가구가 형성되는 원인이 되었다. 채광, 

통풍, 피난로 등 이격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생기는 생활환경의 이점을 포기해야했

고, 건물 후면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최소한의 공지를 남길 수밖에 없었다. 

한편 1960년대 후반에 도심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고층건물과 간선도로변 상가

아파트는 맞벽건축이 대형·고층화된 유형으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일정

한 높이의 연속된 가로입면을 형성함으로써 도로이면을 차폐했던 맞벽건축의 도

시미화적 역할은 상가아파트에서 극대화되었다. 상가아파트에는 간선도로변 고층

화를 통해 도시를 미화시키고 토지를 고도로 이용하고자했던 서울시의 목표가 가

장 극명하게 반영되어있었다. 그리고 고층화의 경쟁 속에서 지어진 도심 고층건

물의 사례는, 이전 시대에 비해 대형필지에 건설되면서 실내를 효율적으로 계획

할 수 있을 만큼의 건축면적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맞벽건축이라는 관습에 

따르면서도 주변 건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층수로 지어지면서, 기존 간선도로변 

건축물이 만들어낸 통일적인 질서에서 크게 벗어났다. 맞벽건축의 규모는 경제 

성장, 건설기술 발달과 함께 도심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확장되었고 극심한 

공지 부족의 문제를 야기했다. 그리고 1970년대 일련의 건축법 개정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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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되었다. 이후 1970년대 미관지구제도와 개정 건축법에 의해 간선도로변 

맞벽건축의 건설은 소강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측면에 공지를 둔 일정높이의 건

축물이 서울의 간선도로변 경관으로 새롭게 정착했다. 

1970년대 이후 간선도로변 경관의 가이드라인이 되었던 미관지구와 건축법의 

내용과 성격은 1990년대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1990년대 말에 모호한 종

별 구분, 과도한 고층화를 막지 못하는 최소규모의 제한, 가로경관의 다양성 침해 

등 미관지구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되며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 결국 1950년대부

터 간선도로변 미관의 기준이 되었던 최저층수의 제한은 2001년에 미관지구제도

에서 삭제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전후부터 이어져온 도시미관이라는 개념의 전환

을 의미할 수 있다. 긴 생명력을 유지했던 최저높이 제한을 통한 고층화는 더 이

상 도시개발과 도시미화에서 최선의 가치가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간선

도로변 고층화정책의 전개양상은 서울의 도시화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즉, 반세기가량 성장 가도를 달려온 서울이 도시화의 성숙단계에 들어섰음

을 반증해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맞벽건축은 도시미화의 수단이자,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에서의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간선도

로변 고층화는 건축행정요강에서 미관지구제도에 이르기까지 서울을 현대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미화의 기본적인 지침이었다. 이러한 기조 하에 건설된 전후 맞

벽건축은 미개발된 도로이면을 가리고 정돈된 가로입면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

했지만, 또한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도시미관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현 시점

에서, 과거 맞벽건축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 시대에 적합한 맞벽건축이 무엇인

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主要語 :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 맞벽건축, 도시미화, 전후, 고층건물 

學  番 : 2013-3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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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로의 정비는 근현대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었다. 서울이 전통도시에서 근대

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은, 대한제국기 치도(治道)사업으로 대표되는 도로개수 및 

도로변 미관정리로부터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에도 도로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

발과 건축규제는 도시계획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다.1) 특히 서울 도시경관의 특징

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전쟁 후 1950년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로

의 신설과 확장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의 핵심이었지만, 여기에 ‘간선도

로변 고층화’라는 서울시 행정의 새로운 목표가 등장했던 것이다. 당시 행정가와 

계획가들은 긴급하게 도심을 재건하고 ‘현대도시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간선

도로변에라도 고층건물을 지어야한다는 생각을 공유했다.2) 이러한 생각은 행정구

역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장기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에도 

계승되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 고층화는 현대 서울의 대도시화 과정에서 도시계

획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정부는 간선도로변 고층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적으로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방

법을 시도했다. 건축 관련 법령 및 지방정부의 자치법규는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

는 기준이었다. 현재 법령에서 용적률 제한이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정한다면, 최

고·최저높이 또는 층수의 제한은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었다. 이

러한 법령의 내용은 시대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변천했으며, 각종 도시계획과 

건설 사업을 통해 도시경관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는 토지조건의 개량과 건축기

술의 발전 및 새로운 건축유형의 모색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근현대 도시계획과 서울 도시공간의 변화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은 해방 이후 

1960년대를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해왔다. 특히 서울의 본격적인 도시화는, 제1

1) 대표적으로 조선총독부는 서울 도시개발의 첫 단계로 전통적인 도심부 간선도로망을 

정비·재편하는 경성시구개수(京城市區改修)를 펼쳤다. 그리고 1913년에 「시가지건축

취체규칙(市街地建築取締規則)」을 제정해, 도로변 건물의 건축선과 돌출부, 도로의 최

소 폭, 단차 등을 규제했다. (염복규,『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 1910-1945 도시계

획으로 본 경성의 역사』(서울: 이데아, 2016), p.17.)   

2) 손정목,『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1 (서울: 한울, 

2003), pp.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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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대규모 건설 사업이 가능했던 

196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다고 보았다.3) 한편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건축행위가 본격화되지 못했고, 전후 전재복구에 집중했던 1950년대는 관련 자

료가 빈약해 심층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일부 연구가 1950년대에 대해 과도

기로서 짧게 언급할 뿐이었다.4) 또한 제도적으로는 한국인에 의해 「도시계획

법」과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의 시기를 ‘시가지

계획령기’ 등 주로 해방 이전과 연속되는 시대로 간주해왔다.  

3)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pp.13-15, 

62-64, 133-134.  

4) 윤희철,「한국 근대 도시계획사 연구의 동향」,『도시연구』 제18호 (2017), p.242. 

정치·사회적 도시화과정
도시계획의 
내용과 성격

도시계획 법제도의 변화과정

보호정치시기
(1905-1910) 도시화 정체시기

(1906-1919)
근세적 

도시계획기 : 
1차원적 

도시계획의 시기
(-1934)

제1기 : 
시가경영의 

시대
(갑오경장 

이후)

제1기 : 
건축선의 

개념 도입기
(1895-1912)

무단통치시기
(1910-1919)

제1기 : 
시구개정기

제2기 : 
시구개정 및 
시가지건축취

체규칙의 
시기

(1912-1934)

회유조정기
(1919-1931)

한계 속의 
도시화진행기
(1920-1930)

병참기지화 및 
전시동원기

(1931-1945)

도시체제 
도시확장기

(1931-1945)

근대적 
도시계획기 : 
2차원적 면적 

수행방식
(1934-1991)

제2기 : 
시가지계획

의 시대
(조선시가지

계획령 
이후)

제2기 : 
조선시가지
계획령기

제3기 : 
조선시가지계

획령기
(1934-1945)

조선시가지
계획령기

(1934-1950
년대말)

조선시가지
계획령시대

1단계 : 
해방부터 
전이시대

(1945-1953)

제1기 : 
해방-6.25동란
(1945-1950)

도시화 혼미기
(1945-1960)

제4기 : 
시가지계획령

기
(1945-1962)

2단계 : 
서울수복부터 
경제개발5개년

계획
(1953-1962)

제2기 : 
6.25동란-1961

고도성장기
(1961)

3단계 : 
1962년부터 

4차경제개발5개
년계획

(1962-1981)

제3기 : 
도시계획법 제정 

및 급격한 
도시화

(1962-1970)
제3기 : 

국토계획의 
시대(국토건
설종합계획
법 이후)

제3기 : 
도시계획법 

제정기

제5기 : 
(구)도시계획
법의 시기

(1962-1971)

도시계획법
제정기

(1960년대)

도입기
(1960년대-
1970년대)

제4기 : 
1972-현재

제4기 : 
도시계획법 

발달기

제6기 : 
(신)도시계획
법의 시기
(1971-)

도시계획법 
발달기

(1970-1980
년대) 정비기

(1980년대-
1990년대)4단계 : 한국적 

도시계획 수립 
준비시기
(1981-)

현대적 
도시계획기 : 

3차원적 입체적 
도시계획
(1991-)

도시계획법 
성숙기

(1990년대)

윤정섭 최상철 등 손정목 이명규 김광우 이병렬 이명규 정용국 등 정환용

표 1-1. 한국 근현대 도시계획사의 시대구분론

(「한국 근대 도시계획사 연구의 동향」(윤희철,『도시연구』 제18호 (2017), pp.235-236.)의 [표 1]을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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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1950년대가 제도적으로 이전 시대와의 연속선상에 있음은 분명하다. 하

지만 제도가 한번 형성되면 계속 지속되려한다는 경로의존적 관점에서 볼 때, 우

리는 1950년대와 이후 시대와의 연관성도 예상해볼 수 있다.5) 특히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의 수립과 변천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1950년대를 단순한 과도기가 

아닌 도시파괴라는 위기 속에서 수도재건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이 수립된 

시기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20세기 말까지  존

속했기 때문에, 전후 20세기 후반 서울 도시경관의 형성 과정을 연속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게다가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서울을 구성하는 절대

다수의 보편적인 건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2018년 12월말 현재 서

울에는 약 60만 동의 건축물이 있다.([표 1-2] 참조) 소유별로는 국공유를 제외

한 98%를 개인, 법인, 기타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98%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민간건축’이라 정의했다. 약 60만 동 가운데 용도별로는 주거

용이 75.2%, 상업용이 2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에 있는 대

다수 건축물이 민간건축이며 그 중에서 주거와 상업용이 1, 2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업용 건축물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가장 많다. 근린생

활시설은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각종 용도를 망라한다. 또한 근

린생활시설은 단일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건물의 저층부에 위치하거나 주거 등 다른 용도와 결합하기도 한다. 이러한 

건물들은 도시의 넓은 영역을 차지하며 일상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냈지만,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기존 건축사 연구는 시대를 선도하는 

일부 건축가들의 작품에 집중해왔다. 즉, 박물관, 미술관, 종교시설 등 건축가가 

개인의 의지를 강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특수한 사례들이었다. 반면에 대다수의 

상업용 건물은 당대의 도시·건축과 관련된 법적 제한과 도시계획, 토지조건 등 건

물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과 그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공명할 수밖에 없었다.6) 

5) 사회과학의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의 한 분파인 역사적 제도주의 

(historical institutionalism) 학파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한다. 정치적 결정과 사건이 역사적 맥락의 영향을 받고, 

제도의 행위자들도 지금까지의 경험과 맥락을 토대로 행동하며, 새로운 제도를 통해 

기대하는 바도 선례에서 얻어진 결과에 의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선례의 중요성을 부

각한다. 그러므로 역사적 제도주의 학파는 제도가 한번 형성되면 이후 계속 지속된다

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강조한다. (전봉희, 박일향,「20세기 사직단 영역

의 토지이용 변화와 역사적 제도주의적 해석」,『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제30

권  제12호 (2014), p.186.)  

6) 김성홍,「민간건축의 건립과 변화」;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서울 2천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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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개인 법인 국공유 기타* 계

동수

(%)

414,114

(68.5) 

25,519

(4.2) 

11,814

(2.0) 

153,279 

(25.3)

604,726

(100)

용도** 주거용 상업용 문교·사회용 공업용 기타 계

동수

(%)

454,822

(75.2) 

126,950 

(21.0)

16,285

(2.7) 

2,681

(0.4) 

3,988

(0.7) 

604,726

(100)
* 기타 : 외국인,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및 소유주체 구분 누락 등 

** 주거용 

상업용

문교·사회용

공업용 

기타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근린생활, 자동차관련, 판매, 운수, 숙박, 업무시설 등

: 의료시설, 학교, 문화시설(극장 등) 

: 공장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등

표 1-2. 2018년 12월말 서울의 건축물 현황

(국토교통 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국토교통부,『『건축물통계』통계정보 보고서』(국토교

통부, 2017), p.5.)   

상업용 건물 및 도시를 구성하는 보편적인 건물의 변화상에 주목한 연구들도 

일부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연구대상을 용도에 따라 ‘사무소 건축’, ‘상업건축’, 

‘범(凡)상업건축’ 등으로 분류하거나,7)8) 건물이 세워진 장소를 강조해 ‘가로변 건

축물’, ‘가로변 상업건축물’ 혹은 도시와 건축의 밀접한 영향 관계를 강조하기 위

해 ‘도시건축’이라 통칭하기도 했다.9) 한편 도시와 건축물에 당대의 사회상이 강

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관점 하에, ‘전후(戰後) 도시’, ‘1960년대적 공간’ 등 시대

적 특수성을 강조하기도 했다.10) 용도, 장소, 시대 등의 분류방식을 적용한 이 연

구들은 공통적으로 특정한 단일 건물을 연구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다수의 건물이 

공유하는 특성과 그 역사적 변천에 주목했다. 이 건물들이 서로 다른 뚜렷한 개성

35권 (서울역사편찬원, 2016), pp.279-283. 

7) 송창근, 최종현,「도심 사무소 건축물의 형태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한국도시설계

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03).; 박대준,「한국 상업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 19세기 이후 소매점과 은행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김훈,

「종로2가 상업건축물의 가로변 입면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8) ‘범상업건축’은 근린생활시설(소규모 사무실 포함)과, 대규모 사무실(업무시설)을 포괄

하는 개념이다. (김성홍, 앞의 글, pp.280-282.) 

9) 박영철,「1910~1994년, 종로1가에서 종로3가 사이의 가로와 가로변 건축물의 변화과

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김태형,「1920~1960년대 서울

의 가로변 상업건축물 형성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안정연, 손

준서, 박상필, 김기호,「서울 종로2가 도시건축 형성과정의 도시설계적 의미」,『도시

설계』 제13권 제6호 (2012).

10) 初田香成, 『都市の戦後』(東京: 東京大学出版会, 2011).; 염복규,「청계천 복개와 

‘1960년대적 공간’의 탄생」,『역사비평』 제113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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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내기보다는, 특정 시대에 특정 장소에서 유사한 형태로 집단적으로 지어

졌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도시와 건축이 상호 영향관계 속에서 변화해가는 양

상을 잘 보여주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영철 (1995) 김태형 (1996) 김성홍 (2016)

「1910~1994년, 종로1가에서 종로3

가 사이의 가로와 가로변 건축물의 변

화과정에 관한 연구」

「1920~1960년대 서울의 가로변 상

업건축물 형성과정 연구」
「민간건축의 건립과 변화」

1910~1929년 건축배경 및 건설동향 1950년대 중반~1989년

 1)식민지정책의 수탈과정에서 건축활

동 변화

 2)가로변 외래 양식건축물

 3)가로변 저층 상점건축의 출현과 변화 

 4)대상지역에서 활동한 건축가와 건

축주, 건축조직 

 1)시대적 배경

 2)건축기술 및 재료 

 3)상업건축물 건설동향

 1)1950년대 중반 전후복구기~1960년대

 2)1970년대 재개발과 도심부의 변화 

 3)1980년대 고층화와 대형화 

1930~1945년 건축물의 특성 및 변화과정 1990~1999년

 1)대륙침략정책 과정에서 건축활동 변화

 2)가로변 고층건축물의 출현

 3)가로변 저층 상점건축의 변화 

 4)대상지역에서 활동한 건축가와 건

축주, 건축조직 

 1)목조 : ~1950년대  

 2)조적조 : 1920년대~1960년대 중반

 3)철근콘크리트조 : 1920년대~1960년대 

 1)건축계의 자각과 건축외적 환경의 변화

 2)저층 중규모 건축의 발견

 3)고층화와 복합화 

1945~1959년 가로경관의 변화과정 2000~2009년

 1)복구사업과 재건건설활동

 2)가로변 고층 건축물 

 3)가로변 상점건축의 건설 

 1)1920, 1930년대

 2)1950년대 전후 시기

 3)1960년대 중반 이후

 1)두터워진 건축가 층과 건축의 질적 변화

 2)건축의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

1960~1979년 2010~2016년

 1)경제성장과 상업건축의 대형화

 2)가로변 대형 상업건축물 

 1)금융위기 이후 개발개념의 변화

 2)4세대 건축가의 등장과 동시대성 

1980~1994년 

 1)도심재개발에 의한 건축물의 철거

 2)도시재개발에 의한 상점건축의 소멸

표 1-3. 건물의 구조, 규모, 용도의 변화에 주목한 선행연구의 구성  

이러한 연구들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시기를 구분하

고 해당 시기에 건설된 건물의 개별 사례를 총괄해 그 특성을 개괄하는 것이

다.11) 두 번째는 건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이다. 이들은 

주로 건물이 고층화, 대형화, 복합화해가는 양상을 정치·사회·경제·기술적인 배경 

속에서 고찰했다.([표 1-3] 참조) 세 번째는 주로 ‘종로’나 ‘가로변’ 등 특정 장소

에서 건물의 입면과 그 입면의 집합으로 구성된 도시경관의 변화를 도출한 연구

이다.12) 이러한 연구들은 건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

11) 대표적으로 박대준은 상업건축을 상점건축, 대형소매점건축, 은행건축, 금융조합 등

으로 분류하고 상업건축의 매매기능의 변화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한 후, 각 상업건

축 유형의 시기별 건물 사례를 나열해 그 특성을 도출했다. (박대준, 앞의 글, 

pp.14-16.)  



6

고자 다양한 자료를 섭렵해 분석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건축물을 둘러싼 시대상

을 다각도로 파악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두 번째 유형의 연구는 근현대 서울에서 

나타난 건축의 변화상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줬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의 기반이 되는 법이나 정책 등 제도에 대

한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제도가 건축 활동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각종 개별 사례들을 일관된 흐름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해하는데 대해 보완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서울의 간선도로변 고층화를 위해 수립

된 관련 제도 및 당대 건설된 건물간의 상호관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후 1950년대부터 형성된 정책의 의미와 이후 현대 서울의 도시경관에 미친 영

향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에서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은 

일차적으로 ‘도시미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고층건물은 근대도시의 상징이었다. 

1925년에 경성부는 조선총독부 청사의 완공을 앞두고 “대(大)경성의 미관”을 위

해 종로에 대한 도시계획을 추진했다. 기존 도시계획에서 소외되었던 종로를 확

장하고 종로변에 ‘2층 이상’의 건물을 짓도록 한 것이다.13) 이는 일제강점기 경성

의 도시미화를 위해 추진된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의 초기 사례로 볼 수 있다. 하

지만 한국전쟁 후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은 특정 도로가 아닌 서울 전역에 적용

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지침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의 과도기를 거쳐 

1970년대 이후 ‘미관지구제도’로 정착했다. 당대 서울의 간선도로변 건축물은 이

러한 제도적 배경에 따라 건설되었고, 향후 제도 개정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

편 고층건물의 건설은, 도시 인구증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개발 가능한 토지면

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토지이용 고도화’의 방안이기도 했다. 그리고 고층건

물을 지으려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심재개발 등 토지조건의 개량과 복합용도의 

건물 등 고층화된 건물 유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 맞벽건축군은 일련의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의 구체적인 결과물

이자 제도 변화의 원인이었다. 1950년대부터 도심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민간

에 의해 집단적으로 건설된 맞벽건축은 상업, 업무, 주거용도 등이 복합된 약 3-5

12) 여기에는 1960년 전후부터 1980년대까지 서울에 건설된 현존건물의 입면을 도면화

하고 그 양식적 특성을 분석한 권태훈, 황효철의 연구도 포함시킬 수 있다. (권태훈, 

황효철,『파사드 서울』(서울: 아키트윈스, 2017).)   

13)「도로개수와 일본인의 북진」,『조선일보』, 1925.06.18.; 이연경,「근대적 도시가로

환경의 형성-1896년-1939년 종로 1,2가의 변화를 중심으로-」,『도시연구』 제11호 

(2014),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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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규모의 건물이었다. 법적 용어로서의 맞벽건축은 1999년에 건축법에 처음 등

장했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이격거리는 1958년부터 「민법」에 

의해 50㎝ 이상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1999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벽과 벽 사이가 50㎝ 미만인 맞벽

건축의 건설이 허용된 것이다. 하지만 맞벽건축은 이렇게 법으로 정의되기 이전

부터 지어졌다. 맞벽건축은 법적 규제를 위반하면서도 동시에 당시의 고층화정책

으로 유도된, 혹은 민간의 자발적인 개발욕구가 강하게 반영된, 그리고 미완성적

인 전후 서울의 건설상을 잘 보여주는 대상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전

후 1950년대의 단면에 그치지 않고, 서울의 행정구역 확장과 함께 약 1960년대

까지 지속적으로 건설되면서 간선도로변의 주요한 경관을 형성해갔다. 뿐만 아니

라 1970년대부터 간선도로변으로 이격거리를 확보하면서 일정 높이의 건물군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고층화수법이 전환되는데 기여했다. 맞벽건축은 당대의 법, 정

책, 도시계획, 건축기술, 사회적 요구 등이 만들어낸 종합적인 결과물이자, 1950

년대부터 약 1970년대까지 현대 서울의 도시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유

형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맞벽건축은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에서 전후의 특수한 사례로서 짧게 거론되거나, 주로 그 독특

한 입면양식으로 주목받았을 뿐이다. 이 연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서울의 간선

도로변 고층화정책의 전개양상을 파악하는데 있어 맞벽건축을 시기구분의 중요한 

지표로서 조명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이 연구는 전후 서울의 도시화 과정을 연속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과 맞벽건축의 전개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

리고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이 정부가 현대적인 도시미관을 빠르게 조성하기 위

해 고안해낸 조치였으며, 현재 서울의 도시경관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한다. 이 연구는 전후부터 축적된 복잡다단한 현대 서울의 도시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고, 시대적인 건축양식으로서 맞벽건축을 새롭게 이해하

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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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서울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의 전개양상과 이를 배경으로 조성된 당대의 가로

경관을 분석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관련 제도의 제·개정 시기를 연구의 시간적 범

위로 설정했다. 전후 1953년 「건축행정요강」의 제정 당시부터, 「시가지계획

령」등 법령은 주로 건축물의 최대규모를, 자치법규는 최저층수를 제한하는 체계

가 형성되었다. 이 체계는 서울에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미관지구제도를 통

해 계승되어, 간선도로변 경관 조성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최저층수의 제한이 2001년에 미관지구제도에서 삭제되면서, 20세기 후반을 관통

했던 최저층수 제한을 통한 간선도로변 고층화라는 도시미화의 수단은 제도적으

로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간선도로변 건물의 최저층수 제한이 

제도화되었던 1953년부터 1990년대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는 건축행정요강이 효력을 발휘한 1950년대, 건축법이 제정된 1960년대, 그리고 

미관지구조례가 제정되고 건축법이 크게 개정된 1970년대 이후로 시기를 구분했

다.     

제정연도 법령 제정연도 서울시 자치법규

1934 조선시가지계획령 1953 건축행정요강

1962
도시

계획법

건축법

1970

미관지구내 건축조례

1973

1974

1975

1976

1977

1980

2000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20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표 1-4. 건축물 높이 관련 주요 법령과 서울시 자치법규의 변천   

그리고 문헌자료와 현지조사를 병행해 당대의 도시계획과 건축물에 대한 분석

을 수행했다. 각 시대별 연구대상에 대한 주요 문헌자료를 개괄하면 [표 1-5]와 

같다. 관련 선행연구 중에서는 손정목의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가 중요한 참

조점이 되었다. 그 분량은 길지 않지만 손정목은 이 책에서 “시가지 고층화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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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건축행정요강을 해석했다. 그리고 적어도 간선도로변만은 고층화해야했던 

당시의 필요성을 서술했다. 하지만 1953년에 제정된 건축행정요강만을 다루었고 

이후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건축행정요강의 실제 성과

가 미미했다고 보았다.14) 이 연구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1954년과 1958년에 

개정된 건축행정요강을 추가로 분석하고, 전후 맞벽건축 건설의 배경에 건축행정

요강이 있었음을 도출해냈다. 또한 이외에 지도, 사진, 신문기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료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한편 맞벽건축군은 1950-1960년대 서울의 간선도로변 경관을 조성하는데 크

게 기여했고 이후 1970년대 도시계획의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된다. 하지만 소자본의 건축주체, 상업시설이라는 일상적 용도, 규모의 영세성 등

의 면에서, 국가주도의 공공시설, 문화시설 및 주택 등 다른 건축유형에 비해 크

게 주목받지 못했다. 따라서 건축적 특성을 자세히 기록한 직접적인 자료를 구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 있다

고 판단되는 제1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 을3지구(을지로2, 3가 일대)와 제2중앙토

지구획정리사업 남대문지구(남대문로4가 일대)를 주요 대상지로 현지조사를 실시

함으로써 구체적인 건축자료로 삼았다. 

시대 연구대상 주요 문헌자료

1950년대

조선시가지계획령, 건축행정요강 관보, 서울특별시보, 고시 

도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보, 서울특별시보, 고시, 정부 보고서  

정부주도 고층건물 건설 사업

중요도시건물수리운영요강(국가기록원)

FOA청사 신축계획(국가기록원)

상가주택(대한주택공사, 일본 건설성, 잡지)

건축기술 정부 보고서, 잡지 

을3지구 맞벽건축 
환지예정도, 환지확정도, 신구대조도, (구)토지

대장, 건축물대장 

1960년대

남대문지구, 간선도로변 맞벽건축
환지예정도, 환지확정도, 신구대조도, (구)토지

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
관보, 서울특별시보, 고시, 정부 보고서, 국가기

록원  

대형·고층 맞벽건축, 시장현대화계획 국가기록원, 잡지

1970년대 

이후

건축법, 도시계획법, 서울시 조례 법령정보, 잡지 

도심재개발 정부 보고서, 잡지  

표 1-5. 시대별 주요 문헌자료 

분석의 직접적인 대상들은 당대로서는 고층건물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목조건

물이 대다수를 이루었던 전후 서울에서는 2층도 최저층수 제한을 통해 유도해야

14) 손정목, 앞의 책, pp.1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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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높이였다. 1960년대에 사람들은 고층건물을 5-6층 정도, 초고층건물을 10

층 내외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곧 20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는 시대로 접어들었

다.15) 현재 건축법에는 고층건물(30층 이상, 120m 이상)과 초고층건물(50층 이

상, 200m 이상)의 정의만 있을 뿐, 기타 층수나 높이를 분류하는 기준은 없다. 한

편 현재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아파트를 저층아파트(5층 이상, 7층 이하), 중층아

파트(8층 이상 12층 이하), 고층아파트(13층 이상), 기타(5층 이하)로 분류하고 

있다.16) 이렇듯 고층건물에 대한 기준과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천해왔기 때문에, 

여러 시대를 다루는 이 연구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건물의 높이를 분류하는 것에

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당대에 고층으로 인식되었던 건물을 그

대로 고층건물이라 서술했다. 단, 1960년대 후반에 도심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약 

10층 이상의 맞벽건축을 ‘대형·고층 맞벽건축’으로 분류해, 이전 시대의 맞벽건축

과 차별화하고자 했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4장까지는 1950년대에 간선도로변 고층

화라는 서울 도시계획의 목표가 ‘도시미화’와 ‘토지이용 고도화’라는 세부목표 하

에 각각 ‘건축행정요강’과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이것이 건축

계획의 실험과 한계 속에서 ‘맞벽건축’으로 귀결되어 도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지

에 지어지게 된 경위를 분석했다. 전후 도시계획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2장에

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추진되어온 도로계획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전후에 계승되

는 양상을 분석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제도 형성의 배경이 되는 일본의 건축물 

높이제한 제도의 흐름을 정리하고, 전후 계승된 시가지계획령과 새로 제정된 건

축행정요강의 내용을 분석했다. 

3장에서는 고층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도했던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확인했

다. 우선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고층건물을 수리하기 위해 민간의 활

동을 장려한 1954년의 「중요도시건물 수리운영요강」의 제정 배경과 성과를 분

석했다. 그리고 복합용도의 고층건물 건설을 위한 초기적인 시도로서 

FOA(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대외활동본부)청사 신축계획을 국가기

록원 자료를 활용해 살펴보고, 보다 본격적인 복합용도 건물의 건설상은 상가주

택을 통해 확인했다. 상가주택은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일본 건설성 주관으로 건설된 병존주택(併存住宅)

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논의의 확장을 시도했다. 한편 1950년대에 

15) 한정섭,「건물의 고층화와 용적지구제」,『도시문제』 제4권 제11호 (1969), p.12.  

16)「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시행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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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된 보고서와 건축잡지를 활용해 당대에 자재 생산과 시공기술이 강화되어가

는 양상을 분석했다. 

4장에서는 이러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 하에 1950년대에 건설된 간선도로변 

맞벽건축군을 분석했다. 도시미화를 위해 건축행정요강에 따라 간선도로변에 고

층건물을 지어야하는 곳인 동시에, 토지이용 고도화를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전후에 가장 먼저 시행되었던 을3지구를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했다. 토지구획정

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울시청에 소장된 환지예정도, 환지확정도, 신구대조

도(新舊對照圖) 및 (구)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활용해 분석하고, 현지조사를 통

해 현존하는 건물의 공간적 특성을 도출했다. 

5장에서는 1960년대에 건축법이 제정되고 건축행정요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계승되었던 맞벽건축의 건설상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고층화를 위해 용도지구의 정비가 시도되었음을 국가기록원 자료를 통해 분석했

다. 그리고 현지조사와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서울시청 소장 자료, 국가기록원 

자료 및 사진, 신문기사 등을 두루 활용해, 맞벽건축이 도심외곽으로 확산되어갔

음을 확인했다. 또한 1960년대 중후반 도심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던 고층빌딩

과 상가아파트를 맞벽건축이 대형·고층화된 건축유형으로서 새롭게 평가하고자 

했다.

6장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었던 맞벽건축으로 대표되는 기존 고층화

수법의 한계와, 그것이 1970년대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양상을 분석

했다. 제도적으로는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새로운 방안으로서 건축법에 용적률이 

전면 도입되었고, 도심에서는 토지이용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도심재개발이 계획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층수의 제한이라는 기존 고층화제도가 여전히 미

관지구제도를 통해 계승·변화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거주환경 확보를 

위해 건축법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규정이 강화됨으로써, 맞벽

건축의 건설은 소강상태에 이르렀고 건물 사이에 공지를 둔 일정높이의 건물군이 

새로운 간선도로변 경관으로 정착했음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 건축법에서 맞벽건축의 건설이 허용된 경위와 맞벽건축의 선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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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대상과 방법

간선도로변 고층화 

↓ ↓

도시미화 토지이용 고도화

2장. 도시미화와 

     토지이용 고도화 

     : 전후 도시계획의 시작

도시

계획

          · 도로계획의 계승

          · 조선시가지계획령의 계승

1950년대

 건축행정요강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

+

3장. 1950년대 고층화의 

     실험과 한계
건축

계획

          · 고층건물의 수리

          · 복합용도 고층건물

          · 건축기술의 공백

Ⅱ
↓

간선도로변 맞벽건축

4장. 도심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실행 · 간선도로변 차폐 · 불완전한 공간

     맞벽건축의 활성화

↓

5장. 1960년대 간선도로변

     고층화의 과도기적 양상 계승

응용

용도지구의 정비

1960년대

·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 

· 행정구역 확장 

· 건축기술 발달 

- 맞벽건축 고층화

- 맞벽건축의 확산

- 대형·고층 맞벽건축   

↓

6장. 1970년대 이후 도시계

     획과 간선도로변 건축

     의 변화 변화

정착

· 기존 고층화수법과 맞벽건축의 한계

· 용적률제도 도입 / 최소 대지면적 / 공지의 확보 1960년대말

·

1970년대

이후

↓ ↓

도시전역 도심

미관지구제도 도심재개발

7장. 결론 

표 1-6. 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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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미화와 토지이용 고도화 : 전후 도시계획

의 시작

2.1 도시미화와 도로개수

   2.1.1 근대도시와 도로개수  

   2.1.2 전재복구를 위한 도로계획 

2.2 도시미화와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

   2.2.1 일본의 건축물 높이제한 제도  

   2.2.2 조선시가지계획령과 최고높이의 제한 

   2.2.3 건축행정요강과 간선도로변 최저층수의 제한

2.3 토지이용 고도화와 토지구획정리사업 

   2.3.1 일제강점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적

   2.3.2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

2.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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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시미화와 도로개수

2.1.1 근대도시와 도로개수  

간선도로의 확장과 도로변의 정비는 가장 기본적인 근대 도시계획 수법으로 채

택되어왔다. 서구에서는 18세기 후반부터, 일본에서는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본격적인 도로의 신설과 확장을 추진했다.17)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말 김옥균, 

박영효 등이 도시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처음 시도했다. 조약국에게 개방

해야할 당시 수도 한성부의 위생 상태와 도로경관은 부끄러울 정도였다. 따라서 

치도(治道)는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과제로 간주되었다. 일본에서 체류 중이

던 김옥균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치도약론(治道略論)」과 「치도약칙(治道略

則)」을 작성했다. 김옥균은 「치도약론」에서 “각국의 절요지정술(切要之政術)

을 구할진데 일왈(一曰) 위생(衛生)이요, 이왈(二曰) 농상(農桑)이요, 삼왈(三曰) 

도로(道路)이라. 차삼자(此三者)는 비록 아세아성현(亞細亞聖賢)의 치국지궤(治國

之軌)라 한들 벗어남이 없다”며 위생과 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치도

약칙」에서 도로정비와 관련한 시행지침을 서술했다. 이 글은 치도국(治道局)과 

순검(巡檢)의 설치, 오물 처리와 위반 시 벌칙, 도로 정비 문제, 인력거와 마력거

의 운영 문제, 가가(假家)의 금지 등에 관한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882년에 박영효 등 일본수신사 일행이 김옥균의 글을 가지고 귀국했다.18) 

박영효는 1883년 1월에 한성판윤에 임명된 후 치도국과 순경부(巡警部)를 설

치해 근대적 도시건설과 치안제도의 확립을 도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

고 김옥균의 글을 묶어 『치도규칙(治道規則)』이라는 책자로 발간했다. 박영효는 

『치도규칙』에 기반해 종로 일대 도로의 정리와 확장을 시작했다. 그러나 도로

를 침범해 세워진 가옥을 철거하려는 박영효의 시도는 사람들의 반발로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고, 이는 박영효가 3개월 만에 한성판윤직을 사임하게 된 주요 원

인이 되었다.19) 

본격적인 한성부의 도로정비는 갑오개혁 이후부터 이루어질 수 있었다. 1894

1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서울육백년사』제3권(하) (서울특별시, 1979), p.969.  

18) 김광우,「대한제국시대의 도시계획-한성부 도시개조사업-」,『향토서울』제50호 

(1991), pp.98-101.; 우동선,「도시와 건축에 대한 박영효의 생각」,『대한건축학회논

문집 : 계획계』제17권 제7호 (2001), p.135.    

19) 김광우, 위의 글, pp.97, 101-102.; 우동선, 위의 글,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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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내무대신(內務大臣)으로 임명된 박영효는 위생국(衛生局)을 설치했고, 1895년

에 도시와 건축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한 「내무아문훈시(內務衙門訓示)」를 각 

지방수령에 지시했다. 전문과 88개 조목으로 구성된 이 문서는 도로에 관해, 가로

수를 식재하고 대로(大路)를 수축하고 하천이 도로에 넘치지 않도록 방지해야한

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20) 그리고 같은 해 한성부가 「가가건축(假家建築)의 금

령(禁令)」을 시달하고, 1895년에 내부(內部)가 「도로수치(道路修治)와 가가기

지(假家基地)를 관허(官許)하는 건」을 통과시킴으로써 한성부 내 가로미관을 제

고할 근거를 마련했다. 즉, 도로변 가가기지를 관허할 때 일정한 가로 폭을 유지

해야하고, 가가의 건재(建材) 및 높이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실시하며, 일열(一

列)배치 등을 지키도록 하는 동시에 도로수치(修治)를 위한 예산을 책정한다는 내

용이었다. 그리고 1896년에 내부령(內部令) 「한성내 도로의 폭을 규정하는 건」

이 발포됨으로써 한성부내 치도와 위생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었다. 이는 중심 번

화가인 종로와 남대문로를 대상으로 도로 폭을 55尺으로 정하고 도로에 면한 상

업용 건축물의 형태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규제한다는 내용이었다.21) 이에 따라 

1896년부터 일련의 도로 확장과 정비가 대한제국의 황성(皇城) 만들기 사업의 일

환으로 착수되었고, 중심부 도로의 경관과 설비가 급속하게 근대화되었다.22) 하

지만 이러한 근대 도시계획의 태동은 러일전쟁 이후 일제에 의해 조선이 식민지

화되면서 단절되었다. 

그림 2-1. 대한제국기 종로변 가가철거와 도로확장 및 전차부설  

(「동대문에서 본 구한말 서울시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건판 28554; 건판 28552)

이후 일제강점기에 서울의 도시계획은 두 단계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는 주로 

1910-1920년대 경성시구개수(京城市區改修)를 통해 도심부 도로망을 정비하는 

20) 우동선, 위의 글, pp.140-141.  

21) 김광우, 앞의 글, pp.107-116.  

22) 김백영,「공간구조와 도시경관의 변화」;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서울 2천년

사』26권 (서울역사편찬원, 2015), pp.30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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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두 번째는 1930-1940년대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令)」에 의

해 경성시가지계획(京城市街地計劃)을 시행하는 단계였다. 경성시구개수는 일제

의 입장에서 도심부의 간선도로망을 격자형으로 정비하고 도심부와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계획이었다. 총독부는 시구개수를 위한 최초의 계획안으로서 1912년 

11월에 총 29개 노선으로 이루어진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을 발표했다.23) 

이 계획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47개 노선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34년 6월 20일 최초의 도시계획법인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된 후, 

1936년 12월 26일 조선총독부는 서울에 대한 전체 계획구역, 용도지역, 공원, 각

종 지구 및 가로망을 포함한 새로운 도시계획을 발표했다. 이 ‘경성시가지계획 가

로망’은 경성부청 앞을 도심이자 가로망 전체의 중심으로, 용산, 청량리, 왕십리, 

한강리, 마포, 영등포 등 6개 구역을 부심으로 설정하여, 이들을 연결하고 각 구

역 내부를 정비하는 내용이었다. 이때 도로는 성격에 따라 ‘주간선도로’(도심-부

심 연결도로), ‘준간선도로’(부심간 연결 및 부심 내부도로), ‘시가도로’(1912년부

터 추진되어온 도심부 시구개수의 미개수선과 재정비 노선)로 나눌 수 있었다.24) 

23) 염복규,「도시계획과 도시기반시설」;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서울 2천년사』

26권 (서울역사편찬원, 2015), pp.260-261.; 염복규, 앞의 책, 2016, pp.17-18.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 

(1912.11)

경성도시계획조사서
경성시가지계획 가로망 

(1936.12)
시구개정노선(기정계획노선)

(1927말)

도시계획가로망

(1928)

폭

間

노

선
구간

폭

間

노

선
구간

폭

間

노

선
구간

폭

m
노선 구간

30 1 광화문-황토현광장 30 1 광화문-황토현광장 30 1 광화문통 53 광로1
총독부정문-황

토현광장

19 2남대문-남대문정거장 19 2 남대문-경성역 18 2 남대문-경성역 (기설)

15

3
황토현광장-대한문

앞 광장-남대문

15

3 태평통 12 5
태평통1정목-태평통2

정목
34

대로

1류1

황토현광장-남

대문

4
동대문-종로-경희궁

앞
4동대문-종로-광화문통

15

3
서대문정1정목-종로4

정목
(기설)

5
남대문-조선은행앞-

종로
5 남대문통 4 종로1정목-남대문 (기설)

12

8

대한문앞 

광장-황금정 

직통-광희문밖

12

8 황금정통

12

6
황금정1정목-황금정7

정목
30

대로

2류1

부청앞광장-황

금정5정목

9

돈화문앞-황금정광

장-

본정6정목 

횡단-대화정

9 돈화문통 14 돈화문-대화정1정목 (기설)

10 15
경희궁앞-서대문-독

립문통
15 15 광화문통-죽첨정1정목 28

대로

2류10

서대문1정목-죽

첨정1정목

※ 기설도로는 지도로 추정 

표 2-1. 일제강점기 도심 주요도로 계획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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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폭은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에서 도로를 분류하는 기준이었다. 1912년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에서부터 도로는 30, 19, 15, 12, 10, 8間으로 분류되

었다. 그리고 기존 계획의 수정안이 몇 차례 나왔지만, 유일한 30間 도로는 언제

나 제1노선인 광화문통(현 세종로)이었다. 1936년의 경성시가지계획 가로망에서

는 미터법을 사용한 분류방식이 적용되었다. 폭 50m 이상은 광로(廣路), 24m 이

상은 대로(大路), 12m 이상은 중로(中路), 12m 미만은 소로(小路)로 표기한 것이

다. 이때에도 광화문통은 유일한 광로로서 서울의 제1노선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리고 소로를 제외한 220개 노선이 고시되면서, 폭 12m 이상 도로가 47개밖에 없

었던 서울에 획기적인 도로계획이 마련되었다.25) 1936년의 이 계획은 교통의 편

의, 방공, 인천과의 연결 등의 이유로 1939년 9월 18일에 일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신설(10개), 폐지(11개), 계획변경(36개) 등 57개 노선이 수정되었지만,26) 

도심부 도로에서의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류 광로
대로 

1류

대로 

2류

대로 

3류

중로 

1류

중로 

2류

중로 

3류
소로

총 개수

폭 50m~ 34m~ 28m~ 24m~ 20m~ 15m~ 12m~ ~12m 

개수 1 4 18 33 35 59 70 - 220

표 2-2.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 가로망의 분류표

(「조선총독부고시 제722호」,『조선총독부관보』, 1936.12.2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서

울도시계획도집』(서울특별시, 1965), p.11.) 

하지만 경성시가지계획은 거의 실현되지 못했다. 제1기 5개년 사업기간

(1937-1941년)에는 주간선도로 및 준간선도로 21개, 시가도로 9개 등 30개 도

로에 대한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1937년에 간선도로 5개, 시가도로 

2개의 공사가 착공되었다. 하지만 8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자금, 자재, 인력

난으로 사업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사업기간 내 완공된 시가도로

로는 당시 ‘남부간선도로’로 불린, 폭 20m의 중로1류6호선의 일부인 욱정2정목-

대화정2정목(현 퇴계로 일부)이 전부였다.27) 선행연구에 따르면 1기 사업이 공식

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24) 관보에는 성격에 따른 도로의 분류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위 용어는 염복규의 연

구를 따랐다. (염복규, 앞의 책, 2016, pp.137-140.;「조선총독부고시 제722호」,『조

선총독부관보』, 1936.12.26.)   

25)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서울지도』(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2006), p.235.  

26) 염복규, 앞의 책, 2016, pp.141-145.  

27) 남부간선도로는 본정통과 평행한 신설도로로, 종로통, 황금정통, 북부간선도로(종묘

관통선), 청계천 가로계획과 함께 당시 도심을 동서로 관통하는 5개 간선도로 중 하나

였다. (염복규, 앞의 책, 2016, pp.18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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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경성시가지계획 가로망도」(上)와 「제1기 5개년 사업 계획노선도」(下)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염복규,『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서울: 이데아, 2016),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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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선총독부는 공습을 대비한 소개작업을 진행했

다. 1945년 3월 10일의 도쿄공습 이후 3월 31일에 조선총독부는 「도시소개대강

(都市疏開大綱)」을 발표해 주요도시의 소개공지 및 소개공지대를 지정했다. 서울

에는 19개의 소개공지대를 고시했다. 그리고 5월부터 1차 소개작업을 시작해 6

월말에 완료했다. 8월로 예정된 2차 작업은 일본의 패전으로 실시되지 못했다. 소

개공지대가 표기된 자료는 찾지 못했으나 손정목이 밝힌 7개 소개공지대의 구간

을 지도 위에 대입해보면, 전혀 새로운 구간인 종묘 앞-필동 간(현재 세운상가 지

대)을 제외하고 모두 기존 경성시가지계획 가로망으로 예정되어 있었거나 가로망

에서 일부 변경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28)  

그리고 해방 후 일본인들은 철수했지만, 일제강점기 도로계획과 그에 따라 집

행되어온 공사의 흔적은 그대로 남았다. 경성시가지계획 가로망은 제대로 조성되

지 못한 채 대부분 계획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해방 후 1970년대까지 서울 강

북지역 간선도로 계획의 근간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29) 

28) 손정목이 밝힌 7개 소개공지대는 다음과 같다. 1)종묘 앞-필동 : 폭 50m, 길이 

1,180m, 2)원남동-동대문-광희문 : 폭 50m, 길이 1,100m, 3)경운동-청계천 : 폭 

50m, 길이 600m, 4)서울역-회현동 : 폭 40m, 길이 1,080m, 5)필동-신당동 : 폭 

40m, 길이 1,680m, 6)서울역-갈월동 : 폭 30m, 길이 800m, 7)서울역-충정로 : 폭 

30m, 길이 600m (손정목, 앞의 책, pp.244-246.)

29)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앞의 책, p.235.  



20

2.1.2 전재복구를 위한 도로계획  

해방 후 서울의 첫 번째 도시계획은 전재복구계획으로서 수립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서울이 폐허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계획 수립이 시작

되었다.30) 그리고 1951년에 이승만 대통령은, 시민들이 서울로 복귀하기 전에 계

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부산에 있던 서울시청이 1951년 7월 1

일에 서울로 복귀하고, 김태선 서울시장과 장훈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이 주축이 

되어 계획안을 완성했다.31) 이 계획은 1952년 3월 25일 내무부고시 제23호 「서

울도시계획 가로변경, 토지구획정리지구 추가 및 계획지역변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도로와 광장의 신설과 확장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32) 

『서울육백년사』는 1952년의 서울도시계획 중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일제강

점기 계획의 골격을 답습하고 일부만 변경한 것이라 평가했다.33) 우선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한 도로의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내무부고시 제23호에는 도로 종

류에 따른 폭의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고시된 해당 도로의 

종류와 각각의 폭을 비교하면, 1936년의 경성시가지계획 가로망과 같은 체계로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류 광로
대로 

1류

대로 

2류

대로 

3류

중로 

1류

중로 

2류

중로 

3류
소로

총 개수

폭 50m~ 34m~ 28m~ 24m~ 20m~ 15m~ 12m~ ~12m 

개 

수

1936 1 4 18 33 35 59 70 - 220

1939 1 7 22 33 35 57 68 - 223

1952 4 15 18 27 17 27 47 - 155

표 2-3. 1952년 서울도시계획 가로변경 분류표

(「내무부고시 제23호」,『관보』, 1952.03.25.; 「조선총독부고시 제722호」,『조선총독부관보』, 1936.12.26.; 

서울특별시역사편찬위원회,『서울육백년사』제5권(상) (서울특별시, 1983), p.605.; 서울특별시 도

시계획위원회,『서울도시계획도집』(서울특별시, 1965), pp.11-12.)

하지만 주요 간선도로의 종류와 위계에서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광로

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에는 세종로가 유일한 광로였으나, 광로의 개수가 4개로 

30) 서울특별시역사편찬위원회,『서울육백년사』제5권(상) (서울특별시, 1983), pp.572, 

591-592. 

31) 1952년에 김태선 시장은, 정부의 빠른 환도에는 군사적으로 적군에게 한국정부의 

자신감을 과시하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수도서울재건에 웅보」,『경향신

문』, 1952.08.24.)    

32) 손정목, 앞의 책, pp.108-115. 

33) 서울특별시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3, p.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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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것이다. ‘광로1’인 세종로는 폭 53m에서 100m로 크게 확장되었고, ‘중로’

였던 청계천로가 폭 50m의 ‘광로2’, 소개공지대인 현 세운상가 지대가 ‘광로3’으

로 새롭게 등극했다.34) 폭 34m의 ‘대로’였던 태평로는 폭 50m의 ‘광로4’로 변경

되었다. ‘대로1류’도 기존에는 폭 40m 1개, 35m 5개, 34m 1개 도로로 구성되었

으나, 폭 40m 7개, 폭 35m 8개 등 15개 도로로 신설, 확장 또는 연장되었다. 즉, 

서울시가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이전에 비해 더욱 확충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대로2류’ 이하 도로에서는 기존 도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거나, 일부 도로가 폐

지 혹은 이미 완성되어 총 개수가 축소되었다.35) 1952년의 계획은 변경사항을 다

룬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도로는 고시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이 계획은 

이후 서울의 인구와 교통량 증가로 1950년대에 일부 변경 및 추가되었다. 

노선 폭 (m) 길이 (m)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광로  → 광로1  53 → 100 500 중앙청정문 황토현광장 세종로

중로1류2

중로3류2,3  
→ 광로2

  20/
4,790  → 2,750 황토현광장 오간수교 청계천

12 → 50

중로3류29 → 광로3 12 → 50 2,120  → 1,450 종로3가계 장충동

대로1류1 → 광로4 34 → 50 800  → 1,500 황토현광장 서울역전 남대문

대로1류3 → 대로1류1 35 → 40 560 → 750 제22호광장 동대문제18호광장

대로2류10 → 대로1류2 28 → 40 710 → 4,000 서대문광장 동대문제8호광장 종로

중로3류10 → 대로1류3 12 → 40 1,060 → 3,100 가회동 남산공원

대로1류5 → 대로1류4 35 → 40 2,800 → 4,000 서울역광장 한강교북단 삼각지

중로1류7 → 대로1류5 20 → 40 870 → 1,450 종로5가 장충동

대로2류12
→ 대로1류6

30 → 40  
1,070 → 1,150 서울역광장 서대문광장

대로3류16 25 → 40

(신설) 대로1류7 40 770 황토현광장 사직공원전

대로3류7,10 → 대로1류8 25 → 35 3,210 → 3,470 신설동제5호광장 종암동

대로1류4 → 대로1류9 35 3,170 → 1,400 신설동제5호광장 제기동

(신설) 대로1류10 35 45 한국은행전 남대문광장

대로1류2 → 대로1류11 35 450 → 450 사간동 소격동

중로1류4 → 대로1류12 20 → 35 870 → 3,500 서울역전 신당동제4호광장

(신설) 대로1류13 35 150 한국은행전 가회동

대로1류6 → 대로1류14 35 4,340 → 4,340 한강교남단 영등포구청전

대로3류18 → 대로1류15 25 → 35 2,300 → 3,600 서대문광장 홍제동

표 2-4. 1952년 서울도시계획가로 중 광로와 대로1류 

(「내무부고시 제23호」,『관보』, 1952.03.25.) 

34) [표 2-4]에서 ‘중로3류29’가 ‘광로3’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36년에 고시

된 중로3류29는 대화정2정목(현 필동2가)-서사헌정(현 장충동)간 도로였다. 1945년에 

종묘 앞-필동간(현 세운상가 지대) 폭 50m로 조성된 소개공지대가, 어느 시점에 중로

3류29에 편입되었다고 추정된다. 1952년에는 이왕의 폭 50m 소개공지대를 광로로 

재편성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35) 예를 들어 을지로는 ‘대로2류1’에서 ‘대로2류2’로 변경되었는데, 총 길이는 2,070m

에서 1,800m로 짧아졌고 도로의 폭은 30m로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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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1936년(左)과 1952년(右) 서울 도심 도로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서울도시계획도집』(서울특별시, 1965), pp.11-12.)

서울의 인구는 해방과 한국전쟁 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해방 후 해외동포나 

월남인들은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심의 넓은 공지나 남산주변 산

록에 집단적으로 정착했다. 하지만 전후의 많은 피난민과 전재민, 이농민들은 공

지가 있다면 어디서든 임시거처를 마련해야했다.36) 뿐만 아니라 생계수단으로서 

도로변과 시장 주변은 가설점포들로 채워졌다. 1952년의 서울도시계획에 따른 

도로의 신설과 확장은 곧 이들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의미했다. 

하지만 철거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난항이 예고되어 있었다. 정

부는 철거의 이유로 도시미관과 교통, 화재, 위생 등을 내세웠지만, 철거대상자들

에게는 설득력이 없었다. 경찰청의 전신인 내무부 치안국 보안과에서는 수도서울

의 재건을 위해 1953년 10월부터 무허가건물을 일제히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그

리고 도시계획선에 의거해 도로선을 침범한 건축물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철거

시키도록 서울시 경찰국에 시달했다.37) 당시 내무부는 36개 도시에서 1)간선도로

나 지선도로 등 도로변에 있는지, 2)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지, 3)방화지구에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철거 대상을 선정했다.38) 

이에 따라 서울시는 1954년 2월부터 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철거령을 해당지구

의 주민에게 내렸다. 서울역-회현동간 도로를 폭 40m로 확장하기 위해 남창동 

주민 300여 세대에게 철거를 지시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39) 갑작스러운 철거령

에 시민들이 동요하자 김태선 시장은 “도시계획 추진에 일대 암이 되고 있는 무

3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앞의 책, pp.52-57.   

37)「래1일부터 단행」,『경향신문』, 1953.09.26. 

38)「판자집 철거대책에 관한 건의안」,『국회정기회의속기록』제3대국회 제20회 제70

차 국회본회의, 1955.06.29. 

39)「가혹한 도로확장 남창동 삼백세대 주민에 철거령」,『경향신문』, 195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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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건물”을 철거하는데 시민 협조를 요청하는 담화문을 발표해야했다.40) 서울시

는 약간의 보상금과 이주지 제공을 약속하며 기한 내 자진철거를 권고했다. 하지

만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항거하자,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시도하면

서 마찰은 커져갔다.41) 이와 같은 상황은 지방의 다른 도시에서도 벌어졌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10월 국회본회의에서 동절기를 고려해 철거를 다음 해 5월

로 미루자는 건의안이 가결되었고, 내무부가 이에 동의했다.42) 그러나 이것은 갈

등을 조금 늦춘 것에 불과했다. 기일이 다가오자 내무부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다

시 전국 총 63,000호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계획을 추진했다. 서울시 역시 수도서

울의 면목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간선도로변 전부 철거계획을 발표했

다.43) 

1955년은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둘러싼 정부, 국회, 시민간의 소모적인 갈등의 

기간이었다. 갈등의 원인은 1)철거 이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실패, 2)철거대책

의 부재, 3)철거방법의 폭력성, 4)정부발표와 시행의 불일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도시미관을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해야한다는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

었다. 하지만 인간의 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기에는 그 이유가 충분하지 못했

다. 당시 국회는 시민들의 눈물겨운 사연들을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화재예

방이라는 이유도 모두를 이해시키기에는 부족했다. 임시수도 부산에 조성됐던 판

자집촌에서 발생한 2차례의 대규모 화재는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정

부는 몇 천 때문에 당장 몇 만의 주거를 희생해야하느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

다. 문화생활을 하는 높은 분들은 철거대상자들이 판잣집에서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조롱이 쏟아졌다.44) 

당국자로서 판자집을 철거할 때에 중요 도로변에는 미관상 나쁘다고 그만한 정도에 

의거해 가지고서 판자집 철거를 시키고저 하고 있는데 이 판자집에 거주하는 주인이 

되는 전재민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란에 의해 가지고서 자기의 집을 다 파괴당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판자집을 만들어서 식구들을 다리고 그 추운 겨울에

도 아니 얼어 죽고 살려고 벌벌 떨고 위생에도 적합치 않은 이 판자집 안에서 어린 아

40)「시민협조요망」,『동아일보』, 1954.03.30.  

41)「판자집철거 위요코 주민과 경찰간 충돌」,『경향신문』, 1954.08.31.  

42)「서울시내 판자집 철거에 및 서울특별시와 한강이북지역에 대한 지방의회구성에 관한 

건의안」,『국회임시회의속기록』제3대국회 제19회 제55차 국회본회의, 1954.10.08.  

43)「판자집 모조리 철거 상부지시로 갑자기 단행」,『동아일보』, 1955.04.27.  

44)『국회임시회의속기록』제3대국회 제19회 제25차 국회본회의, 1954.07.16.;「판자집 

철거대책에 관한 건의안」,『국회정기회의속기록』제3대국회 제20회 제70차 국회본회

의, 195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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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병이 든다 하더라도 약을 쓰지도 못하고 근근히 생명을 유지해 가는 판자집인

데 이 판자집으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재동포의 생명의 보금자리라 말이에요. 

이 생명의 보금자리를 철거해서 없애버리려 한다고 하면 이 전재민들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45)

철거대상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철거 후의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철거대

상자들은 생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집이 철거된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또다시 

무허가건물을 지을 가능성이 컸다. 내무부가 가장 크게 비판받은 부분은 바로 근

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철거부터 서두른다는 점이었다. 내무부는 철거

비 제공, 이주지 알선(서울은 이문동, 보광동, 도화동, 금호동), 1개월분 양곡 지급

(보건사회부 협의), 건축자재 알선(부흥부 협의)을 대책으로 내놨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대문구 이문동의 이전대지는 시유지여서 선정되었으나, 농부들이 밭을 갈

고 있는 산지였기 때문에 당장 주택건설이 부적합한 상태였다. 내무부의 대책이 

임시방편이라 판단한 국회는 몇 차례 회의 끝에 1955년 6월 29일에 정부에 대한 

「판자집 철거대책에 관한 건의」를 가결했다. 그 내용은 아래 인용문과 같았

다.46) 건의안에 대한 정부의 자세한 답변은 국가기록원에 해당 문건이 부재하여 

확인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국회속기록을 통해 내무부가 건의안에 적극 부응하도

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음을 알 수 있다.47) 

1. 중앙에 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 

   각 지구에 지구별로 대책위원회(관민합동조직)

2. 대책위원회는 철거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가. 철거자 주거자 대지는 최근 인접지역에 대지를 알선할 것. 

   나. 필요자재 및 장기상환의 자금을 알선할 것. 

   다. 피철거일로부터 신축기간까지 식량을 무상으로 배급할 것. 

   라. 후생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할 것. 

   마. 철거자의 국민학교 생도는 이전지에서 최단거리 학교에 무조건 입학케할 것. 

   바. 철거대상의 순서는 철거대책위원회의 합의를 보아 결정할 것. 

   사. 도시계획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의 판자집 철거는 보류할 것.48)   

45)「판자집 철거대책에 관한 건의안」,『국회정기회의속기록』제3대국회 제20회 제70

차 국회본회의, 1955.06.29. 

46) 당시 국회에서는 외국인들의 동정을 얻기 위해 외국인이 잘 다니는 도로변의 판잣

집을 그대로 두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판자집 철거대책에 관한 건의안」,

『국회정기회의속기록』제3대국회 제20회 제70차 국회본회의, 1955.06.29.;「개의」,

『국회정기회의속기록』제3대국회 제20회 제72차 국회본회의, 1955.07.08.)   

47)「개의」,『국회정기회의속기록』제3대국회 제20회 제76차 국회본회의, 1955.07.25.

48)「판자집 철거대책에 관한 건의안」,『국회정기회의속기록』제3대국회 제20회 제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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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이를 번복하는 철거작업을 계속 진행했다. 1955년 8월 초 서울

에서 태평로, 종로 등 간선도로변 건물 약 1,200호가 5일 만에 강제 철거되었지

만, 주민들은 식량과 건축자재도 받지 못한 채 건물이 철거된 터에서 노숙을 해야 

했다.49) 이렇게 정부는 건의내용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은 채 철거를 계속 진행

했다. 그리고 결국 1955년 말에 전국적으로 철거대상의 약 90%가 철거되면서, 

‘판잣집 철거’는 한 해 동안 내무부의 가장 괄목할만한 업적으로 꼽혔다.50) 

차 국회본회의, 1955.06.29.

49)「말뿐인 당국대책 철거민들 그대로 노숙」,『동아일보』, 1955.08.05.  

그림 2-4. 1957년 판잣집 철거현장(上)과 집단이주지 전경(下)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건설부판자집철거및이주식」, 국가기록원 소장, CET004007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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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로의 신설, 확장 및 포장공사를 이어갔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도시미관을 주된 이유로 철거되었던 것처럼, 새 도로변에는 수도서울의 

미관에 걸맞은 건물들이 세워져야했다. 

그림 2-5. 1958년 광화문 주변 도로공사 현장 

(서울사진아카이브 소장) 

50) 철거대상 건물의 수는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략 전국적으로는 약 50,000-60,000호, 

서울에서는 약 8,000-10,000호로 집계되었다. (「1955년 소견표(10) 내무부편」,『경향신

문』, 195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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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미화와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  

2.2.1 일본의 건축물 높이제한 제도      

일본 근현대 도시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도시를 이해하

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이 서구의 근대도시계획을 도입하면서 학습

했던 내용은 그대로 혹은 변형된 형태로 식민지 도시에 재현되었다. 한국 근대도

시의 중요한 기원이 식민자의 도시에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51) 또한 일

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법규와 정책 등 공식적인 제도는 물론, 문화와 관습과 같은 

비공식적인 제도는 해방 후에도 그 명맥을 이어갔다. 현재까지 각종 분야에서 일

본의 사례를 중요한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두 나라가 갖고 있는 제도적 

기반의 유사성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일본에서의 건축물 높이제한 제도의 전개양상을 한국에 대한 전사(前

史)로서 이해할 수 있다. 1872년의 ‘긴자연와가계획(銀座煉瓦街計画)’은 일본 최

초의 근대적 도시계획이라 일컬어진다. 특히 이 계획은 도로변으로 건축물의 높

이를 최대한 높이고자, 도로 폭에 따라 구체적인 층수 및 높이를 제한한 초기계획

으로 주목된다. 에도시대의 긴자는 1-2층의 목조건물로 구성된 소상공인의 거리

였다. 하지만 1869년에 긴자 부근의 츠키지(築地)에 외국인거류지가 조성되고 

1872년에 요코하마 개항장으로 향하는 일본 최초 철도노선의 철도역이 긴자 남

쪽으로 건설되는 등, 긴자의 위상은 메이지시대에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

한 긴자 일대가 1872년 2월의 대화재로 거의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메

이지 신정부는 도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방화대책의 필

요성에서 더 나아가, 긴자를 수도의 현관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수립된 긴자연와가계획은 결국 ‘서구식 가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1872년 

3월 2일에 도로 폭을 확장하고 모든 건물을 벽돌조로 짓는다는 부령(府令)이 공

포되었고, 3월 13일에 아일랜드 출신 외국인기사(御雇外国人技師) 워터스

(Thomas James Waters)에 의한 계획안이 공개되었다.52) 

이 계획안은 크게 가로계획과 건축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건축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건축물의 높이제한이었다. 가로계획에 대해서는 가로패턴, 

51) 김나영, 「일본근대도시계획 형성에 미친 서구도시계획의 영향: 유형별 분석」, 『동북아문화

연구』제1권 제39호 (2014), pp.457-476.  

52) 藤森照信,『明治の東京計画』(東京: 岩波書店, 1990),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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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등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건축계획은 워터스에게 전임되었다. 건축계

획은 다시 강제와 지도사항으로 나뉘었다. 벽돌조·석조 건축물을 전면도로 폭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건축물을 등급에 따른 층수와 전체높이, 처마높

이에 맞게 지어야한다는 내용이 강제사항에 해당했다. 즉, m로 환산했을 때 약 

27, 18m 도로변에는 1등급인 3층, 15m 도로변에는 2등급인 2층, 6m 도로변에

는 3등급인 1층 높이의 건물을 지어야 했다. 또한 도로변이 아닌 대지 안쪽의 부

속시설은 4등급인 1층으로 짓도록 했다. 이밖에 지도사항으로는 건축물의 연립

화, 아케이드 설치, 조지안 스타일(Georgian style)로의 양식통일 등이 추가되었

다. 이러한 건축계획에는 영국인에게 익숙한 런던의 리젠트 스트리트(Regent 

Street)와 코벤트 가든 마켓(Covent Garden Market)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알

려져 있다.53) 

전면도로 폭 등급 층수 높이 처마높이(軒高) 

15間* / 10間 1등급  3    30-40尺** 30尺 

8間 2등급 2    20-30尺 25尺  

3間 3등급 1    12-20尺 20尺  

- 4등급 1 12尺  15尺  
* 間 = 약 1.8m 
** 尺 = 약 0.3m 

표 2-5. 1872년 긴자연와가계획의 건축계획 중 강제사항

(大澤昭彦,「建物高さの歴史的変遷(その１)-日本における建物の高さと高層化につい

て-」,『土地総合研究』第16券 第2号 (2008a), p.19.)  

그림 2-6. 1942년 리젠트 스트리트(左)와 1899년 코벤트 가든 마켓(右) 

(http://en.wikipedia.org; http://ebay.co.uk)

긴자연와가계획은 1877년 5월 28일에 완료되었다. 전면적으로 벽돌조·석조 건

물을 지으려했던 당초 건축계획과는 달리, 벽돌조·석조 건물의 연면적은 전체 신

53) 위의 책,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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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건물의 51%에 불과했다. 하지만 당시 긴자 이외 지역의 전체 벽돌조·석조 건물 

동수의 약 20배에 달하는 900여동의 건물이 도로변에 지어지면서, 긴자는 명실 

공히 ‘연와가’로 자리 잡았다.54) 건물 높이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 대부분이 2층

으로 지어졌지만, 대체로 저층부에 열주를 갖춘 조지안 양식의, 높이가 일정한 가

로변 경관이 조성될 수 있었다.55) 

그림 2-7. 1873년 제작된 긴자연와가 풍속화

  (도쿄도립도서관 소장(http://www.library.metro.tokyo.jp))

긴자연와가계획은 도로변에서 서구식 고층건물의 건설을 유도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점차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건축물 높이의 상한을 규제해야하는 필요성이 

커져갔다. 1900년대에 이르러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한 공업의 발달과 함께,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며 대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이 가속화된 것이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19년에 「도시계획법(旧都市計画法)」과 「시가지건축

물법(市街地建築物法)」이 공포되었다. 시가지건축물법은 건축물의 높이를 ‘위생, 

보안, 교통’이라는 3가지 목적에 따라 규제했다. 여기서 ‘위생’은 채광·통풍 확보

와 인구과밀 방지, ‘보안’은 화재·지진 등 피해 방지, ‘교통’은 도로 등 교통용량의 

조절을 의미했다. 이중에 교통용량은 용적률 제한을 통해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

이었지만, 당시에는 그 수법이 사회적인 이해를 얻지 못했고 기준설정을 위한 연

구도 불충분했으며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운용 면에서도 보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채용되지 못했다.56) 

54) 위의 책, p.34.  

55) 大澤昭彦,「建物高さの歴史的変遷(その１)-日本における建物の高さと高層化について

-」,『土地総合研究』第16券 第2号 (2008a),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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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내용 

시가지건축물법 시행령 건축기준법 

1920 1931 1939 1950

건물

높이

용도지역
주거지역 65尺 20m

이외지역 100尺 31m

도로사선제한
주거지역 1:1.25

이외지역 1:1.5

전면도로 폭
주거지역 1.25D*+25尺 1.25D+8m

이외지역 1.5D+25尺 1.5D+8m

건폐율 용도지역

주거지역 60% (S**-30㎡)×60%

상업지역 80% 70%

이외지역 70% 60% (S-30㎡)×60%
* D = 전면도로 폭
** S = 대지면적

표 2-6. 1920-1950년 시가지건축물법과 건축기준법의 건물 높이와 건폐율 규정

(大澤昭彦,「日本における容積率制度の制定経緯に関する考察(その1)-容積制導入以前における容量制

限:1919年〜1950年-」,『土地総合研究』第19券 第1号 (2011), p.104.)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은 1920년의 시가지건축

물법 시행령에 처음 명시되었다. 첫 번째는 용도지역에 따른 최고 절대높이 제한

으로, 주거지역은 65尺, 이외지역(상업, 공업, 미지정)은 100尺을 상한으로 했

다.57) 이에 따라 도심 도로변에는 높이를 100尺에 맞춘 사무용 고층건물들이 늘

어섰고, 100尺은 도시 스카이라인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동했다.([그림 2-8] 참

조) 단, 주변에 넓은 공지가 있어 위생, 보안,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전면도로 폭에 따른 높이 제한이었다. 반대쪽 건

물의 채광확보를 위한 도로사선 제한과, 좁은 도로에 높은 건물을 지어서 발생하

56) 大澤昭彦,「市街地建築物法における絶対高さ制限の成立と変遷に関する考察-用途地

域の100尺(31m)規制の設定根拠について」,『土地総合研究』第16券 第1号 (2008b), 

pp.52-57.     

57) 100尺을 최대높이로 정한 이유는 대략 4가지로 추측된다. 첫째는 법규제정 이전의 

건물들이 아무리 높아도 100尺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늘어나고 있던 고층건물

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높이에서 100尺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1906년 도쿄

시장이 일본건축학회에 건축조례 입안을 위촉하여 1913년에 건축학회가 제출한 조례

안에서, 절대높이를 50尺으로 제한하고 특별한 구조는 100尺까지 허가한다는 내용이 

이후 시가지건축물법에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건축학회는 해외도시의 건축조례를 참고

로 조례안을 작성했는데, 당시 런던조례에서 100ft를 최고 절대높이로 했고 학회가 이

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셋째는 소방펌프가 닿는 높이의 한계에

서 도출했다는 설로, 런던조례가 버킹검궁전의 조망 확보 및 소방설비가 닿는 높이를 

이유로 100ft를 상한으로 정한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넷째는 운용상 알기 쉬운 수치

인 100으로 정했다는 설이다. 한편 주거지역에서 65尺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치

수가 경사지붕 4층, 평지붕 5층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로, 5층이 걸어 올

라갈 수 있는 높이의 한계였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의 높이로 정

했다는 설이 있다. (위의 글,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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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통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면도로 폭에 따른 절대높이 제한을 조합한 

방법이었다. 즉,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으로부

터 1:1.25의 기울기를 넘을 수 없었고 전면도로 폭의 1.25배에 25尺을 더한 높이

를 절대높이로 했다. 이외지역에서는 1.25가 1.5로 완화되었다. 세 번째는 구조에 

따른 절대높이 제한이었다. 벽돌조·석조는 전체 높이 65尺(처마높이 50尺), 목조

는 50尺(처마높이 38尺, 3층), 목골벽돌조(木骨煉瓦造)·목골석조는 36尺(처마높

이 26尺)을 넘을 수 없었다. 이후 1931년에 미터법으로 개정되면서 주거지역의 

절대높이가 20m, 이외지역이 31m로 바뀌는 등 제정당시보다 수치가 약간씩 완

화되는 변화가 있었다.58)

그림 2-8. 쇼와(昭和) 초기의 도심 마루노우치(丸の內) 스카이라인 

(大澤昭彦,「建物高さの歴史的変遷(その１)-日本における建物の高さと高層化について-」,『土地総合

研究』第16券 第2号 (2008a), pp.20-21.) 

이와 동시에 최저높이를 제한하는 방법도 법에 명시되면서, 건축법규에서 건축

물의 최고 및 최저높이를 제한하는 2가지 계통이 형성되었다. 최고높이 제한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지 전역을 대상으로 한 높이의 절대기준이었

다면, 최저높이 제한은 토지이용과 도시미관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따라 특정 도

로 혹은 구역을 대상으로 한 고층화의 유도책이었다. 우선 1920년 시가지건축물

법 시행령에 “경제적 도시능률의 증진과 가구체재의 정비”를 위해 행정관청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에서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처음 마

련되었다. 1923년에 고베시 중심상업지역의 일부 도로에 처마높이 48, 36, 18尺

의 최저높이 제한을 실시한 것이 최초의 사례였다. 

58) 위의 글,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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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조항은 “주거환경과 미관을 보존”하기 위해 높이의 최저뿐만 아니라 

최고한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1931년에 개정되었다. 이때 범위는 도로가 아닌 

‘구역’ 즉, 면적(面的) 지정으로 확장되었다. 개정 후 1936년에 오사카역 앞 토지

구획정리구역, 1937년에 도쿄 신주쿠역 광장 주변 가구(街區)가 최저높이 지정구

역이 되었다. 모두 역전광장 정비에 맞춰 토지를 고도로 이용하기 위해 처마높이

의 최저한도를 미터로 제한한 것이었다.([그림 2-9] 참조) 이에 대해서는 도로에

서 건물을 볼 때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처마의 높이를 제한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로의 ‘미관’도 의식한 제도였다는 해석이 있다. 그리고 1938년에 시행령의 이 

조항은 시가지건축물법에서 규정하는 미관지구, 풍치지구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인 

‘고도지구’로 재편되었다.59) 

그림 2-9. 1937년 오사카역 주변의 최저높이 지정구역도

(大澤昭彦,「日本における容積率制度の制定経緯に関する考察(その1)-容積制導入以前にお

ける容量制限:1919年〜1950年-」,『土地総合研究』第19券 第1号 (2011), p.91.)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1950년에 「건축기준법(建築基準法)」이 새로 제정

되었다. 시가지건축물법의 높이제한 방식은 건축기준법에서 그대로 계승되었다. 

하지만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일본이 고도성장에 진입하면서 빌딩수요가 급증

함에 따라, 최고 절대높이 제한의 폐해가 늘어나게 되었다. 법을 위반해 건폐율을 

크게 늘리면서 공지가 감소하거나, 최고높이의 한계 속에서 건물의 층고를 낮춰 

무리하게 층수를 확보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1960년대부터 건

59) 大澤昭彦,「高度地区指定による高さ制限の変遷に関する研究」,『都市計画論文集』 

第47券 第3号 (2012), pp.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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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식과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부터 용적

률을 도입하는 제도가 부분적으로 시도되다가, 1970년에 건축기준법 개정으로 

이때까지의 최고 절대높이 제한은 폐지되고 용적률 제한이 전면 도입된 것이

다.60)   

한편 고도지구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최고한도 고도지구’로 정착해갔다. 

고도지구 역시 1950년의 건축기준법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리고 고도지구의 

지정은 1957년의 건설성(建設省) 통달(通達) 「고도지구 지정에 대하여(高度地区
の指定について)」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당시 건설성은 토지의 고도이용 및 일

정높이 이상의 건물을 연달아 지은 ‘방화대’의 구축을 위해 ‘최저한도 고도지구’를 

지정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저한도 고도지구는 거의 지정되지 않았고 최고

한도 고도지구가 증가했다. 1950년대에 최저한도 고도지구는 1952년 오타루시

(小樽市, 9m 이상), 1957년 나가사키시(長崎市, 9m 이상), 1958년 기타큐슈시

(北九州市, 11m 또는 3층 이상) 등의 일부 구역에 지정되는데 그쳤다. 최저한도 

고도지구의 지정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최저높이 제한에 따라 건설된 방화대

의 수혜자는 주로 높이 제한구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다.61) 

일정높이의 방화대 건설은 1952년에 제정된 「내화건축촉진법(耐火建築促進

法)」에 의해 추진될 수 있었다. 일본에서 도시 방화대(防火建築帯)의 구축은 중

요한 과제였다. 대부분의 건물이 목조로 지어져 대화재의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내화건축촉진법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1m의 범위를 노선방화지역으로 설정하

고, 해당 지역에 지상 3층 혹은 11m 이상의 내화건축물을 띠의 형태로 연달아 짓

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때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는 도시 전체에 방화대를 조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고, 특히 밀도가 높은 상점가 등 번화가나 역전광장에 면한 구역에 조성해

야하며, 도로의 양쪽으로 설치하되, 도로의 폭은 최소 8m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이 원칙은 시기에 따라 변천했으나, 법이 폐지된 1961년까지 총 92개 

도시에서 방화대를 지정했다.62) 대표적으로 요코하마시(横浜市)는 이 법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1950년대부터 도시부흥의 일환으로 방화대의 건설을 추진했

60) 大澤昭彦, 앞의 글, 2008b, pp.52-57. 

61) 大澤昭彦, 앞의 글, 2012, p.216.; 해당 시청(市役所) 홈페이지 참조  

62) 速水清孝, 市岡綾子,「福島市の防火建築帯の指定と変更の過程-第二次世界大戦後の地

方都市の復興に関する研究-」,『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第78券 第694号 (2013), 

pp.252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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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3)

그림 2-10. 1958년 「요코하마시 방화건축대 조성상황도(横浜市防火建築帯造成状況図)」

(요코하마시립도서관 소장) 

이후 고도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최고한도 고도지구의 지정은 더욱 급증하게 되

었다. 도시의 주거환경과 경관을 보존해야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1968년에 고도지구 규정이 새로 제정된 「도시계획법(新都市計画法)」으로 이전

되면서 결정권한이 건설대신(建設大臣)에서 지자체장으로 넘어갔고, 제한수법도 

시대에 따라 변천하게 되었다. 주로 1970년대에는 일조분쟁에 따른 사선형, 

2000년대부터는 절대높이형 최고한도 고도지구의 지정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 3월말 현재 일본의 227개 도시에서 고도지구 제도를 채택했는데, 

이중에 221개 도시에서 최고한도 고도지구를, 32개 도시에서 최저한도 고도지구

를 시행했다.64) 

63)  1958년에 건축국(建築局)이 작성한 「요코하마시 방화건축대 조성상황도(横浜市防

火建築帯造成状況図)」에는 도심부의 가구를 에워싼 총 길이 약 35㎞의 방화대 건설

계획이 표기되어 있다. (藤岡泰寛,「戦災と長期接収を経た都市の復興過程に関する研究-

横浜中心部における融資耐火建築群の初期形成-」,『都市計画論文集』第52券 第3号 
(2017), pp.349-350.)  

64) 大澤昭彦, 앞의 글, 2012, pp.2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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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조선시가지계획령과 최고높이의 제한  

한반도에서는 1962년에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1934년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令)」과 동 시행규칙(施行

規則)이 도시계획의 법적 근거로 자리 잡았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위생, 보안, 

교통, 경제’ 등에 관한 중요시설을 계획하기 위해 제정되었다.65) 이후 시가지계획

령은 1940, 1943년, 시행규칙은 1935, 1938, 1940, 1943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시가지계획령은 제1장(총칙), 제2장(지역 및 지구의 지정과 건축물 등의 제한), 

제3장(토지구획정리)으로 구성되었는데, 시가지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제2장에서 다루어졌다. 시행규칙은 1935년부터 시가지계획령과 동일하게 

총 3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제2장에서 건축물에 대한 상세규정이 다루어졌

다. 한편 도(道)별로는 상세한 건축선, 구조설비, 수속 등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다룬 시행세칙(施行細則)이 제정되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일본의 시가지건축

물법을 모법(母法)으로 했기 때문에,66) 최고 및 최저높이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1935년의 시행규칙에서 처

음 제시되었다. 

시행규칙에서의 건축물 높이제한은 같은 시기 일본의 시가지건축물법 시행령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했다. 용도지역, 전면도로 폭, 건물구조의 3가지 기준에 따라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것이었다.67) 또한 도지사가 높이의 최저·최고한도 구역을 

65) 주원은 건축물 높이에서 ‘경제’란, 건물이 높아지며 필요로 하는 승강설비와 그에 따

른 공간, 단위, 건축비 등의 조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주원,『도시계획과 지역계

획』(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1955), p.52.)  

66) 이문보,「건축법규20년-건축삼법의 확립과 신국면의 전개」,『건축』제10권 제21호 

(1966), pp.23. 

67) 전후 서울시는 도시계획 기본서를 마련하기 위해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 강

의를 담당했던 주원을 위촉했다. 책은 1955년에 『도시계획과 지역계획』이라는 제목

으로 발간되었다. 주원에 따르면 1885년 미국 뉴욕주에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법

령을 제일 먼저 제정했다. 당시에는 용도지역을 구분해 높이를 제한하는 데까지는 이

르지 못하고, 도로 폭을 기준으로 전체 지역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도로 폭

을 기준으로 건물 높이를 조절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건축물의 채광과 

통풍은 대개 전면도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로 폭을 기준으로 높이를 제한하

는 것은 유의미하며 실시하기에도 용이했던 것이다. 하지만 주원은 각 지역에서의 위

도, 계절풍, 도로방향 등의 차이를 고려해 건축선 후퇴, 건물간 거리조정 등이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용도지역별로 높이를 차등 제한하는 법령은 1904년에 보스턴에

서 처음 제정되었고, 이후 미국 각 지역에서 이를 채용하게 되었다고 서술했다. 그리

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상업지역에서는 고층건물을 완화하되 주거지역에서는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건축물 규모의 확대는 ‘도시미화’를 도모하고 도시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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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되었다. 

높이를 제한하는 기본적인 체계는 시행규칙 개정 시에도 유지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에서 변동이 있었다. 크게는 시가지계획령 제1조에 ‘방공’이 추가된 

1940년에 전반적으로 조정되었다. 용도지역별 절대높이가 30m로 일괄 변경됨으

로써 주거지역에서 대폭 완화되었고, 주거·상업 이외지역에서의 전면도로 폭에 따

른 제한이 강화되었다. 한편 건폐율 역시 지역에 관계없이 70% 상한으로 변경되

었다. 이외에 조선총독이 건폐율 20, 30, 40, 50, 60, 80%의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특정구역에서 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연도

 내용 
1935 1938 1940

건물

높이

용도지역
주거지역 20m

30m
이외지역 31m

도로사선제한

주거지역 1:1.25

상업지역 1:1.5

이외지역 1:1.5 1:1.25

전면도로 폭

주거지역 1.25D*+8m

상업지역 1.5D+8m

이외지역 1.5D+8m 1.25D+8m

구조

벽돌조 13m(9m) 17m(13m), 3층

석조, 목조 13m(9m)

목골조(木骨造) 8m(5m)**

건폐율 용도지역

주거지역 60%

70%상업지역 80%

이외지역 70%

특별규정 -
20,30,40,

50,60,80%
* D = 전면도로 폭
** ( ) 안은 처마높이(軒高)

표 2-7.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의 건물 높이와 건폐율 규정

위 내용은 해방 후에도 한국에서 도시계획의 기준이 되었다. 일시에 새로운 법

령을 제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가 이전 법령들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반적인 법 체제의 정비 없이 조선시가지계획령(이하 

‘시가지계획령’)은  ‘시가지계획령’, ‘도시계획령’ 등으로 불리며 존속했다.68) 

력을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적당한 도를 넘으면 부근의 건물이 서로 경

쟁적으로 고층화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생긴다고 보았다. (주원, 앞의 책, 

pp.52-58.) 

68) 윤희철,『시가지계획령(1934-1962)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법제사 연구』, 전남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11), pp.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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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건축행정요강과 간선도로변 최저층수의 제한   

시가지계획령이 상위법령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한국전쟁 이후 

수도재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제도를 제정했다. 그것은 휴전협

정 직후인 1953년 8월 3일에 공포된 서울특별시공고 제24호 「건축행정요강」

이었다. 서울시가 “건축행정은 수도부흥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과업으로

서…대(大)서울특별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필요성에 따

라 건축허가를 위한 세부지침을 발표한 것이었다. 법령은 일제강점기, 나아가 일

본의 제도를 계승했지만, 서울시는 전쟁으로 인한 파괴라는 당대의 위기적 상황

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강구해냈다. 제정 당시 건축행정요강은 모두 9

개의 항목을 다루었다. 항목 별로 1.도시계획에 저촉 없는 대지상 건축, 2.도시계

획에 저촉된 대지상 건축, 3.건축물의 높이, 4.건축물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5.

주택부지 면적의 한도, 6.일반주택, 7.건축대지 경계선, 8.예외조치, 9.무허가건축

물에 대한 조치로 구성되었다.69)  

건축행정요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내용은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항목

이었다. 건축물의 높이 규정은 곧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최저층수’ 제한을 의미했

다. 요강 발표 당시의 신문기사와 서울시 편찬 『시세일람(市勢一覽)』은 건축행

정요강에 대해, “중요가로 5층 이상만 허가”, “주요도로변에는 5층 이상의 건물 

신축” 등 최저층수의 제한을 강조해 설명했다. 여기에서 서울시가 건축행정요강

을 제정한 주된 목표가 간선도로변의 고층화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70) 구체

적으로는 ‘용도지역’과 ‘전면도로 폭’에 따라, 상업·노선상업지역에서 폭 25m 이

상 도로에는 내화구조 ‘3층 이상’, 폭 12-25m 도로에는 내화·준내화구조 ‘2층 이

상’, 기타지역에서 폭 15m 이상 도로에는 역시 ‘2층 이상’으로 지어야한다는 내용

이었다. 특히 5개 주요 간선도로변(①세종로-남대문-서울역 앞, ②남대문-한국은

행 앞-종로2가,71) ③서대문로터리-종로5가, ④을지로1가-을지로6가, ⑤종묘 앞

-필동2가)은 ‘5층 이상’으로 제한되었다. 

69) 이중에 예외조치는 “전 각 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불가항력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연구자가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70)「중요가로 5층 이상만 허가」,『경향신문』, 1953.08.0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시사자료 : 시세일람』2 (서울특별시, 1982), p.586.

71) 건축행정요강은 1953년부터 발행된 『서울특별시보』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1953년 9월 1일자 서울특별시보에 실린 건축행정요강의 원문에는 “남대문-한국은행 

앞-종로3가”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여기서 종로3가는 종로2가의 오기로 보인다. 손정

목도 “종로2가(종각 앞)”라고 표기하였다. (손정목, 앞의 책,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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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내용 

1953.08.03.

(서울시공고 제24호)

1954.07.10.

(서울시공고 제74호)

1958.04.30.

(서울시고시 제215호)

도시계획에 저촉 

없는 대지상 건축

도시계획령에 의거해 전면 허가

고층건물지구는 지정건축설계에 의해 2층 이상 

준공사용 인정 (지하실 반드시 설계)

도시계획에 저촉된 

대지상 건축

신축 불허

대수선, 용도변경 조건부 허가

재해건물 수선, 용도변경 조건부 허가

조건부 가건축 신축 허가

(폭 15m 이상 전면도로는 2층 이상)

건축물의 높이

ⅰ) 5층 이상

ⅱ) 3층 이상

ⅲ) 2층 이상

ⅰ) 4층 이상

ⅱ) 3층 이상

ⅲ) 2층 (단층 가능)

건축물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건폐율)

주거지역 40% 50%

상업지역 60% 60% (80%)

공업지역 40% 40% (60%)

풍치지역 30% 30%

혼합지역 40% 60%

주택부지 면적의 

한도

25평 이상

-

4층 이상 지어야하는 도로

변 이외 지구에서, 20평 이

상 대지로서 인접토지와 병

합이용할 수 없는 경우 허가 

건축대지 경계선

1m 이상 이격

(노선상업지역 및 폭 12m이상 전면도로는 예외)
민법 규정에 의거

대지경계선에 옹벽(간벽)을 축조할 때에는 불연질 재료를 사용

표 2-8. 건축행정요강의 주요 규정

이로써 일본의 체계를 이어받은 시가지계획령이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서울시

의 건축행정요강이 간선도로변의 최저층수를 제한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건축

행정요강의 최저층수 제한은, 특정구역에 대해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수 있다

는 시가지계획령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건축행정

요강이 근현대 서울에서 간선도로변 최저층수를 제한한 최초의 사례는 아니었다.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조선총독부 청사의 광화문 이전을 앞두고, 경성부는 “대

경성의 미관”을 위해 종로를 확장했다. 그리고 도로 폭이 확장되면서 건물이 헐린 

터에는 역시 도시미관을 위해 단층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2층 이상으

로 짓도록 한 바 있었다. 당시 정부가 간선도로변으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것이 

도시미관을 개선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72) 하지만 전후의 건

축행정요강에서는 종로와 같은 특정도로가 아닌, 용도지역과 전면도로 폭에 따른 

72) 이것은 종로 도로변 건물이 고층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대다수 조선인들은 

2층 건물을 지을만한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인이 주로 점유했던 종로에 일본

인을 진출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연경, 앞의 글, pp.12-13.;「종로 도

로개수와 일본인의 북진」,『조선일보』, 19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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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층수를 제시함으로써, 서울시는 도심 간선도로변에 적용시킬 수 있는 고층화

의 보편적인 지침을 만들어냈다. 

여기에는 당시 행정가·계획가들의 도시미관에 대한 생각이 반영되어 있었다. 

1953년경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1936-1938년에 최고 절대높이 31m 제한

에 따라 8층으로 지어진 반도호텔이었다. 하지만 도심부 건물의 평균 층수는 1-2

층에 불과했다. 서울시 전재복구계획을 세웠던 김태선, 주원, 장훈 등은 격자형으

로 계획된 시가지, 그리고 고층건물이 세워진 간선도로를 서울의 장래 모습으로 

상정했다. 파괴된 서울을 어느 도시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대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는 적어도 간선도로변만이라도 고층화해야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73) 또한 

『도시계획과 지역계획』에서 주원은 도심에서 건축물의 높이가 도시미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했다. 건물 높이가 광장 및 도로 폭과 조화롭지 못하

면 도시가 장엄을 잃게 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것이었다.74) 법령은 ‘위생, 보

안, 교통, 경제’ 등의 목적으로 최고높이를 제한했지만, 여기에 ‘미관’에 대한 언급

은 없었다. 현대적인 도시미관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건축행

정요강과 같은 자치법규를 통해 제시될 수 있었다. 서울시의 간선도로변 고층화

정책은 건축행정요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이때 ‘층수’는 외관상 일정높이 이상의 건물을 짓고자 할 때 가장 적용이 손쉬

운 기준이었을 것이다. 최저높이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건축행정요강의 최저층수 

제한은 1950년대에 일본에서 지정된 최저한도 고도지구나 내화건축촉진법에 의

한 방화대 건설기준과도 유사했다. 하지만 최저한도 고도지구에서는 주로 수치

(m) 혹은 수치와 층수를 함께 제한했던 것에 비해, 건축행정요강은 층수만을 제

한했다. 또한 건축행정요강은 도시방화보다 도시미화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

다. 주원은 이에 대해 “최저높이(最低高)는 아직 미제정(未制定)이나 속히 제정되

어야 할 것”이라 설명하고 있어, 당시에도 최저층수만으로 높이를 제한하는 방식

이 완전하지 않다고 인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건물의 최고·최저 양

면을 제한하는 방식은 소련이 채택해 효과를 거두었고, 후진국가로서는 지극히 

타당한 방법”이라며, 고층건물의 건설을 유도하는 건축행정요강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주원은, 소련 역시 도로 폭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방식

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일정거리 이상 후퇴하면 높이를 무제한으로 높일 

73) 손정목은 건축행정요강에 대해 “시가지 고층화의 꿈”이라 표현했다. (손정목, 앞의 

책, pp.130-133.) 

74) 주원, 앞의 책,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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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특히 모스크바에서는 건축물의 최저와 최고높이를 함께 

제한함으로써 후진도시로서 해외 선진도시를 따르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설

명했다. 그리고 한국이 당면한 서울의 건설에도 소련의 사례가 참조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75) 서울시가 특정 층수를 산정하게 된 이유를 밝힌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원의 언급대로 소련과 같은 해외의 도시경관과 제도가 최저층

수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76) 

그림 2-11. 주원이 작성한 “서울특별시 채택 고도제한 법칙” 

(주원,『도시계획과 지역계획』(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1955), p.59.) 

이밖에 건축행정요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한했다. 첫째, 도시계획에 저촉되

지 않는 대지에서는, 건축을 전면 허가하고 재해지에 한해 가건축도 조건부로 허

가해주었다. 둘째, 도시계획에 저촉된 대지에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신축을 불허

하고 기존건물과 재해건물의 경우에는 수선과 용도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해주었

다. 셋째,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제한했다. 건폐율은 시가지계획령의 기준인 70%

보다 낮게 정해졌는데, 이는 건폐율 20, 30, 40, 50, 60, 80%인 건축구역을 별도

로 지정할 수 있다는 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의 조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넷째, 주택부지 면적을 25평 이상으로 제한했다. 다섯째, 주택을 “문화적 생

활에 입각한 기능과 보건강화 및 실용적 건축물”로 짓도록 했다. 여섯째, 대지경

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1m 이상 띄우도록 했다. 단, 노선상업지역 및 폭 12m 이

상 도로에서는 예외로 했으며, 대지경계선에 벽체를 세울 때는 불연질 재료를 사

75) 주원, 앞의 책, pp.59-62.

76) 이러한 최저층수의 제한에는, 건물의 높이와 더불어 바닥면적을 확보함으로써 건물 

내부의 수용인원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도 반영되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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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도록 했다.  

건축행정요강은 공식적으로 2차례 개정되었다. 1954년 7월 10일의 1차 개정

에서는 층수에 관한 2가지 사항이 일부 변경되었다. 첫째,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대지에서의 신축을 계속 전면 허가하는 대신, “고층건물지구에 있어 당분간 

지정건축설계에 의해 우선 지상 2층 이상 준공사용을 인정한다. 지하실은 필히 

설계할 것”이라는 조건을 첨부시켰다. 이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5층 이상으로 지어야하는 5개 주요 간선도로 등이 ‘고층

건물지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지구의 신축건물에 적용시켜야하는 설

계양식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둘째, 도시계획에 저촉된 대지에서 가건축의 신축

을 허가해주었다. 대신에 위치(도시계획사업 실시예정 제1, 2, 3차 지구를 제외한 

제4차 이상 지구), 구조(준내화구조 및 간이시공 연와조), 존속기한 및 ‘전면도로 

폭 15m 이상인 경우에 2층’으로 지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리고 가건축을 

짓고자하는 사람에게는 철거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무상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쓰

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재정상황에서 최저층수의 제한은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었다. 다른 

대부분의 지역은 활발히 재건되고 있었으나, 주요 간선도로변의 신축은 시민들의 

자금난으로 지체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건축

행정요강을 임시수정하기로 했다. 5층 이상으로 지어야하는 5개 주요 간선도로변

에 3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으면 우선 건축허가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단, 향후에 

5층 이상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지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 소

식은 1956년 1월 14일자 신문기사를 통해 일반에게 공지되었다.77) 서울시는 

1953년 6월부터 발행한 『서울특별시보』를 통해 건축행정요강의 내용을 공개해

왔지만, 이 임시수정된 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지 않아 실제 시행했는지는 불확실

하다. 하지만 건물을 지으려는 시민들에게 최저층수 제한이 부담스러운 조건이었

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결국 서울시는 건축행정요강을 새로 작성해야했다. 1958년 4월 30일에 

새로 제정된 건축행정요강에서는 최저층수의 기준이 한층 완화되었다. 즉, 상업지

역에서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하면 내화구조 ‘3층 이상’으로 짓도록 했고, 

15-20m 도로에 면하면 내화구조 ‘2층 이상’으로 지어야하지만 ‘도시미관’상 지장

이 없을 시에는 ‘단층’도 가능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또한 5개 주요 간선도로변에

77)「3층 이상은 허용 서울도시계획요강 변경」,『경향신문』, 1956.01.14.;「3층 이상 

허가 간선도로변 건물」,『동아일보』, 195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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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층 이상’으로 짓도록 기준을 완화시켰고, 그 범위도 ①중앙청 앞-남대문-갈

월동파출소 앞, ②남대문-한국은행-종로로터리, ③세종로로터리-종로4가로터리, 

④시청 앞-을지로4가로터리, ⑤종로4가로터리-을지로4가로터리로 축소·변경했

다. 이에 대해 당시 신문기사는, 서울시가 ‘도시미관’을 주목적으로 간선도로변에 

철근콘크리트조 4층 이하 건물을 일체 건축허가하지 않기로 요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78) 

1953년

1958년

그림 2-12. 5개 주요 간선도로의 범위(추정) 

(바탕지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서울도시계획도집』(서울특별시, 1965), p.12.)  

이와 동시에 건폐율에 대한 기준도 변경되었다. 건폐율을 주거지역에서는 40%

에서 50%로, 혼합지역에서는 40%에서 60%로 증가시켰고, 상업지역 중 점포지

구 및 노선상업지역은 80%까지, 공업지역에서 공장건축 이외 건물은 6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이는 최저층수 제한을 완화시킴으로써 줄어든 층수

를 평면적인 넓이에서 보충해, 건물의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었다

고 생각된다. 

그리고 건축행정요강은 외벽을 맞붙여 짓는 맞벽건축의 건설을 유도하고 있었

다. 제정 당시 요강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1m 이상 띄우도록 제한했다. 

78)「시내간선도로 연변 4층 이하 신축 불허」, 『경향신문』, 195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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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저층수 제한을 받는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노선상업지역 및 폭 12m 이

상 도로변에서는 이를 예외로 한다는 단서와, 대지경계선에 벽을 세울 때는 불연

질 재료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서울시가 간선도로에서 맞벽건축의 건설을 용인

했음을 알려준다. 나아가 서울시는 1958년에 요강에서 대지경계선에 대한 1m의 

이격거리 제한을 없애고 「민법」의 규정에 의거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대지경

계선에는 불연질 재료로 벽을 세워야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두었다. 1958년 2월 

22일에 제정된 민법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건물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띄어서 지어야한다고 제한했다. 그리고 인접대지 소유자는 이 규정을 위반

한 사람에게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착공 후 1년이 경과하거

나 완공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79) 따라서 특별한 관습이 있

거나 인접대지 소유자가 동의한다면 맞벽건축의 건설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또

한 동의 없이 맞벽건축을 건설했어도 완공 후에는 법적으로 건물을 존치시킬 수 

있었다.  

또한 건축행정요강은 인접대지와의 공동개발을 허용했다. 요강은 25평 미만 대

지에서 건축을 금지했다. 하지만 1958년에 서울시는 5개 주요 간선도로변 이외

지역에서 “20평 이상의 대지로서, 기존건물과 공공용지 등으로 인해 인접토지와 

병합이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시켰다. 여

기에서 당시 서울시가 인접한 대지의 병합이용을 허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로써 서울시는 도시를 미화시키기 위한 간선도로변 고층화의 지침을 완성했

다. 건축행정요강이 서울의 간선도로변 고층화에 미친 실질적인 기여도를 알려주

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었다.80) 하지만 당시 신문기사와 서울시 건축허가 통계자

79) 1958년 2월 22일 제정된 「민법」에서 건물소유와 이용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

다.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에는 “여러 명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일부분

을 소유한 때에는 공용하는 부분은 공유로 추정한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에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

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한다.”, 제

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

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소유자는 위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 경과하거나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

상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었다. 이 내용은 현재 민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밑줄은 연구자 표시)  

80) 손정목은, 서울시가 건축행정요강을 만들어 서울 도심부를 고층화하기로 했지만 당

시 경제사정에서는 쉽게 고층화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당시로

서는 대형건물이었던 신신백화점(1955년), 국제극장(1957년) 등도 2-3층에 불과했고, 

5층 이상인 개풍빌딩(1957년), USOM-KOREA OFFICE(1959년)는 매우 보기 드문 

경우였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야 서울이 본격적으로 고층화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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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통해, 고층화정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자료들은 

195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서울 시가지가 이전에 비해 고층화되고 있었음을 보

여준다. 1956년에는 신축건물 대부분이 1-2층이었고 4층 이상은 3동에 불과했

다. 하지만 1957년에는 4층 33동, 5층 2동, 7층 1동이 신축되면서 ‘고층건물’의 

수가 해방 전후로 최고기록을 수립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리고 1958년에는 한 

해 동안 3층 이상 건물이 146동 지어지면서 “하늘로 뻗는 서울”의 면모를 보여줬

다.81) 건물이 고층화되어가는 과정에는 철근·철골조 건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

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는 1957년과 1959년의 건물구조별 서울시 건축허가 

현황을 보여준다. 전체 신축건물 동수에서 철근·철골조는 1957년에 3%. 1959년

에 2%를 차지하는데 그쳤지만, 연면적으로는 각각 전체의 25%와 19%를 차지했

다. 여기에서 철근·철골조 건물이 다른 구조에 비해 대형 혹은 고층으로 지어지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도

 구조

1957 1959

동수  (%) 연면적   (%) 동수   (%) 연면적  (%)

철근/철골조 95 (3) 97,286 (25) 222 (2) 131,364 (19)

벽돌조/석조 868 (25) 141,045 (35) 3,801 (41) 305,664 (45)

목조 2,530 (72) 161,251 (40) 5,198 (56) 244,687 (36)

합계 3,493 (100) 399,582 (100) 9,221 (100) 681,715 (100)

표 2-9. 1957년과 1959년 서울시 건축허가(신축) 현황 

(서울특별시 공보과,『서울특별시 시세일람』(서울특별시, 1958), p.203.; 서울특별시 총무과,

『서울특별시 시세일람』(서울특별시 총무과, 1960), p.124.)  

었다고 보았다. (손정목, 앞의 책, pp.136-137.) 

81)「곧잘 되어가는 수도재건」, 『경향신문』, 1957.12.11.; 「쏟아지는 고층건물」, 『경향신문』, 

195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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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토지이용 고도화와 토지구획정리사업 

2.3.1 일제강점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적 

전후 서울시는 건축행정요강을 통해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을 펼쳤다. 최저층

수의 제한은 일차적으로 서울의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고

층건물을 짓는 이유는 도시미화뿐만 아니라, 인구증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정

된 토지를 고도로 이용해야하는 필요성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토지 이용가치

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건물의 건설 이전에 토지의 정리가 선행되

어야했다. 하지만 서울 도심부 일대는 전근대시기부터 형성되어오면서 무질서한 

상태였다.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도시계획 수법으로 토지구획정리

를 들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는 일정구역 안에서 토지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구획, 형질 등을 변경하고 도로, 공원 등 도시시설을 적정규모로 설치

하는 사업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사재원의 많은 부분을 토

지소유자가 일정비율(감보율)로 공출한 토지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구획정리사업은 대상지역을 일괄 매수하여 개발하는 것보다 사회자본이 빈약한 

상태에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19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서도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과 함께 

시행되었다.82) 

하지만 서울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은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 이전부터 

수립되었다. 1921년 창립한 경성도시계획연구회와 경성부는 1928년 9월에 『경

성도시계획조사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1955년까지 경성에 인구 70만 명을 수

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안이었다. 여기에서 토지구획정리는 도로계획에 이어 가장 

필요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꼽혔다.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도로 

이면에는 과밀하고 불량한 주택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 열악한 주거환경이 

경성부의 높은 사망률의 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토지구획정리사

업 계획은 부내(府內) 중심지구 5개 지역과 신당리, 한강리 등 외곽지역을 대상으

로 했다. 이중에 특히 ‘부내요급(府內要急) 구획정리’는 조선인이 집중적으로 거주

하는 종로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실질적인 도심부 재개발계획에 해당했다. 이 일

8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상 (서울특별시, 

2017), pp.5-9.   



46

대는 “경성의 지리적으로는 중추이며 상업지역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간선도로로서 사통팔달하는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街廓)가 

부정형하며 도로의 굴곡, 길이, 폭(延曲, 長短, 廣狹)이 불규칙하며 막다른 골목 

등이 많아 도시로서의 체재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생상으로 보더라

도 하수 및 구거(溝渠) 시설이 완전하지 못하다. 따라서 강우(降雨)시에는 범람하

는 일이 많으며 교통, 보안, 위생상 그대로 지나쳐 버릴 수 없는 불량주택지구가 

적지 않다”는 이유로, 조속히 구획정리를 단행해야하는 곳으로 지정되었다. 그리

고 이에 따라 관통도로를 설치하고 택지를 격자형으로 구획하는 구획정리계획안

이 마련되었다.83) 하지만 이 계획안은 법적 근거의 미비와 각계의 냉담한 반응 

때문에 실제 시행되지 못했다.84)

그림 2-13. 부내요급 구획정리구역도(左)와 제1구(무교정 부근) 구획정리전후도(右)

(경성부,『경성도시계획조사서』(경성부, 1928), pp.260, 262.)    

83) 손정목,『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서울: 일지사, 1990), pp.115-121, 145-151.; 

경성부,『경성도시계획조사서』(경성부, 1928), pp.251-268.  

84)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앞의 책,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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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 후에 시행될 수 

있었다.85) 조선총독부는 1936년 3월 26일에 대폭 확장한 시가지계획구역을 결정

고시한 후, 12월 26일에 경성시가지계획 가로망과 함께 토지구획정리지구를 확

정발표했다. 이때 확정된 토지구획정리지구는 시가지계획구역 전체 면적의 약 

40%에 해당했다. 그리고 당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기성 시가지의 개량보다 교외 

신시가지의 조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도심부 및 산림, 하천으로 거주가 불가

능한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전근대시기

부터 형성되어온 서울 도심부 도시구조에 대한 개발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1937년부터 1940년까지 모두 10개 지구(돈암, 영등포, 대현, 한남, 

용두, 사근, 번대, 공덕, 청량리, 신당)에 대한 시행명령을 내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86) 

그림 2-14. 1936년과 1952년에 고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서울도시계획도집』(서울특별시, 1965), p.20.)

하지만 1940년대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정체상태에 빠졌다. 전시체제 하에 

돈암, 영등포지구에 대한 환지처분만 진행되었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해방되었

85) 조선시가지계획령은 함경북도 나진에서 조속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데 필

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손정목, 앞의 책, 1990, p.177.) 

86) 손정목, 앞의 책, 1990, pp.282-28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서울도시계획도

집』(서울특별시, 1965),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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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행정의 공백기를 거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

다. 그리고 미시행된 토지구획정리지구의 대부분 토지에 무허가건물이 지어진 상

황에서, 서울시는 1950년대 후반부터 계속사업으로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

어갈 수 있었다.87) 

87) 돈암, 영등포 이외지구에 대한 환지처분은 빠르게는 1964년, 늦게는 1986년에 이루

어졌다. (손정목, 앞의 책, 1990, pp.298-300.)     



49

2.3.2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  

한국전쟁으로 인한 시가지의 파괴는 서울 도심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행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 서울시는 전재지역을 일괄 매수할 재정적 능력이 없었

고 실무자들이 알고 있었던 유일한 도시계획 수법이 토지구획정리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부터 진행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그 수단으로 선택되었다. 이는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온 도심부 도시구조를 일신할 좋은 기회이기도 했

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지역만을 선정했기 때문에, 대상지는 작은 규모의 분산된 

형태일 수밖에 없었다.88) 

※ 제1중앙 : 빨간색, 제2중앙 : 파란색  

그림 2-15.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구역도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1960.)  

이렇게 선정된 전체 면적 1,639,470㎡의 9개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52년 3월 25일 내무부고시 제23호 「서울도시계획 가로변경, 토지구획정리지

구 추가 및 계획지역변경」을 통해 발표되었다. 즉, 일제강점기부터 시행 중이었

88) 서울특별시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3, p.613; 손정목, 앞의 책, 2003, 

pp.108-113, 1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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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전재지역을 추가한 것이었다. 당시 중앙토지구

획정리사업은 “서울의 유일한 상업지구로 토지의 각 필은 부정형한 상태로 가옥

이 밀집되어 있었으며 도로 폭원도 협소하였으므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종래와 같

은 무질서한 시가지가 될 것이며 교통, 위생, 보안상 많은 병폐를 초래하게 될 것

이므로, 이를 토지구획정리로 추가결정 실시함으로써 토지의 정형화와 정연한 가

로의 축조로써 토지이용 가치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도시로서의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앞서 『경성도시계획조사서』의 부내 중심지구 선정 이유와 

같았다.89) 

내무부고시 이후 서울시는 우선 ‘제1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했다. 제1중

앙토지구획정리사업지는 전체 지구 중 시민복귀 이전에 먼저 시급히 시행해야할 

전체 면적 720,320㎡의 도심 5개 지구(을3, 충무로, 관철, 종5, 묵정지구)였다. 

1952년 8월 5일에 내무부는 해당 지구에 대한 6개 공사(①도시계획 가로·세도로 

축조, ②배수·간지선 부설, ③소공원 설정, ④토지의 교환·분합·지목 변경·구획형

질 변경, 기타 택지로서의 이용증진 상 필요한 시설, ⑤학교부지 배치, ⑥부대공

사)의 시행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8월 21일경 대통령과 미8군사령관 밴 플리트

(James Alward Van Fleet)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로 전재지부흥 기공식’

이 열렸다.90) 이후 10월 27일에 내무부는 제1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공식

적인 실시인가를 내렸다.91)  

전재지의 기본적인 정리를 완료한 후, 서울시는 1952년 11월 4일에 제1중앙토

지구획정리사업지 거주자들에게 15일까지 퇴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20일까지 

완전철거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92) 그리고 을

3지구 구획정리를 담당할 건설업체로 21개 업체의 입찰 결과 대성(大成)건설사를 

낙찰했다. 을3지구 공사는 11월 16일에 착공되었다.93)94)  

89)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앞의 책, pp.28-29.   

90) 손정목은 을지로3가 구획정리사업 기공식이 1952년 6월 3일에 거행되었다고 서술

했으나,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는 찾지 못했다. 당시 신문기사에서는 8월 21일 혹은 

22일로 기록되어 있다. (손정목, 앞의 책, 2003, p.126.;「수도서울재건에 웅보」,『경

향신문』, 1952.08.24.;「환도시기와 재건추진」,『경향신문』, 1952.08.29.;「수도재

건에 제일보,을지로서 뜻깊은 기공식」,『조선일보』, 1952.08.23.)  

9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앞의 책, pp.202-213. 

92)「15일까지에 퇴거명령 제1차로 130호」,『조선일보』, 1952.11.06.  

93)「2억1천만원. 을지로 정리공사 대성건설에 낙착」,『조선일보』, 1952.11.14.;「래

일중순엔 완료」,『조선일보』, 1952.11.21.  

94) 을3지구가 중앙토지구획정리의 첫 번째 사업지로 선정된 이유는 1952년에 고시된 

서울도시계획 가로변경 계획과 연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계획에서 을지로는 

1936년의 기존계획 그대로 폭 30m를 고수했다. 1952년 이전에 을지로의 폭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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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서울시는 1953년 2월 25일에 서울특별시규칙 제18호 「서울특별시 중

앙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을, 3월 12일에 서울특별시고시 제25호 「서울특별시 

중앙토지구획정리 시행세칙」을 공포했다.95) 시행규칙은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

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세칙은 시행규칙을 시행

하는데 필요한 세부내용을 다뤘다. 총 2개 조로 구성된 시행세칙의 전문은 아래

와 같다. 시행규칙에 따라 환지는 권리면적을 표준으로 기존 토지의 근처에 위치

해야했다. 하지만 근처에 위치시킬 수 없을 때에는 비환지(飛換地)가 인정되었다. 

또한 환지가 일정 면적에 미달될 때 적당한 증환지(增換地)를 교부하거나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했다.96) 시행세칙의 제1조는 비환지의 

기준, 제2조는 환지의 면적에 관한 것이었다. 시행세칙은 환지의 면적을 25평 이

상으로 규정하고, 20평5홉 이상 25평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시켜 공동개발하도록 

했다.97) 또한 20평5홉 미만의 대지에 대해서는 비증환지하도록 장려했다. 그리고 

25평 미만의 귀속대지는 합병해 환지하도록 하고, 간선도로에 면한 귀속대지는 

50평 이상으로 제한했다. 여기에서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려했음을 알 수 있다.     

제1조. 서울특별시 중앙토지구획정리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환지는 아래의 경우에 비환지(飛換地)로 교부한다. 

  1. 환지 할당 예정위치가 현재 공공에서 사용하는 토지 또는 공공용으로 계획된 토

지 및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되었을 때

  2. 표준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환지를 하기로 되었을 때

  3. 동일인 소유 토지를 합병 환지하기로 되었을 때 

  4.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서울시장이 인정할 때 

30m로 확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도로 폭에 대한 계획이 1936년

부터 고시되었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수월

하게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시 신문기사는, 전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복

잡한 환지문제로 인해 단시일 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을지로 일대는 귀속대

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지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어, 을지로의 

토지소유권 역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15일까지에 퇴거명

령 제1차로 130호」,『조선일보』, 1952.11.06.)    

95)「도시계획사업중앙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공포의건(제18호)」, 국가기록원 소장, BA0089295, 

1952.;「중앙토지구획정리시행고시건」, 서울시 기록관리시스템, D0000000468551, 1953.03.12.  

96) 비환지(飛換地)는 기존 토지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

환지(增換地)는 기존 토지의 면적이 작아 과소토지가 될 우려가 있을 때, 권리면적보

다 증가시켜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증환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증가분에 대해 금액

으로 청산한다.  

97) 시행세칙에는 “인접시켜 환지”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나와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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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의 표준은 아래에 의한다. 

  1. 일정지(一定地)의 면적은 정리 후 25평 이상으로 한다. 

  2. 25평 미만 20평5홉 이상의 대지는 인접시켜 환지할 수 있다. 단, 건축은 관계자

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3. 20평5홉 미만의 대지에 대해서는 시행지구 내 가능한 범위에서 비증(飛增)환지

를 할 수 있다. 단, 현재의 용도에 따라 비증환지하기 곤란할 때는 2호에 의한다.

  4. 1,2,3호에 의하여 환지하기에 곤란한 것은 이를 전전(全錢) 청산한다.

  5. 귀속대지로서 25평 미만인 것은 합병환지한다. 단, 25평 이상이라도 인접지에 

25평 미만의 대지가 있을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 

  6. 간선도로에 면한 귀속대지의 일정지의 표준은 50평 이상으로 하고 그 미만은 합

병환지한다. 

  7. 동일 구획정리지구 내에서 부근에 있는 동일인의 소유대지는 합병환지할 수 있다. 

  8. 종전의 일필(一筆) 토지를 수개로 분할하여 환지할 수도 있다.98)             

하지만 실제 사업은 계획대로 빠르게 추진되지 못했다. 내무부는 제1중앙토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을 내렸을 때 전체 사업의 준공기한을 1953년 3월 31일

로 정했다. 하지만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 준공기한을 이미 넘긴 1953년 5월에도 

서울시는 을3지구 공사를 진행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6월에 이 공사

를 완료하면 나머지 지구에 대한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었다.99) 하지만 서울시는 

사업비 조달의 문제로 이 계획도 실행하지 못했다. 1954년 2월 현재 서울시가 공

사를 완료한 지구는 을3지구뿐이었고 관철, 충무로지구의 공사를 일부 시행했으

며 종5, 묵정지구에 대해서는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결국 서울시는 

1954년 4월에 내무부 승인을 받아 공사기한을 1955년 3월까지로 1차 연장했다. 

하지만 예상외의 경제 불안정과 시민 분담금 징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1956년

에 2차 연장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100) 그리고 서울시는 제1중앙토지구획정리

사업 5개 지구의 모든 공사를 1961년에 준공할 수 있었다.101)  

나머지 4개 지구(남대문, 원효로, 행촌, 왕십리지구)에 대한 ‘제2중앙토지구획

정리사업’ 역시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1953년 11월 14일에 내무부장관은 1955

년 3월 31일을 준공기한으로 제2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을 내렸다. 하

98)「중앙토지구획정리시행고시건」, 서울시 기록관리시스템, D0000000468551, 1953.03.12.  

99) 또한 신문기사는 서울시가 올해 안으로 남대문, 신당동 일대의 정리까지 완료하면 

서울의 전적지는 일소될 것이라는 다소 희망적인 견해를 덧붙였다. (「폐허된 전적지

재건 서울시당국 구역정리에 착수」,『동아일보』, 1953.05.20.;「도시계획선에 의

거」,『경향신문』, 1953.05.20.) 

10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앞의 책, p.213-219.  

101) 서울특별시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3, p.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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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서울시는 1954년 7월에야 남대문지구에서 공사를 착공했다. 이후 서울시의 

연장신청으로 준공기한은 1959년 3월 31일로 연장되었으나, 제1중앙토지구획정

리의 공사가 완료된 1961년에도 서울시는 제2중앙토지구획정리를 계속 진행했

다. 모든 공사의 정확한 준공시점은 자료누락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102)

지구명 범위

환지계획 환지처분

예정지 

지정일

환지처분

공고일

확정면적

(㎡)
촉탁등기일

제1

중앙

을3 을지로2,3가, 장교동, 수표동, 초동 53.04.30 62.12.14 114,470.10 64.06.02

충무로
충무로1,2,3가, 명동2가, 영동2가, 초

동, 필동1가, 주자동
53.10.17 62.03.16 188,930.10 62.10.03

관철 관철동, 종로2가, 관수동 53.12.08 62.08.04 77,427.40 62.10.23

종5 종로5가, 예지동
54.04.27 

54.10.14
62.08.04  77,698.50 62.10.04

묵정
묵정동, 쌍림동, 오장동, 충무로5가, 

을지로4,5가, 장충동2가
54.10.14 64.01.11 261,797.80 64.06.15

제2

중앙

남대문

남대문로3,4,5가, 북창동, 남창동, 태

평로2가, 양동, 도동1,2가, 동자동, 봉

래동1가

54.10.14

55.07.08
62.08.10 313,867.80

62.12.31

64.12.31

원효로 원효로1가, 문배동
55.09.10

55.11.02
64.11.27 175,213.20 64.12.30

행촌 행촌동, 현저동, 교북동, 홍파동
55.02.16

56.10.08
64.01.30 50,773.60 64.10.14

왕십리 상왕십리동, 신당동
55.02.16

~66.08.06
64.12.17  66,171.90 66.03.07

표 2-10.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과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상 (서울특별시, 2017), 

pp.202-203, 210-212, 220, 237, 248-251.) 

이러한 1950년대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

선 시급한 도심복구와 재건이라는 긴박함 때문에 도심의 전통적 도시조직을 파괴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다.103)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필지와 가로망이 

정연히 정리되고 주거, 도로, 학교, 시장, 공원이 조성되면서 향후 도심발전에 큰 

터전을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104) 실제로 을3지구의 정리 전후 지목

별 면적을 비교한 [표 2-11]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시유지에서 공원을, 

국유지에서 도로를 대폭 확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추진될 

102) 서울특별시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3, p.65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

활성화과, 앞의 책, p.236-237.    

103) 이상구,「서울, 도시구조의 변화」; 한국건축가협회,『서울 : 도시와 건축』(서울특

별시, 2000), p.25.   

104) 강홍빈,「서울 도심공간의 변화와 정책의 역사Ⅰ : 관리주의적 접근」,『서울시정

연구』제7권 제1호 (1999), p.12.  



54

대규모 재개발사업과 비교했을 때 세가로와 개별필지들을 유지시킴으로써 지나친 

대형개발을 막고 변화에의 적응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도시공간의 정비수단으로

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가지는 장점을 제대로 살렸다는 평가도 있다.105) 

종별 
정리 전 정리 후

지목 면적(㎡) 필수 지목 면적(㎡)

일반 

민유지

대

대(도로)

도로

계

83,655.50

445.30

1,078.40

85,179.20

450

13

50

513

대

계

67,975.90

67,975.90

시유지

대

대(도로)

도로

계

512.40

191.40

83.00

786.80

2

13

5

20

대

공원

계

512.40

3,259.50

3771.90

국유지

대

대

대(도로)

도로

미등록도로

녹지

계

132.20

1,302.50

638.70

645.60

25,785.10

28,504.10

1

1

29

11

대

대

도로

계

107.40

1,302.50

41,312.40

42,722.30

합계 114,470.10 합계 114,470.10

표 2-11. 을3지구 정리 전·후의 지목별 면적 대조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상 (서울특별

시, 2017), p.211.) 

105) 위의 글,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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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간선도로의 확장과 도로변의 정비는 가장 기본적인 근대 도시계획 수법으로 채

택되어왔다. 한국에서는 대한제국기부터 위생과 도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도

로를 확장하고 도로변을 정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실행은 일

제강점기인 1912년의 경성시구개수와 1936년의 경성시가지계획을 중심으로 추

진될 수 있었다. 이때 도로의 폭은 도시계획에서 도로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정착

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수립된 도로계획은 해방 후에도 서울 강북지역 간선

도로 계획으로 계승되었다. 

해방 후 한국인에 의해 수립된 첫 번째 서울의 도시계획은 1952년의 「서울도

시계획 가로변경, 토지구획정리지구 추가 및 계획지역변경」이었다. 여기에서 다

루어진 첫 번째 내용은 도로의 정비로, 일제강점기의 경성시가지계획을 바탕으로 

하되 주요 간선도로를 더욱 확충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도로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후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파생된 도로변 무허가건물의 철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했다. 정부는 도시미관과 교통, 화재, 위생 등의 이유로 철거를 

시도했지만, 확실한 대책 없이 이를 추진하면서 심각한 사회갈등을 초래했다.   

또한 도로가 신설 및 확장되면서 도로변에 어떠한 건물을 지어야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해방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던 「조선시가지계획

령」을 근거로, 1953년에 서울시는 건축허가를 위한 세부지침인 「건축행정요

강」을 제정했다. 건축행정요강의 가장 큰 특징은 최저층수 제한을 통해 간선도

로변의 고층화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인 

1872년의 긴자연와가계획에서부터 고층화를 위해 간선도로변 층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이후 1919년에 제정된 「시가지건축물법」을 통해, 건물의 최

고높이를 1)용도지역에 따른 최고 절대높이, 2)전면도로 폭에 따른 높이, 3)구조

에 따른 최고 절대높이로 제한하는 수법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특정 도

로나 구역에서 최고 및 최저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이러한 내용

은 시가지계획령을 통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1953년에 제정된 건축행정요강에는 시가지가 파괴된 서울에 대한 도시미화의 

필요성이 보다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건축행정요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진 내용은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것이었다. 즉, 용도지역과 전면도로 폭에 따라 2, 

3, 5층 이상이라는 최저층수를 제시한 것이다. 특히 5개 주요 간선도로변은 5층 

이상으로 제한했다. 이로써 일본의 체계를 이어받은 시가지계획령이 건물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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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를, 건축행정요강이 간선도로변 최저층수를 제한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일

본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특정구역에서 건물의 최저높이를 제한하는 ‘최저

한도 고도지구’의 지정을 시도했다. 이는 일차적으로 토지의 고도이용과 방화대의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건축행정요강에는 도심부 건물의 평균 층수가 1-2

층에 불과한 상황에서, 서울을 대도시로 만들기 위해 적어도 간선도로변이라도 

고층화해야한다는 당시 행정가·계획가들의 도시미관에 대한 생각이 반영되어 있

었다. 즉, 현대적인 도시미관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간선도로변 최

저층수의 제한을 고안해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 도로가 아닌 도심지에 적

용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고층화의 지침이었다. 이후 건축행정요강은 시민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최저층수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건축행정요강은 외벽을 맞붙여 짓는 맞벽건축의 건설을 유도하는 동시에, 

인접대지와의 공동개발을 허용했다. 제정 당시 요강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으나, 최저층수를 제한하는 모든 도로변에서는 이를 예외로 

했다. 또한 1958년에 개정된 요강은 이격거리 제한을 없애고 「민법」에 의거한

다고 명시했다. 이는 맞벽건축의 건설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도시미화를 위한 서울시의 간선도로변 고층화의 지침이 완성되

었다.   

1952년 「서울도시계획 가로변경, 토지구획정리지구 추가 및 계획지역변경」

의 두 번째 내용은 도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었다. 한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은 일제강점기부터 도로와 가구의 조정을 위해 이용된 도시계획 수법이었다. 도

심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20년대에 계획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

점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행정구역의 확장과 함께 미개발지에 집중해 시행되었

다. 도심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전후에 도심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사업은 을3지구를 시작으로 

9개 지구에 시행되었다. 이때 서울시는 환지의 면적을 25평 이상으로 규정하고 

그 미만의 경우에는 공동개발을 장려하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

자 했다.     

이러한 전후 195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은 전재복구계획으로서 수립되었다. 법

령과 계획은 일본의 것을 계승하면서도, 전쟁으로 인한 시가지 파괴라는 당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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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3.1 재정의 한계와 민간자본의 활용 

전후 정부는 고층화정책을 통해 서울을 현대도시로 빠르게 조성하고자 했다. 

이때 정부가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은 잔존하는 고층건물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에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고층건물

은 매우 희귀했다. 앞서 서술했듯이 1953년경 가장 높은 건물은 지상 8층의 반도

호텔이었고, 몇몇 건물을 제외하면 1,2층 높이의 건물뿐이었다.106) 서울 수복 후 

정부는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던 군을 동원해 반도호텔 등 남아 있는 주요 대형건

물의 복구공사를 진행했다.107) 반도호텔은 1945년부터 미국정부의 사무실과 숙

소로 사용되다가 1953년에 한국정부에 이양되었다. 정부는 파괴가 심한 기존 중

앙청을 대신해 반도호텔을 정부청사로 사용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이것은 당시 

서울에서 국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잘 보여준

다.108)

그림 3-1. 1954년 5월 15일 세종로 전경  

(「미국 군인의 날 기념행사」, e영상역사관 소장) 

106) 손정목, 앞의 책, 2003, p.132. 

107) 안창모,『한국 현대 건축 50년』(서울: 재원, 1996), p.83.;「산업인맥(15)건설업

<4>성장기」,『매일경제』,1973.02.19.

108) 반도호텔을 정부청사로 사용하려는 계획은 논의에 그쳤고, 정부는 외화획득을 위해 

호텔로 계속 사용했다. (최민현,「근·현대 국가주도 호텔의 건설과 자본주의 유입에 따

른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p.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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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국가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사무·영업용 건물도 확보해야

했다. 특히 외국인의 수요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1953년 5월 16일의 국무회의에

서 대통령은 서울시내 건물을 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반도호텔을 수선해 외

국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호텔로 이용하고, 남대문로의 ‘상공장려관(商工獎勵館)’

과 소공동의 ‘삼화(三和)빌딩’을 수선해 ‘Office빌딩’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었

다.109)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울시내에 오피스빌딩으로 사용할 건물 20-30동을 

수리하도록 했다. 자금은 우선 환화(圜貨)로 처리하고 차후에 UNKRA(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유엔한국재건단) 자금 등으로 충당하

라는 방침이었다.110) 7월 20일에 총무처장은 이에 대한 진행사항을 국무총리에

게 보고했다. 보고문서에 따르면 대통령의 의도는 “외국인에게 임대할 오피스빌

딩”의 수리이지만 이에 적합한 건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대통령이 누

차 언급해온 상공장려관과 삼화빌딩을 수리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었다. 그리

고 각각 22,165,450환과 16,045,000환의 예산을 기획처에 요구했다는 내용이었

다.111) 당시 신문기사는 이에 대해, 정부가 달러 획득을 목표로 외국인에게 개방

하기 위해 삼화빌딩과 상공장려관을 수리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112)  

그림 3-2. 1929년 남대

문로에 개관한 조선총독

부 상공장려관의 설계도 

(「조선총독부상품진열

관신축공사설계도」의 

일부, 국가기록원 소

장, 1928.)  

109) ‘상공장려관(구 조선총독부 상공장려관)’은 1929년에 남대문소학교의 도로 쪽 부지

에 세워진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내부에는 상품진열실, 사

무실 등이 계획되었다. ‘삼화빌딩(구 부사(富士)빌딩)’은 1937년에 장곡천정(長谷川町)

에 세워진 지상6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사무실과 창고로 구성되었다. 주식

회사부사빌딩회사가 이 건물의 임대업을 했다. 1940년에 이 건물에는 조선유지(油脂)

회사 외 14개 회사가 입주해있었다. (국가기록원,『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Ⅱ(대전: 행정

안전부 국가기록원, 2009), pp.232-242.;「부사빌딩에서 집세 올려 부당이득」,『동아일보』, 

1940.06.28.;「富士ビルヂング新築工事槪要」,『朝鮮と建築』第17輯 第5號 (1938), pp.66-67.)

110)「제42회국무회의록」,『국무회의록』, 국가기록원 소장, BA0085169, 1953.     

111) 이와 함께 ‘플라자호텔’은 미국공보원이 수리해 사용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리는 불필요

하고 임대료 징수가 가능하며, ‘반도호텔’은 대통령 특령으로 육군공병감실에서 공사를 진행 중

이며, 시내 관공서 건물 20동에 대해서는 그중 11동의 수리를 완료해 각 부처청사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9동은 UN군이 사용하거나 예산관계로 수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시사항처리상황보고의건(건물수리)」,『각부처』, 국가기록원 소장, BA0135157, 1953.)

112)「“딸라”획득의 계책」,『경향신문』, 195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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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예산과 해외원조를 바탕으로 한 정부주도의 고층건물 수리는 자금 

부족문제로 인해 새로운 돌파구를 필요로 했다. 그 대안은 바로 고층건물 수리에 

민간자본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1953년 11월에 기획처가 국무회

의에 상정한 의안(議案) ‘「중요도시건물 수리운영요강」의 제정’으로 구체화되었

다. 당시 총무처, 내무부, 국회에서는 각 소관별로 중요건물을 수리하기 위해 [표 

3-1]과 같은 예비비를 지출해줄 것을 기획처에 요구했다. 그 액수는 상공장려관 

42,786,700환, 삼화빌딩 41,619,000환 등, 앞서 총무처가 상공장려관과 삼화빌

딩의 수리를 위해 요구한 금액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해줄 정부재정은 충분하지 못했다. 따라서 일부 건물의 수리를 민간사업으로 전

환시키자는 의견이었다. 민간사업으로 전환할 건물은 총무처 소관인 상공장려관, 

삼화빌딩, 백운장(白雲壯)이었다. 이 건물들의 수리 목적은 모두 “빌딩 경영”인데 

수리 후에도 거액의 관리비와 유지비가 소요될 예정이고 정부는 이러한 경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재력과 경험이 있는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실효적이라

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현재 민간에서는 이 건물들의 수리와 경영을 희망하는 유

경험자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소요물자만 알선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로서도 건물에 대한 이익을 세금을 징수하는 쪽으로 조정해나가는 것이 안전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민간사업의 육성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즉, 

“중요도시에 있는 고층건물을 수리·사용함에 있어 비(非)인플레적 기반 위에서 민

간의 재건사업 의욕을 북돋아줌으로써 재건사업 진행의 신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최대한 동원할 방도”였다.113) 

소관별 건명 요구액 (환) 

총무처

상공장려관 수리 42,786,700 

삼화삘딩 수리 41,619,000

백운장(白雲壯) 응급수리 7,223,500

내무부 준설선(浚渫船)운영 및 기술자 양성 84,000,000

국회

부민관 수리 218,868,000

일반경비 추가 23,080,188

제3별관 수리 93,439,910

민의원(民議院) 합숙소 수리 15,892,600

계 526,909,898

표 3-1. 1953년 11월까지 총무처, 내무부, 국회가 요구한 중요건물 수리예산 목록

(「중요도시건물수리운영요강제정에관한건」,『국무회의상정안건철』, 국가기록원 소장, BA0084194, 1953.) 

당시 삼화빌딩과 같은 사례는 정부가 민간에서 건물 수리를 희망하는 유경험자

가 있다고 판단한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삼화빌딩의 기존 관리인(귀속재산

113)「중요도시건물수리운영요강제정에관한건」,『국무회의상정안건철』, 국가기록원 소장, 

BA008419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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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건물 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1953년 10월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진정서에 따르면 해당 관리인은 해방 후 

1949년 5월부터 관재청과 삼화빌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 지시에 따

라 5,000달러의 자비를 들여 건물수리를 완료했다. 이후 건물을 외국상사(商社) 

및 국내회사의 사무실로 임대해 외화수입을 얻었다. 한국전쟁으로 건물이 파괴된 

후에는 관재청장을 경유해 대통령에게 1952년 9월부터 4차례 수리신청서를 제출

했다. 하지만 답신이 없자 1953년 8월에 자체적으로 건설회사의 경쟁입찰을 실

시해 총 공사비 19,500,000환으로 동화(東華)기업주식회사를 낙찰했다. 수리공사

는 아래 인용문과 같은 개요로 진행되었다. 건물을 사무실용으로 수리하고 서양

인을 고려해 화장실에 양변기를 설치하고 보일러, 급탕설비, 조명 등을 증설하고 

엘리베이터를 복구하는 공사였다. 공사현장에는 대통령의 기술고문과 UNKRA의 

기술관이 시찰해 총무처 공사계획보다 우수하고 기술적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공

사의 40%를 완료한 9월 15일에 관리인은 관재청장으로부터 정부에서 삼화빌딩

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후 공사는 중지되

었다. 관리인은 이에 대해 자신은 “사리사욕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애국적 견지에

서 출발”했으며 정부가 “건설의욕을 말살하는 처사를 감행”했고 “건물이 정부소

관으로 이관되어 정부가 수리함으로써 국책적인 면에서 한층 기여된 바”가 없음

을 토로했다. 그리고 계속 관리인으로서 수리할 수 있도록 호소했다.114) 이 진정

서를 통해 해방 후에도 정부는 귀속재산의 수리와 관리를 민간에게 맡긴 적이 있

었으나, 한국전쟁 후에 정부가 이를 직접 관리하는 계획을 시도하면서 기존 관리

자와 마찰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수리내용 대요(大要)

1.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본관 2층 창고부분은 3층 이상과 같이 사무실층으로서 개수한다.

3. 각층 일주간(一柱間)을 단위로 도면과 같이 목조 중간벽을 설치한다. 

4. 각층 변소는 서양인의 사용을 고려하여 각층마다 양변기를 1개씩 설치한다.  

5. 현재 난방용 보일러는 일제(日帝)시의 유연탄(有煙炭)에 의거한 용량의 설치이므

로, 이를 중유(重油)연소 보일러로 개조하고 보일러 1기를 증설한다. 

6. 현재 급탕(給湯)설비는 1층 샤워설치에만 사용됨을 각층 세수장(洗手場)에서도 사

용할 수 있게끔 장비한다. 

7. 2층 창고를 사무실로 개조함에 따라 전등, 난방장치도 이에 순응하여 설치한다. 

8. 엘리베이터 설비도 완전히 복구수리한다.  

114)「삼화삘딩관리에관한건」,『문교부』, 국가기록원 소장, BA013514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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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역시 민간자본을 활용해 건물을 수리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1954년 2

월에 대통령은, 국유·공유·귀속재산 중 파괴된 후 정부재정이 부족하여 수리하지 

못한 다수의 건물들을 “민간인으로서 건실한 재정가가 합자하여 수리”하게 하는 

방안을 장려하여 급속한 건물복구에 노력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115) 

결국 기획처의 안건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954년 관재청은 「중요도시

건물 수리운영요강」과「중요도시건물 수리운영세칙」을 발표했다. 이 요강은 중

요도시에 있는 ‘고층건물’을 수리·운영하는데 민간자본을 최대한 동원하여 초기 

추진을 도모하고 민간의 사업의욕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수리 대상은 “3층 이상, 연

면적 2백 평 이상의 고층건물”로, 국무회의 의

결을 거쳐 관재청장이 지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자금, 사업경력, 기술을 보유한 민간사업자로 하

여금 사업신청 후 관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즉

시 법인체를 설립하고, 지정된 수리공사 기간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수리비에 

대한 융자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대신 필요한 

자재를 알선해주고, 수리법인체에게는 공사 완

료 후 건물과 대지를 위임경영하거나 불하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기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사업자에게는 건물수리 및 운영계획서

를 제출하고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도록 했다. 

중요도시건물 수리운영요강과 수리운영세칙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116) 

「중요도시건물 수리운영요강」

제1조. 본 요강은 중요도시에 있는 고층건물을 수리운영함에 있어 비(非)인프레적 방

법에 의하여 민간의 사업의욕을 촉진함으로써 사업의 초기 추진을 위하여 민

간자본을 최대한으로 동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15)「전재건물등복구에관한건」,『관재관계서류철』, 국가기록원 소장, BA0135173, 1954. 

116)「중요도시건물수리운영요강」,『국무회의상정안건철』,국가기록원 소장, BA0084196, 

1954.;「중요도시건물수리운영요강」,『법제처』, 국가기록원 소장, BA0135203, 1954.;

「중요도시건물수리운영세칙」,『관재관계서류철』, 국가기록원 소장,  BA0135173, 1954.;

「본격화된 도시재건보 파괴건물일제수리불하」,『경향신문』,1954.03.21.

그림 3-3. 중요도시건물 

수리운영요강 동 운영세칙

(「중요도시건물수리운영요강」,『국

무회의상정안건철』,국가기록원 소장, 

BA008419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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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본 요강에 의하여 수리운영할 대상건물은 국무회의 의결을 얻어 관재청장이 

지정하며 관재청장은 대상건물과 운영목적 및 소요 수리비용액을 공고하기로 

한다. 

제3조. 지정된 대상건물과 대지는 다음 조건을 구비한 민간기업자에게 위임경영 또는 

시가기준으로 공고불하한다. 단, 동 불하대금 지불은 일정한 거치 기간을 두어 

연부상환으로 할 수 있게 한다. 

       1. 소요수리비용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할 것. 

       2. 대상건물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경력과 기술이 유할 것. 

제4조. 지정된 대상건물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의 조건의 구비를 설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대상건물 수리 및 운영계획서를 관재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5조. 전조에 의하여 승인된 자는 제3조에 의하여 적립한 소요수리비용 금액을 자본

금으로 하여 대상건물 수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형태의 법인체

를 지체 없이 설립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된 대상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동 건물의 운

영권을 수리한 기업자에게 부여한다. 

제7조. 지정된 대상건물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와 자재는 정부가 이를 우선 알

선하기로 한다. 

제8조. 제4조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당초에 제출한 대상건물 수리계획서에 의하

여 책정된 수리기한 내에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 수리부분에 

대한 권리 기타 본 요강에 의한 일절 권리를 자동적으로 포기되는 조치를 하기

로 한다. 

제9조. 본 요강에 의한 적립금과 대상건물의 수리를 위한 금융기관의 융자 기타 일절 

여신(與信)은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다. 

「중요도시건물 수리운영세칙」

제1절 총칙 

제1조. 중요도시에 있는 재(載) 피해 고층건물을 수리운영함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최

대한으로 동원하여 초기 추진을 기하는 동시 민간자본의 사업의욕을 충족시킴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수리운영

제2조. 전조의 고층건물이라 함은 3층 이상으로서 연건평 2백 평 이상 건물을 말한

다. 

제3조. 수리운영 대상건물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처 관재청장이 이를 지정한다. 

제4조. 지정된 수리운영 대상건물에 대하여 관재청은 지체 없이 아래 사항을 공고한

다. 

       1. 건물의 위치 및 구조      2. 운영목적      3. 소요 수리비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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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정된 대상건물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관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수리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관재청장은 수리공사 기간을 지정한다. 

       1. 승인신청서         3. 소요수리비용에 해당하는 예금잔고증

       2. 신청인의 이력서    4. 대상건물에 대한 수리 및 운영계획서 

제6조. 전조에 의하여 승인을 득한 자는 금융기관에 적립된 소요수리비용 금액을 자

본으로 하여 대상건물 수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7조. 전조에 의하는 법인설립은 제5조 승인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

며 법인설립 완료일자로서 그 등본을 관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전조의 수속을 ■한 자에게 대하여 관재청장은 건물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물자와 자재를 우선 알선한다. 

제9조. 대상건물 수리완료 후의 운영권은 동건물을 수리한 법인에게 부여한다. 

       제5조 단서 기간 중에 수리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잔부 수리공사에 지장이 무

하다고 인정될 시는 신청에 의하여 그 운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절 관리 및 매각 

제10조. 수리완료된 대상선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수리완료 일자로서 관재청장이 전

조 수리법인에게 임대한다. 

제11조. 수리완료된 대상건물 및 대지는 시가기준으로 동 건물을 수리한 법인에게 공

고매각할 수 있다. 

제12조. 전2조의 처리절차는 귀속재산처리법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조. 제4조 제3호의 소요수리비용액 입금은 금융기관의 융자 기타 일절 여신에 의

함을 허용치 않는다. 

제14조. 제5조 단서 기한 내에 수리를 완료치 않을 경우에는 기 수리부분에 대한 권

리 및 기타 일절 권리를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제15조. 기(旣)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제2조 해당건물을 대차한 자는 제5조 제4

호에 규정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영목적에 관한 지시를 이행할 것. 

       2. 건물수리에 관한 지시를 이행할 것. 

       3. 주식법인 구성에 관한 지시를 이행할 것. 

       전항에 규정된 의무에 위반할 때에는 그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여 재산의 반환

을 명한다.

이 요강에 따라 1954년 3월에 관재청장은 수리대상 건물에 대한 국무회의 의

결을 얻기 위해 4개의 건물을 제시했다.([표 3-2] 참조) 모두 중구에 위치한 3-6

층 규모의 귀속재산으로, 1953년부터 총무처가 수리할 대상으로 선정했던 삼화

빌딩 및 동경건물빌딩은 사무실, 정자옥(丁字屋)과 삼중정(三中井)은 백화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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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했다.117) 이 요강으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건물이 민간에 의해 수리되었

는지는 자료의 한계로 정확히 알아낼 수 없었다. 삼화빌딩은 1957년부터 동방생

명보험(현 삼성생명보험의 전신) 본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수리가 완

료된 것으로 보인다.118) 또한 정자옥의 경우에는, 요강에 따라 민간이 수리해 미

도파백화점으로 개장했으나 수리공사 이후에 건물 운영권에 대한 혼선이 발생했

다.119) 한편 앞서 총무처에서 수리대상으로 선정해왔던 상공장려관의 경우, 민간

117)「국무회의부의안(요수리고층건물수리운영에관한건)」,『국무회의상정안건철』, 국

가기록원 소장, BA0084195, 1954.    

118)「삼성재벌일대기 양조에서 설탕 사카린까지(40) 전씨 주선으로 삼성에 매도」,『매

일경제』, 1966.11.22.  

119) 정자옥은 미군정기 미군의 PX로 사용되었다. 이후 1949년 대통령 훈시에 의해 대

한교역공사(大韓交易公社)가 무역관으로 사용했다. 전쟁으로 건물이 파손된 후에는 

1951년에 공사도 해산했으나 건물 관리권은 공사에게 남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53년 한국무역협회(韓國貿易協會)가 이 건물을 수리해 무역관, 상공장려관, 외국인 

대상 매점 및 국제사교장으로 사용하고자 관리권 이양을 신청했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후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54년에 중요도시건물 수리운영요강에 

재산 소재지 빌딩명 층수 연건평 현점유자 피해상황 비고

중구 태평로2가 東京建物삘딍 3 250 -

要大修理

前 警察局■■

중구 충무로1가 三中井 5 500
해군■■ 및 

이발소

1층■■中

일부사용

중구 남대문로2가 30 丁字屋 5 650 -

중구 소공동 21 三和삘딍 6 1,037 丁洪敎 前 富士삘딍

표 3-2. 수리대상 건물목록표 

(「국무회의부의안(요수리고층건물수리운영에관한건)」,『국무회의상정안건철』, 국가기록원 소장, 

BA0084195, 1954.) 

 삼화빌딩(1957년 동방생명보험 사옥) 미도파백화점(정자옥 수리 후 1954년 8월 1일 개장) 

그림 3-4. [표 3-2]의 수리대상 건물 중 1950년대에 수리된 사례 

(삼성생명블로그; 대림산업60년사편찬위원회,『대림60년사』(서울: 대림산업주식회사, 1999), p.117.;

「수! 8월1일 개점! 축」,『경향신문』,195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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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아닌 경제부흥특별회계 예비비로 공사가 진행되었다.120) 

그림 3-5. 정자옥 복구수리공사 완료

를 알리는 광고문 

(「인사의 말씀」,『동아일보』, 1954.06.02.)  

그림 3-6. 1956년 중앙상공장려관 복구공사장(左)과 개관당시 전경(右)

(「서울상공회의소건설현장2」,국가기록원 소장, CET0036067, 1956.;「중앙상공장려관전경」,국가

기록원 소장, CET0036069, 1956.)  

따라 대림산업(大林産業)이 대한부동산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관재청으로부터 건물을 임

대받아 건물을 수리한 후 미도파백화점을 개업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무역협회가 미

도파백화점이 외국의 사치품만을 판매하여 사치풍조를 조성한다고 비판하며, 국산품 

장려를 위해 건물운영권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운영권을 협회에게 이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개업 1년여 만에 건물 

운영권은 협회에게 넘어갔다. 이후 협회는 1955년부터 이 건물을 사무실과 백화점으

로 사용했다. (「무역관(구정자옥)관리인변경에관한건」,『국무회의상정안건철』, 국가기록

원 소장, BA0084193, 1953.; 대림산업60년사편찬위원회,『대림60년사』(서울: 대림산업주

식회사, 1999), p.117.)

120)「4일부터 보수 상공장려관」,『동아일보』, 195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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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전쟁 후 국내 건설업의 성장기를 다룬 1973년의 신문기사를 통해, 

우리는 이 요강이 국내 건설업 부흥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

다. 그 내용은 다음 인용문과 같다. 기사에 따르면 전재복구 작업이 활발히 진행

되는 가운데 특히 「도시건물복구령」에 따라 대형건물의 복구에 참여한 건설업

자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사례로는 미도파백화점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당시 서울에는 100개, 전국적으로는 200개의 건설회사가 생겼는데, 그 중

에 6개 기업(대동공업, 조흥토건, 극동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부토건)이 두

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언급된 ‘도시건물복구령’이 중요도시건물 수

리운영요강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6.25동란이 끝나자 건설업자들은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했다. 군장비를 중심으로 건

설장비가 점차 확보되었고 시급한 전재복구작업이 활발했다. 당시 이승만대통령에 의

한 「도시건물복구령」에 따라 민간자금에 의한 대건물(大建物)의 복구가 건설업자들

을 굴지의 재벌로 만들었다. 서울 수복 후부터 자유당 말기까지 전재복구로 크게 성

장한 건설업자들은 5·16 혁명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더욱 몸집이 비대해

졌다. 66년에는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을 계기로 해외진출에 나서는 등 건설업자의 성

장이 두드러졌다. 휴전 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은 건설업자들에게는 성장의 황금시기

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은 수복한 초기에는 건설업들은 서울복구에 참여할 

준비태세가 완전치 못했다. 전쟁의 피해가 너무 커서 우선 급한 대로 정부에서는 각

종 복구작업에 군을 동원했다. … 서울수복 후 정부는 「도시건물복구령」이란 각령

(閣令)을 공포하고 민간자금으로 빌딩을 복구하도록 장려했다. …  자유당이 전성하던 

이때 건설업계의 상위 랭킹은 6대 기업이 차지했다. 당시의 랭킹을 보면 대동공업(大

東工業, 이용범)이 톱을 차지했고 조흥토건(朝興土建, 황의성), 극동건설(極東建設, 

김용산), 대림산업(大林産業, 이재준), 현대건설(現代建設, 정주영) 그리고 삼부토건

(三扶土建, 조정구) 등으로 이들 6대 업자가 활발한 두각을 나타내었다.121) (밑줄은 

연구자 표시)

  

당시 서울에서 활동한 건설업체의 일부를 확인한 것이 [표 3-3]과 같다. 이는 

1955년 『건축』 창간호에 축사를 보낸 서울소재 건설업체 및 업자의 목록을 정

리한 것이다. 전체 50개 중 28개 업체가 중구에 위치했으며, 미군정기의 유명업

체들도 활동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122)   

121)「산업인맥(15)건설업<4>성장기」,『매일경제』, 1973.02.19.

122) 오공무소, 마공무사, 해신공무소, 삼강기업, 삼환기업, 광진토건 등 6개 건설업체가 

미군정기부터 활동했던 유명업체로 추정된다. 미군정기 건설업체 중 ‘베스트3’는 신건

(新建)공영, 광진(廣進)토건, 삼환(三煥)기업이며, 이외에 오공무소(吳工務所), 삼강(三

剛)기업, 해신(海信)토건, 마공구점(馬工具店)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고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현대건설50년사』(서울: 현대건설주식회사, 1997), pp.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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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회사명 대표 주소(본사)

1

건축·토목

주식회사 남익사  (株式會社 南益社) 서광직 중구 태평로1가 29

2 오양건설주식회사  (五洋建設株式會社) 김형걸 중구 태평로1가 61 

3 삼강건설사  (三江建設社) 박경래 중구 태평로2가 28

4 삼건사  (三建社) 한명식 중구 태평로2가 28

5 주식회사 신광토건사  (株式會社 新光土建社) 유원준 중구 태평로2가 308

6 현대건설주식회사  (現代建設株式會社) 정주영 중구 소공동 21*

7 우일사  (又一社) 김창석 중구 소공동 111-1

8 중앙산업주식회사  (中央産業株式會社) 조성철 중구 소공동 112

9 동아건물주식회사  (東亞建物株式會社) 홍사은 중구 을지로2가 55

10 대승기업주식회사  (大昇企業株式會社) 박구환 중구 을지로2가 92

11 금강산업주회사  (金剛産業株會社) 장연채 중구 동자동 8-1 

12 대림산업주식회사  (大林産業株式會社) 이석구 중구 동자동 14-6

13 청구공영주식회사  (靑丘工營株式會社) 홍사천 중구 남대문로3가 26

14 경수산업주식회사  (鏡水産業株式會社) 김영선 중구 다동 53

15 삼천건설주식회사  (三千建設株式會社) 최국현 중구 도동 92

16 한평토건합자회사  (漢平土建合資會社) 이성열 중구 장충동2가 18

17 아주토건주식회사  (亞洲土建株式會社) 김재억 중구 초동54

18 주식회사 오공무소  (株式會社 吳工務所) 오병섭 종로구 종로5가 335 

19 동아토건주식회사  (東亞土建株式會社) 유인상 종로구 신문로2가 7

20 일신산업주식회사  (日新産業株式會社) 조기윤 종로구 내자동 220

21 삼육건설사  (三六建設社) 김순하 종로구 도렴동 59

22 동흥공무사  (東興工務社) 이홍섭 종로구 운니동 100-3

23 마공무사  (馬工務社) 마종유 종로구 통의동 7-3

24 해신공무소  (海信公務所) 유석신 종로구 필운동 240

25 한일토목공업사  (韓一土木工業社) 이성근 마포구 아현동 515

26 주식회사 신양사  (株式會社 信陽社) 장세환 서대문구 충정로2가 99

27 명덕토건사  (明德土建社) 신두병 동대문구 창신동 460

28 삼화토건주식회사  (三和土建株式會社) 장지환 성북구 돈암동 140

29 동중토건주식회사  (東中土建株式會社) 정윤출 -

30 - 유택현 중구 태평로2가 167 

31 - 양철수 중구 을지로4가 119 

32 - 이기행 중구 충무로2가 22

33 - 김재황 중구 산림동 32 

34 - 이기환 영등포구 동동 432 

35 - 민장식 -

36 건축·토목청부 주식회사 합동토건사  (株式會社 合同土建社) 김태영 중구 충무로1가 22

37 건축·토목·제재·토관·기와제조판매 태양토건사  (太陽土建社) 이기환 영등포구 영등포4동 432

38

난방·수도·위생

금강공업사  (金剛工業社) 임성범 중구 주교동 318

39 합자회사 삼일공사  (合資會社 三一工社) 이병규 서대문구 충정로2가 2

40 - 박준도 중구 동자동 43

41

난방·위생·기계·

기관·기제관(汽製罐)·

축로(築爐)

한양공업사  (漢陽工業社) 오인환 중구 태평로2가 221

42 삼강기업주식회사  (三剛企業株式會社) 김인순 중구 무교동 18

43 신흥토건사  (新興土建社) 최현식 중구 충무로삘딩 4층 

44 삼환기업주식회사  (三煥企業株式會社) 최종환 중구 회현동2가 6

45 국제공업사  (國際工業社) 유기춘 용산구 2가 78 

46 풍전토건공업사  (豊田土建工業社) 이한상 용산구 용문동 28-5

47 광진토건주식회사  (廣進土建株式會社) 김의윤 종로구 도렴동 020 

48 이오건설사  (梨五建設社) 서■운 서대문구 정동 25

49 영희건설기업사  (永禧建設企業社) 최돈삼 동대문구 신설동 170

50 수도건설사  (首都建設社) 이용해 성북구 돈암동 327

  * 1954년 8월-1961년 2월 현대건설은 삼화빌딩에 본사 사무실을 두었음. (현대건설,『현대건설50년사』(서울: 

현대건설주식회사, 1997), p.175.)

표 3-3. 1955년『건축』창간호에 축사광고를 낸 서울소재 건설업체·업자 목록

실제로 1950년대 전체 산업부문에서 건설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1958년 

재무부는, 경제부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53년의 국민총생산에 비해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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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계액은 31% 증가했고, 산업별로는 농업·어업 등 1차 산업이 20.3%, 제조업·

건설업 등 2차 산업이 85.9%, 상업·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이 24.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123) 1950년대 건설업의 성장은 주로 2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었다. 첫

째, 당시 건설업에서는 기계화를 도외시했기 때문에 고정자본 투자에 대한 부담

이 없어, 건설업은 영세자본 또는 무자본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했다. 

둘째, 전쟁으로 건물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건설수요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다.124) 이에 따라 건설업(토목 포함) 종사자수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1953년

에 전국 약 3,000명에서 1956년에 50,000명대로, 서울에서는 1953년에 600명

에서 1956년에 10,000명대로 늘어났다.125) 건설업 임금도 전재복구와 함께 증가

했다. 한국은행조사부에 따르면 1958년의 건설업 10개 직종별 임금은, 1954년에 

비해 비게인부 468%, 콘크리트공 

242%, 미장이 235%, 기와장이 

233%, 벽돌공 225%, 대목 185%, 

목도인부 158%, 칠장이 149%, 인

부 126%, 석수 106%로 증가했다. 

그리고 1958년 현재 임금은 비게인

부, 기와장이, 미장이·석수·콘크리트

공·벽돌공, 대목, 목도인부, 칠장이, 

인부의 순으로 높았다.126)   

         연도

지역
1953.09.20. 1956 1957 1958 1959

전국 3,453 55,612 59,268 58,810 54,794

서울 600 11,525 13,160 12,731 13,867

표 3-4. 토목건축업·건설업 종사자수 

(1953년은 사회부 노동국 자료(한국은행조사부,『경제연감』(서울: 한국은행조사부,1955), pp.205-206, 214.); 

1956-1959년은 내무부 자료(「산업별 인구」,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123)「92년도시정방침(上)」,『경향신문』, 1958.10.12.  

1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건설통사』4 (서울: 대한건설협회, 2017), p.88.  

125) 한국은행조사부,『경제연감』(서울: 한국은행조사부, 1955), pp.205-206, 214.;

「산업별 인구」,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126) 1958년에도 국가공공시설의 재건, ICA원조자금에 의한 산업시설의 확충, 일반국민 

부흥주택의 건립 등 건설 사업이 활발했지만, 물가안정과 노동자 구득의 용이함 때문

에 건설업 임금은 전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조사부,『경제연감』(서울: 

한국은행조사부, 1955), p.217.; 한국은행조사부,『경제연감』(서울: 한국은행조사부, 1957), 

pp.274-275.; 한국은행조사부,『경제연감』(서울: 한국은행조사부, 1959), pp.138, 296.)

그림 3-7. 1956년 서울시내 고층건물 공사현장 

(「서울시내재건광경1」,국가기록원 소장, CET004004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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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직종**
1946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대목 1.50 8.42 19.00 118.3 360.3 547 941 1,630 2,222 2,500 2,686

미장이 1.64 8.20 19.00 114.4 361.4 570 805 1,599 2,222 2,680 2,700

석수 1.80 11.43 19.70 121.1 385.8 618 1,313 2,554 3,050 2,730 2,700

기와장이 1.61 11.67 19.00 115.2 357.1 537 900 1,659 2,212 3,420 2,998

콘크리트공 1.66 8.38 13.60 83.6 221.3 364 789 1,285 1,768 2,570 2,700

벽돌공 1.76 8.25 18.70 112.2 358.4 539 831 1,590 2,218 2,680 2,700

칠장이 1.83 7.18 23.40 108.2 330.4 515 883 1,562 2,057 2,230 2,200

목도인부 1.64 6.91 17.90 88.9 267.2 522 914 1,358 2,025 2,490 2,354

인부 0.85 5.54 11.90 52.2 188.3 296 442 689 997 990 1,000

비게인부 1.81 10.93 20.70 125.7 418.6 595 616 1,630 2,458 3,340 3,500
 * 1950-1953년은 부산시    
**『경제연감』의 표기를 따름.                                                   ※ 단위 = 환

표 3-5. 1946-1958년 서울시 건설업 노동임금(일당)

(한국은행조사부,『경제연감』(서울: 한국은행조사부, 1955), p.217.; 한국은행조사부,『경제연감』(서울: 

한국은행조사부, 1957), pp.274-275.; 한국은행조사부,『경제연감』(서울: 한국은행조사부, 1959),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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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재복구로 인한 1950년대 중후반 건설업의 성장과 함께 신규업자의 

급증은 “업자의 난립상(亂立相)”으로 이어졌다.127) 관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량에 비해 업자의 수는 과잉상태가 되었다. 공사를 담당할 시공능력이 없는 

업자들이 지명경쟁입찰에서 인맥을 동원해 낙찰된 뒤 계약대로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일반 노동력은 풍부했지만 전문 기술자가 부족했고 

시공수준도 조잡했다.128) 결국 정부는 이러한 실태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에 막

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즉, 보유 공사실적, 자금, 신용, 기술, 시설 등을 기준으로 건설

업자의 등급을 매기는 면허제를 실시하고, 건설업자로 하여금 기술자의 자격을 

심사해 고용하도록 하며,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한 건설업자에게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57년에 정부가 제안한 ‘건설업법

(안)’은 건설업자의 면허를 1, 2, 3급으로 구분해 발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했

다.129) 하지만 국회는 이것이, 사기업의 경영을 국가가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의 기회를 균등히 하라는 헌법의 

내용에 위배되며 등급도 공정하게 매길 수 없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했다.130) 

결국 등급에 대한 조항을 삭제한 「건설업법」이 1958년 3월 11일에 제정되었

다. 건설업법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및 민간의 공익사

업 등에 대해 내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와 건설기술자만 시공할 수 있

도록 규제하는 법이었다.131) 이외에 건설공사의 청부계약, 감독, 벌칙 및 건설업

회 설립에 대한 사항을 함께 다루었다. 당시 건설업법의 엄격한 면허기준 때문에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중소건설업자들의 청원으로, 같은 해 9월 24일 면허의 등

급제를 부활시켜 업자들이 자기 등급에 맞는 공사만 청부할 수 있고 다른 등급의 

공사를 침범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는 등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건설업 면

허제의 제도화를 시도한 것에 큰 의의가 있었다.132) 그리고 건설업법에 따라 

127) 민한식,「건설업법 시행에 대하여」,『건축』제3권 (1958), p.53.  

128) 보건사회부 주택과장 박재우는 특히 분업화된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명의 대목(大木)이 설계, 목공, 창호제작, 온돌까지 담당하는 방식의 기술자는 이미 

필요 없게 되었고, 극히 좁은 분야에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분업적이고 세부적인 기

술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박재우,「주택행정에 대한 나의 포부」,『주택』제

2호 (1959), pp.36-38.)    

129)「건설업법안 제1독회」,『국회정기회의속기록』제3대국회 제26회 제67차 국회본

회의, 1957.12.26.   

130)「야 위헌행위로 규탄」,『동아일보』, 1958.02.11.  

131) 단, 청부금액이 일정수준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다. (민한식, 앞의 글, pp.53-55.)  

132)「제1회 전국건설기술자시험과 그 문제」,『건축』제3권 (1958), p.56.;「건설업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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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8월에 제1회 전국건설기술자 시험이 개최되었고,133) 1959년 5월에 총 

신청건수 1,386건 중 1,328건에 대한 건설업자 면허가 우리나라 건설사상 처음

으로 발급될 수 있었다.134)

그림 3-8. 제1

회 전국건설기

술자시험 문제

(일부) 

(「제1회 전국

건설기술자시험

과 그 문제」,

『건축』제3권 

(1958), p.56.) 

개정법률안」,『국회임시회의속기록』제4대국회 제29회 제35차 국회본회의, 1958.08.19.  

133) 건설업법에 의해 건설업자는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토목, 건축, 전기)를 1명 이상 

두어야했다.  

134) 서승구,「건설업계20년의 회고」,『건축』제10권 제1호 (1966), p.27.;「731건 허가 건설업자

의 면허」,『동아일보』, 1959.05.02.;「3차로 305명 건설업면허발급」,『동아일보』, 195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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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무공간을 확보해야하는 필요성은 중요도시건물 수리운영요강의 제

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후 건설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1950년대 후반이 되면서 사무실 임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오피스빌딩이 점차 건

설되었다. 대학교 교사, 병원, 공공시설, 극장 등이 주를 이루던 『건축』의 준공

건물 소식란에는 1960년 호부터 오피스빌딩과 은행사옥 등이 소개되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남대문로의 USOM-KOREA OFFICE(그랜드호텔, 동광빌딩)였다. 

1958년 10월부터 1959년 12월에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 7층 규모의 이 빌딩은 

에어컨과 엘리베이터 2대를 갖춘, 당시 서울에서 가장 큰 오피스빌딩이었다.135) 

이외에 1957년에 개풍빌딩(을지로1가, 5층), 한양빌딩(종로3가, 5층), 1960년에 

대한생명보험 사옥(퇴계로, 7층) 등 최신 디자인과 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이 점차 세워졌다. 그리고 이러한 오피스빌딩들은 3층 이상이면 고층건물로 

간주하던 당시 서울시민들에게 도시명소로 자리 잡았다.136) 

그림 3-9. USOM-KOREA OFFICE 전경

(「준공레뷰」,『건축』제5권 (1960), p.16.)  

개풍빌딩 대한생명보험

그림 3-10. 1957-1960년에 완공된 빌딩 사례 

 (「제5차 시내건설상황」, 국가기록원 소장, CET0040087, 1958.; 서울사진아카이브;「대한생명사

옥국」, 국가기록원 소장, CET0035576, 1962.) 

135) 이 건물은 주택자금을 받아 시범상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나 내부는 임대사무실에 적

합하게 만들어졌다. (「치솟는 안하무인(17)그랜드빌딩」,『매일경제』, 1968.12.06.) 

136)「준공레뷰」,『건축』제5권 (1960), p.1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서울육백년사』

제5권(하) (서울특별시, 1983), pp.679-691.;「한양삘딩」,『경향신문』, 1957.09.27.; 

손정목, 앞의 책, 2003,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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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빌딩 광고문 발췌 

“최근 각국에서 유행되는 최신형 설계도에 의한 

근대식 고층건물로서 서울의 번화가 종로를 더

욱 빛나게 할 것을 자신하며” 

그림 3-11. 한양빌딩 광고

(「한양삘딩」,『경향신문』, 195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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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택난과 복합용도 고층건물

3.2.1 복합용도 청사 건설의 시도  

주지하듯이 적절한 규모와 시설을 갖춘 건물을 짓는 것은 수도재건에 있어 대

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정부는 한국전쟁 전후로 한국에 들어온 많은 외국인들의 

업무와 숙식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야하는 문제에도 대응해야했다. 이러한 가운

데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FOA(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대외활동본

부)의 청사 신축계획은 복합용도 고층건물 건설계획의 초기 사례로 주목된다. 

전후 대한경제원조는 크게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과 미국정부 및 미국

이 관리하는 UNC(United Nations Command, 유엔군사령부)라는 3가지 경로를 

거쳤다. 우선 1950년에 UN이 설립한 UNKRA는 장기적인 재건계획에 관한 업무

를 수행했다. 그리고 1945년부터 원조사업을 시작했던 미국은 기구를 개편하고 

1953년부터 FOA를 대외원조자금의 담당기관으로 지정했다. 한국 현지에서 UN

과 미국의 모든 원조를 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은 UNC 직속의 경제조정관(UNC 

Economic Coordinator)과 OEC(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ion for 

Korea, 한국경제조정관실)이었다. OEC는 한국에서 경제원조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감독하고, UNKRA와 미국정부의 경제원조 활동 등을 조정할 임무를 가졌다. 

1955년에는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이 FOA에서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국제협조처)로 변경되었고, ICA를 통한 거액의 원조자금이 한국 

재건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1958년에 UNKRA 원조가 청산단계로 접어들면서, 

UN 원조와의 조정을 위한 기구로서 OEC는 그 역할을 상실했다. 따라서 1959년

에 OEC는 UNC에서 독립해, 미 국무부 관할의 USOM(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주한미국경제협조처)으로 개편되었다.137) 

FOA청사 신축계획은 당시 원조를 담당했던 여러 기관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1953-1954년의 대한원조와 관련된 각종 서신이 묶인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철은 

이 계획의 초기 진행과정을 알려준다.138) 이 문서철에 따르면 당시 

CINCREP(Commander in Chief, Pacific, Representative, 미국태평양사령관 대

137) 이현진,「1950년대 미국의 대한원조구상과 경제조정관실」,『한국사상사학』제26

권 (2006), pp.344, 353-354, 364, 370.     

138)『계약-주택-킹연합2/2(Contracts-Housing-King associates 2/2)』, 국가기록원  

소장, CTA0001466, 1953-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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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대표)측은 조선호텔을 사무실과 숙박시설로 사용했으나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재지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없었

기 때문에 FOA는 1953년경부터 FOA자금으로 청사를 직접 신축하는 ‘Seoul 

Building Project’를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건물 사용자인 CINCREP에게 

부지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었고, 건물은 한국정부의 소유로 하되 FOA의 대한

원조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CINCREP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 계획 수립과정

에는 FOA, 경제조정관, OEC, FBO(Office of Foreign Buildings Operations) 등

이 관여했다.139) 

FOA청사 신축계획의 핵심은 저층부에는 ‘사무실’, 고층부에는 ‘호텔’을 건설하

는 것이었다. FOA는 청사(office building) 외에도 구릉지에 직원용 주택단지

(dependent housing)를 건설하는 구상을 함께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에 사무실과 숙소를 모두 갖춘 청사를 지으려했던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경

제조정관 타일러 우드(C. Tyler Wood)는 1954년 2월 27일에 미 하원의원 브라

운슨(Charles B. Brownson)에게 보낸 서신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서울에서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과 적절한 숙박시설에 대한 “절박한 필

요(a very pressing need)”에 응하기 위해, “사무실과 호텔이 합쳐진 복합용도의 

건물(the building for combined use as offices and hotel)”을 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The design of the building for combined use as offices and hotel will meet a very 

pressing need in the city of Seoul for office space and for suitable hotel 

accommodations for American and other foreign businessmen. The plans for the 

hotel space contemplate modern but not elaborate accommodations. The hotel 

will also contain a restaurant which will meet a very real need for eating 

accommodations for the local business community. The present plans also 

include a small men’s bar as well as much needed laundry and dry-cleaning 

facilities. Present plan call for the completion of the first four floors as office 

space by April of this year and the opening of the floors as hotel 

accommodations as they are completed in succeeding months.(밑줄은 연구자 표

시)   

139) FBO는 1946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국무부의 해외 건축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기

관으로, FOA청사 신축계획에도 참여해 건설업체 선정과 설계에 관여했다. (이수민, 

우동선,「1950년대의 한국에서 신축 정부청사 관련 문건에 나타난 “현대식”의 의

미」,『건축역사연구』제27권 제5호 (2018),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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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SOM(Skidmore, Owings & Merrill)의 셔먼(F. R. Sherman)이 1954년 

2월 17일에 경제조정관 타일러 우드에게 보낸 서신에는, 아래와 같이 청사 설계

의 목표를 설명하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 건물은 수도를 재건하는데 한국

인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기능적이고 간단한 디자인으로 설

계되어야 하며 최대한의 공간 효용성을 갖춰야한다는 것이었다.140) 

The buildings, to serve as a model to the Koreans in planning reconstruction of 

their country, will be highly functional, of simple design, with a maximum utility 

of space and constructed with the use of Korean technicians and labor, import 

of materials and supplies to be kept at a minimum and local materials to be 

utilized to the greatest extent feasible. (밑줄은 연구자 표시) 

FOA청사 내부의 프로그램 계획은 1954년 3월 13일에 OEC 특별보좌관 로슨

(C. W. Lawson, Jr.)이 작성한 서신에 포함된 설계개요를 통해 알 수 있다. 4-6

층 높이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동을 짓되, 저층부를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로, 고층부를 150개의 방을 갖춘 호텔로 짓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때 사

무실은 반드시 최대한의 유연성(a maximum of flexibility)을 제공해야 하며, 내

부 실을 구성하기 위해 이동식 파티션을 사용하도록 했다. 호텔 공간에서는 150

개의 방 모두 반드시 개인 욕실을 갖춰야 하며, 몇 개의 방은 일반적인 침실 외에 

거실을 함께 두도록 했다. 이외에 부대시설로는 식당, 부엌, 회의실, 극장, 이발소, 

휴게실을 제시했다. 그리고 도시 안의 평평한 대지에 건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

지개량은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 난방, 전기시설

을 설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141)  

이후 FOA청사 신축계획은 1954년 5월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정부의 요구로 같

은 대지에 한국정부가 사용할 비슷한 빌딩을 함께 짓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대해 FOA가 호화로운 청사와 주택을 짓는데 자금을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

기되었다. 그러나 다음 인용문과 같이 경제조정관 타일러 우드는, 건물시설이 부

족한 한국에 “잘 쓸 수 있는 건물(a good serviceable building)”을 지어줌으로

써 국가재건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신축된 건물은 FOA 철수 후 한국정부의 소유가 

140) 누가 언제 해당 문서를 작성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141) 청사 이외에 직원용 주택단지는 50명의 개인이 거주할 수 있는 1층 규모의 단위주

택으로 하되, 내부에는 거실, 식당, 부엌, 다용도실, 욕실을 갖추고 침실은 15개 주택

에는 3개, 35개 주택에는 2개를 두도록 했다. 단위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2개의 표

준설계만 마련했지만, 단조로움을 없애기 위해 외부 디테일의 변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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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사 신축대지는 한국정부의 제안으로 세종로에 빈

터로 남아있던 구 국립경찰전문학교 자리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미국정

부와 지속적으로 일해 온 미국의 킹 어소시에이츠(John. W. King Associates)가 

설계업체로 선정되었다.142) 

In the first place, this building has been discussed with people at all levels of the 

ROK Government up to and including the President himself. All of them are 

especially eager to have it built and, in fact, we have agreed to build with our aid 

funds a similar building on the same plot of land for the use of the ROK 

Government. In the second place, it has not been planned to have anything at 

all luxurious but a good serviceable building. As you know, buildings are at a 

premium here and this project can be fully justified as contributing to the 

rehabilitation of Korea. When the FOA Mission no longer needs such 

accommodations, the building will be turned over to the ROKs free and clear to 

become their own property. The President himself was particularly happy with this 

plan, since one of its main purposes is to make it possible for us to get out of 

the Chosun Hotel which he and others are eager to have returned to the Korean 

Government as soon as possible. We all join with them in this eagerness. (밑줄

은 연구자 표시)      

당시의 설계도는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철에 첨부되어있지 않다. 단, 정부청사의 

신축계획을 소개하는 1954년 9월의 아래 신문기사를 통해, FOA청사 및 한국정

부의 중앙청 계획의 대강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중앙청은 사무실, 도

서관, 회의실, 식당, 주차장 등으로 계획된 일반적인 사무용 건물이었다. 그리고 

한미양국 직원이 사용할 청사(FOA청사)는 기존 논의대로 호텔과 사무실을 겸한 

건물로 계획되고 있었다. 같은 시기의 신문기사에서 공개된 투시도([그림 3-12]

의 左)에서 저층부와 고층부가 분리된 좌측의 건물이, 저층부에 사무실, 고층부에 

호텔을 둔 FOA청사였으리라 생각된다.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청건물 설계도가 한미 양국간■의 인가를 

받고자 제출되었다. 동 중앙청 신축비는 미국경제자금에서 지불될 것이며 신축되는 

건물은 한국정부의 재산이 될 것이다. 대지는 중앙청 앞 도로 중간에 정하였는데 약 

11만 평방피트의 동 건물은 현재 각처에 분산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사무실을 집결하

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그것은 187개의 사무실을 가졌으며 1,500명의 직원을 수용하

142) 이수민,「대한민국 정부청사 건축의 발단 : ROK오피스와 정부종합청사를 중심으로

(1954-1970)」,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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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충분한 요리장과 식당설비를 가졌다. 모든 사무실과 낭하로부터 편리한 곳에 

도서관과 회의실이 만들어질 것이며 회의장은 또한 휴식장으로도 사용될 것이다. 또

한 수백 대의 자동차가 머무르기에 족한 주차장도 설비할 예정이다. 인접공지에는 이

와 유사하고 조화되는 호텔, 사무실로 겸용될 건물이 따로 세워지게 된다. 이 건물은 

한미양국 직원들에게 충분한 집무구격(區隔)을 허락하는 110개의 사무실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로써 현재 각지에 분산 집무하고 있는 경제조정관 및 한국민사처의 사무실

을 1개의 본부계통 하에 통합하게 될 것이다. 동 건물의 잔여부분은 150개의 기숙실, 

합동회의실 및 사무용 본관의 회의실과 비등한 넓이에 강의실과 약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조리실과 식당 그리고 그의 필요한 호텔 시설장소로 사용된다.143) (밑줄은 연

구자 표시)    

그림 3-12. 1954년(左)과 1955년(右) 신문에 소개된 중앙청 투시도 

(「새로설계된중앙청」,『동아일보』,1954.09.23.;「명년1월에착공8층의새중앙청건립」,『경향신문』,1955.10.30.) 

하지만 청사 신축계획은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다. 1955년 3월에 킹 어소시에이

츠가 설계를 완료했지만 계획은 방치되었고, 1957년에 설계업체가 PA&E(Pacific 

Architects & Engineers)로 변경되면서 기존 계획도 수정되었다.144) 신축공사의 

시공업체는 1959년에 실시한 국제입찰을 통해 빈넬(Vinnell Co.)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1960년 1월에야 지상 8층 규모의 ‘정부청사’와 ‘USOM청사’가 쌍둥이 빌

딩으로 착공, 1961년 9월에 준공되면서 그 실현을 볼 수 있었다.145) 시공에는 한

국의 신성공업주식회사, 한양건설주식회사가 함께 참여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

하고 있는 1958년의 정부청사 도면([그림 3-13])은 PA&E가 수정한 계획으로 

추정된다.146) 정부청사 이외에 USOM청사의 도면은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있지 

않으나, 관련 자료에서 청사 내부에 호텔이 설치되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건물 내부에 사무실과 호텔을 함께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단지 계획으로 남은 것

143)「중앙청설계완성」,『경향신문』, 1954.09.20.  

144) 선행연구에서도 설계업체 변경의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수민, 앞의 

글, p.37.;「정부청사건축계약을 체결」,『경향신문』, 1957.12.11.)  

145)「새정부청사준공」,『동아일보』, 1961.09.15.  

146) 이수민, 우동선, 앞의 글, pp.21-22.; 이수민, 앞의 글, p.39.   



80

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건물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전후 서울의 도시상

황을 복합용도의 고층건물을 건설함으로써 극복하고자했던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면도 2~8층 평면도

배치도 1층 평면도

그림 3-13. 1958년 정부청사 도면

(「정부청사도형」, 국가기록원 소장, CET00262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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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간선도로변 복합용도 고층건물의 모델   

서울에서 본격적인 복합용도 고층건물의 건설은 ‘상가주택’을 통해 구체화되었

다. 상가주택 건설계획은 1958년 8월 4일에 내무부와 보건사회부 합동고시로 발

표되었다. “수도서울의 전재부흥 및 시가지계획을 촉진”하기 위하여, 4개 주요 간

선도로변(①갈월동-세종로, ②남대문-한국은행-화신(백화점) 앞, ③세종로-동대

문, ④서울시청-을지로6가)의 토지소유자는 철근콘크리트조 4층 이상의 상가주

택을 지어야한다는 것이었다. 토지소유자가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착공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대행 조치할 것이라는 다소 강압적인 내용이었다. 건

축자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융자를 알선해 주기로 했다. 여기서 상가주택

이란 1-2층이 점포 또는 사무실, 3-4층이 주택인 건물을 의미했다.147) 일설에 의

하면 상가주택은, 남대문 일대의 판잣집을 본 이승만 대통령의 “장관들은 이곳을 

재건복구하여 수도관문의 위신을 세울 수 없는가”라는 발언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회의 끝에 도출한 방안이었다.148)  

건축행정요강 (1953.08.03.) 건축행정요강 (1958.04.30.) 상가주택 (1958.08.04.)

① 세종로-남대문-서울역 앞 중앙청 앞-남대문-갈월동파출소 앞 갈월동-세종로

② 남대문-한국은행 앞-종로2가 남대문-한국은행-종로로터리 남대문-한국은행-화신 앞 

③ 서대문로터리-종로5가 세종로로터리-종로4가로터리 세종로-동대문

④ 을지로1가-을지로6가 시청 앞-을지로4가로터리 서울시청-을지로6가

⑤ 종묘 앞-필동2가 종로4가로터리-을지로4가로터리 -

층수 5층 이상 4층 이상 4층 이상

표 3-6. 최저층수 제한을 받는 주요 간선도로의 범위 

앞서 서울시는 1958년 4월 30일에 건축행정요강을 개정해, 5개 주요 간선도로

변에는 4층 이상으로 지어야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상가주택을 지어야하는 ①,

②도로는 1958년 건축행정요강의 ①, ②도로와 일치했고, ③,④도로는 건축행정

요강보다 동쪽으로 확장된 범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행정요강이 시내 간선

도로변의 고층화를 통해 도시를 미화시켜야 한다는 지침이었다면, 상가주택 건설

계획은 해당 건물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줌으로써 고층화를 보다 촉진시키

147)「내무부고시 제442호, 보건사회부고시 제20호」,『관보』, 1958.08.04.;「시내간

선도로연변 4층 이하 신축불허」,『경향신문』, 1958.07.03. 

148) 대통령은 상가주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

통령은 1959년 1월 20일 육군공병대가 건설한 저동상가주택을 서울시장과 45분간 

시찰했고, 1959년 7월의 국무회의에서 시내 상가주택을 많이 건설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신철,「과거의 주택사업을 회고하면서」,『주택』제5호 (1960), p.28.;「이대통

령이 시찰 저동상가주택」,『경향신문』, 1959.01.23.;「23일 국무회의 상가건설 촉진

지시」,『동아일보』, 195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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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조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상가주택 건설은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사업절차를 보면 우선 서울

시가 상가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를 보건사회부에 추천하도록 했다. 토지

소유자 단독 혹은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이 권장되었다. 보건사회부는 

이를 검토해 공사비의 융자를 결정하고 대한주택영단에게 지시했다. 영단은 설계

를 검토한 후 모든 서류를 갖춰 산업은행에 융자수속을 진행했다. 융자의 자금은 

귀속재산적립금을 주된 재원으로 했다. 영단이 융자의 차주(借主)가 되고, 토지소

유자와 영단 이사장이 보증인이 되는 구조로, 일반상가주택은 공사비의 40%, 시

범상가주택은 60%를 융자하도록 했다. 공사는 육군공병대 혹은 영단주관 하에 

토지소유자가 직영하거나 민간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었다. 영단은 공사를 지

도·감독하고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공사비를 지출하는 의무를 담당했다. 융자금 

상환기한은 10년으로 설정되었는데, 상가 영업 및 사무실과 주택의 임대수입으로 

상환이 가능하다는 구상이었다.149) 

상가주택의 설계는 「상가주택건축요강」을 따르도록 했다. 아래 요강의 1, 3, 

4번은 건축행정요강에서의 ‘내화구조’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고, 5, 8번은 도로변 

미관을, 7, 10번은 고층건물에서의 안전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6, 9번은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조치이며, 11-13번의 ‘변소’와 ‘다스

트슈-트’는 상층부의 주택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된다. 

「상가주택건축요강」

1. 구조는 4층 이상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한다. 

2. 1,2층은 점포 또는 사무실, 3층 이상은 주택으로 한다.

3. 벽체는 내화구조로 한다. 

4. 바닥과 지붕은 내화구조로 한다.  

5. 도로 정면은 주요간선도로에 상응한 미장을 하여야 한다. 

6. 전기, 급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7. 비상계단을 설치한다. (계단의 폭은 4척 이상으로 한다.)

8. 간선도로면에 연통을 세울 수 없다. 

9. 변소는 수세식 또는 수세식에 준한 미장을 하여야 한다. 

10. 옥상을 이용할 때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주택 부분에는 따로 변소를 설치한다. 

12.「다스트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3,4층 주택에는 세대수와 동일 수의 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149) 김성운,「1958-1960년 서울 도심의 간선도로변에 건설된 상가주택에 관한 연

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p.34-35.; KYK,「상가주택이란?」,『주택』

제1호 (1959),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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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 상가주택신축공사장 가판색(假板嗇)에는 필히 ‘상가주택신축공사장’이라고 쓰고 그

   밑에 ‘주관 대한주택영단’이라고 쓸 것. 

2. 설계도 일부를 융자신청 구비용과는 별도로 건축과에 제시할 것. 

첨부서류 

1. 건물배치도 (1/100)             2. 건물설계도 (1/100, 단면상세도 1/20)

3. 시방서                         4. 공사비예산서

5. 기채(起債)결의서 (단, 기업체에 한함.)

6. 건축법규에 요하는 건축허가서류150) 

상가주택은 일차적으로 도심지의 빠른 재건과 함께, 도심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선택된 건물유형이었다. 『주택』창간호에서는 상가주택 건설의 필요성이 다음 

인용문과 같이 설명되었다. 즉, 도심의 파괴된 상가와 주택을 신속하게 재건하기 

위해 정부가 상가주택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도심에는 업무·상업시

설뿐만 아니라 주택이 상당수 지어져있었다. 또한 당시 주택보급 업무를 맡은 보

건사회부가 상가주택 건설을 담당했고, 대한주택영단이 그 시행을 맡았다.151) 따

라서 상가주택 건설은 ‘주택 건설’에 방점이 찍힌 사업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의원(民議院) 사회보건위원장 손문경도 “우리나라 발전상의 원형이 

되고 바로메-타가 되어있는 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완화하는 동시에 중요한 

도심지를 재건복구 시키고자 4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근대식 상가주택으로 건설”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152) 

    

서울의 상가와 주택은 전란으로 여지없이 파괴되었었다. 도심지대는 수도서울의 심장

부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거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도심지대를 조속히 부흥시킨다는 것이 한국의 경제를 신속히 복구재건하게 되

는 것일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야 상가주택을 수도서울의 중심지인 

주요가로부터 착수하게 된 줄 알고 있다.153) 

    

동시에 상가주택이라는 건물유형은 당시 일반인이 지을 수 있는 고층건물의 모

델이 되어야했다. 보건사회부 주택과의 신윤호는 “주택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도

150) KYK, 위의 글, p.29.  

151) 김성운, 앞의 글, p.34.  

152) 손문경,「주택문제에 대한 나의 소고」,『주택』제3호 (1960), p.10.  

153) KYK, 앞의 글,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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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건과 미화를 아울러 도모하고자” 주요 간선도로변에 상가주택을 건설하고 있

으며, 상가주택이 “일반의 현대식 고층건물 건설의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154) 상가주택건축요강이 건축행정요강에 비해 구조, 설비, 의장 등 

보다 구체화되고 강화된 설계요건을 요구한 것은, 일반인에게 미치는 상가주택의 

중요성을 반증해준다. 이와 함께 상가주택은 다른 고층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건물이기도 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신축된 오피스빌딩 및 호텔과 비교해보면, 상가주택은 보다 적은 공사비를 들여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효율적인 고층화의 방안이었다.  

건물 공기 구조 공사비 연면적 세대수 평당 공사비*

남대문로5가 일반상가주택 ‘58~59 철콘5층 31,698,000환 280평 8세대 113,207환

태평로2가 시범상가주택 ‘57~58 철콘4층 65,168,537환 504평 12세대 129,303환

태평로2가 시범상가주택 ‘58~59 철콘7층 391,082,140환 2826.16평 -　 138,379환

저동 시범상가주택 ‘58 철콘4층 66,330,602환 461.90평 12세대 143,604환

을지로6가 일반상가주택 ‘58~59 철콘4층 38,022,000환 260.58평 8세대 145,913환

남대문로5가 일반상가주택 ‘58~59 　 70,564,000환 471.96평 24세대 149,513환

역전 시범상가주택 ‘58~59 　 185,590,000환 1181.4평 18세대 157,093환

태평로2가 일반상가주택 ‘58~59 -　 20,167,000환 117평 2세대 172,368환

건물 공기 구조 공사비 연면적 설비 평당 공사비

한일빌딩 ‘59~62 철콘9층 65,000,000원 2,400평 EV 270,833환

METRO HOTEL ‘59~60 철콘9층 500,000,000환 1,367.82평 EV(2대) 365,545환

한일은행 을지로지점 ‘60~62 철콘4층 71,640,000원 1,936.5평 AC 369,945환

한국은행 별관 ‘61~63 철콘 138,000,000원 3,027평 EV(2대) 455,896환

* 공사비를 연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대신함.

표 3-7. 상가주택과 다른 고층건물의 공사비 비교

(「상가주택의 이모저모」,『주택』제1호 (1959).;「상가주택」,『주택』제2호 (1959). ;  「준공

레뷰」,『건축』제5권 제5호 (1960).; 「준공레뷰」,『 건축』제6권 제7호 (1962).; 「작품화보」,

『건축』제7권 제3호 (1963).) 

을지로6가 일반상가주택 태평로2가 시범상가주택

그림 3-14. 대한주택영단『주택』창간호에 실린 상가주택 사진

(「상가주택의 이모저모」,『주택』제1호 (1959).) 

154) 신윤호,「우리나라 주택사업의 전망」,『주택』제3호 (1960),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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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일본정부도 상가주택과 유사한 ‘병존주택(併存住宅)’

을 건설하고 있었다. 1958년에 건설성(建設省) 주택국(住宅局)이 발간한 『중고

층내화건축 촉진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병존주택 조사)(中高層耐火建築促進に関
する調査結果報告書(併存住宅調査))』의 서문에는 병존주택 건설의 배경이 잘 나

와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일본에서는 도시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1, 2층의 목

조건물이 인구 증가와 함께 평면적으로 계속 팽창해가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주

택난 해결을 위해 대량의 주택건설을 계획해왔지만, 도시에서의 높은 지가와 택

지 입수의 문제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교외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러나 이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화재 등 위험 방지, 교통의 편리성, 도시시설의 

이용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했다. 따라서 건설성은 도시에서 기존의 택지를 가능

한 한 입체적으로 이용해 ‘중고층의 내화건축

물’을 짓는 것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재

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아가 그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주택난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155) 건물 상층부에 점포나 사무실

을 두면 이용가치가 급격히 감소하지만, 주택으

로 활용한다면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156) 2.2.1에서 보았듯이 제2

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도시에서 토지의 고도

이용과 방화대 구축을 위해 건축물의 최저높이

를 제한한 바 있었다. 병존주택은 도시를 입체

적으로 개발하고 도시 방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당시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채택된 

건물유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1950년대 건설성은 공영(公営), 공고(公庫), 공단(公団)의 3가지 경로로 병존주

택 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건설성은 1956년부터 병존공영주택의 건설을 시도했

다. 병존공영주택은 하층부는 점포 등으로, 상층부는 공영주택으로 구성한 중층내

화구조의 건물이었다.157) 일반 공영주택에 비해 공사비가 증가할 것을 감안해 건

155) 建設省住宅局,『中高層耐火建築促進に関する調査結果報告書(併存住宅調査)』(東京: 

建設省住宅局, 1958), p.1.  

156) 建設省, 『国土建設の現況』昭和34年版 (東京: 建設省, 1959), pp.201-206. 

157) 공영주택은 일본 공영주택법에 의해 지방공공단체가 국고보조를 얻어 건설 및 경

그림 3-15. 1957년 병존주택 특집으로 

발간된 일본주택협회『住宅』의 표지

(『住宅』第6券 第6号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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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성은 1호당 3만 엔 이내의 특수공사비를 추가로 보조하고, 최대 용적률을 

200%까지 완화해주는 건설 유도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걸쳐 3-5층 

규모의 병존공영주택이 1956년에 266호, 1957년에 462호, 1958년에 430호 건

설될 수 있었다. 이후 1957년에는 건설성이 주택금융공고(住宅金融公庫)를 통한 

‘중고층내화건축물 융자제도’를 창설해, 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중고층내화건축물

을 지을 때 장기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본주택공단(日

本住宅公団)도 1956년부터 병존주택을 건설해 점포,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분양하

는 사업을 시작했다.158) 

영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했다. (建設省, 『国土建設の現況』昭和32年版 (東京: 建設省, 

1957), pp.101-104.) 

158) 建設省, 앞의 책, 1959, pp.201-207.  

     요코하마시 병존공고주택(共同ビル) →

     (가나가와현주택공사 임대주택)   

↓ 나고야시 병존공영주택(1층 공설시장) 

그림 3-16. 1950년대 건설된 일본 병존주택의 사례

(「併存アパート」,『住宅』第6券 第6号 (1957),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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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에 건설성 주택국이 발간한 보고서는 6대도시(도쿄, 오사카, 나고야, 요

코하마, 고베, 교토)에서 병존주택 건설을 위해 중고층내화건축물 융자를 신청한 

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담고 있었다. 향후 중고층내화건축물의 건설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존주택의 토지, 건물의 권리관계, 경제조건, 주변 

환경과의 관계, 건축계획 등의 실태를 조사해 바람직한 병존주택 건설 방안을 찾

는 것을 목표로 했다. 조사는 [그림 3-17]의 조사표를 통해 1957년 5월부터 12

월까지 진행되었다. 보고서에는 상가주택건축요강과 같이 구조와 미관, 설비 등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나와 있지 않았다. 이 융자제도는 건물 내부에 주택을 포함했

는지의 여부를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했는데, 당시 건설성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

의 융자신청이 있었다. 이중 1,000여건에 대한 조사결과, 나대지에서의 신축보다

는 주로 상업지역에 위치한 기존 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따

라서 건설성은 융자제도가 도시재개발의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조사당시 공동건축의 비율은 소수였지만, 구성원의 수가 많아지면 복잡한 이용 

및 권리관계로 사업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

단했다.159) 

그리고 조사결과 병존주택의 평균 대지면적은 56평, 건축면적은 33평, 연면적

은 103평으로, 대부분 대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건축면적도 작은 경향이 있었다. 

평면형식은 ㅡ자형 혹은 정방형, 장방형이 대다수였다. 층수는 3층이 58.6%, 4층

이 27.6%로 대부분을 점하고, 6층 이상은 2.4%였다. 건폐율은 대부분 65-80%, 

용적률은 200-250%에 해당했다. 건물 안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40-69% 범위 내에 대부분 해당되었고 평당 공사비는 55,000-80,000엔으로 나

타났다. 이와 함께 융자액의 증액, 심사수속의 간소화 등이 융자신청자의 요청사

항으로 제기되었다.160) 

건축평면 개수 비율

ㅡ자형 201 23%

ㄴ자형 65 8%

ㄷ자형 23 3%

정방형(장방형) 495 57%

기타 78 9%

합계 862 100%

표 3-8. 1958년 건설성 조사에 의한 병존주택 건축평면형식의 비율 

(建設省住宅局,『中高層耐火建築促進に関する調査結果報告書(併存住宅調

査)』(東京: 建設省住宅局, 1958), p.47.)

159) 建設省住宅局, 앞의 책, pp.7-8, 25.     

160) 建設省住宅局, 앞의 책, pp.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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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1958년 건설성이 시행한 병존주택 조사의 조사표

(建設省住宅局,『中高層耐火建築促進に関する調査結果報告書(併存住宅調査)』(東京: 建設省住宅局, 1958), p.9.)  

한국정부가 이러한 일본의 병존주택 사업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가주택 건설을 

추진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당시 한국과 일본의 대도시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났던 저층고밀의 한계와 주택난이, 상가주택이라는 새로운 복합용도의 

고층건물 유형을 탄생시킨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방화를 위

한 내화건축물 건설의 일환으로서 병존주택 건설을 장려했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서울의 상가주택은 파괴된 도심지를 빠르게 재건하는 방안이기도 했다. 또한 

여러 경로로 병존주택을 건설했던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대한주택영단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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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건설비 융자를 통해 건설을 유

도하는 방식은 일본의 주택금융공고 제도와 유사했다. 

상가주택은 서울을 고층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대한주택영단의 통계에 

따르면 1958년에 2호, 1959년에 90동, 486호의 상가주택이 건설 혹은 착공되었

다.161) 1960년『주택』에 실린 글에서는 “서울시내 번화가의 빌딩 건축장과 완

성된 빌딩은 거의 대부분이 정부시책에 의한 상가주택”이고, “정부시책 요강에 

의한 건설에 건축주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도시 서울의 면목을 달리하게 되었음은 

이 나라 건설사에 길이 빛 날 것이며, 주택난 완화와 아울러 도시계획 등에도 가

일층(加一層) 박차를 가했다.”고 언급할 정도였다.162) 

그러나 당시 기록과 대한주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고층건물로서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가주택도 적지 않았다. 상가주택은 보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벽체

는 벽돌 혹은 시멘트블록, 외관은 미장, 지붕은 목조트러스 위에 기와 혹은 슬레

이트를 마감해 건설되었다. 그런데 대지를 100% 이용하기 위해 대지경계선에 기

둥을 두면서, 기초의 형태가 불완전해져 기초부에서 펀칭전단(punching shear)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주택에 온돌을 설치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슬래

브 위에 진흙, 모래, 온돌석 등을 깔면서 과다한 하중이 걸리게 되기도 했다. 건축

주 직영공사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존 설계보다 층수가 많아지거나 

벽체가 바르지 않게 세워진 건물도 있었다. 계단의 높이와 폭, 형태가 불완전한 

경우도 많았다.163)   

한편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구조설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

다. 당시 상가주택의 설계는 일본건축학회 규준을 따르고 있었으나, 지진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슬래브의 두께나 보의 크기, 기둥의 단면 등을 훨씬 줄일 수 있다

는 것이었다. 실제로 남대문에 위치한 시범상가주택은 7층이지만 4층 건물과 비

슷한 부재 설계로도 비슷한 안전성을 확보해 구조설계가 잘된 건물로 꼽혔다.164) 

이와 함께 1950년대 후반 신문기사에는 고층건물에 관한 문제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거론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하실, 방화용수탱크, 방화벽, 엘리

베이터 등 고층건물이 갖춰야할 각종 설비의 미비문제를 들 수 있다. 또한 좁고 

161) 해당 글에 표기된 단위를 그대로 따랐다. (「본단주택관리상황표」,『주택』제1호 

(1959), p.64.; 김윤기,「신년도 주택건설사업의 전망」,『주택』제3호 (1960), p.28.)  

162) 민경식,「상가주택에 대하여」,『주택』제3호 (1960), p.64. 

163) 위의 글, pp.64-66.;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20년사』(서울: 대한주택공사, 

1979)

164) 위의 글,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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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계단으로 고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는 불편한 공간계획도 언급되었

다.165) 좁은 도로 양쪽으로 고층건물이 즐비하게 세워지면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건물에 반향 되어 울리는 소음문제도 등장했다.166) 실내에 다방, 당구장 

등 유흥업소만 즐비한 호화스러운 고층건물이 어떤 효용성이 있냐는 비판도 나왔

다.167) 이것들은 앞서 개풍빌딩 등 현대적인 오피스빌딩을 겨냥했다기보다는, 다

름 아닌 상가주택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이라 생각된다. 도시발전의 증거이자 

부흥의 상징이었던 고층건물이 야기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점차 표출되기 시작

했던 것이다. 

실제로 상가주택이 전후 서울의 주택난 완화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10년간

의 융자금 상환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임의로 구조 및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을 원래 설계와는 달리 점포와 사무실

로 개조해 사용하거나 아예 무주택의 상가주택으로 짓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

다.168) 1960년 12월 보건사회부의 서울시 주택조사 결과, 간선도로변의 상가주

택 중 3층 이상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확인되었다. 이 

조사에서 당시 서울인구 2,145,135명에게 필요한 주택 수는 총 396,980호인데, 

판잣집, 토막 등 모든 주택유형을 포함해 현재 223,522호가 건설되어 있다고 집

계되었다. 이중 ‘점포겸용주택’은 4,935호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점포 내에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불과했다.169) 

나아가 상가주택이 과연 상가로서도 완전히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는지는 생각

해볼 여지가 있다. 서울에 상가주택이 정부정책에 의해 언제까지 건설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1963년 2월에 서울시가 우량설계현상모집(優良設

計懸賞募集)을 통해 ‘도시미 조성을 위한 간선도로변 설계’라는 이름으로 상가주

택 등 고층건물 설계공모를 시행한 것에서, 상가주택의 건설이 1960년대 초까지

는 이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170) 이 현상은 간선도로변의 유휴 고층건물을 개

조하거나 공대지를 활용한 상가주택 및 아파트의 설계를 공모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는 설계안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위치, 대지면적, 용도

165)「쏟아지는 고층건물」,『경향신문』, 1959.04.15.  

166)「인체에 미치는 영향 소음과 조명의 해독」,『동아일보』, 1959.06.18.  

167)「건국10년 늘은 것 줄은 것」,『경향신문』, 1958.08.12.; 「여적」,『경향신문』, 

1960.06.25.;「혁명과 소비(7) 유흥」,『경향신문』, 1961.09.08.    

168)「건물변조 말썽 정부 의해 건축된 덕수삘딩 조사」,『동아일보』, 1959.02.20.;

「모순성 많은 주택행정 실정에 안맞고 입주금 비싸고」,『동아일보』, 1960.06.29.   

169) 백세열,「집계에 나타난 서울의 주택실태」,『주택』제5호 (1960), p.35. 

170) 김태형, 앞의 글,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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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업지역), 층수(4층 이상), 층별 용도(저층부는 상점, 사무실, 고층부는 주

택) 및 기타사항이 상가주택의 설계요건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택 

설계를 위해 거주자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나마 달려있는 데 반해, 상점과 사무

실 설계를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171) 그 성과와는 별개로 상

가주택이라는 건축유형은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간선도로변에 고층의 ‘주택’을 건설

한다는 발상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여기에 ‘상가’ 자체에 대한 고민은 부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주원도 1959년에 발간한 『상점가경영의 원리』의 서문에서, 

“소위 상가주택은 그 범주를 일탈하여 상가 본연의 발전과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

로 나아가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서술한 바 있다.172) 상가주택은 전후에 탄생한 

새로운 고층건물의 유형이었으나, 단순히 2개의 용도를 한 건물에 병치시킨 초보

적인 단계의 복합용도 건물이었다고 여겨진다.173)  

171) 기타사항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상점, 사무실 등의 매 호당 평수는 특히 제한하

지 않으나 대, 중, 소형으로 나누어도 가능함. 주택부분은 전기(前記) 상점, 사무실 또

는 관계자들의 주택용으로 가족구성은 5-8명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

령을 참고로 할 것.” (「학회소식」,『건축』제7권 제1호 (1963), pp.29-30.)  

172) 주원,『상점가경영의 원리』(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1959).  

173) 하층부 상업시설에 대한 계획은 1967년의「시장 현대화계획」과「슈퍼마켓지도요

령」을 통해 건설된 ‘상가(시장)아파트’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박일향, 

전봉희,「1960년대 후반 서울의 시장 현대화 계획의 전개」,『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제2018권 제5호 (2018), pp.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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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건축기술의 공백

3.3.1 자재의 생산과 개량  

원활한 도시재건을 위해서 건축자재의 생산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

기부터 중공업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북부지역에서 발달했다. 

따라서 해방 후 남북분단으로 남한의 공업은 고립된 상태가 되었다. 또한 북한으

로부터의 전력공급 중단은 공업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다.174) 이후 경제자립을 

위한 정부정책과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일부 확장함으로

써 공업생산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또 다시 막대한 피해를 입

게 되었다. 1949년에 모두 3,808개였던 공장의 68%인 2,602개가 파괴 혹은 피

해를 입었으며, 건물에서는 평균 40%, 기계설비에서는 37%가 전재를 입었다고 

집계되었다. 이후 생산설비가 많이 복구되면서 1953년에 섬유와 식품공업 등 경

공업은 전쟁 전의 생산수준을 회복하거나 상회했으나, 금속과 기계공업 등 중공

업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었다.175) 

    부문

연도
섬유공업 화학공업 식품공업 기계공업 금속공업 요업 기타공업 합계

1948 41 28 13 6 4 3 5 100 (%)

1951 21 12 46 1 1 5 14 100 (%)

1953 26 11 32 1 1 8 21 100 (%)

1955 36 14 35 3 3 9 - 100 (%)

표 3-9. 한국전쟁 전후 공업생산총액에 대한 각 공업 부문의 비율 

(한국은행조사부,『경제연감』(서울: 한국은행 조사부, 1955), p.118.; 한국은행조사부,『경제연

감』(서울: 한국은행 조사부, 1956), p.94.) 

특히 금속공업은 기간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했다. 국내 유일의 제철공장인 삼화

(三和)제철 등 최소한의 금속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은 있었지만, 전 산

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를 생산해낼 능력이 갖춰지지 못했다.176) 따라

서 정부는 금속공업 중에서도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철강공업 개발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자했다. 대표적으로 삼화제철은 1954년에 전쟁으로 파괴된 소형용광로 

8기 중 3기를 복구하고 1957년에는 그중 2기의 용광로를 추가 보수해 1958년부

174) 해방 당시 한반도 전체 발전량의 96%를 북한에서 생산했고, 남한에서는 국내 전력

수요의 1/5에도 못 미치는 발전량을 생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앞의 책, p.33.)

175) 한국은행조사부,『경제연감』(서울: 한국은행조사부, 1955), p.118. 

176) 한국은행조사부,『경제연감』(서울: 한국은행조사부, 1957),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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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선철(銑鐵)을 생산했다. 또한 1953년에 설립된 대한중공업공사가 제철제강압

연을 일관 작업할 수 있는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1956년에 평로(平爐)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었다. 이밖에 시설 복구와 신설을 통해 철강 및 비철금속(非鐵金

屬)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쟁 후 급증했던 소비재의 수요를 1950년대 후반에 

대체로 충족시키고 있다고 평가되었다.177) 

             연도

제품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선철(銑鐵)  

(M/T)
- - - - 2,660 8,284 13,934.0

강괴(鋼塊) 

(M/T)
343.0 143.0 118.0 17,023.0 20,800.0 28,205.0 50,051.0

강봉(鋼棒) 

(M/T)
5,100.0 6,100.0 15,000.0 17,351.0 25,049.0 40,212.0 44,597.0

철선(鐵線) 

(M/T)
- 6,000.0 7,840.0 5,795.0 4,914.0 5,611.0 5,863.0

전기동(電氣銅) 

(M/T)
261.0 328.0 907.0 792.0 805.0 747.6 1,009.9

나전선(裸電線) 

(M/T)
- 370.0 1,807.0 2,054.0 1,538.0 992.0 1,268.0

금속창연(金屬蒼鉛) 

(M/T)
160.0 105.0 172.0 149.0 346.0 104.8 102.2

아연도철판 

(M/T)
- 1,370.0 5,866.0 10,562.0 6,831.0 6,156.0 5,149.0

알루미늄제품 

(M/T)
2,400.0 2,400.0 2,200.0 2,857.0 4,548.0 3,929.0 4,507.0

못 

(M/T)
5,000.0 5,331.0 6,201.0 6,844.0 7,526.0 8,430.0 7,474.0

표 3-10. 1954-1960년 국내 금속공업 생산량

(「한국통계연감: 주요 제조업 제품 생산량」,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편 시멘트, 유리, 벽돌 등 필수적인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일용품을 생산하는 

요업(窯業) 역시, 기간산업으로서 육성해야하는 공업 부문에 해당했다. 요업 기업

체는 1948년에 모두 415개였으나, 전쟁으로 인해 1952년에 125개로 감소했고 

전체 기계설비의 10%가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한국에는 석탄, 점토, 

도토(陶土) 등 요업 원료가 풍부하고 그 품질이 양호해, 벽돌 등 ‘수공업적’ 자재

의 생산은 국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이라 예상되었다. 전체 생산량도 1951

년에는 1949년의 22% 수준에 미쳤으나 1953년에는 55%로 점차 진전되고 있었

다. 그러나 시멘트나 판유리 등 ‘근대적’ 자재의 생산량은 미천했다. 전재복구 사

177) 한국은행조사부,『경제연감』(서울: 한국은행조사부, 1959), pp.77,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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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시멘트수요는 연간 60만 톤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남

한의 유일한 삼척시멘트공장은 전쟁으로 생산시설이 파괴된 상태였다. 삼척시멘

트공장은 연간 15만 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쟁 전인 1949년에도 2

만4천 톤의 생산실적을 보였고 이후 전쟁피해로 1951년에는 겨우 8천여 톤을 생

산해냈다. 1953년에 4만여 톤으로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수요는 

수입으로 충당해야했다.178)   

     연도

제품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시멘트

(M/T)
11,512 8,650 36,223 43,796 62,235 56,257 46,564 91,977 295,652 357,856 431,819

판유리

(상자)
- - - - - - - 7,000 132,654 169,007 192,738

적벽돌

(1,000매)
25,000 10,000 20,000 30,000 35,000 50,000 85,000 184,426 165,467 138,902 129,232

내화벽돌

(M/T)
6,580 3,200 2,500 5,600 6,400 8,300 12,700 11,500 15,950 17,980 21,590

기와

(1,000매)
12,500 7,000 3,300 12,000 20,000 35,000 64,000 60,400 61,500 50,840 41,950

슬레이트

(매)
- - - 24,694 28,180 56,610 76,230 161,510 153,958 181,826 293,255

타일

(평)
- - - - - 50,000 200,000 97,900 198,250 249,999 220,345

유리제품

(M/T)
7,500 8,196 9,300 18,600 22,956 32,060 39,721 29,301 19,504 24,999 22,510

도자기

(1,000개)
12,520 11,420 14,830 22,400 32,400 34,280 30,488 30,275 25,310 37,500 34,477

연필

(그로스)
75,750 52,300 21,000 141,000 224,100 371,586 312,571 506,468 461,421 537,000 437,966

표 3-11. 1950-1960년 국내 요업 생산량

(「한국통계연감: 요업 생산량」, 국가통계포털(kosis.kr))  

이를 타개할 방안은 새로운 시멘트공장의 건설이었다. 시멘트의 원료는 한국에

서 충분히 산출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시멘트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판단했다. 그리고 비료, 시멘트, 판유리의 이른바 ‘3대 기간공장’의 중점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한국의 경제부흥계획과 관련한 UNKRA의 3대 핵심 건설 

사업이기도 했다.179) 이에 따라 상공부는 500만 달러로 시멘트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UNKRA측이 1953년에 100만 달러, 1954년에 425만 

달러의 UNKRA자금을 대고 여기에 한화 18억 환을 추가해 연간 20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가진 시멘트공장을 신설하는데 합의하면서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었다. 

공장 건설지는 시멘트의 주요원료가 매장된 경북 문경으로 선정되었다. 이 계획

178) 한국은행조사부, 앞의 책, 1955, p.125. 

17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앞의 책,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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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성되면 연간 약 280만 달러의 외화가 절약된다고 예측되었다.180) 공사는 

UNKRA자금 63만 달러에 의해 건설자재가 입하되면서 1955년 11월 30일에 기

공되었고,181) 1956년 12월에 공장 운영업체로 한국양회공업주식회사가 선정되

었다. 그리고 대통령, UNKRA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57년 9월 26일에 성대

한 준공식이 열렸다.182) 삼척시멘트공장의 보수와 민영화 및 문경시멘트공장의 

가동으로 1958년부터 국내수요의 반 이상의 시멘트를 자급할 수 있게 되었다.183)

180) 한국은행조사부, 앞의 책, 1955, p.125. 

181) 덴마크의 FL 스미스회사(F. L. Smith &Co.)가 원청을 맡아 국내업체에게 하청을 

주어 시공하게 했다. 국내업체로는 대림산업, 삼환기업, 조흥토건, 전일기업, 동흥공작

소 등 5개 업체가 낙찰되었다. 이중에 대림산업은 공장부지 조성과 건물 건립을 맡아 

1956년 3월 15일에 준공했다. 이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에 신공법인 슬라이드폼이 

처음 도입됐고 외바퀴 손수레인 휠 배로우(wheelbarrow)가 처음 등장했다. (대림산업

6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46.) 

182) 한국은행조사부,『경제연감』(서울: 한국은행조사부, 1956), p.103.; 한국은행조사

부, 앞의 책, 1957, p.90.;「문경세멘트 10일 수의계약」,『경향신문』, 1956.12.09.;

「기간산업건설에 거보」,『경향신문』, 1957.09.27.      

1955년 11월 30일 기공식

1956년 건설현장 1957년 9월 26일 공장전경

그림 3-18. 문경시멘트공장 건설 과정 

(「시멘트공장기공식」, 국가기록원 소장, CET0040044, 1955.;「문경시멘트공장건설광경」, 국가

기록원 소장, CET0030751, 1956.;「이승만 대통령, 문경시멘트공장 착공식 참석」, 국가기록원 

소장, CET002925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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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1957년 인천판유리공장 전경과 실내

(「인천판유리공장」, 국가기록원 소장, CET0075700, 1957.;「인천판유리공장준공식2」, 국가기록

원 소장, CET0030788, 1957.;「유엔한국재건단(UNKRA)가 지은 유리공장 가동 시작」, 국가기록

원 소장, DTC0000635, 1957.)  

시멘트와 더불어 판유리는 부흥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건축자재였다. 

전후 한국에는 수공업적인 영업방식을 고수하며 유리병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 유

리공장만 운영되고 있었다. 건물에 쓰이는 판유리의 수요는 커져갔지만 전혀 생

산되지 않았다. 따라서 매년 평균 5만 상자의 판유리를 수입에 의존했다. 하지만 

국내 곳곳에 유리의 원료인 규사(硅砂)가 풍부히 매장되어있었기 때문에, 상공부

는 UNKRA원조를 받아 판유리를 자급할 수 있는 공장 신설계획을 추진하게 되었

다. 국내 수요량으로 추정되는 연간 12만 상자의 판유리를 생산 가능한 공장을 

1953, 1954년에 UNKRA자금 각각 100만 달러와 한화 6억 환을 들여 건설하는 

계획이었다. 공장 건설지는 미국 건설회사에 의해 인천으로 선정되었다.184) 건설

183) 한국은행조사부, 앞의 책, 1959, p.85.;「씨멘트공업과문명(下)」,『동아일보』, 

1959.03.18.   

184) 한국은행조사부, 앞의 책, 1955,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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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1956년 4월 25일에 빈넬로 지정되었고 1956년 12월에 공장 운영업체로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가 낙찰되었다.185) 인천판유리공장은 1957년 9월 30일에 

준공되어 같은 해 7,000상자의 판유리를 처음 생산했다. 1958년『경제연감』에

서는 “시멘트의 현저한 증산과 판유리의 국내 첫 생산을 이룩”함으로써 요업이 

국내 공업 중 가장 현저히 발전했다고 평가했다.186) 이후 인천판유리공장이 국내 

수요량인 12만 상자 이상을 생산해내면서 판유리의 완전한 자급자족이 가능해졌

다.187) 1954-1958년의 제조업 생산지수([그림 3-20])에서 유리 등 제조업은 가

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밖에도 벽돌, 기와, 슬레이트, 타일 등 요업제품 생산

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건축자재의 국산화에 성과를 이

룰 수 있었다.([표 3-11] 참조)

-유리 및 ■석제품 제조업

 Glass, Clay and Stone Products

-금속제품 및 기계제조업

 Metal Products and Machinery

-방직업 Textile

-총지수 Total 

-고무제품 제조업 

 Rubber Products  

-음료품 및 연초 제조업

 Beverage and Tobacco

-화학공업 Chemical 

-지류 및 지류제품 제조업 

 Paper and Paper Products  

그림 3-20. 1954-1958년 제조업 생산지수

(한국은행조사부,『경제연감』(서울: 한국은행 조사부, 1959), p.76.)  

185)「건설자재 생산공장을 찾어서」,『주택』제4호 (1960), p.85.

186) 한국은행조사부,『경제연감』(서울: 한국은행조사부, 1958), p.71.   

187) 한국은행조사부, 앞의 책, 1959,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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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950년대 후반에 국산 건축자재 생산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정

부는 향후 해외원조의 감소 혹은 종료를 대비해 생산을 더욱 강화해야했다. 1958

년에 내년도 물자동원 계획에 대한 ICA자금의 투자비율 책정 과정에서 발생한 한

미 간의 의견충돌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 부흥부는 소비재 1억8천만 달러, 시

설재 4천만 달러를 계상했으나 미국 측에서 총액을 2억1천만 달러로 확정하면서 

소비재와 시설재 도입액에 대한 양국 간 의견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부흥부는 시

설재 4천만 달러 중 국산자재로 충당할 수 있는 목재, 시멘트, 철재 등에 대한 약 

5백만 달러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해야했다.188) 또한 부흥부는 1958년 7월부터 3

개월간 ICA관·민수(官民需)사업을 감사한 후, 1959년에 국산자재와 국내기술자

의 활용 등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자는 국산으로 

충당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189) OEC 주택국 재정담임관(housing finance 

advisor) 스테피(Harry M. Steffey)도 1959년의 『주택』 창간호에서 한국의 주

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저렴한 주택건설을 위한 국산자재 사용방안

에 대한 연구, 2)국내 건축자재 생산공장의 발전과 기본자재 수입의 감소, 3)한국

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제도의 창설을 제시했다.190)  

건축자재의 증산과 더불어 자재 자체 성능의 개선 또한 중요한 문제였다. 재래

의 재료와 기술로 만든 ‘과도기적’ 자재로는 영구적인 시설을 건설할 수 없었다. 

전후에 많은 건물이 지어졌지만 그 수명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현재 부흥이 

10년간 완전히 끝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재복구해야할 운명”이라는 비판이 나

왔다.191) 또한 같은 품질의 물건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했다. 따라

서 여전히 외국산 자재가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인식이 높았다.192) 

과도기적 자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흙벽의 대체재인 ‘흙벽돌’을 들 수 있다. 흙

벽돌은 정부가 주택, 교사 등 시설복구에 적극적으로 사용한 자재였다. 1953년에 

사회부는 UNKRA주택재건계획에 따라 전국 5,500호의 주택 건설에 흙(백토), 시

멘트, 석회 등을 혼합 압축한 ‘개량흙벽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신문기사

는 구미각국에서 개량흙벽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부는 개량흙벽

돌 제조기를 수입해 사용법과 건축기술을 교육했고, 대한주택영단은 안암동에 흙

188)「2천8백만불로 책정 부흥부 3차소비재 도입액」,『동아일보』, 1958.11.25.  

189)「ICA관수사업의 회고」,『경향신문』, 1959.03.13.;「국산 씨멘트 사용」,『경향신

문』, 1959.03.19.   

190) Harry M. Steffey, 문명 번역,「Housing in the Korean Economy(한국경제와 주

택)」,『주택』제1호 (1959), pp.19-22.   

191) 신무성,「우리 건축계의 편모」,『건축』제1권 (1955), pp.14-15.    

192) 박재우, 앞의 글,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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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시험주택을 건설했다. 1953년 12월에는 아주(亞洲)재건협회가 수입제조기

를 대체할 흙벽돌제조기를 발명했다. 5인이 1시간에 40장을 만들던 기계를 2인

이 1시간에 252장을 만들 수 있게 개량한 것이다. 이 기계는 “전란으로 허물어진 

수십만 호의 주택을 재건할 수 있으며 목재의 몇 분의 일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버젓한 문화주택과 학교, 공장 등을 건축”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전재 재건

의 용아”로 등장한 이 기계는 1954년 9월에 상공부의 특허를 받고 대량생산되었

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전국에 건설된 ‘흙벽돌재건주택’의 내구성 문제가 드러

났다. 그 피해는 1955년 3월 현재 전국 1,500호의 흙벽돌재건주택 중 서울에 건

립된 800호에서 가장 심했다. 준공 후 1년도 되지 않아 벽과 굴뚝이 무너져 내렸

던 것이다. 주택영단은 겨울에 흙벽돌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생기는 문제라 진단

했다. 이에 건조한 환경에 적합한 흙벽돌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자재인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했다. 보건사회부는 우선 흙벽돌을 사용하는 문제를 UNKRA와 논의

하기로 하고, 도시용 건물에는 흙벽돌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정부는 

흙벽돌을 보다 개량하고 시멘트벽돌을 사용한 재건주택을 짓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1956년에 재건주택 계획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주택에 흙벽돌과 

시멘트벽돌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193)

그림 3-21. 국산 흙벽돌제조기 광고(左)와 무너진 흙벽돌재건주택(右)

(「건축계에 혁명!!!」,『경향신문』, 1954.05.26.;「재건주택에 이상!」,『동아일보』, 1955.03.14.)  

193) 주택영단 건설부,「흙벽돌시험보고서」,『건축』제1권 (1955), p.42.;「근로학도의 결

정」,『동아일보』, 1952.02.10.;「개량흙벽돌 기술실습 5,500호 주택건축에 대비」,『동

아일보』, 1953.07.12.;「국회환도 후 첫 대정부질문전」,『동아일보』, 1953.09.29.;

「주택재건에 한몫 흙벽돌 제작기계발명」,『경향신문』, 1953.12.20.;「흙벽돌제조지 매

월500대씩 생산」,『경향신문』, 1954.10.04.;「재건주택에 이상!」,『동아일보』, 

1955.03.14.;「국회 영농자금 백억방출 절충중」,『경향신문』, 1955.05.03.;「휴지통」,

『동아일보』, 1955.06.28.;「재건주택계획 포기키로 결정」,『동아일보』, 195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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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재의 질을 높이는 실험과 연구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고 생산기관을 육성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국내에는 석재, 백토 등 원료가 풍부했기 때문에 저렴하고 우수한 

자재를 생산하고 개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194) 건축자재

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1958년에 제1회 「전국주택설계·건축자재 현상

공모」를 실시했다. 이 현상은 한국인의 생활에 적합하고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

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보건사회부 주관, OEC, 한국산업은행, 대한기술총협회, 

대한건축학회 주최로 ICA자금 845만 환을 들여 1958년 1월 15일부터 3월 15일

까지 진행되었다. 한미 양측의 건축전문가 및 주택관계관(官)으로 구성된 심사위

원회가 주택설계부, 동리(洞里)종합설계부, 건축자재부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140점의 출품작을 심사했다. 당선작은 5월에 세종로의 반공회관에서 전시되었고 

그 일부가 『건축』 1958년 9월호에 실렸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동리종

합계획 부문에서는 각각 1등 작이 선정되었으나 건축자재 부문에서는 2, 3등 작

과 가작이 나왔다. 개량기와, 백토벽돌, 경량골재, 온돌판, 타일블록, 천연 슬레이

트, 슬레이트, 경판재(硬板材) 등이었다. 이 출품작들은 자재 성능을 강화하면서도 

국내에서 자급 가능한 원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 경량으로 인한 부재단면 감

소, 간편한 시공 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심사평은 다음 인용문과 같다. 즉, 정

부가 기대했던 만큼의 출품작은 없었으나 국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

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195)

2등 작품 : 개량기와 3등 작품 : 만년식(萬年式) 온돌판

그림 3-22. 제1회「전국주택설계·건축자재 현상공모」 건축자재부문 수상작

(「보건사회부주최 제1회 전국주택설계 건축자재현상 당선작품들」,『건축』제3권 (1958), pp.42-43.)  

194) 윤갑로,「주택조사연구의 긴요성」,『주택』제1호 (1959), pp.17-18.  

19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서울건축사』(서울특별시, 1999), p.881.;「주택설계전

시 보사부·OEC주최」,『동아일보』, 1958.05.25.;「보건사회부 주최 제1회 전국주택

설계 건축자재 현상 당선작품들」,『건축』제3권 (1958), pp.36-43.;「제1회 전국주

택설계현상모집공고」,『동아일보』, 195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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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계의 빈곤과 더불어 여러 가지의 제약으로 여의치 못한 국내실정 중에서도 

저렴하고도 특출한 신규 또는 개량된 자재와 고안품이 실현하기를 기대하였던 바…기

타 가작품(佳作品)을 제출한 점에 대하여는 그 노력(努力)과 노력(勞力)을 가상히 여

기어…이에 10점을 우수품은 못 되나 가작품으로 추장(推獎)하여 금후 국산건축자재 

생산과 고안에 다대한 관심을 환기토록 자극하는 의미에서 1등 해당은 없고 2등서부

터 포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196) 

196) 위의 글,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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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고층화를 위한 건축계의 논의  

건축자재의 생산과 개량은 전재복구를 위해 해결되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

였다. 하지만 이외에도 건축을 둘러싼 다방면의 조사와 연구가 필요했다. 전쟁으

로 인한 파괴뿐만 아니라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집중은, 모든 시설의 확장을 요구

했다. 서울 인구가 곧 2백만 명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산업의 개발, 도

시계획의 변경, 그리고 건축물 규모의 산정이 필수 불가결해졌다. 모든 종류의 건

물시설 및 전력, 수도, 교통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되었고, 특히 주택의 보급

은 국가적인 사안이 되었다.197) 

1950년대에 건축계는 주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개진했다. 주제는 주택정책

과 건설자금의 합리적인 운영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부터 배치, 구조, 재료, 생산, 

기술, 설비, 공간, 생활양식,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있었다.198) 특히 

좌식생활을 하고 온돌과 장독대를 사용하는 한국의 주거문화를 도시생활에 맞게 

개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도시의 부족한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아파

트’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1956년에 주택영단은 연간 최소 5천 호의 주택건설

을 목표로, 서민주택뿐만 아니라 근대식 아파트도 건설할 예정임을 밝혔다.199) 같

은 해 대한건축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심각한 우리나라의 주택난을 해

결하려면 어떠한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설문 대상자 8

명 중 3명이 아파트 건설이라 대답했다.200) 아파트는 특히 도시의 중심지나 지가

가 높은 지역에서 불가피한 해답이라 간주되었다.201)

당시 해외에서의 아파트 건설 근황도 참조대상이었다. 1955년 7월에 대한건축

학회 주최로 열린 주택문제 좌담회에서 건축가 강명구는 해외 주택정책과 건설상

을 소개했다. 이때 미국에서는 민간에서 대개 3-10층의 공용아파트를 대대적으

로 건설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역시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

197) 신무성,「우리나라 건축계의 전망」,『주택』제2호 (1959), pp.15-16.  

198) 손창환,「주택사업의 전망」,『주택』제2호 (1959), p.11. 

199) 김병화,「영단으로서 본 주택문제」,『건축』제2권 (1956), p.40.  

200) 이 질문에 치안국장 김장흥은 “대형아파트 건설, 집단 구호주택 건설, 주택기업 원

조”, 여류시인 천노명은 “독신자들이 간단히 살 수 있는 아파트 건설”, 교통부 시설국 

보선 및 건설과장 안경모는 “아파트와 집단주택 건설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한다”고 

대답했다. (대한건축학회,「당신은 어떤 집을 원하십니까」,『건축』제2권 (1956), 

pp.70-71.)  

201) 주강사, 윤정섭,「근린주구 계획구성의 개요」,『건축』제2권 (1956),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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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민간자금이 활발히 유통되지 않고 정부예산도 충분하지 않

지만, 정부차원에서 건설기술자를 단기과정으로 양성하고 또한 누구나 책을 보고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건축기술 서적을 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아파트에는 식료품시장, 공동세탁장 등의 특수한 시설도 계획되고 있

다고 소개했다.202) 한편 『주택』창간호에서 건축가 지순은, 가까운 일본에서는 

해안까지 아파트촌을 거대하게 건립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멀리 미국에서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대를 대비해 달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조그만 주택평면 개량문제만 가지고도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3)

한미재단의 행촌아파트와 연립주택은 한국의 주거문화를 2층 이상의 건물에서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범주택이었다. 1956년에 한미재

단은 종로구 교북동에 3층 아파트 3개동 48세대, 2층 연립주택 11개동 52세대, 

단독주택 14세대 규모의 시범주택 단지를 건설했다.204)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인

에게 몇 세대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한국주택을 어떻게 만들 것인

가를 보여주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각 세대마다 욕실과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

고, “설비는 서양식이나 동양식 생활에 적합”할 수 있도록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

키는 바닥 난방을 계획했다.205) 구조에는 콘크리트블록과 P.S.콘크리트를 사용했

다.206) 이 계획의 실현을 통해 앞으로는 더 작은 대지에 더 많은 세대를 수용하는 

고층건물의 건설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되었다.207)    

행촌아파트 단지 전경

그림 3-23. 한미재단 시범주택 (서울사진아카이브)  

202) 대한건축학회,「주택문제 좌담회」,『건축』제2권 (1956), p.57.  

203) 지순,「주택설계에 대한 잡감」,『주택』제1호 (1959), p.54. 

204) 박철수,「해방 전후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7개 아파트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서울학연구』제34호 (2009), pp.198-199. 

205) Carl. G. Lans,「Housing as an industry」,『건축』제2권 (1956), pp.45-46. 

206) 대한건축학회,「준공레뷰」,『건축』제3권 (1958), p.28. 

207) 주강사, 윤정섭, 앞의 글,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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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에는 상가주택, 빌딩 등 고층건물의 규모에 대한 공무원의 조언

도 실렸다. 교통부 시설국 기감(技監) 신무성은 명동 등에 4층 이상 되는 건물이 

전면도로에는 불과 3間 미만으로 면하면서 인접대지와는 양측으로 2尺 이상씩 간

격을 두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협소한 대지에 큰 빌딩을 건설할 경우에는 인

접한 토지소유자와 ‘공동개발(合造)’할 것을 추천했다. 또한 층수는 가능하면 10

층 이하로 해야 하고, 사용하기에 제일 편리한 층수는 3층 정도라고 말했다. 5층 

이상은 반드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의 설비가 수반되며, 프랑스의 시가

지 건물은 5-6층이 가장 많다는 것을 추가로 언급했다.208) 

도시에서 고층화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50년대에는 

특히 주택으로서 고층건물을 건설하기에 여전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

이 있었다. 예를 들어 주원은 출입구, 계단, 복도, 목욕탕, 화장실 등을 공유하는 

집합주택이 선진국에서는 즐겨 채택되고 있지만, 한국인의 생활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집합주택으로 주택난을 해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도시에

서 도심부에 집합주택을 건설하는 도시계획이 도모되고 있다는 것만은 염두에 두

어야할 연구 과제라 보았다.209) 또한 1958년 10월에 대한주택영단 주최로 열린 

주택 좌담회에서 건설국장 최경렬은 주택에서 생활의 전통과 사회의 적응성을 강

조하며, 지가가 높은 도심지의 아파트는 “여러 가구가 간편하게 살아보자는 경

향”으로 지어지는 것인데, 아파트 생활이 편리하다고 모두가 인정하게되기 전까

지는 아파트의 발전은 힘들 것이라 예측했다.210) 이러한 생활양식의 차이와 더불

어 자재난, 시공의 곤란, 자금의 부족 등이 아파트 등 고층건물 건설에 문제가 되

고 있었다.211) 보건사회부 주택과장 박재우는 한국의 기술이 아직도 고층건물을 

세우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시일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

구와 실무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습득해야한다고 강조했다.212) 주택에 대한 다양

한 논의는 계속되었지만, 고층건물 건설을 위한 구조, 기술, 설비 등 구체적인 연

구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208) 신무성, 앞의 글, p.20. 

209) 주원,「도시주택대지의 획지정형화에 대하여」,『건축』제1권 (1955), p.19-20. 

210) 대한주택영단,「주택좌담회기록」,『주택』제1호 (1959), p.61. 

211) 주강사, 윤정섭, 앞의 글, p.100. 

212) 그리고 정부에서는 ICA원조계획 등에 의해 매년 여러 명을 해외에 파견해 배우도

록 했지만, 대개 넓게만 알려고 애쓰고 한 가지라도 자신 있게 습득하는 데는 소홀하

다고 비판했다. (박재우, 앞의 글,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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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고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1950년대 건축계획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쟁

으로 건물이 파괴되면서, 국가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사무·영업용 건물의 

확보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특히 정부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의 

수요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전후에 정부는 건물의 신축보다는 기존 고층건물을 

수리해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하지만 자금 부족의 문제로 정부는 고층건물

의 수리를 민간사업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정하고, 1954년에 「중요도시건물 수리

운영요강」을 제정했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중요도시에 있는 3층 이상, 연면적 2

백 평 이상 고층건물의 수리공사를 담당하는 대신, 공사 완료 후 건물과 대지의 

경영 및 불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요강은 민간자본을 최대한 

동원하여 초기 추진을 도모하고 민간의 사업의욕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

다. 당시 삼화빌딩과 같이 민간이 귀속재산의 수리를 진행했던 경험이, 정부가 민

간에서 고층건물의 수리를 희망하는 유경험자가 있다고 판단한 배경이 되었다. 

이 요강은 국내 건설업 부흥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요강에 따라 고층건물 수

리에 참여한 건설업자들이 향후에 대기업으로 성장했던 것이다. 또한 전쟁으로 

건물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1950년대에 전체 산업부문에서 건설업은 크게 성

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건설업의 성장은, 공사를 담당할 시공능력을 갖추

지 못한 업자의 난립상으로 이어졌다. 이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설업법」이 제정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중요도시건물 수리운영요강 제정의 배경이 되었듯이, 1950년대 후반이 

되면 사무실 임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오피스빌딩이 점차 건설되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물시설과 주거의 문제는 도심에 복합용도

의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계획을 파생시켰다. FOA청사의 초기계획에서 상층부의 

호텔은, 도심에서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복합용도 고층건물의 건설은 도심 가로변의 상가주택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상가

주택은 1-2층이 점포 또는 사무실, 3-4층이 주택인 4층 이상의 건물로, 일반시민

을 위한 주택인 동시에 가로변을 미화시키는 방안이었다. 상가주택을 건설해야하

는 도로는 건축행정요강에서 규정한 5개 주요 간선도로와 거의 일치했다. 건축행

정요강이 시내 간선도로변의 고층화를 통해 도시를 미화시켜야 한다는 지침이었

다면, 상가주택 건설계획은 해당 건물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줌으로써 고층

화를 보다 촉진시키려는 조치였다. 또한 상가주택은 일반인이 자력으로 지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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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고층건물의 모델이 되어야 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건설성 주관으로 병존주택(併存住宅)의 건설이 추진

되었다. 일본의 병존주택이 토지의 고도이용과 도시 방화의 수단이었다면, 서울의 

상가주택은 역시 토지의 고도이용 및 도시미화의 성격이 강했다. 그리고 건설비 

융자를 통해 건설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상가주택과 일본의 병존주택은 공

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상가주택은 서울을 고층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하지만 상가주택이 서울

의 주택난 완화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또한 고층건물로서의 완성도가 떨어지

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건물을 짓는 데에 해외원조 자금이나 귀속재산처리 적

립금 등을 동원했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고층건물의 건설을 민간에게 기댈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지어진 고층건물 가운데 일부 오피스빌딩들은 엘리베이터, 커

튼월과 같은 현대적인 설비와 디자인을 선보였다. 하지만 상가주택은 이러한 선

진적인 건축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는 전반적인 건축기술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  

원활한 도시재건을 위해서는 건축자재의 원활한 생산이 뒷받침되어야했다. 정

부는 시멘트와 판유리공장을 건설해 건축자재의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고, 자재 

자체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그리고 건축계를 중심으로 건축

을 둘러싼 각종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주택의 보급은 국가적인 사안이었

기 때문에, 1950년대의 논의는 주택에 집중해있었다. 이때 토지가 부족한 도시에

서 대량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파트가 논의되었다. 하지만 아파

트 건설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지했지만, 고층건물을 세우기에는 여전히 기술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렇게 1950년대에는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건물을 고층화하기 위한 각종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초보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고

층·고밀도 개발로 이어지는 현대 서울의 대도시화 과정에서 고층화의 첫 시도로

서 의미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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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도시미화와 간선도로변 차폐 

4.1.1 환지예정지의 지정  

우리는 전후 1950년대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실행결과를 제1중앙토지구획

정리사업지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통상 환지예정

지의 지정과 환지처분의 과정을 거쳐, 새로 교부받은 환지에 대해 등기를 함으로

써 완료되었다. 하지만 기존 토지소유자는 환지처분 이전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

터 그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대지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

다.213) 그리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

었다. 서울시청에 소장된 축척 1/600의 ‘환지예정도’, ‘환지확정도’, ‘신구대조도

(新舊對照圖)’는 제1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의 변천을 보여준다. 환지예

정지가 그려진 환지예정도와 확정된 환지가 그려진 환지확정도는, 새로 구획된 

대지의 형태나 규모를 가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소유관계도 보여준다. 구획정

리 이전의 지적도와 환지예정도 혹은 환지확정도가 겹쳐 그려진 신구대조도는 토

지구획의 변화를 한 눈에 보여준다. 하지만 각 도면에는 작성일자가 기록되어 있

지 않으며, 서울시청에 5개 지구에 대한 도면이 모두 동일한 매수로 소장되어있

지는 않다. 

지구명 환지예정도 환지확정도 신구대조도

을3 1 2 2

충무로 1 1 1

관철 - 1 -

종5 0.5 2 1

묵정 3 1 2

표 4-1. 제1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도면 매수 

(서울시청 소장) 

213) 1953년에 공포된 「서울특별시 중앙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에는 관련 내용이 확

인되지 않으나, 1954년에 공포된 「서울특별시 제2중앙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의 제

6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그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고 기존 

토지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다. 시가지계획령에 의거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

시한 지역에 대한 1965년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존 토지소유자는 지정된 환지예정

지에 대해 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했다. (「도시계획사업중앙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

공포의건(제18호)」, 국가기록원 소장, BA0089295, 1952.;「서울도시계획사업제2중

앙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공포의건」, 국가기록원 소장, BA0089296, 1954.; 「건물철

거」, 대법원판례, 196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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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4-1~6]은 5개 지구의 환지예정도와 신구대조도의 일부이다. 단, 

도면이 누락된 관철지구의 경우에는 환지확정도로 대신했으며, 종5지구의 경우 

환지예정도에 동호로의 서쪽 구역만 표기되어있어 환지확정도를 함께 첨부했다. 

을지로2가                  을지로3가

삼

일

로

충

무

로

환지예정도

신구대조도

그림 4-1. 을3지구 전체 환지예정도와 신구대조도 일부 

(「서울도시계획사업 중앙토지구획정리지구 을3구 환지예정도」;「제1중앙토지구획정리 을3구 신구

대조도」, 서울시청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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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로

삼

일

로

환지예정도

신구대조도

그림 4-2. 충무로지구 전체 환지예정도와 신구대조도 일부 

(「서울도시계획사업 중앙토지구획정리 충무로지구 환지예정도」;「중앙토지구획정리 충무로구 신구대조도」, 서울시청 소장)  

그림 4-3. 관철지구 전체 환지확정도 

(「서울특별시계획사업 중앙토지구획정리지구 관철구 환지확정도」, 서울시청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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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5가

동
호
로

환지예정도

환지확정도

신구대조도

그림 4-4. 종5지구 환지예정도(일부 누락)와 환지확정도 및 신구대조도 일부 

(「서울도시계획사업 중앙토지구획정리지구 종5구 일부 환지예정도」;「서울도시계획사업 중앙토지구획정리지구 종

5구 환지예정도」;「중앙토지구획정리 종5지구 신구대조도」, 서울시청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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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5가

퇴계로5가

동

호

로

그림 4-5. 묵정지구 전체 환지예정도 

(「제1중앙토지구획정리 묵정구 환지예정도」, 서울시청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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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묵정지구 전체 신구대조도 

(「제1중앙토지구획정리 묵정구 신구대조도」, 서울시청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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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도와 신구대조도를 통해, 해당 지구에 일정 폭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

인 가구(街區)가 새롭게 구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은 

피해를 입은 곳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각 지구의 경계는 일정하지 않았다. 

또한 모두 상업지역에 위치했으나, 묵정지구는 퇴계로와 동호로를 경계로 주거지

역을 일부 포함했다. 그리고 각 지구는 동서방향의 간선도로(을3지구-을지로, 충

무로지구-퇴계로, 관철지구·종5지구-종로, 묵정지구-을지로·퇴계로)를 포함하고 

있었다. 간선도로변 가구의 형태는 대체로 그 도로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길

이가 긴 장방형으로 구획되는 경향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을3지구의 전체 영역은 

사방이 최소 5m 폭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로 재정비되었고, 간선도로인 을지로변

으로는 동서방향 약 40-105m, 남북방향 약 40m의 8개 가구가 계획되었다. 

간선도로변 가구의 내부는 보통 2열 이상의 필지로 구획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던 부정형 필지들은 대개 직각의 방형 필지로 재구성되

었다. 하지만 각 필지의 규모와 형태가 특별한 규칙성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가구 

내부가 일정한 규모로 일률적으로 분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지의 규모는 다양했

다. 앞의 신구대조도들은 그 이유를 찾을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신구대조도에서 

가는 실선은 기존 지적도를, 굵은 점선은 새로 구획될 환지예정도를 가리킨다. 각 

신구대조도를 통해 환지의 규모와 위치가 기존 필지와 유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계획의 표준은 기존 필지의 면적이었고, 필지

의 위치, 형태, 지가, 교통편익, 환경 등을 바탕으로 구획정리 전후 각 필지의 금

액을 산정하도록 했다.214) 따라서 구획정리를 통해 새롭게 가구가 조성되었지만, 

각 필지는 사업시행에 유리하도록 기존 필지와 최대한 유사한 조건으로 정리되었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접한 기존 필지를 합쳐서 새로운 필지로 구획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림 

4-7]은 을3지구에서 을지로의 북쪽 변에 위치한 을지로2가 본번101번지의 환지

예정도와 신구대조도이다.215) 환지예정도는 기존의 어떤 필지가 새로운 필지로 

환지되는지를 기존 필지의 번지수를 기입해 보여준다. 본번101번지에서 환지예

정된 12개 중 7개 필지는, 2개에서 4개의 기존 필지가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었

다. 이를 1927년의 지적(地籍)과 비교한 내용이 [표 4-2]와 같다. 1927년의 지

적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전까지 유지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토지소유자가 같은 

214)「도시계획사업중앙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공포의건(제18호)」, 국가기록원 소장, BA0089295, 1952.  

215) 번지는 환지처분시 부여되는 것으로, 환지예정 당시에는 번지가 없었다. [그림 4-1, 

7]의 신구대조도는 필지구획에서 환지예정도와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어, 환지예정

부터 환지확정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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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를 합병시킨 경우도 7개 중 3개 필지에서 확인된다. 이는 99·100번지(유린생

명보험주식회사), 118·119번지(堀佐), 120·121·122번지(조선연초흥업주식회사)

에 해당한다. 신구대조도에서 이를 살펴보면 각각 서로 인접해있으면서 과소필지

인 경우(99, 119, 122번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즉, 기존 소유관계 및 인접여부를 

고려하고 과소필지를 합병시키는 방향으로 환지를 계획했다고 생각할 수 있

다.216) 한편 기존 필지의 상당한 면적이 계획도로에 포함되거나(113번지), 기존 

필지 위치에 여러 개의 필지가 새로 구획되는 경우(111, 116번지), 기존 소유권

을 분할해서 2개의 환지예정지에 중복해 적용시키는 사례도 확인된다. [표 4-2]

에 중복해서 기입된 지번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존 필지의 합병과 소유권의 

분할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에서 토지의 소유관계가 복잡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환지예정도

신구대조도

그림 4-7. 을지로2가 본번101번지의 환지예정도와 신구대조도 ([그림 4-1]의 출처) 

216) 중앙토지구획정리 시행세칙에서도 토지소유자가 동일할 경우 합병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런데 을지로에는 일본인이나 일본인회사가 소유한 필지가 상당수 있었

고 해방 후 이들의 처분을 고려하면, 1927년의 토지소유권이 사업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되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환지처분 과정에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에

는 같은 토지소유자의 필지를 합병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을지로에서는 

기존 소유관계보다는 인접여부가 환지계획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1927년 이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전까지의 지적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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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

필지번호*

1927년 환지예정

필지번호*

1927년

지번 면적(평) 토지소유자 지번 면적(평) 토지소유자

1 97 47 森田

9

113 23 和田

2 (98-1) - - 114 34 星谷

3 (98-2) - - 115 24 동경건물회사

4
99 2

유린생명보험주식회사
10 116 204 김경○

100 55

11

117-1 146 花園

5 101 394 國 117-2 208 加來

6
110 14 우곡○ 118 23 堀佐

111 85 김익○ 119 3 堀佐

7
106 25 陳內

12

120 78
조선연초흥업

주식회사
(112-1) - - 121 20

8

111 85 김익○ 122 1

113 23 和田

116 204 김경○

 * 번호는 임의로 부여함. 

※ (  ) 안의 필지는 1927년 지적목록에는 없는 것임.   

표 4-2. 을지로2가 본번101번지의 1927년 지적과 환지예정도 비교표

(陳內六助,『京城府管內地籍目錄 :1927年』(서울: 大林圖書出版社, 1982).;「제1중앙토지구획사업 

을3지구 환지예정도」, 서울시청 소장)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1953년 4월 30일에 을3지구, 10월 17일에 충무

로지구, 12월 8일에 관철지구, 1954년 4월 27일과 10월 14일에 종5지구와 10월 

14일 묵정지구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했다. 그리고 약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환지

처분을 할 수 있었다.([표 2-10] 참조) 하지만 기존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

정일부터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1953-1954년부터 제1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지에는 건물이 신축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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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최저층수의 달성과 연속된 가로입면 

제1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지 간선도로변에는 환지처분 이전에 신축되었다고 추

정되는 건물들이 일부 현존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자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한 것이 [그림 4-8~11]과 [표 4-3]과 같다.217) 1950년대는 사회적으

로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행정기록에는 일부 누락이나 착오가 있었을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용승인일자의 정확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5개 지구에 

위치한 건물들의 건축물대장에는 사용승인일자가 누락된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간선도로변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환지처분 시점 사이에 지어진 건물이 을3지구에는 약 61동, 충무로지구 23

동, 관철지구 7동, 종5지구 39동, 묵정지구 23동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218) 

217) 을3지구의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해 1950년대에 지어졌다고 추정되는 건물을 포함시켰다. 

218) 이중에 을3지구는 가장 많은 건물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간선도로변 가구에 전

반적으로 건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건물 외장의 변화도 적은 곳이다.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다른 지구에 비해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을3지구가 현지조사의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외 지구는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에 현존건물의 

개수가 적고 변형이 많아 주된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환지처분 당시 지적도

현재 지적도 + 건물

그림 4-8. 을3지구 을지로변 가구에 환지처분 이전 신축된 현존건물 위치(일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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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당시 지적도

현재 지적도 + 건물

그림 4-9. 충무로지구 퇴계로변 가구에 환지처분 이전 신축된 현존건물 위치 

환지처분 당시 지적도

현재 지적도 + 건물

그림 4-10. 관철지구 종로변 가구에 환지처분 이전 신축된 현존건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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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당시 지적도

현재 지적도 + 건물

그림 4-11. 종5지구 종로변 가구에 환지처분 이전 신축된 현존건물 위치 

흥미로운 점은 5개 지구에서 환지처분 이전에 신축된 현존건물의 약 1/3이 1956

년에 지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을3지구에서는 1956년에 모두 35동의 건물이 지어

졌다. 1956년은 이 일대에서 건축이 가장 활발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건물들은 동시에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956년에 지어진 35동 가운데 사

용승인일자가 ‘1956년 9월 15일’로 표기된 건물이 27동, ‘1956년 11월 1일’로 표

기된 건물이 2동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그림 4-8]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 

간선도로인 을지로변에 위치했다.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자가 건물 준공 이후 특

정 시점에 일괄로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건물들이 간

선도로를 따라 비슷한 시기에 집단적으로 건설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연도

지구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계

을3 1 2 35 2 6 6 6 2 1 61

충무로 6 3 1 5 3 4 2 23

관철 1 1 1 3 1 7

종5 1 5 13 2 5 5 4 4 39

묵정 1 5 3 2 1 5 3 1 2 23

계 9 15 51 8 13 22 19 11 4 2 154

표 4-3. 간선도로변 가구에 환지처분 이전 신축된 현존건물 수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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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충무로지구 (퇴계로)

1960 19601959

관철지구 (종로) 

1956 1956 1961 1955 1958

종5지구 (종로)

1956

1956
1955

종5지구 (이면도로)

19591963 1960 1960 1960

묵정지구 (을지로)

그림 4-12. 환지처분 이전 신축된 현존건물 사례  



121

을3지구는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지이면서, 1953년부터 건축행정요강에 따라 

도시미관을 위해 최저층수의 제한을 받는 동시에 1958년부터 4층 이상의 상가주

택을 지어야하는 간선도로변에 위치했다. 을지로는 공식적으로 1953년부터 5층 

이상, 1958년부터는 4층 이상 지어야하는 주요 간선도로에 해당했다. 또한 1956

년에는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에 우선 3층 이상이라도 건축허가를 주기로 건

축행정요강의 내용을 임시수정했다. 2.2.3에서 서술했듯이 이 내용은 서울시보에 

공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시민의 자금

난을 반영해 원래 5층 이상 지어야하는 주요 간선도로변의 최저층수를 완화한다

는 이 내용은, 1956년 1월에 신문기사를 통해 일반에게 공지되었다. 을지로를 따

라 1956년에 집단적으로 건설된 건물들은, 최저층수 완화를 통한 주요 간선도로

변 건설의 유도책에 의한 구체적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1956년 봄부터 을지로

에 갑작스럽게 건설이 활발해졌다는 신문기사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해준다.219)

(pp.127-128의 인용문 참조)

그림 4-13. 간선도로변 3층 이상 건축허가를 알리는 신문기사

(「3층 이상 허가 간선도로변 건물」,『동아일보』, 1956.01.14.)  

을지로변 환지예정지에는 대부분 3층 이상의 건물이 세워짐으로써, 당시 건축

행정요강이 제시한 최저층수 조건이 달성되었다. [그림 4-14]는 을지로변에 환

지처분 이전에 신축된 건물 가운데 3층 높이가 특히 많았음을 보여준다. 이들 대

부분은 1956년에 건설된 것으로, 당시 임시수정된 건축행정요강에 따라 증축을 

조건으로 3층으로 지어졌다가 향후에 증축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이 건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 이내에 외벽을 세운 맞벽건축의 형태를 띠는 건물이 많다는 점이었다.220) 

맞벽건축은 간선도로변으로 공지를 최소화해 도로이면을 차폐시킴으로써 도시미

219)「을지로」,『조선일보』, 1957.03.23. 

220) 50㎝라는 수치는 건축법에서의 맞벽건축의 정의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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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었던 건축유형이라 생각된다. 

             본번101                           본번5                         본번65                본번118

                                                                  본번334           본번315            본번295

※ 증축을 포함해 층수를 산정함. 단, 건물의 일부 후면부만 증축해 도로면에서 증축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에는 층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그림 4-14. 을3지구 을지로변에 환지처분 이전 신축된 현존건물 층수  

한편 1956년에 많은 건물이 지어진 다른 지구로 종5지구를 들 수 있다. 종5지

구 역시 환지처분 이전에 신축된 현존건물 39동 중 1956년에 지어진 건물이 13

동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을3지구에서는 1956년에 을지로변으로 건물이 활발

히 지어진 것과 달리, 같은 해 종5지구에 지어진 건물들은 종로변에 집중되어 있

지 않았다. 종5지구 종로변의 건물군은 1955년에 2동, 1956년에 3동, 1958년에 

4동, 1959년, 1960년, 1961년에 각 1동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어지지 않

았다.221) 또한 3층보다는 2층 규모의 건물이 많았다.([그림 4-12], [그림 4-15] 

참조) 종5지구가 위치한 종로5가는 1953년부터 건축행정요강에 의해 5층 이상으

로 지어야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종로의 마지막 구간에 해당했다. 1956년에는 서

울시가 건축행정요강을 임시수정하면서 종로5가에서도 3층의 건설을 허가했다. 

하지만 을지로와는 달리 종로5가에서는 요강의 임시수정이 건설을 효과적으로 유

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58년 건축행정요강의 개정으로, 4층 이상 

지어야하는 주요 간선도로

에서 종로5가는 제외되었

다. 주요 간선도로에서 제외

되면서 종5지구 종로변의 

건물들은 을3지구에 비해 

낮게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221) 이는 현존하는 건물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로, 당시에는 건물이 지어졌으나 현재

는 철거된 상태일 가능성도 있다. 

     연도

층수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계

2층 2 1 1 1 1 6

3층 2 2 4

4층 1 1 2

표 4-4. 종5지구 종로변에 환지처분 이전 

신축된 현존건물의 층수별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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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번138                        본번182         본번193      본번214            본번231

그림 4-15. 종5지구 종로변에 환지처분 이전 신축된 현존건물 층수

← 을지로2가                                                                                                               을지로4가→

을3지구

←동대문                                                                                                              종로4가→
종5지구

※ 점선 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가 아님.  

그림 4-16. 1983년 을3지구와 종5지구 간선도로변 건축물 입면현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서울특별시 주요간선도로변 도시설계』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1983), pp.210, 242.) 

하지만 집중적인 건설시기와 건물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을3지구와 종5지구 

간선도로변 건물군에서는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 첫째, 대부분의 건물은 도로

변으로 건물 외벽선을 맞춰 이어서 지은 맞벽건축이었다. 둘째, 건물 전체의 높이

뿐만 아니라 층고까지 유사하게 조정하는 경향이 보인다. 건축행정요강이나 상가

주택건축요강에서는 층수 이외에 구체적인 높이나 층고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그러나 간선도로변 건물들은 흡사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서로 유사한 

층고로 지어졌다. 그에 따른 효과는 건물 외장이 크게 바뀌지 않은 을3지구에서 

두드러진다. 간선도로변으로 각 건물의 창이 모두 일정한 높이에 위치하게 되면

서, 일련의 건물들이 서로 통일성을 갖고 연속된 가로입면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당시 건축행정요강에서 언급된 ‘고층건물지구’에서의 ‘지정건축설계’가 단순히 최

저층수 및 내화구조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보다 구체적인 설계양식이었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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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알아낼 수 없었다. 하지만 만약 구체적인 설계양식이 존재했다면 건물 외

벽선과 층고에 대한 지시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일종의 규준이 되

어 이후 시대의 건물에도 적용되었다.([그림 4-16] 참조) 셋째, 대부분의 건물 옥

상에는 간선도로변으로 파라펫이 설치되어 건물 높이를 더 높게 만드는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었다.222) 

그림 4-17. 을3지구 본번101번지 을지로변 맞벽건축의 전경 (연구자 촬영) 

그림 4-18. 을3지구 본번65번지 을지로변 맞벽건축의 전경 (연구자 촬영) 

222) 이는 “옥상을 이용할 때는 난간을 설치해야한다”는 상가주택건축요강을 준용한 결

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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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면에서 3층과 4층부의 창 형태가 다른 경우, 3층에서 4층으로 증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그림 4-19. 을3지구 본번295번지 을지로변 맞벽건축의 전경 (연구자 촬영)     

그림 4-20. 종5지구 본번193, 214, 231번지 종로변 맞벽건축의 전경 (http://map.kakao.com, 2011년 3월) 

한편 당시 설계·시공업체가 입면설계에 대한 양식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956년에 일괄적으로 건설된 을3지구 본번65번지 건물군에서는 세

장한 창문과 장식기둥 등 입면의 요철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1950년대 상가

주택에서는, [그림 4-21]의 저동 시범상가주택과 같이 벽체 또는 기둥과 슬래브

를 외부에 노출시키고 창을 안쪽 깊이 설치해 격자형의 프레임을 강조하는 입면 

구성방식이 일부 적용되었다. 또한 남대문로5가나 태평로2가의 상가주택과 같이, 

외벽의 요철을 최소화하고 창의 면적을 넓게 확보한 평면적인 입면도 함께 계획

되고 있었다. 그리고 창의 형태를 정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설계한 것이 공통점이

었다. 을지로변의 많은 건물에서도 당시 상가주택과 유사한 입면 구성방식이 보

인다. 하지만 이와 달리 65번지 건물군은 타일로 마감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임

에도 불구하고 입면은 조적조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223) 각 건물마

223) “10년 만에 서울을 다시 찾아온 미국친구 하나가 한국의 부흥상, 특히 을지로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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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의 크기와 간격, 요철의 깊이와 형태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업체의 작업은 아닐 것이라 추측된다.224) 하지만 업체들이 동시에 건물을 건설하

는 과정에서 서로 유사하게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종5지구에도 이와 같이 

입면에 세장한 창문과 요철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일부 남아 있다.

재건상을 마치 토일릿 스트리트(toilet street)와 같다고 평하였다. 사실 토일릿이 아니고서

야 이렇게도 흔하게 타일을 쓸 수가 있겠는가.…우리의 근대화가 보기에만 화사한 토일릿 

스트리트를 꾸미는 것에 그친다면 다시 생각해보아야할 문제”라고 평할 정도로 을지로에

서 타일은 가장 주된 마감재로 쓰였다. (「토일릿·스트리트」,『동아일보』, 1964.12.05.) 

224) 을지로 맞벽건축의 입면을 분석한 다음 책에서는 “무분별한 듯 보이는 혼란 이면

에는 공통된 양식과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이는 “돌출된 격자패턴이라

는 큰 흐름을 존중하는 한편, 장식기둥의 폭과 깊이, 벽체의 레벨조절을 통해 차이를 

표현”하는 것에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권태훈, 황효철, 앞의 책, pp.18-49.)

저동 시범상가주택 남대문로5가 시범상가주택 태평로2가 일반상가주택

그림 4-21.『주택』에 실린 상가주택 전경 

(K.Y.K,「상가주택이란?」,『주택』제1호 (1959), p.30.;「상가주택」,『주택』제2호 (1959).)

※ 을3지구 본번65번지 일

대로 추정 

그림 4-22. 1957년 11월 2

일에 촬영된 을지로3가 전경

(「서울시재건상황10」, 국가

기록원 소장, CET004007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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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번지 (1958.07.20.) 214-3번지 (1958.09.01.) 182-3번지 (1959.09.09.)

그림 4-23. 종5지구 종로변에 1950년대 건설된 현존건물 사례  

우리는 195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지의 건설상과 그 의미를 당시 문헌을 통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다음 1957년의 신문기사는 1956년부터 활발히 건설된 

을지로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기사를 통해 이전에도 을지로에는 기존 건물

이 남아 있었지만 1956년부터 경쟁적인 ‘고층건물’의 신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서술했듯이 각 건물들은 서로 유사한 높이, 형태, 재료로 지어졌기 때

문에 기고자는 이를 단조롭다고 비판했다. 또한 겉보기엔 번지르르하지만 내부는 

부실한 고층건물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지로의 

고층건물군은 전재복구에 따른 서울의 극적인 변화상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그리

고 가장 피해가 심했던 을지로를 서울에서 가장 현대적인 거리로 변모시켰다. 

아침저녁으로 을지로를 지나칠 때마다 나는 변모해가는 서울의 표정을 느껴본다. 어

쩌면 현대인의 본바탕이 서울 한복판에 옮겨 심어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 제법 번

지르르한 고층건물의 행렬을 볼 때마다 … 작년 이른 봄부터 을지로는 갑작스레 흥성

거렸다. 환도와 함께 건축이 활발해지자 건축 재료나 자재상이 모여 있는 이곳의 경

기가 좋아졌다는 이유도 있지만 전란의 상처가 가장 심한 거리의 하나가 을지로였기 

때문에 건축 작업이 눈에 띄었던 까닭이다. 하늘을 향해 고사리 목처럼 끝이 굽은 철

근의 기둥이 쉴 새 없이 늘어갔다. 환도 직후 아무렇게나 발라붙인 판자집을 함부로 

부수고 집터를 닦았다. 울타리를 막고 XX신축지라고 쓴 붓글씨가 눈에 띄었다. 건축

열은 무슨 전염병이나처럼 자꾸만 번져갔다. 이웃이 다 집을 짓는 판에 엉성한 탄적

이 있는 낡은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고 화를 내기라도 하듯이 성한 집을 함부

로 헐어버리는 것이었다. 옆집에서 쌓아올리는 높이를 보아 그보다 더 올라서려고 기

를 쓰는 것이었다. 그것은 틀림없는 생존경쟁의 단면이었다. 이제 얼마 있어 을지로

는 가장 현대적인 건물이 꽉 들어차서 보기에도 시원한 시가로 변할 것을 생각하니 

남의 일 같지 않게 기다려졌다. 사실인즉 사변 전만 하더라도 명동이나 충무로나 종

로에 비하면 을지로는 허수룩하고 촌티가 나며 지저분하기까지 한 거리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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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기대는 더욱 컸었다. 여름이 가고 가을로 

접어들자 을지로에는 말쑥하게 단장한 타일건

물이 한 채 두 채 들어섰다. 3층, 4층 높은 허

공을 향해 넓은 가슴을 쩍 펴고 서있는 것 같은 

건물은 믿음직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날이 가

고 달이 바뀌어 감에 따라 꼬리를 물고 단장한 

고층건물의 행렬! … 같은 돈과 노력을 소비해

서 저런 집밖에 못 짓는단 말인가? 집 모양이며 

타일 빛깔이며 어쩌면 그렇게도 꼭 닮기만 하는 

것일까? 왜 자기의 집을 짓지 않고 옆집을 본 

떠 짓는 것일까? 현대건축의 새로운 방향이 대

개 직선을 위주로 한 간결과 단조(單調)에서 뽑

아 올리는 역학적인 미를 좇고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보면 을지로의 새 집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직선과 직각으로 된 건축이다. 확실히 

직선이요 단조인데 역학적인 미도 실용적인 중

량감도 건실한 우아미도 찾을 수 없으니 어찌된 일일까? 높이에서 오는 신선미도 넓

이에서 오는 중후(重厚)도 없는 말쑥한 창고의 행렬! 그저 값이 싼 타일의 윤택만이 

간신히 행인의 눈을 끌게 할 뿐인 것이다. … 시가의 미관이나 도시의 성격을 조금 생

각했으면 어떨까하는 것이다. 높아진 데 비하여 흔들리는 집이나 겉치장에 비해 속이 

빈 집이 싫기만 하다. 즐비한 고층건물이 그대로 서울의 발전이나 향상이 될 수는 없

지 않은가? 집이 높아짐에 따라 허식과 가장과 공백이 늘어가는 을지로.225)   

다음 1959년의 『건축』에 실린 글 역시, 전쟁으로 파괴된 수도 서울에서 을지

로3가와 종로5가 일대에 신축된 건물이 갖는 재건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간선도로변 건물군은 “한국인의 생존”을 보여주는 전재부흥의 상징이었던 것이

다. 

서울에서 을지로3가 북편 일대 전재 입은 터에 쭉 들어선 3층 건축군을 처음 본 감상, 

또 동대문시장을 기점으로 동쪽 동대문에 이르는 일대에 들어선 건축을 볼 때, 그 외

에도 각지에서 신축되는 많은 학교, 공장, 교회 등 각종 건축을 보게 될 때의 감상은 

옳다 살았구나 하는 것이었다. 전란에 불탄 자리에 다시 집을 짓고 새로이 사업을 이

룩한다는 일이 흔행(欣幸)이요, 그동안 건축업체가 놀지 않고 일한 자취요, 이것이 모

다 필경 우리 건축가의 솜씨이거니 생각할 때에 건축의 존재를 느꼈다. 즉 우리는 죽

지 않고 살았거니 하는, 우리의 생명을 인정하고 한국인의 생존을 확인하는, 환희인 

것이다.226) (밑줄은 연구자 표시) 

225)「을지로」,『조선일보』, 1957.03.23.

226) 이균상,「건축계의 번영을 기해서」,『건축』제4권 (195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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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상업가로의 활성화 

간선도로변 고층건물의 건설을 통해 해당 지역은 다시 상업가로로 활성화될 수 

있었다. 을지로 일대는 그 전개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을지로는 일제강점

기부터 서울의 핵심적인 상업가로로 자리 잡았다. 이곳은 조선시대까지는 전혀 

시가화되지 않았다가 일본인 상인들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했고, 대대적인 시구개

수를 거쳐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가 되었다.227) 1930년에 촬영된 아래 사진은 을

지로 일대 간선도로변에 2층 규모의 목조 상가가 밀집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해

방 후에도 을지로는 상업가로로 남아 있었으나,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후에는 단

층의 무허가 건물들이 상가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림 4-24. 1930년 을지로 일대의 경관 

(염복규,「『경성시구개정사업 회고이십년』에 재현된 1910~20년대 경성 도시화의 양상과 

특징」,『미술사논단』제44호 (2017), p.194.)   

언제 환도가 되어 본격적인 재건사업이 시작될지 길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현실

임에 비추어 전적 정리가 끝난 을지로를 비롯한 중도로 양측에는 ■■한 가건축물이 

즐비하게 늘어서 허잘했던 거리에 생기를 불어준다. 비록 허잘 거 없는 단층의 빼락

에 불과하지만 그대로 옛 ■인을 맞아 오랫동안 거리에서 사라졌던 옛 상호를 걸고 다

시 차츰 풍상했던 상가의 옛 모습을 풍겨주고 있다.228) (밑줄은 연구자 표시)  

227) 염복규,「『경성시구개정사업 회고이십년』에 재현된 1910~20년대 경성 도시화의 

양상과 특징」,『미술사논단』제44호 (2017), pp.191-192.   

228)「복귀 서울 소식(5) 가건축점포」,『경향신문』, 195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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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층건물군의 건설은 을지로를 다시 상업가로로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었

다. 1958년에 을지로는 상가주택을 지어야하는 간선도로로 지정된 바 있었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남대문로나 태평로와는 달리 을지로에 지어진 상가주택에 대한 

문헌기록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민간에서 을지로에 다수의 소규모 상

가주택을 건설했다는 관련자의 증언이 있다.229) 또한 1950년대에 이북 피난민이 

을지로에 정착해 건설한 건물이 많았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230) 

을3지구에서 1958년부터 환지처분 이전까지 을지로변에 신축된 건물들은 상가주

택으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1960년대 초의 사진과 을지로3가의 상가주택 

관련 신문기사는 이 일대가 당시에 상업가로로서 기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4-25. 1960년대 초 을지로 상가의 전경 

(「문을 닫고 쉬어지내는 구정의 을지로상가」,『동아일보』, 1962.02.06.;「얼어붙은 구정」,『경

향신문』, 1964.02.13.) 

전차소리가 「삐-」하고 들려 짜증을 내게 

하는 을지로3가 상가주택「삘딩」의 3층. 

여기가 바로 또 하나의 혁신세력 대본영을 

자부하는 한국사회당(가칭)의 사무실이다. 

비좁은 계단을 꼬불꼬불 기어올라 허술하게 

생긴 이 사무실의 문을 노크하면 거기에는 

국민들의 뇌리에서 까마득히 망각되어갔던 

정계의 고참병 몇몇이 모여 있다.231) (밑줄

은 연구자 표시)

229) 김성운, 앞의 글, p.45.  

230) 본 연구자는 을지로2가에서 약 40년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

개사와 2019년 2월 9일에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을지로2가 본번101번

지는 대부분 이북 피난민이 소유해 건물을 지었던 가구이다.     

231)「혁명의 비말(4) 꿈 많은 한사당」,『경향신문』, 196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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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을지로는 적어도 1950년대 후반에는 건축자재를 전문으로 하는 상가로 

정착해 있었다. 1957년의 신문기사는 을지로를 건축재료 및 자재상이 밀집한 지

역으로 언급했으며,(p.127 참조) 같은 해의 사진([그림 4-22])에는 유리, 타일 등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상점의 간판들이 함께 찍혀있었다. 그리고 아래 인용문과 

같이 1960년대에 “을지로의 건축재료상”은 동대문과 남대문시장 및 유명백화점

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상가로 인식되었다. 1966년부터는 “을지로 건축자재상

가”의 건축자재 시세가 서울의 도매물가 소식의 일환으로 신문지상에 소개되었

다. 건축자재는 시멘트, 석회, 철판, 철근, 함석, 벽돌, 판유리, 타일, 인조석, 페인

트, 못, 왁스 등을 망라했다.232) 

동대문·남대문 양(兩)시장과 미도파·동화백화점 및 을지로의 건축재료상 등을 둘러보

면 상인들의 공통된 소리가 “이처럼 경기가 없기는 장사 시작한 후 처음이다”라는 것

과 “정국이 이처럼 불안한데 거래가 있겠느냐”는 반문뿐이었다. … 계절적으로 대부

분의 상업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때인데도 시멘트와 주부식류(主副食類)를 제외

한 대부분의 상품은 극심한 불경기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233)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이외 지역에서도 간선도로변으로 다수의 상가

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종로, 퇴계로 일대는 각종 상점과 다방, 병원 등이 입점

한 고층건물이 즐비한 거리가 되었다.     

그림 4-26. 종로 상가의 전경 

(「오늘『X마스·이브』」,『동아일보』, 1959.12.24.;「다시 문을 연 상가」,『동아일보』, 1962.06.12.)  

232)「시황」,『매일경제』, 1966.04.16.;「시황」,『매일경제』, 1966.04.21.;「시황」,

『매일경제』, 1966.04.22.;「시황」,『매일경제』, 1966.04.29. 외 다수   

233)「정치북새에 엉망의 경기 민생적신호!」,『동아일보』, 196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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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충무로지구(추정) 간선도로변 상가의 전경   

(「재일교포북환송환반대궐기대회참석상가철시2」, 국가기록원 소장, CET0040603, 1959.;「서울

시내건물및거리풍경4」, 국가기록원 소장, CET0066552, 1965.)

한편 종5지구가 위치한 종로5, 6가는 동대문시장으로 정착했다. 전통적인 동대

문시장은 종로4가에 위치했었다. 이후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이북 피난민과 이

농민들이 종로5, 6가 일대에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 시장이 성장하면

서 전통적인 동대문시장은 광장시장으로 한정되었고, 동대문과 가까운 이 일대가 

새롭게 동대문시장으로 불리게 되었다.234)235)    

그림 4-28. 1962년 동대문시장의 전경 (서울사진아카이브)   

이렇게 전후에 재건된 간선도로변은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가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을지로와 종로는 “서울의 얼굴”로서 도시미관상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

되었다.236) 

23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서울의 시장』(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7), p.292.

235) 종로에서 상가주택의 건설은 을지로보다 저조했다. (김성운, 앞의 글, pp.44-45.)

236)「과잉간판 말썽의 언저리」,『동아일보』, 196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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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형필지의 양산과 불완전한 공간     

4.2.1 과도한 건폐율과 최대한의 건축면적 

전후 건설된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지 간선도로변 고층건물군은 최저층수의 조

건을 달성하며 도시미관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건물이 들어

선 대지의 분석을 통해 건축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현지

조사의 대상지로 선정한 을3지구의 환지처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약 10

년 후인 1962년 12월 14일에 공고되었다. 아래의 환지확정도([그림 4-29])는 당

시 환지처분된 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음 신구대조도([그림 4-30])는 

환지확정도와 신구대조도가 겹쳐 그려진 도면으로, 구획정리 이전과 이후의 변화

를 알려준다. 여기에서 기존 필지의 규모와 위치가 새로 구획된 필지에도 유사하

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을3지구의 토지구획정리는 기존 토지구조를 완

전히 새롭게 재편한 것이 아니라 이를 반영하면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29. 을3지구 환지확정도 

(「중앙토지구획정리지구 을3구 환지확정도」, 서울시청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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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을3지구 신구대조도 

(「중앙토지구획정리지구 을3구 신구대조도」, 서울시청 소장)  

하지만 개별 필지는 환지예정시보다 더욱 세분하여 확정되었다. 을3지구 전체

의 사업범위와 도로의 구획, 각 가구의 형태나 면적은 변하지 않았으나, 가구 내

부의 필지 수가 늘어났던 것이다. 그 양상은 을지로2가 본번101번지에서 잘 드러

난다. [표 4-5]는 본번101번지에서 기존 필지의 소유권이 환지확정 후 어떤 필

지로 이전되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환지예정되었던 12개 중 3개 필지는 각각 1

개의 필지로(①), 2개 필지는 이전보다 적은 개수의 필지로 확정되었다(②). 하지

만 12개 중 7개 필지는 다시 같은 개수로 분할되거나(③), 이전보다 더 많은 개수

로 분할되었다(④). 이로써 12개 필지로 환지예정되었던 이 가구는 101-1번지에

서 101-27번지의 평균 면적 약 49평의 27개 필지로 환지처분되었다. [그림 

4-7]과 [그림 4-31]의 신구대조도를 비교하면, 그 변화는 을지로변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237) 결과적으로 을지로변의 필지들은 예정보다 작은 

규모로 구획되었다. 

237) [그림 4-1,7]의 신구대조도는 기존 지적도와 환지예정도가, [그림 4-30,31]의 신

구대조도는 기존 지적도와 환지확정도가 겹쳐 그려진 도면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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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환지예정 
필지번호*

1927년 환지처분

지번 면적(평) 지번 면적(평) 비고

① 1 97 47 101-23 36.6 ▲ 25평~

① 2 (98-1) - 101-21 33 ▲

① 3 (98-2) - 101-22 29.2 ▲

③ 4
99 2 101-19 42.4 ▲

100 55 101-20 1.6 ▽ ~20.5평

④ 5 101 394
101-24 368.1 ▲

101-25 24.3 ◑ 20.5~25평

④ 6
110 14 101-16 4.7 ▽

101-17 24.1 ◑
111 85 101-18 10.3 ▽

③ 7
106 25 101-26 3.7 ▽

(112-1) - 101-27 83 ▲

④ 8

111 85
101-4 11 ▽

101-5 15.8 ▽

113 23
101-9 27.5 ▲

101-11 39.3 ▲

116 204
101-12 38.6 ▲

101-13 35 ▲

③ 9

113 23 101-6 19.2 ▽

114 34 101-7 26 ▲

115 24 101-8 12.1 ▽

④ 10 116 204

101-10 5 ▽

101-14 19.2 ▽

101-15 22.3 ◑

② 11

117-1 146

101-1 291 ▲
117-2 208

118 23

119 3

② 12

120 78 101-2 72.9 ▲
121 20

101-3 16.1 ▽122 1

면적합계 1,564+α 면적합계 1,312

표 4-5. 1927년과 환지처분 당시 을지로2가 본번101번지의 지적 비교표

(陳內六助,『京城府管內地籍目錄 :1927年』(서울: 大林圖書出版社,1982).; (구)토지대장)

그림 4-31. 

본번101번지 

신구대조도 

([그림 4-30]

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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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3지구 간선도로변 가구에는 소형필지가 포함되었다. 전후 서울시는 대지면적

의 기준을 25평으로 설정했다. 1953년의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세칙은 환지

의 면적을 25평(약 82.64㎡) 이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20평5홉(약 67.77㎡) 이

상 25평 미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20평5홉 미만의 경우에도 인접시켜 환지

하여 공동개발하는 것을 허용했다. 환지처분된 본번101번지의 27개 중 13개 필

지의 면적은 25평 이상이었다. 또한 3개 필지가 20평5홉 이상 25평 미만, 11개 

필지가 20평5홉 미만이었다. 이 14개 필지는 시행세칙에 따라 인접해 환지되어

야 했다. 여기서 인접시켜 환지하는 것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지만, 14개 필지는 

대체로 을지로변에 서로 이웃하여 위치했다.([그림 4-31] 참조) 결과적으로 해당 

가구의 환지는 시행세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53년 제정 당시 건축행정요강은 역시 25평 미만 대지에서의 건축행위

를 금지했다. 1958년에는 주요 간선도로변을 제외하면 20평(약 66.12㎡) 이상이

면서 인접토지와 병합이용할 수 없을 때는 이를 허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하

지만 을지로는 주요 간선도로에 해당했기 때문에, 여전히 25평 이상의 대지에서

만 건축이 가능했다. 여기서 ‘간선도로변’의 범위가 간선도로에 직접 면하고 있는 

대지만을 의미하는지 혹은 간선도로에 면한 가구 안의 모든 대지를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만약 간선도로에 직접 면한 대지로 한정한다면, 본번101번지에서

는 25평 미만의 필지 10개가 을지로변에 조성되었다. 건축행정요강에 의하면 이

것은 건물이 지어질 수 없는 필지였다. 

을3지구에서 25평 미만의 소형필지는 본번101번지 외에도 다수 조성되었다. 

을지로에 면한 8개 가구 내에는 총 128개의 필지가 환지처분되었다. 토지대장 분

석 결과 128개 필지의 평균면적은 약 

50평이었다. 하지만 전체 필지의 약 

39%인 50개 필지는 25평 미만이었

다. 이 소형필지의 위치는 가구에 따

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번101번지, 

315번지의 경우에는 주로 을지로변에 

위치했으며, 본번88, 5, 65, 118, 334

번지의 경우에는 주로 을지로가 아닌 

다른 도로에 면했다. 

         필지 수

본번
전체 25평 미만 

을지로

북쪽

88 10 1

101 27 14

5 20 8

65 22 9

118 8 1

남쪽

295 5 0

315 22 12

334 14 5

합계 128 50

표 4-6. 환지처분 당시 을지로변 

8개 가구의 필지 수 ((구)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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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환지처분 당시 을지로변 가구의 25평 미만 대지  

하지만 건축행정요강은 시가지계획령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1962년 1월 20일

자로 시가지계획령이 폐지될 때까지만 그 효력을 유지했다. 환지처분이 공고된 

1962년 12월 14일은 건축행정요강의 최소 대지면적 25평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

는 시점이었다. 결과적으로 환지처분 이후 건물을 건설하기에 소형필지가 제도적

으로 문제될 것은 없었다. 단, 향후에 이러한 소형필지에 과소한 건물이 세워질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건물은 환지처분 이전 즉, 건축행정요강이 적용된 시기에도 지어질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을3지구 을지로변 가구에는 환지처분 이전에 건물이 

집단적으로 신축되었다. 이 건물들은 환지예정지에 지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 

환지예정지가 25평 이상이었다면 역시 건축행정요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었다. 

흥미로운 것은 대형필지에서의 변

화였다. 대형필지는 구획정리 이전

의 위치를 반영해 을지로변 혹은 안

쪽 도로변에 환지처분되었다. 그런

데 이러한 대형필지가 환지처분 직

후에 활발히 분할된 것이다. [표 

4-7]은 을지로변 8개 가구의 필지 

수가 환지처분 당시의 128개에서 

1966년까지 153개로 약 20% 증가

했음을 보여준다. 200평 이상 대형

필지가 분할되면서 50평 미만의 필

지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시기

평수

환지처분 

당시
1966년

필지 수 

변화

~20 42 53 + 11

20~25 8 11 + 3

25~30 11 14 + 3

30~40 15 19 + 4

40~50 15 20 + 5

50~60 10 11 + 1

60~90 11 11 0

90~200 11 11 0

200~400 5 3 - 2

합계 128 153 + 25

표 4-7. 을지로변 가구의 필지 수 변화 

((구)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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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필은 주로 대형 국유지에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101-24번지는 

368.1평의 국유지로 환지되었다. 이후 1965년에 101-24번지에서 평균면적 24.5

평의 101-28~44번지가 분할되었다. 또한 291평의 국유지로 환지된 5-5번지에

서는 1965년에 평균면적 34평의 5-22~28번지가 분할되었다. 국유지에서 분할

된 필지들은 개인소유 및 일부 국유가 되었다.238) 

그림 4-33. 환지처분 당시(上)와 1966년(下)의 을지로변 가구 변화 

(폐쇄지적도; (구)토지대장)    

그런데 이러한 환지처분 이후 대형필지의 분할은 해당 대형필지에 건설된 맞벽

건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즉,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대형필지에 여러 동

의 세장한 형태의 맞벽건축이 신축된 후, 해당 대형필지가 우선 1개의 필지로 환

지처분되었다가, 이후에 앞서 건설된 건물들의 건물선과 유사하게 분필되는 현상

이 발견된다. 앞서 언급한 101-24번지(368.1평), 5-5번지(291평) 및 65-3번지

(294.5평), 65-4번지(111.3평) 등이 이에 해당하며, 65-3번지를 제외하면 모두 

국유지로 환지처분된 곳으로 추정된다.239) [그림 4-34~36]은 해당 가구에서 환

238) 대형필지의 분할은 을3지구의 큰 특징이었다. 다른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지에서는 

환지처분 당시 지적이 현재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합필되는 경향도 보

인다.   

239) (구)토지대장에는 65-3, 4번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정확한 시점과 소유자가 누락되

어있다. 그러나 65-3번지에 대해서 1978년의 토지소유자가 ‘정선○ 외 12인’으로 표

기된 것으로 보아, 65-3번지는 개인에게 환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65-4번

지는 1972년에 촉탁등기에 의해 소유권이 ‘國 외 7인’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아, 국유

지로 환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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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처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위치와 건설연도를 환지처분 당시의 지적도 위에 

표기한 것이다.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자 기록에 따르면 101-24번지에는 

1958년에 5동, 1959년에 4동, 1961년에 1동, 1962년에 1동 등 11동의 건물이 

세워졌으며, 1965년에 건물선과 유사하게 필지가 분할되었다. 5-5번지에는 

1956년에 6동, 1959년에 1동이 세워졌고 역시 1965년에 필지가 분할되었다. 

※ 실선은 환지처분 당시 지적도, 점선은 이후 분필선 

그림 4-34. 본번

101번지에 환지

처분 이전 신축

된 현존건물 위

치 (폐쇄지적도; 

건축물대장)   

※ 실선은 환지처분 당시 지적도, 점선은 이후 분필선

그림 4-35. 본번5번지에 환지

처분 이전 신축된 현존건물 위

치 (폐쇄지적도; 건축물대장)   

환지처분에서 분필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대형필지도 있었다. 65-4번지에는 

1956년에 5동이 건설되었고 분필은 1972년에 이루어졌다. 65-3번지에는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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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을지로를 따라 4동, 안쪽으로 1동이 건설된 이후, 1976년에 분할이 시도되

었으나 2001년에야 분필이 완료되었다.240) 

※ 실선은 환지처분 당시 지적도, 점선은 이후 분필선 

그림 4-36. 본번65번지(上)와 

본번295번지(下)에 환지처분 

이전 신축된 현존건물 위치 

(폐쇄지적도; 건축물대장)  

대형필지에 세장한 건물들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필지가 분할되지 않은 곳

도 존재한다. 1964년에 ‘國 외 7인’에게 환지처분된 295-5번지(182.1평)가 이에 

해당한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필지에는 모두 6동의 건물이 세워져있지만, 이

중에 1동에 대해서만 1956년이라는 사용승인일자가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이 필

지에 세워져있는 맞벽건축군의 형태와 구조적 유사성으로 보아 대부분 비슷한 시

기에 지어졌을 것이라 추정된다.([그림 4-19] 참조) 이 필지는 다른 대형필지와

는 달리 분할되지 않고 현재까지 1개로 유지되고 있다.

240) 한편 대형필지로 보긴 어려우나 295-1번지(64평)도 환지처분 이전까지 4동이 건

설된 후 ‘國 외 1인’에게 환지되었고 1967년에 일괄 분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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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을3지구 간선도로변 가구에 위치했던 대형 국유지에는 토지소유권의 정

리 이전에 건물이 먼저 들어서게 되었다. 서울시가 대형필지를 소형으로 분할하

여 불하시킬 예정임을 미리 공지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진 것인지, 혹은 서울시

는 그럴 의도가 없었으나 민간에서 임의로 여러 동의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이

에 따라 분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여부는 알아낼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시 서울시는 대형 국유지에 여러 동의 소형건물을 신축하는 것

을 허가해주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에는 토지구획정리 

후에 “(지주가) 임의대로 영세필지로 재분할해 건축하여 도시미관을 볼품없는 형

태로까지 변질시킬 소지”가 있었다고 짧게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241) 

하지만 전후 정부는 중요도시건물 수리운영요강이나 상가주택 건설사업과 같이 

시가지 건축물의 복구와 건설을 민간에게 의지하고자 했다. 따라서 당시 정부의 

태도로 보아 전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민간에

게 건설을 장려하기에는, 대형필지에 대규모 건물을 짓는 것보다 작은 규모의 건

물을 짓도록 하는 게 유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유지 불하의 혜택을 제공

했다면 민간의 건설을 더욱 유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고층건물을 지어야하는 주요 간선도로변의 토지소유자는 건설의 부담이 컸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정연한 형태의 대형

필지가 조성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지로변 가구에는 면적이 좁고 세장한 

형태의 건물과 대지가 양산되었다.  

당시 건물은 공지의 면적을 최소화해 지어졌다. [표 4-8]은 본번101번지 가구

에 환지처분 이전에 신축된 현존건물의 건축면적과, 환지처분 이후에 해당 건물

에 실제로 할당된 필지의 면적을 비교한 것이다. 총 17동의 건폐율 평균은 92%

에 육박했고 100%가 넘는 초법규적인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지적도와 건물항측

도가 겹쳐진 [그림 4-37]은, 건물 건설시 전면도로변에는 공지가 없고 건물의 측

면 혹은 후면에 최소한의 공지가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건물이 대지경계선을 

벗어나 지어진 경우가 대다수임을 보여준다.242)243) 

24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앞의 책, pp.47-48.  

242) 이는 향후 이 지역에 민사상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림 4-37]은 분쟁

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도면이었다. 

243) 건물선과 대지경계선이 불일치하는 상황은 당시의 약한 행정력과 기술력에 따른 

것일 수 있다. 정확한 경계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인접대

지에 저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환지처분 이전에 대형필지 등의 분필을 위한 경

계선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으나, 민간에서 건물을 건설할 당시에 이 선을 이탈해 임의

로 지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여러 동의 건물이 신축되면서 예정되지 않았던 



142

이중에 101-28~44번지는 대형 국유지였던 101-24번지가 1965년에 분할되

어 만들어진 것이었다. 여기에는 환지처분 이전에 신축된 건물 11동이 남아 있다. 

당시 건축행정요강은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25평 이상의 대지에서만 건축이 가능

하도록 제한했다. 이 제한이 간선도로변에 직접 면한 대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

다고 가정하더라도, 건물은 적어도 20평 이상의 대지에 세워져야했다. 신축 당시

에 대지는 대규모로 계획된 한 필의 환지예정지였기 때문에 건축행정요강의 최소 

대지면적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1-34, 35, 39, 44번지는 20평에 

못 미치는 면적으로 조성되었다. 그리고 101-36, 37번지는 25평에 미달했다. 건

축행정요강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당시에 과밀하게 건물이 세워졌음

을 알 수 있다. 만약 정부의 허가 하에 건물이 지어진 것이라면, 당시 정부는 기준

보다 더 좁은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부번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부번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① 2 241.0 215.23 89.31 ⑩ 35 17.5 10.51 60.06

② 5,7 138.2 127.31 92.12 ⑪ 36 67.8 65.39 96.45

③ 11,14* 193.4 186.45 96.41 ⑫ 37 81.6 72.73 89.13

④ 12,15,16* 216.8 194.74 89.82 ⑬ 38 100.2 95.87 95.68

⑤ 19,20 ? ? ? ⑭ 39 49.6 51.77 104.38

⑥ 27 157.5 145.72 92.52 ⑮ 24, 40 92.6 92.56 99.96

⑦ 30 100.2 102.48 102.28 ◯16 43 135.2 128.93 95.36

⑧ 32 90.6 89.26 98.52 ◯17 44 57.2 52.89 92.47

⑨ 34 57.2 39.67 69.40

※ 대지면적과 건폐율이 건축물대장에 기입된 경우에는 이를 따르고, 기입 안 된 경우에는 토지대장

   의 대지면적을 따름. 
 * 해당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자는 1982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해당 번지에 소재한 공인중개사

   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1950년대 말에 지어진 건물로 추정됨.   

표 4-8. 본번101번지에 환지처분 이전 신축된 현존건물의 면적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인터뷰)  

그림 4-37. 본번101번

지의 지적도와 건물항

측도 

(을지로2가 부동산중개

사무소 제공) 

분필을 진행해 환지처분을 해야 했다면, 이미 지어진 건물선의 외곽으로 필지를 구획

하는 것이 관리 차원에서 보다 일반적인 선택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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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3지구는 1952년 내무부고시 제23호에 의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상업

지역의 건폐율은 1953년부터 건축행정요강에 의해 60%로 제한되었다. 1958년

에는 건축행정요강이 개정되면서, 상업지역 안에서 점포지구 및 노선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까지 완화되었다. 1950년대 정부의 고시(告示)에서 ‘점포지구’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포지구는 행정 편의상 상업시설이 밀집한 영

역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여겨진다. 을3지구 맞벽건축군에서 나타나는 높은 건폐

율은 당시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점포지구의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었다.244) 

그림 4-38. 1952년 서울도시계획지역(上)과 1963년 서울시방화지구(下)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서울도시계획도집』(서울특별시, 1965), pp.7,9.) 

244) 이 기준은 시가지계획령에 의거한 것이다. 환지처분된 당시의 법적 기준인 건축법

에서의 건폐율을 다시 살펴보면, 상업지역에서 건폐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었다. 하

지만 방화지구 내 상업지역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에 90%까지 허

용되었다. 을지로는 노선방화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완화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본번101번지에 환지처분 이전에 지어진 17개 건물 중 11개가 90%를 초과하고 있어 

건축법의 건폐율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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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건폐율로 건물이 지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해볼 수 있다. 우선 서

울시가 건축행정요강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가장 큰 목표는 간선도로변에 고층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서울시가 최저층수의 달성 이외에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전후라는 시대적 상황

에 기인한 약한 행정력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건축행정요강은 맞벽건축의 건설을 인정하고 있었다. 건축행정요강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의 이격거리 규정이 있었지만 노선상업지역 및 폭 12m 

이상 도로에서는 예외였다. 그리고 1958년에는 요강에서 이격거리 규정이 아예 

삭제되었고 민법에 의거해 맞벽건축의 건설이 허용되었다. 이와 동시에 최저층수

를 완화하는 대신 건폐율을 증가시키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건축행정요강

의 내용은 맞벽건축의 건설 및 개별 건물에서 더 넓은 건축면적을 확보하도록 유

도하는 것이었다. 

을지로변 일대

본번101번지 본번5번지

그림 4-39. 1972년 을3지구 항공사진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서비스) 

그리고 이는 최대한의 개발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기도 했다. 

1962년의 신문기사는 “주택, 상점, 오피스 할 것 없이 모든 건물은 건축주의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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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하고 성급한 타산” 즉, “한 평이라도 더 건물로 메우려는 타산”이라 비난하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을지로의 건물을 꼽았다.245) 을3지구 간선도로변에 

건설된 맞벽건축군은 토지를 최대한의 효율로 사용하기 위해 도출된 방법이었다

고 볼 수 있다. 을3지구 간선도로변 가구는 내부에 공공공지 없이 2-3열의 필지

들로 구획되었다. 그리고 각 필지에 높은 건폐율로 맞벽건축이 건설되면서 해당 

가구에는 채광과 환기가 어려운 초고밀도의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림 4-40. 본번101번지의 건물 사이 공지와 옥상 전경 (연구자 촬영)  

245)「생표(1) 건축」,『경향신문』, 196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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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복잡한 동선계획 

을3지구 간선도로변 맞벽건축군은 외관상 통일적인 입면을 갖고 있었다. 하지

만 건물 내부에는 서로 다른 복잡한 동선계획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림 4-42]는  

간선도로변 8개 가구에 환지처분 이전에 신축된 현존건물 중 내부진입이 가능했

던 39동에 대한 약식실측 결과이다. 실의 임대를 위해 내벽 구획의 변경이 잦았

기 때문에, 계단을 위주로 실측을 진행했다.246) 건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건물 출

입구에 별도의 복도나 홀 없이 바로 계단이 설치된 것이었다. 또한 건물의 코어로

서 계단실이 설치되기보다는, 건물 출입구부터 외벽을 따라 좁은 폭의 계단이 연

속적으로 설치된 직통계단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39동 중 18동은 건물 출입구

부터 2층까지, 16동은 3층 혹은 최상층까지 직통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1층부

터 코어계단이 설치된 경우는 5동에 불과했다.247)  

계단의 형태는 개별 건물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되어 나타났다. 가장 단순한 형

태는 건물 출입구부터 보통 3, 4층의 최상층까지 일직선으로 오르는 방식이었다. 

이는 가장 직관적인 형태인 동시에, 계단의 방향이 꺾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설치

될 수 있을 만큼 필지의 길이가 긴 경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직통계단을 설

치하게 된 원인은 건물평면의 세장한 형태와 영세한 규모에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을지로2가 101-38, 39번지 을지로3가 65-22번지

그림 4-41. 최상층까지 직통계단이 설치된 사례 

246) 상가주택에서는 주택이 사무실 및 점포로 용도변경된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인터

뷰를 통해 이 일대 건물에서 현재까지도 변경이 잦았음을 알 수 있었다. 

247) 본 연구에서는 출입구부터 상층부까지 일직선으로 혹은 외벽을 따라 연속해서 설

치된 계단을 ‘직통계단’으로, 계단의 중간에 계단참을 설치해 180°로 꺾어 올라가도록 

하거나, 계단이 꺾이지는 않지만 각 층의 같은 위치에 같은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설치

된 계단을 ‘코어계단’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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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환지처분 

이전 신축된 현존건물

의 동선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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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① 유형② 유형③

1층

2층

3층

바닥면적 합계 281% 273% 273%

※ 계단 하부공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

표 4-9. 계단 형태에 따른 바닥면적 비교  

일직선의 직통계단은 건물의 전면출입만 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

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표 4-9]는 3층 높이의 건물에서 계단 형태에 따른 층

별 사용가능한 바닥면적을 비교한 것이다. 계단은 을3지구에서 일반적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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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건물 출입구에 바로 설치된 것으로 가정했다. 그리고 한 층의 바닥면적 전체

를 사용하는 것을 100으로 했을 때, 계단이 설치됨으로써 생기는 바닥면적의 손

실을 계산하여 숫자로 표기하였다. 여기에서 유형①은 일직선의 직통계단, 유형②

는 건물 전면부에 코어계단이 설치된 경우를 의미한다. 표에서 보이듯이 유형①

에서 계단에 의한 전체 바닥면적의 손실이 가장 작았다. 이것은 또한 1층에서 도

로에 면한 실의 전면길이를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즉, 세

장한 형태의 소형필지에서 건물 전면의 1층 점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

했다.  

하지만 일직선의 직통계단은 층별로 사용가능한 평면의 면적과 형태를 달라지

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했다. 전면에 코어계단이 설치된 유형②에서는 각 층별로 

사용가능한 바닥면적과 평면형태가 동일했다. 따라서 층별로 동일한 설계가 가능

했다. 반면에 유형①에서는 층별 실의 출입구 위치가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

고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계단상부에 일정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중간층의 

일부 바닥면적을 할애해야했다. 실측했던 건물 가운데 일부는, 최대한으로 내부공

간을 사용하기 위해 계단 상부를 다락으로 활용해 이를 극복하고 있었다. 

그림 4-43. 직통계단의  상부

공간을 활용한 다락 

(을지로3가 65-37번지, 2층) 

또한 건물 길이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직선으로 계단이 설치된 경우, 매

우 가파른 계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무리하게 단 높이를 높인 직통계단에

서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졌다. 

따라서 보다 일반적인 방법은 저층부와 고층부의 계단을 분리해 설치하는 것이 

이었다. 즉, 건물 출입구부터 2층 혹은 3층까지 일직선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것

은 동일하지만, 직통계단으로부터 복도를 연장해 건물 안쪽에 상층부로 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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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림 4-44]의 101-30번지 건물이 대표적인 

사례로, 2층 복도 끝으로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코어계단이 설치되었다. 이 건

물은 4층으로 신축된 이후에 5층으로 증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5층으로의 진입은 

코어계단의 위치에 철제 간이계단을 부착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상층부 

진입을 위한 별도의 코어계단을 두는 것은, 을3지구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건물 

증축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정면 2층 진입 직통계단 2층 복도

코어계단 5층 진입 철제계단

그림 4-44. 을지로2가 101-30번지(1959년)

이렇게 저층부에 직통계단, 고층부에 코어계단이 설치된 유형③은, 유형①과 함

께 1층에서 도로에 면한 실의 전면길이와 바닥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

안이었다.([표 4-9] 참조) 하지만 직통계단의 상부로 일정높이를 확보해야함과 

동시에 2개의 계단을 복도로 연결해야했기 때문에, 중간층 바닥면적의 손실이 더

욱 커질 가능성이 높았다. 즉, 복도의 길이에 따라 다른 유형에 비해 내부동선에 

더 많은 공간이 소요될 수 있었다. 공간 효용 면에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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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물의 사용승인일자는 1957년이며, 상량문(戊戌 十月 二十五日 申時 上梁)을 

통해 1958년에 증축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45. 을지로2가 101-2번지 건물의 4층(증축) 천장에서 발견된 상량문

         27       26      25

정면

26-27번지의 3층 진입계단 65-26번지의 3층 진입계단

그림 4-46. 을지로3가 65-27, 26, 25번지(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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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저층부와 고층부 계단의 분리와 건물의 증축은, 내부동선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그림 4-46]의 65-27, 26, 25번지의 건물은 외관상 하나의 

건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3개의 필지 위에 각각 건설된 3동의 건물이다. 

이 건물들은 모두 1956년 9월 15일로 사용승인일자가 기록되어 있고 입면 디자

인도 동일하기 때문에 동시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각 필지의 규모와 형

태도 거의 동일하다. 건물은 모두 3층 규모로 신축된 것으로 보이며, 65-26, 25

번지의 건물은 증축되어 건물 후면의 일부분이 4층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유사한 규모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건물의 계단은 일관된 방

식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즉, 2층까지 일직선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것은 동일하

나, 최상층의 진입 방식은 세 건물이 모두 상이했다. 65-27, 26번지는 건물 출입

구부터 2층까지는 직통계단을 공유하고, 2층에서 복도가 분기하여 3층까지는 각

각 별도의 계단을 이용하도록 했다. 65-25번지는 3층까지 일직선의 직통계단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증축된 4층을 오르기 위해 65-26번지의 건물 내부에는 철제

로 제작된 간이계단이, 65-25번지에는 건물 밖 후면으로 외부계단이 설치되었다. 

을지로3가 65-25번지 을지로3가 295-5번지

그림 4-47. 외부계단의 사례  

한편 임대를 위한 내부 실의 공간 분리를 고려해 계단이 설치된 흥미로운 사례

도 있다. [그림 4-48]은 1956년에 3층 높이로 지어진 서로 다른 2개 건물의 내

부동선을 보여준다. 5-26번지와 같이 최상층까지 일직선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실 분리를 위해 각 층에서 개별 실의 출입구를 연결하는 복도가 추가적

으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65-36번지에서는 2층에서 3층으로 오

르는 계단이 건물의 중앙부에 횡방향으로 배치되었다. 따라서 3층에서 별도의 복

도 없이 각 실로 진입하는 게 가능해졌다. 또한 이 계단은 2층에서 실을 분리하는 

경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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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3가 5-26번지(1956년) 을지로3가 65-36번지(1956년) 

그림 4-48. 3층 높이 건물의 다양한 동선계획 

이렇게 불과 3-5층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각 건물의 동선은 복잡하게 계획되었

다. 이는 당시에 계단을 집약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이 자리 잡지 않았음을 보여준

다. 그리고 건물이 내부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하에 건설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저층부에는 계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형태인 직통계단을 채택

하고 상층부에는 각 건물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계단을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

된다. 결과적으로 각 건물의 내부동선은 외부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모

습으로 전개되었다.

을지로의 건물들은 전재복구의 상징이었지만, 그 건물의 내부공간은 비판의 대

상이 되었다. 1962년의 나상기, 이해성과의 대담을 다룬 한 신문기사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해 “한 평이라도 더 건물로 메우려는 타산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의 건축을 할 줄 모른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설계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차원

에서 건축주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건축 관계법령의 제정과 강력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과 유럽 각국의 건축현황

을 조사하고 귀국한 나상기와 이해성은, 미국의 현대건축에 대해서는 조원(造園), 

건축, 도시계획이 삼위일체를 이루었으며 생활에 지장을 가져오는 환경을 없애고 

능률적이고 생활을 즐기는 방향으로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칭송했다. 그리

고 유럽에서는 건축이 깊이와 무게가 있지만 미국에서처럼 건물개발이 활발하지 

않으며 단,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아파트만은 부지런히 지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건축수준은 “부끄럽지만 가장 뒤떨어져있는 상태”이

며, “형태로 봐서는 (미국, 유럽의 현대건축과) 비슷한 것이 있다고 보이나 현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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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지켜나갈 수 있는 공간을 갖지 못했다”고 평했다. 특히 을지로의 건물에 대

해 나상기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었다. 

“서울 을지로의 「타이루」건물은 좋은 예입니다. 지금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앞으로는 외양보다도 내부시설에 관심을 쏟아야합니다. 4층 이상 건물에 「엘리베이

터」가 없고 냉난방도 수세식변소 하나 제대로 꾸미려 하지 않으니. 그뿐입니까. 계

단은 꺾도록 되어있는데도 좁은 계단은 직선으로 뻗어 올라가고. 이러한 극히 초보적

인 요구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데는 (후략)”248) (밑줄은 연구자 표시) 

나상기(左)와 이해성(右) 이탈리아 밀라노시에 신축된 아파트

그림 4-49. 나상기, 이해성과의 대담을 다룬 신문기사의 삽화와 표어 

(「생표(1) 건축」,『경향신문』, 1962.03.18.)  

실제로 1960년대 초까지 지어진 을3지구 맞벽건축군의 내부동선은 복잡할 뿐

만 아니라, 대부분 폭이 900㎜ 전후에 불과한 좁고 가파른 계단으로 계획되었다. 

심지어 한 계단에서 단의 높이가 모두 상이한 경우도 많았다. 당시 상가주택건축

요강에서는 계단 폭을 4尺 이상으로 하도록 지시했으나 이러한 지침도 제대로 지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무계획적인 동선계획은 도시미관을 위해 을지로의 맞벽건축이 높이와 

입면 설계에 집중해 지어졌기 때문에 드러나는 한계임과 동시에, 종합적인 계획 

248)「생표(1) 건축」,『경향신문』, 196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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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주로 민간에서 소자본을 들여 개별적으로 건물을 지어야했던 당시 을지로의 

건설상황을 잘 드러내준다. 1959년에 USOM 출자에 의해 나상진건축설계사무소

의 설계로 육군공병이 시공한 남대문로의 USOM-KOREA OFFICE는 시범상가주

택으로서 규모, 시설, 공간계획 면에서 을지로의 맞벽건축군과 좋은 대비를 이룬

다.249) 

6층 7층

그림 4-50. USOM-KOREA OFFICE(그랜드호텔) 평면도

(「그랜드호텔(동광기업주식회사)」, 국가기록원 소장, CA0233431, 1972.) 

정면 계단

그림 4-51. 을지로3가 65-10번지(1960년)  

한편 환지처분 이전 을3지구에 지어진 건물 중에는 드물지만 코어계단을 설치

한 사례도 있었다. 을지로변에 지어졌던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계단 및 실이 위치

249)「치솟는 안하무인(17)그랜드빌딩」,『매일경제』, 196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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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의 외부 입면에 큰 차이 없이 동일한 창이 연속해서 설치되는 경향이 있었

다. 그런데 1960년에 지어진 65-10번지 건물([그림 4-51])은 출입구에서 2층까

지는 일직선의 직통계단, 후면에는 코어계단이라는 이 일대에서 일반적인 동선계

획 수법이 적용되었으나, 그 입면에서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즉, 벽체를 일

부 돌출시켜 계단이 위치한 부분의 입면에 차이를 둔 것이다. 또한 같은 해 지어

진 101-27번지 건물([그림 4-52])은 5층까지 코어계단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

라, 계단실 전면에 2열로 별도의 창을 설치해 채광을 확보하면서 입면을 강조한 

획기적인 사례로 눈에 띈다. 이 2동의 건물은 모두 간선도로인 을지로가 아닌 안

쪽 도로변에 위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정면 코어계단 3층 평면 다이어그램

그림 4-52. 을지로2가 101-27번지(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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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복잡한 소유관계와 공동건축   

을3지구 간선도로변 맞벽건축군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건물 내부의 

일부공간을 공유하는 공동건축이 활발히 건설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토지구획정

리사업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토지소유권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 [그

림 4-53]과 [표 4-10]은 환지처분된 을지로2가 본번101번지의 토지소유권을 

정리한 것이다. 소유관계는 필지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유형①은 1개의 필지를 1명의 토지소유자가 소유하는 경우로, 27

개 필지 중 7개가 이에 해당했다. 나머지 20개 필지는 1개 필지를 여러 명이 소

유하는 경우로, 지분으로 소유권을 갖는 구분소유의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를 다

시 분류하면 유형②는 여러 명의 토지소유자가 1개 필지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101-23번지가 유일한 사례였다. 흥미로운 것은 유형③으로, 여러 명의 토지소유

자가 1개 필지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해당 소유자들이 인접한 여러 개의 필지까

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였다.250) 특히 101-4~18번지가 가장 극단적인 사례

이다. (구)토지대장에는 해당 15개 필지가 누구에게 환지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누락되어 있으나 1959년까지 3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있다. 이

후 토지소유자는 계속 증가해 1982년에는 ‘국(國) 외 18명’이 15개 필지를 공동

으로 소유하게 되었다.251)

250) 예를 들어 101-2, 3번지는 모두 ‘동광상사주식회사 외 7인’에게 환지되었으며, 해

당 소유자들은 2개 필지를 각각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했다. (구)토지대장에는 

환지 당시의 소유권지분은 나와 있지 않으며, 1988년 촉탁등기 시점의 지분만 기록되

어 있다. 101-26, 27번지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그림 4-53. 환지처분된 을지로2가 본번101번지 소유관계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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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환지처분*

지번
토지소유자

(1927년)
유형 지번 시기 토지소유자 소유권지분

117-1 개인

① 101-1 1964.06.02 대한수산중앙회
117-2 개인

118 개인

119 개인

120

회사 ③
101-2

101-3
1962.12.24 동광상사주식회사 외 7인 


 (1988년)**121

122

111

113

116

개인

개인

개인

③

101-4

미상
김신○, 이명○, 주동○

(추정) 


(1959년)

101-5

101-9

101-11

101-12

101-13

113 개인 101-6

114 개인 101-7

115 회사 101-8

116 개인

101-10

101-14

101-15

110

111

개인

개인

101-16

101-17

101-18

99

100
회사

① 101-19 미상 미상

① 101-20 미상 미상

(98-1) - ① 101-21 1964.06.02 박선○

(98-2) - ① 101-22 1964.06.02 안정○

97 개인 ② 101-23 1964.06.02 國 외 2인 


(1964년)

101 國
① 101-24 1964.06.02 國

① 101-25 1964.06.02 國

106 개인
③

101-26
1962.12.24 國 외 2인 


(1979년)**

(112-1) - 101-27

①

②

③
 *

**

1필지 : 1소유자 (7)

1필지 : 여러 소유주 (1) 

여러 필지 : 동일한 여러 소유자가 공유 (19)

환지처분과 관련해서는 (구)토지대장의 내용을 따름.  

(구)토지대장에 촉탁등기 시점의 소유권지분만 기재됨.  

표 4-10. 환지처분된 을지로2가 본번101번지 소유관계 

(陳內六助,『京城府管內地籍目錄 :1927年』(서울: 大林圖書出版社,1982).; (구)토지대장) 

251) 인터뷰에 따르면 101-4~18번지의 필지가 해당 토지소유자의 자녀들에게 계속 상

속되면서 소유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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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인접한 여러 개의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건물을 공동

개발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아래 [표 4-11]은 을3지구 간선도로

변에 세워진 공동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를 표기한 것이다. 필지가 분할되면서 건

물도 분할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을 제외하면, 환지당시 여러 명의 토지소유

자가 1개 필지 혹은 여러 개의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공동건축이 건설

되는 경향이 보인다. 

유형* 번지 대지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환지② 295-5 602 國 외 7인 분할되지 않은 대형필지

환지③

101-11 129.9

김신○, 이명○, 주동○

(추정)
5층 연결복도  

101-14 63.5

101-12 127.6

101-15 73.7

101-16 15.5

65-26 62.5
國 외 7인 1972년, 환지변경 등기분할

65-27 60.2

필지

분할

101-24 92.6
1965년, 101-24에서 40 분할

101-40 92.6

65-6 59.5
1969년, 65-6에서 24 분할

65-24 96.5

65-2 74.7
1965년, 65-2에서 23 분할

65-23 74.4

* 

** 

환지유형은 [표 4-10]의 유형을 따름. 

환지처분 시 토지소유자

표 4-11. 을3지구 간선도로변 공동건축의 사례 ((구)토지대장) 

공동건축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2동의 건물이 출입구와 계단을 공유하는 것

이었다. 즉, 건물의 경계부에 공동출입구를 두고 2층 혹은 3층까지 공동사용하는 

일직선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방식이었다. 여러 명의 토지소유자가 하나의 대형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295-5번지([그림 4-54])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4동의 공

동건축이 건설되었다. 그런데 공동사용하는 내부공간은 저층부에 한정되어 있었

다. 각 건물의 고층부에는 을3지구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코어계단이 개별적으

로 설치되었다. 이는 저층부에서는 내부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이었다. 그러나 고층부에서는 각 건물에서 계단을 따로 확보하게 되면서 내부공

간의 손실을 줄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한편 저층부의 계단을 공유하고 고층부에 별도의 코어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필지가 분할되면서 건물이 분할된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었

다. 101-24, 40번지([그림 4-55])에는 현재 2동의 건물이 세워져있다. 건축물대

장에서 101-24번지 건물의 사용승인일자는 누락되어 있으며 101-40번지의 건



160

물은 1958년 12월 28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101-40번지는 1965년에 

101-24번지에서 분할된 필지였다. 두 건물은 입면 디자인과 재료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 1958년에 4층 높이의 1동으로 지어졌다가, 필지가 분할되면서 건물

맞벽건축 외벽 공동출입구 공동 직통계단

1-3층 

4층

그림 4-54. 을지로3가 295-5번지 (1956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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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중앙부에 설치된 약 3층까지 오르는 직통계단은 

건물이 분할된 이후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이 되었다. 그리고 분할된 각 건

물에는 별도의 코어계단이 설치되어 증축된 5층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F2

F3

공동출입구 공동 직통계단

1~4층 평면 다이어그램 5층 평면 다이어그램

그림 4-55. 을지로2가 101-24, 40번지(1958년 추정) 

한편 여러 명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소유하

는 필지 위에 1동의 건물이 세워진 경우에, 

건물 내부를 소유하는 방식은 101-2번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건물의 소

유권은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제외하고 4개의 실(①, ②, ③, ④)로 구분되

어 있다. 그런데 각 실의 소유자는 층별로 

역시 동일한 위치의 실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다. 즉, 건물을 수직적으로 분할해서 소

①

②

③ ④

그림 4-56. 

을지 로 2 가 

101-2번지

의 건물 구

분소유 방

식(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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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했다. 

그리고 저층부에서 출입구와 계단을 공유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각 건물의 

고층부에서 복도를 서로 연결해 사용하는 특수한 공동건축의 사례도 있다. 이는 

여러 명의 토지소유자가 인접한 여러 개의 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101-12, 

15, 16번지(Ⓐ)와 101-11, 14번지(Ⓑ)([그림 4-57~58])에서 살펴볼 수 있다. 2

동의 건물에서 최고층인 5층까지는 각각 별도의 계단으로 오를 수 있었다. 건물Ⓐ
에서는 약 3층까지 직통계단([그림 4-58]의 ①)이 설치되었고, 3층에서 4층까지

는 코어계단(④), 그리고 여기에 복도가 연장되어 5층으로 오르는 계단(⑧)이 따로 

설치되었다. 건물Ⓑ에서는 3층까지 일직선의 직통계단(③), 5층까지는 코어계단

(⑥)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5층에서 복도(⑨)를 연결해 2동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

처럼 사용했다. 이는 인접한 건물 간의 합의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각 건물의 층고가 유사한 을3지구 맞벽건축군의 특성을 잘 활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공동건축 사례들은 인접 건물 간에 내부공간의 일부를 공유

함으로써 소형필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했던 시도를 보여준다.  

         Ⓐ              Ⓑ                   Ⓐ             Ⓑ                  Ⓐ          Ⓑ    

              1-3층                4층                 5층 

그림 4-57. 을지로2가 101-12,15,16번지와 101-11,14번지의 동선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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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15,16번지 101-11,14번지

①3층 진입 직통계단 ②정면  ③3층 진입 직통계단

④4층 진입 코어계단 ⑤4층 중정과 주택(상가주택) ⑥4-5층 진입 코어계단

⑦5층 복도 ⑧5층 진입 계단 ⑨5층 연결복도 

그림 4-58. 을지로2가 101-12, 15, 16번지와 101-11, 14번지 (1950년대 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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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제1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 을3지구는 전후에 도시미화와 토지이용 고도화를 위

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이 실제 실현된 양상을 보여준다. 을3지구는 도시미화를 

위해 건축행정요강에 따라 간선도로변에 고층건물을 지어야하는 곳인 동시에, 토

지이용 고도화를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전후에 가장 먼저 추진되었던 사업지

로, 1950년대 건물 고층화의 양상을 복합적으로 분석가능한 곳이라 판단된다. 

토지구획정리에서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건물을 건설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을3지구에도 환지처분 이전인 1950년대에, 특히 간선도로변에는 

1956년에 3층 높이의 맞벽건축이 동시에 활발히 건설되었다. 이는 1956년에 서

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에 우선 3층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해주기로 건축행정요강

을 임시수정한 결과로 추정된다. 을지로변 환지예정지에는 대부분 3층 이상의 건

물이 세워짐으로써 건축행정요강의 최저층수가 달성되었다. 또한 맞벽건축의 형

태로 도로이면을 차폐함으로써, 도시미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게다가 건물 외벽

선을 맞춰 이어서 짓는 동시에, 건물 전체의 높이뿐만 아니라 층고까지 유사하게 

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건축행정요강에는 층수 이외에 구체적인 높이나 층고를 

제한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서로 유사

한 층고로 지어졌던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성 있는 연속된 가로입면을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입면설계에 대한 공통의 양식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의 기록

은 이러한 고층건물군이 전재복구에 따른 서울의 극적인 변화상을 보여주는 지표

였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을3지구 맞벽건축군의 도시미관상의 성과와는 별개로, 개별 건물은 공

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환지처분 당시 을지로변 가구에는 25평 미만의 소

형필지가 다수 조성되었다. 더 나아가 환지처분 직후 대형필지의 분필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주로 국유지인 대형필지에서의 분할은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해당 대형필지에 건설된 맞벽건축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즉, 대형필지에 

여러 동의 세장한 형태의 맞벽건축이 신축된 후, 해당 대형필지가 우선 1개 필지

로 환지처분되었다가, 이후에 앞서 건설된 건물의 건물선과 유사하게 분필되었던 

것이다. 이중에는 당시 서울시에서 제한했던 최소 대지면적 25평의 기준에 미달

하는 건물이 다수 포함되었다. 서울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일정 규모 이

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했지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면적이 좁고 세

장한 형태의 대지와 건물을 양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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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건물은 공지 면적을 최소화해서 지어졌다. 건물의 건폐율은 당시 규

정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도시미관을 위해 최저층수의 

달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외의 부분을 소극적으로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건축행정요강 자체가 건폐율을 증가시키고 이격거리 규정을 삭제하는 쪽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유도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동시에 토지소유자가 각 대지

에서 최대한의 건축면적을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공지가 

갖춰지지 않은 맞벽건축군의 건설은, 을3지구에 초고밀도의 가구가 조성되는 원

인이 되었다. 

외관에서 보이는 통일적인 입면과 규모와는 달리 맞벽건축군의 내부동선은 복

잡하게 구성되었다. 공통적으로는 건물 출입구 안쪽으로 별도의 복도나 홀 없이 

바로 계단이 시작되었고, 계단실을 설치해 건물의 코어로 사용하기보다는 건물 

출입구부터 외벽을 따라 좁은 계단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의 형태가 일

반적이었다. 이는 가장 직관적으로 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세장한 

형태의 소형필지에서 건물 전면의 1층 점포를 가장 넓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었다. 하지만 저층부와 고층부 계단의 분리나 건물의 증축은 내부동선을 복잡하

고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불과 3-5층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동선

으로 구성된 이러한 현황은, 건물이 종합적인 계획 하에 건설되지 못했고 외관에 

집중해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건물 내부의 일부 공간을 공유하는 공동건축도 건설되었다. 공동건축은 

인접한 여러 개의 필지 혹은 1개의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필지가 분할된 

경우에 만들어졌다. 건물 출입구와 저층부의 계단을 공유하는 것은 공동건축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다. 2, 3층까지 공동 사용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이후 고

층부로는 개별적으로 코어계단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저층부에서는 내부공간

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었지만, 고층부에서는 공간의 손실을 줄

이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을3지구에서의 환지처분과 맞벽건축의 사례는, 전후에 불완전하게 실행

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고층건물의 건설상을 드러낸다. 서울시는 간선도로변에 

고층건물을 건설함으로써 도시미화를 도모하고자 했고, 이러한 태도는 을지로변

에 건설된 맞벽건축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층건물

을 세우기에는 여전히 충분한 논의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각 건물은 

고층건물로서의 완성도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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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60년대 간선도로변 고층화의 과도기적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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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건축법과 최고높이 제한의 계승

   5.1.2 용도지구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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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토지구획정리사업지 간선도로변 맞벽건축의 고층화  

   5.2.2 도로 확장과 맞벽건축의 확산 

5.3 맞벽건축의 대형화

   5.3.1 건축기술의 발달과 대형·고층 맞벽건축

   5.3.2 행정력 강화와 대형 상가아파트 

5.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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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의 재정비 

5.1.1 건축법과 최고높이 제한의 계승 

전재복구에 집중되었던 1950년대를 지나 1960년대에는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정쇄신을 강력히 추

진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기존에 정리되지 않은 구 법령을 대한민국 법령으로 

대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1961년 7월 15일에 제정된 「구 법령 정리

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일인 1948년 7월 17일 이전에 시행

되었던 법령(구한국법령, 일제법령, 미군정법령) 가운데 건국헌법의 규정에 의해 

그 효력을 존속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이를 대체할 법령을 제정하는 것을 목

표로 했다. 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1년 12월 31일까지 정리되지 못한 기존 법

령은 1962년 1월 20일에 일괄 폐지되었다.252) 

이에 따라 시가지계획령에 대한 정리도 진행되었다. 시가지계획령에서 규정되

었던 대부분의 사항은 1961년 12월 11일에 ‘도시계획법(안)’으로 국가재건최고

회의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건축물 관련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다루는 게 타당

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도시계획법에서 건축법을 분리하도록 

결정했다.253) 그리고 다른 많은 법들과 함께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1962년 1월 20일에 황급히 제정·공포되었다. 이로써 해방 후에도 효력을 유지했

던 시가지계획령은 폐지되었다.254) 

새로 제정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

상 시가지계획령 중 건축물 통제에 관한 부분이 약간 수정된 것이었다. 또한 당시 

일본의 건축기준법에서 ‘기준’이라는 두 글자를 뺀 것이 한국의 건축법이라는 말

이 있었을 정도로, 건축법은 건축기준법의 체계와 내용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건

축기준법의 전신인 시가지건축물법은 역시 건축법의 전신인 조선시가지계획령의 

252)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항목 

참조(http://encykorea.aks.ac.kr).; 이문보,「건축법규20년-건축삼법의 확립과 신국면

의 전개」,『건축』제10권 제21호 (1966), p.24.    

253)「건축법(안)(제3회)」,『국무회의기록』, 국가기록원 소장, BA0084295, 1962.01.12.  

254) 한정섭,「우리 건축법의 변천과 그 문제점에 대한 연구」,『건축』제26권 제4호

(1982),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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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이었고 한국 근대도시들은 조선시가지계획령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형성됐

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면 오히려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었다. 

단,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앞으로의 개정이 훨씬 중요하다는 당시의 평가가 있었

다.255) 

                                  연도

내용
1940 1962 1967

건물

높이

용도지역

주거지역

30m

20m

상업지역 35m 

이외지역 35m 

도로사선

제한

주거지역 1:1.25

1:1.5 1:1 상업지역 1:1.5

이외지역 1:1.25

전면도로 폭

주거지역 1.25D*+8m 1.25D+8m

1.5D+8m상업지역 1.5D+8m 1.5D+8m

이외지역 1.25D+8m 1.25D+8m

건폐율 용도지역

주거지역

70%

(S**-30㎡)×60%

상업지역 70%

이외지역 (S-30㎡)×60%

방화지구(상업지역) 80%(가로모퉁이, 시장지정구역 90%)

방화지구(상업지역외) 70%(가로모퉁이, 시장지정구역 80%)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구역지정 - 구역지정
  *

 **

D = 전면도로 폭  

S = 대지면적

표 5-1. 시가지계획령과 1960년대 건축법의 건물 높이와 건폐율 규정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시가지계획령의 체계는 건축법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었다. 절대높이 및 구역지정을 통해 건축물의 최고와 최저높이를 제한하는 

방식이 그대로 계승되었던 것이다. 우선 제정 당시 건축법에서 최고높이에 관한 

제한 기준은 2가지로 축소되었다. 첫째, 용도지역별 최고 절대높이는 시가지계획

령 제정 당시와 유사하게 주거지역 20m, 기타지역 35m를 상한으로 했다. 단, 공

지가 있거나 용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한도 이상으

로 지어질 수 있었다.256) 둘째, 전면도로 폭에 따른 최고높이 제한은 시가지계획

255) 시가지계획령에 비해 건축법에서 크게 달라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도시계

획에 관한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분리되었다. 2)시가지계획령의 적용구역은 시가지

(도시계획구역)에 한정되었지만 건축법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 읍의 

구역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3)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기술적 기준 가운

데 기본적인 사항들이 상당수 건축법 규정으로 확정되었다. 4)기본적 사항 이외의 기

술적 기준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에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시행규칙은 각종 

서식만 규정했다. 5) 1940년 개정된 시가지계획령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규정했으나 건축법은 용도지역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건폐율을 규정했다. (이문보, 앞

의 글, pp.23-24.) 

256) 여기에서 절대높이 35m의 기준에는 당시 소방설비의 높이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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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내용과 동일했다. 그리고 건물구조에 따른 절대높이는 건축법에서 삭제되었

다.

최저높이에 대한 규정은 제정 건축법에는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법의 

불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1963년의 1차 개정 시 추가되었다. 서울시장 및 

도지사가 건축물 높이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

다. 구역지정 시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

도록 했다. 이는 절차상 보완된 것이었지만, 역시 도지사가 높이의 최고 및 최저

한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던 시가지계획령 규정의 부활이었다.257) 

건축법의 제정은 한국인에 의해 법적기초가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

졌다. 하지만 동시에 모호하고 모순된 현실성 없는 조항들을 정비해야하는 과제

에 직면해있었다.258) 이에 따라 건축법은 1960년대에 총 2차례 개정되었다. 그러

나 대부분 부분적인 수정이나 시가지계획령의 규정을 되살린 것이었다. 최고높이 

제한에 대한 수정은 1967년의 2차 개정 시 이루어졌다. 2차 개정의 목표는 “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격심하는 주택 및 교통난을 완화해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상

업지역외 지역에 대한 전면도로 폭에 따른 최고높이를 상업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시키는 정도에 그쳤다.259) 

로 추측된다. 1960년대 후반에 고층건물이 급증하면서 고층건물에서의 화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당시 국내 소방사다리의 지원높이가 35m였기 때문에, 

내무부는 11층 이상은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11층 이상 고층건물의 진화활동

을 포기한 바 있다. (「고층화재에 손 든 소방」,『경향신문』, 1970.10.31.)

257) 한정섭, 앞의 글, p.84.    

258) 이문보, 앞의 글, p.25.  

259) 이것은 국회건설위원회 의결에 따라 완화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도로사선 제한과 

도로 폭에 따른 절대높이 제한을 결합시킨 본 조항의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도로사선 제한을 1:1로 설정해, 모순된 표현으로 개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정섭, 

앞의 글, pp.83-84.)  



170

5.1.2 용도지구의 정비 

1962년은 각종 법이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했다. 정부는 급속한 인구집중으로 과대해져가는 도시

를 적정규모로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61년 말부터 서울시 도시

계획위원회를 강화시키고 기본자료 수집과 현황조사를 수행하도록 했다.260) 이후 

1962년 5월 29일에 서울시는 20년 후 인구를 500만으로 설정한 서울도시계획의 

개요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서울시는 인구집중 억제, 교외지 발전, 한강이남 발전, 

도시계획구역 확장, 지방적 성격의 관공서·중요시설 분산, 교통망계획 수립, 상수

도 완비·하수처리장 계획, 전차궤도 교외이전, 그리고 “불량주택지구 개량 및 주

요 시가지의 건물 고층화”라는 9개의 기본방침을 정했다.261) 이렇게 시가지 고층

화는 여전히 도시계획의 주요목표로 설정되었다. 고층화라는 방안은 토지를 입체

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해 시가지의 평면적 팽창을 방지함과 

동시에, 고층건물을 통한 도시미를 발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방침 하에 서울시는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확장했다. 1949년에는 경

기도 관할의 4개 지구(뚝도, 숭인, 은평, 구로)를 서울시로 편입시켰다. 1963년에

는 세종로광장을 중심으로 반경 15㎞ 지역을 장래 서울의 시가지역으로 개발할 

것을 원칙으로 신편입지구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현재 서울의 골격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확장된 서울에 적용시킬 용도지역, 가로망, 공원 등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262) 1964년에는 1949년에 편입된 4개 지구를 포함한 전체 도시계획구

역에 대한, 1966년에는 1963년에 편입된 신편입지구를 포함한 용도지역 계획이 

수립되었다. 서울시는 행정구역의 확장으로 특히 주거와 녹지지역을 대폭 확보할 

수 있었다. 상업지역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전체 도시계획구역에서 1%의 면적을 

차지했다.  

260) 현황조사로는 방화지구 설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구조·층수·배치 조사, 

1949년에 서울로 편입된 지구 및 1963년으로 예정된 신 편입지구의 측량·토지이용·

소유자 조사, 서울시 전반의 주택 실태조사, 주야간 인구 조사 등이 수행되었다. 이중 

주택조사에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과천면·신동면 일대(현재 서초구) 조사에는 서

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재학생들이 동원되었다. 서울시는 수집된 자료를 1962

년에 『도시계획기본자료조사서』로 발간했다. (윤정섭,「도시계획 : 1962년 서울도시

계획과 장래의 Master plan」,『건축』제6권 제7호 (1962), p.8.) 

261)「인구 500만으로 보고 도시계획 20년 후의 서울」,『동아일보』, 1962.05.30.  

26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1964년)도시계획업적수록』(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1964),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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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용도지역
1939 1952 1964 1966

주거지역 92,131,999 (68) 87,647,914 (65) 138,727,300 (49) 339,211,300 (48)

상업지역 5,991,350 (4) 6,362,680 (5) 7,510,000 (3) 8,876,000 (1)

공업지역 6,658,075 (5) 6,879,600 (5) 6,170,000 (2) 6,170,000 (1)

준공업지역 - - 52,227,000 (19) 87,372,000 (12)

미지정지역 30,882,970 (23) - - -

혼합지역 - 28,870,200 (21) - -

녹지지역 - 5,904,000 (4) 76,515,700 (27) 271,610,700 (38)

합계 135,664,394 (100) 135,664,394 (100) 281,150,000 (100) 713,240,000 (100)

표 5-2. 서울시 용도지역제 변천

(이종철,『도시토지이용계획의 개선방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969), p.5-6.) 

그림 5-1. 부도심 세력권 분포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1964년)도시계획업적수록』(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1964), p.127.)  



172

이와 동시에 정부는 용도지구의 정비를 시도했다. 시가지계획령의 풍치, 미관, 

방화지구는 1962년의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도 그대로 마련되었고 교육, 위생, 

공지지구 등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풍치 및 방화지구 외에는 구체적

인 법적 제한이 없는 실정이었다. 

본격적인 용도지구의 정비와 지정은 시가지 고층화와 관련하여 추진되었다. 이

는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가지 고층화계획’의 수립을 지시한 것에서 시작

되었다. 같은 해 건설부장관은 국무회의 상정을 위해 「시가지 고층화계획 및 추

진상황」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지

시인 고층화계획에 대한 건설부의 조치내용이 

담겨 있었다. “토지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입

체화시킴과 동시에 도시미관을 도모하기 위

해”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건설부는 고층화를 위한 도시계획상 조치로 

각종 지구의 지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심과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규정해 균형 있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고도지구’와, 도시성능을 발휘하지 못하

는 불량지구의 개조를 위한 ‘재개발지구’, 고

적명승지 주변을 조화롭게 조성하기 위한 ‘미

관지구’의 설정이었다. 이외에도 건축행정상

으로 가건축허용과 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 완

화, 주택건설상으로 도시주택의 고층화(아파

트 건설), 세법상으로 아파트 및 재개발지구 

건축에 대한 세금특혜를 제시했다.263)

이중에 건설부가 고층화를 위해 특히 강조했던 것은 ‘고도지구’였다. 고도지구 

지정의 목표는 도청소재지 및 인구 20만 이상인 10개 도시(서울, 부산, 인천, 춘

천,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제주)를 대상으로, 장래의 적정 인구밀도, 교통

량, 도시기능을 감안해 토지의 고도이용 및 주거환경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었

다. 건설부는 고도지구를 그 형태에 따라 구역의 성격이 유사한 곳은 ‘집단식’, 부

도심 또는 중소도시의 노선식 상가나 현 단계에서 집단식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

263)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시가지고층화계획및추진상황』, 국가기록원 소장, BA0084437, 

1965.  

그림 5-2.『시가지고층화계획 및 추진상

황』(총무처 의정국 의사과,「시가지고층

화계획및추진상황」, 국가기록원 소장, 

BA0084437,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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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노선식’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고도지구를 건축물 높이제한 방식에 따

라 2가지로 분류했다. 즉, 도심부 상업·업무지역, 역전광장 및 그 주변의 주거지역 

등 특히 토지의 고도이용이 필요한 곳은 ‘최저한도 고도지구’로, 건축물의 밀도가 

과대해질 우려가 있는 도심부에서는 ‘최고한도 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방

침을 세웠다. 문서에 첨부된 고도지구지정조서 양식([그림 5-3])을 통해, 각 고도

지구 내에서 건축물 높이의 한도를 층수와 전체높이(m)로 제한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역시 10개 도시에서 불량주택이 밀집해 보안, 위생상 유해한 지구 

또는 재해로 인해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구를 ‘재개발지구’로 지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도청소재지 및 인구 10만 이상인 21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관지대, 주요

간선도로, 광장, 고적, 명승지 등에서 벽면과 담장의 위치, 구조, 색채 등 건축물

의 외관을 통제함으로써 도시미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미관지구’를 지정하도록 

했다.264)    

그림 5-3. 고도지구지정조서 양식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시가지고층화계획및추진상황」, 국가기록원 소장, BA0084437, 1965.)  

이어서 용도지구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1965년에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건축물 높이의 최고·최저한도를 규제할 수 있는 고도지구와 불량지구개

량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재개발지구 등의 ‘기타지구’를 설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고도지구와의 중복으로, 건축법에서 특정구역 내 건축물 높이

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967년에 삭제되었다.265) 

264)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시가지고층화계획및추진상황』, 국가기록원 소장, BA0084437, 

1965. 

265) 그리고 1971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고도지구가 기타지구가 아닌 건설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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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종 용도지구의 지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실제 지정사례

는 초기 목표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했고 각 지구의 성격도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

다. 우선 고도지구는 서울에서 최고한도 고도지구로 정착했다. 서울시는 1965년

에 관광도로인 남산우회도로에 최초의 고도지구를 지정하고자했다. 이는 조망을 

위해 높이의 최고한도(층수)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는 건축물 높이와 외관을 포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반려시켰다.266) 이후 서울시는 종합적인 장기계획인 1966년

의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관아, 회사를 중심으로 서울의 눈인 명동, 소공

동 등 지역을 집을 높고 크게 짓는 지역” 즉, 고도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발표

했다. 군소건물이 서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었

다.267)([그림 5-4] 참조) 하지만 이 역시 실제 추진되지 못했다. 이후 서울에서는 

도시계획법상 고도지구가 정식으로 마련된 1971년부터 최고한도 고도지구만 지

정되었다. 대표적으로 서울성곽, 국회의사당,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등이 시설보

호, 경호,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지정되었다.268)

그림 5-4. 서울도시기본계획 고도지구(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1966), p.339.) 

한편 재개발지구는 시가지 고층화와 보다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 [그림 5-5]는 

1966년에 현재의 세운상가 일대에 대한 도심부 최초의 재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인가신청서의 일부로, 당시 재개발지구의 지정목표와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 계

획의 핵심은 상업지구의 현대화와 주택난의 해소 등을 목표로, 도시 중심부에 위

치하지만 노후건물이 밀집한 이 지역에 1-2층은 상가, 3-6층은 아파트인 고층건

물을 건립한다는 것이었다.269) 이외에도 서울시는 여러 지역에 대한 재개발지구

관이 지정하는 정식 용도지구로 자리 잡았다.  

266)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서울도시계획9』, 국가기록원 소장, BA0866485, 

1965. 

26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1966), p.339.

268) 서재원,「최고고도지구의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여의도/서초 최고고도지

구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p.9-11.  

269)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서울도시계획16』, 국가기록원 소장, BA086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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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정을 시도했지만, 사업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1960년대에는 세운상가 이외의 추가적인 지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270)  

그림 5-5. 종로3가-퇴계로간 재개발계획(현 세운상가) 인가신청서(左)와 계획평면도(右)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서울도시계획16』, 국가기록원 소장, BA0866490, 1965.)  

그리고 건물의 최저높이 제한을 통한 고층화는 미관지구를 통해 추진되었다. 

재개발지구가 기존 시가지의 고층화를 면적(面的)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면, 미관

지구는 주로 도로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여기서 ‘미관’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었다. 그리고 1962년의 건축법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미관지구 내 건

축물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를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미관지구 지정의 목표와 방법은 일관되

지 않았다. 우선 서울시는 1965년에 “국제도시의 면모와 도시미를 위해 구조, 벽

1965. 

27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앞의 책, pp.58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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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위치, 광고판 등을 단속해 유기적인 도시미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의 

심장부”인 남대문지구를 ‘집단미관지구’로, “서울의 관문”인 중앙청-서울역간 간

선도로를 ‘노선미관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271) 보다 직접적인 고층화의 수

단으로서 미관지구의 지정은, 1965년에 제2한강교 준공을 기해 김포공항 주변도

로에 ‘고층건물’을 지으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구체화되었다. 서울시는 1961년에 

“국제적 면목유지”를 위해 김포공항-영등포구청간 길이 11,530m, 폭 25m 도로

를 ‘가도(街道)지구’로 지정하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0m 내 건물에 대해 건축

면적 12평 이상, 단층일 경우 처마높이 3m 이상 등 최소규모를 제한하고 벽체를 

내화구조로 하되 초가를 금지하는 규제를 실시한 바 있었다.272) 서울시는 이 김

포가도지구를 포함해 공항-도심간 간선도로(서울역광장-영등포구청 옆 김포가도

기점, 의주로4거리 서측-제2한강교 동측)를 ‘준미관지구’로 지정하고, 구체적으로 

최소규모(최저층수(3층), 최소대지·건축면적)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273)274) 

271) 서울시가 언제부터 미관지구를 집단 및 노선으로 분류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도시미화계획마련」,『동아일보』, 1965.06.23.)   

272)「국토건설청고시 제34호」,『관보』, 1961.12.09.

※ 준미관지구 신청용 도면

그림 5-6. 1965년 7월 서울시 미관지구도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서울도시계획16』, 국가기록원 소장, BA0866490,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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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시에서 조성하고자했던 도시미관의 성격은 1969년의 『도시문제』에 

실린 서울시 관재과 안종윤의 글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도시

의 경관은 자연적 경관과 인공적 경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훌륭한 자연적 경관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란 이러한 

자연적 조건을 살리고 이용하는데 더해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여러 시설을 계획

함으로써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다. 결국 참다운 도시미는 “모든 

것이 조화롭고 기능적인 도시”에서 얻어질 수 있으며, 기성시가지 개발, 한강 개

발, 도로 신설, 아파트 건립, 관광지 개발 등은 도시개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모두 

도시경관의 증진 즉, 도시미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개발

과 도시미관의 조성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간주했던 것이다.275) 

1965년의 준미관지구의 지정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당시 현대적인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간선도로변 건축물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공유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저한도 고도지구의 지정목표와도 유사했지만, 

서울시는 ‘미관’이라는 다소 모호한 개념을 활용해 건축물의 규모뿐만 아니라 도

로변에 노출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미관지구를 그 수단으

로 채택했다.276) 그리고 이는 1966년부터 1970년까지 김현옥 시장 재임기간에 

다양하게 추진되었던 시가지 고층화를 위한 각종 도시계획과 궤를 같이 하고 있

었다.277) 

273) 하지만 건설부는 이에 대해 도시계획법상 ‘준미관지구’를 설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미관지구’로 설정하고, 미관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을 규칙이나 조례로 규정

할 것을 서울시에 지시했다.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서울도시계획16』, 

국가기록원소장, BA0866490, 1965.)   

274) 이외에도 1965년에 서울시는 청계천복개도로, 세종로-동대문, 을지로-왕십리간 도

로 등 간선도로변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4층 이상의 건축만 허가한다는 계획을 발

표했다. (「서울시내간선도로변정리」,『경향신문』, 1965.03.23.)

275) 안종윤,「한국도시의 경관계획」,『도시문제』제4권 제7호 (1969), pp.13-22.  

276) 정인국도 미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고정된 개념으로 이야

기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단, 도시미관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정신적, 물

질적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5개의 항목으로 도시미관을 풀어 설명

했다. 1)도시환경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 2)시민에게 시각적 공해를 덜어주는 것, 3)

시민의 복리생활에 위배되지 않는 것, 4)시민의 문화적 유산을 파괴하지 않는 것, 5)

시민들이 근대적 국가의 수도에서 생활한다는 긍지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 (정인국,

「미관지구 설정의 의의와 실제」,『건축사』제1973권 제6호 (1973), pp.31-32.)  

277) 예를 들어 서울시는 1967년 2월에 시청 앞 특정지역을 고층화시키기 위해 시에서 

건물규격을 결정하고 그 도형에 따라 건축허가를 준다는 방침을, 1968년 4월에는 한

강 이남의 제2서울 건설과 관련하여 제2서울의 중심가는 고층화시키고 변두리는 낮춰 

피라미드형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전략을, 1969년 5월에는 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1㎞ 

이내 지역에 6층 이상의 고층건물만 짓는다는 입체화 재개발지구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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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66년부터 미관지구가 정식 고시되었다. 앞서 서울시가 언급한 지구

와 도로 및 외국인·관광객의 통행이 잦은 도로 등이 “수도 서울의 문화 및 국제도

시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시민생활의 쾌적과 미적 감정을 조성”하기 위해 미관

지구로 지정되었다. 이중에 국가기록원 자료를 통해 지정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

던 것은 다음 [표 5-3]과 같다.278) 하지만 종별 구분의 명확한 정의나 기준, 건축

물 제한내용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는 미관지구를 1-3종 및 

집단·노선 등으로 분류해 지정했다. 조례를 속히 제정하라는 건설부 지시에 따라, 

서울시는 1968년에야 도로 성격에 따른 종별 최저층수, 최소면적, 색채, 재료, 용

도, 설비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미관지구내 건축물제한 조례(안)」을 중앙도

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일부 수정을 거치면서 1960년대는 미관지구가 

지정만 되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조례는 마련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279)  

구분 위치 지정일 연장(m) 폭원(m) 면적(평) 설정이유

제1종

집단 ① 남대문지구

1966.01.18. 

- - 39,800

노선

② 중앙청앞광장-서울역앞광장 2,000 50-100 61,300

③ 시청앞광장-의주로4거리 850 30 8,100

④
남대문광장-한국은행앞광장-을

지로입구-화신앞광장
1,291 30 11,972

⑤ 세종로광장-화신앞광장 407 40 5,100

⑥ 적선동-청와대-중앙청전면동측 1966.12.26. 2,250 25 - 외국인

제2종 노선

⑦
서울역광장-영등포구청옆김포가

로기점 
1966.01.18. 

8,725 35-40 -

⑧
의주로2가4거리서측-제2한강교

남측
5,028 30 -

⑨ 한강인도교-동작동국립묘지

1966.12.26. 

2,600 25 - 외국인/관광

⑩ 왕십리로터리-광진교 7,500 30 - 관광

⑪ 남대문-남산어린이놀이터 370 30 - 관광

⑫ 제1한강교-강변제1로-김포공항 1968.03.14. 15,600 - 외국인

제3종 노선 ⑬ 남산동1가-한남동검문소 1966.12.26. 4,200 20 - 관광

표 5-3. 1960년대 지정된 서울시 미관지구 

(「건설부고시 제2,153호」,『관보』, 1966.01.18.;「건설부고시 제2,986호」,『관보』, 1966.12.26.;「건

설부고시 제153호」,『관보』, 1968.03.14.;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서울도시계획16』, 국가기

록원 소장, BA0866490, 1965.)     

(「시청앞 특정지역 고층화」, 『매일경제』, 1967.02.25.; 「중심가 고층화의 피라미트형 제2서울 

연내 착공」, 『매일경제』, 1968.04.04.; 「도심지 재개발 입체화」, 『동아일보』, 1969.05.22.)

278)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서울도시계획16』, 국가기록원 소장, BA0866490, 

1965.

279)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서울도시계획16』, 국가기록원 소장, BA0866490, 

1965.;「건설부고시 제2,153호」,『관보』, 1966.01.18.;「건설부고시 제2,986호」,『관

보』, 1966.12.26.; 건설부 도시국 도시계획과,『중앙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 국가기록

원 소장, BA0105435,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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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종 미관지구 추가신청용 도면

그림 5-7.  1966년 11월 서울시 미관지구도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서울도시계획16』, 국가기록원 소장, BA0866490, 1965.)   

※ 2종 미관지구(김포가도) 추가신청용 도면

그림 5-8. 1967년 12월 서울시 미관지구도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서울도시계획16』, 국가기록원 소장, BA0866490,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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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맞벽건축의 응용과 확산 

5.2.1 토지구획정리사업지 간선도로변 맞벽건축의 고층화

1962년에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건축행정요강은 효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서울

시가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최저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는 부재했

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1960년대에도 시가지 고층화를 위한 계획을 추

진하고 각종 지구를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층화정책을 펼쳐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토지구획정리사업지 간선도로변에는 세장한 형태의 맞벽건축군

이 계속 조성되고 있었다. 제2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지에서 가장 먼저 사업이 시

작된 남대문지구는, 을3지구에서의 필지구획 수법과 맞벽건축의 특성이 계승 및 

변화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 지구는 과거 건축행정요강에 의해 고층건물을 지어

야했던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했다. 남대문지구의 환지예정지는 1954년 10월 

14일과 1955년 7월 8일, 8월 22일에 세 차례에 걸쳐 총 면적 313,867.8㎡ 규모

로 지정되었다. 환지처분은 1962년 8월 10일과 1964년 11월 27일에 공고되었

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1962년 12월 31일과 1964년 12월 31일에 촉탁등기가 이

루어지면서 사업이 종료되었다.280) 전체 지구 가운데 남대문로변에 위치한 남대

문로4가 본번20번지 가구 일대는 현재에도 맞벽건축이 잘 남아 있는 곳으로 주목

된다. 

그림 5-9. 남대문로4가 본번20번지 맞벽건축군 (연구자 촬영) 

28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앞의 책, pp.38,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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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남대문지구 환지확정도 

(「제2중앙토지구획정리지구 남대문구(남북

창 및 봉래동 지내) 환지확정도」, 서울시청 

소장)   

남대문로의 남쪽 변에 위치한 본번20번지 가구에는 모두 10개의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그림 5-10] 참조) 남대문로변에는 6개, 안쪽 가로변에는 4개의 환

지예정지가 계획되었으며, 남대문로변보다 안쪽 가로변의 환지예정지가 더 크게 

구획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 [표 5-4]는 기존의 필지가 어떻게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총 10개의 환지예정지 중 4개는 3-5개의 기존 

필지 소유권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남대문로변에 

위치했다.([표 5-4]에서 5, 6, 9, 10번 필지) 제1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지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해당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그림 5-10. 본번20번지 일대의 환지예정도

 (「제2중앙토지구획정리 남대문지구 일부 환

지예정도(남창동일부)」, 서울시청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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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

필지번호*

1927년 환지예정

필지번호*

1927년

지번 면적(평) 토지소유자 지번 면적(평) 토지소유자

1 (10-2) - - 7 (13-2) - -

2 (12-2) - - 8 (13-1) - -

3 (283-5) - -

9

17 29 민홍○

4 11-1 50 이해○ 18 2 김춘○

5

14-1 111.8 임봉○ (19-1) - -

14-3 40.2 이린○

10

20 70 양재○

(14-5) - - 21-2 23 양재○

15-1 8 길영○ 23-2 10 동경건물회사

6

(14-4) - -

(15-3) - -

16 59 길영○

(16-2) - -

(16-3) - -

 * 번호는 임의로 부여함. 

※ (  ) 안의 필지는 1927년 지적목록에는 없는 것임.  

※      은 간선도로변 필지

표 5-4. 남대문로4가 본번20번지의 1927년 지적과 환지예정도 비교표

(陳內六助,『京城府管內地籍目錄 :1927年』(서울: 大林圖書出版社,1982).;「제2중앙토지구획정리 남

대문지구 일부 환지예정도(남창동일부)」, 서울시청 소장)   

해당 가구에는 1957년부터 1962년 환지처분 이전까지 신축된 23동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281) 이중에 16동은 1958년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환지처분 이전에 간선도로변으로 건설이 활발했던 을3지구와는 달리, 대부

분의 건물이 안쪽 가로변의 대형필지에 지어졌다는 것이다.   

그림 5-12. 환지처분 이전 신축된 본번20번지 가구의 

현존건물 위치 (폐쇄지적도; 건축물대장)   

연도 건물수

1957 2

1958 16

1959 3

1960 1

1961 1

1962 0

계 23

표 5-5. 환지처분 이전 신축된 

현존건물 수 (건축물대장)  

281) 이 수치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기록이 누락된 경우

를 제외했다. 

※ 번호는 [표 5-4]의 환지예정 필지번호
※ 점선은 현재의 대지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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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의 유무가 신축공사의 시기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

된다. 기존 필지와 환지확정도를 겹쳐 그린 신구대조도([그림 5-13])는, 남대문

로에 면해있던 기존 필지들이 대부분 새로 계획된 도로에 포함되었음을 보여준

다. 그리고 남대문로에 면한 기존 필지들에는 약 1-2층 규모의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다.([그림 5-14] 참조) 이 건물들은 1962년에 서울시가 남대문로 폭을 28m

에서 35m로 확장하면서 철

거되었다.282) 도로확장 계획

에 따라 새로 그려진 도로계

획선에 면하여 지정되었던 

환지예정지에도 기존 건물들

이 존재했는지의 여부는 정

확히 알기 어렵다. 하지만 간

선도로변의 대대적인 건물 

철거를 앞두고, 가구 안쪽에 

위치한 필지에서부터 신축에 

착수하는 것이 수월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림 5-14. 1962년 남대문로4가 건물 철거지역의 모습

(「폭30미터로 확장」,『동아일보』,1962.09.15.;「서울반세기(1)남대문거리」,『경향신문』,1962.09.26.)  

282)「남대문로확장공사 11월내로 끝낼 예정」,『동아일보』, 1962.10.15.  

그림 5-13. 본번20번지 신구대조도 

(「제2중앙토지구획정리지구 남대문구(일부) 신구대조도」, 서

울시청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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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62년 9월 15일부

터 도로확장 구역에 저촉된 남대

문로4가 점포건물 150여동의 철

거에 착수했다. 이와 동시에 철거

민 중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뒤

쪽에 ‘고층상가’를 짓게 하고 구호

대상자는 구로동의 난민주택에 수

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962

년 10월 12일에 촬영된 [그림 

5-16]은 당시 철거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였음을 보여준다. 이

어서 서울시는 도로 확장공사를 

시작해 11월경에 완공했다.283) 그

리고 같은 해 12월 31일에 남대문지구 본번20번지 가구의 필지 대부분에 대한 

환지 등기촉탁이 완료되면서 이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종료되었다.284)  

그림 5-16. 1962년 10월 12일 남대문로 확장공사

(「남대문충무로공사현장1」, 국가기록원 소장, CET0061008, 1962.) 

283)「폭30미터로 확장」,『동아일보』, 1962.09.15.;「도시계획·도로확장선에 걸린 642동

을 철거」,『경향신문』, 1962.09.15.;「남대문로확장공사 11월내로 끝낼 예정」,『동아

일보』, 1962.10.15. 

284)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본번20번지 가구의 전체 19개 필지 중 미상 2개, 1963년 

4월 26일의 4개 필지를 제외하면 모두 해당일자에 환지처분되었다. 

그림 5-15. 1962년 10월 2일 남대문로 확장공사 

(「남대문시내통로확장공사2」,국가기록원소장,CET0031343,1962.) 



185

확장된 남대문로에 면한 본번20번지의 필지들은 환지예정 계획보다 한층 세분

하여 처분되었다. 환지예정되었던 남대문로변 6개 필지는 환지처분 시 모두 14개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14개 중 11개는 25평 미만의 소형필지였다. 가구 안 모든 

필지의 평균 면적도 42평으로, 을3지구 본번101번지의 평균인 약 49평에 못 미

치는 수준이었다. 한편 236.7평의 대형필지인 20-3번지는 국유지로 확정되었다. 

기존 지번
환지처분

지번 면적(평) 시기 토지소유자 소유권지분

10-2 20-1 87 1962.12.31 김교○ 외 6인 



12-2 20-2 85.4 1962.12.31 조용○

283-5 20-3 236.7 1962.12.31 國 외 1인 



11-1 20-4 39.6 1962.12.31 이해○ 외 2인 



14-1 20-5 8.3 1962.12.31 임봉○

14-4 20-6 2.2 1962.12.31 지명○ 외 1인 



13-2 20-7 34.1 - -

13-1 20-8 72.9 - -

17

20-9 22.2 1963.04.26 민충○18

19-1

20

20-10 95 1962.12.31 박복○21-2

23-2

14-5 20-11 8.6 1962.12.31 이병○

14-3 20-12 28.6 1962.12.31 박광○ 외 4인 



15-1 20-13 2.2 1962.12.31 박광○ 외 1인 



15-3
20-14 13.9 1962.12.31 지명○

16

16-2 20-15 16.2 1962.12.31 강윤○ 외 1인 



16-3 20-16 16.2 1962.12.31 이경○

20-17 1.7 1963.04.26 이재○

20-18 8.5 1963.04.26 박영○ 외 1인 



20-19 14.6 1963.04.26 박영○ 외 1인 



※      은 간선도로변 필지

표 5-6. 환지처분 당시 남대문로4가 본번20번지의 지적 ((구)토지대장) 

그리고 환지처분된 남대문로변 필지에는 1963년에 약 10동의 맞벽건축이 동시

에 건설되었다. 이중 1동의 사용승인일자가 ‘1963년 6월 10일’, 6동이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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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1동이 ‘1963년 12월 31일’이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자

는 1970년이었지만 현지조사에서 발견한 상량문에는 1963년 5월 15일에 상량했

다고 기록된 건물이 1동 있었다.([그림 5-18] 참조) 그리고 비슷한 높이의 건물

이 연달아 서있는 1963년 9월의 사진([그림 5-19])을 통해, 본번20번지 남대문

로변의 건물은 모두 1963년에 신축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5-17. 1963년 남대문로4가 본번20번지 필지구획과 

건물 건설상황 추정 (폐쇄지적도; 건축물대장)    

그림 5-18. 20-1

번지 건물의 상량

문 (“西紀 壹九六參

年 五月 拾五日 上

樑”)

그림 5-19. 1963년 9월 남대문로 전경 (서울사진아카이브) 

이후에는 을3지구의 선례를 따르는 과정이 이어졌다. 1967년까지 대형필지에

※ 점선은 현재의 대지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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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환지처분 이전에 지어졌던 개별 건물의 형태, 면적과 유사하게 필지를 분할

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간선도로변 14개 필지도 계속 분할 및 합병되어 

현재에는 18개의 필지가 되었다. 그리고 가구 내부에는 최소한의 도로를 두고 소

규모 건물들이 고밀도로 밀집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림 5-20. 1995년 제작된 폐쇄지적도 (중구청 소장) 

그림 5-21. 1972년 남대문지구 본번20번지의 항공사진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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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남대문지구 간선도로변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직후에 맞벽건축군이 건

설되었다. 이는 서울의 상징이었던 남대문의 중수공사 및 주변 미관정리와 연관

해 생각해볼 수 있다. “수도의 간판”인 남대문의 복원은 문화재의 보존뿐만 아니

라 수도 서울의 재건을 상징했다.285) 또한 남대문을 지나는 태평로와 남대문로는 

날로 증가하는 도심 교통량에 대응해야하는 서울의 핵심 간선도로였다. 전후에 

남대문을 둘러싼 각종 공사는 1961년부터 1963년 사이에 집중되었다. 우선 남대

문을 전면해체하는 중수공사가 1961년 7월 20일에 착공, 1963년 5월 24일 준공

되었다.286) 이에 앞서 1962년 8월에는 제2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 남대문지구의 

일부 지역에 대한 환지처분이 공고되었고, 1962년 11월경 남대문로 확장공사도 

마무리되었다. 1963년 3월부터는 서울시가 남대문 지하도 확장공사를 시작해 같

은 해 8월에 완료했다.287) 이 일련의 공사와 함께 남대문의 배경이 되는 맞벽건

축군의 건설도 진행되었다. 

그림 5-22. 1963년 5월 14일 남대문중수준공식  

(「남대문중수준공식2」, 국가기록원 소장, CET0037473, 1963.)   

맞벽건축이 건설된 남대문로변은 도시미관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고층건물을 

세워야할 미개발지에 해당했다. 남대문을 중심으로 남대문-서울역간 도로의 서쪽 

변에는 정부 주도로 지어진 상가주택군이, 동쪽 변에는 2층 높이의 건물군이 밀

집해있었다. 그리고 서울시청-남대문간 도로변에는 당시 초고층에 해당하는 7층 

285)「통탄폐허」,『동아일보』, 1955.02.05. 

286) 최용완,「서울 남대문공사를 참관하고」,『건축』제7권 제3호 (1963), p.2.    

287)「9월초엔 통행 남대문지하도」,『경향신문』, 196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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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의 시범상가주택(USOM-KOREA OFFICE)을 비롯해 일부 고층건물들이 지

어져있었다. 또한 남대문 서쪽으로는 중요도시건물 수리운영요강 제정 당시부터 

수리대상으로 지목된 4층 규모의 상공장려관이 세워져있었다.([그림 5-23, 24] 

참조) 하지만 남대문의 북동쪽에 면한 해당 지역은 도로 확장공사로 철거된 후 미

개발지로 남아 있었다. 당시 맞벽건축은 통일적인 고층의 가로경관을 빠르게 조

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로 확장공사를 앞두고 자

산이 있는 철거민에게 고층건물을 짓도록 지시했던 서울시의 발표에서, 세장한 

평면의 소형 맞벽건축은 기존 점포를 철거당한 상인들이 자력으로 지어낼 수 있

는 고층건물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남대문-서울역간                  서울시청-남대문간

그림 5-23. 1962년(左)과 1963년(右)의 태평로 일대  

(「남대문충무로공사현장2」,국가기록원 소장, CET0061008, 1962.;「남대문중수준공식1」, 국가

기록원 소장, CET0037473,1963.)  

그림 5-24. 1958년 남대문 일대 항공사진 

(「항공촬영14(남대문,서울시청,경복궁일대)」, 국가기록원 소장, CET0066447, 1958.) 

남대문지구의 맞벽건축은 4층을 기본형으로 건설되었다. 남대문로는 건축행정

요강에 의해 1953년부터 5층 이상, 1958년부터는 4층 이상 지어야하는 주요 간

선도로였다. 건물이 지어진 1963년에는 건축행정요강의 효력이 없었지만, 이전 

시대의 지침을 그대로 따라서 4층이라는 층수가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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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높이 20m 되는 4층 고층건물 신축공사장”의 사고소식을 담은 [그림 5-25]

의 신문기사는, 이 건물들이 당시에 고층건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림 5-25. 1963년 5월 남대문지구 간선도로변 건설현장

(「죽음의 백날」,『경향신문』,1963.05.01.;「남대문3」,국가기록원 소장, CET0061009, 1963.)  

그림 5-26. 1963년 8월 남대문 지하도 확장공사 당시 맞벽건축 전경 (서울사진아카이브)

그림 5-27. 1973년 

남대문지구 맞벽건축 전경

(「서울시내건설상25」, 국가

기록원 소장, CET0042160,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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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남대문로변 맞벽건축은 대다수 3층으로 지어졌던 을3지구의 사례보다 

한층 고층화되었다. 이중에는 3층 건물도 있었으나 층고를 조정해 4층 건물의 전

체 높이에 맞춰 지어졌으며, 5층 이상으로 신축된 사례도 있다.([그림 5-19, 27] 

참조) 그리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증축으로 현재 가장 높은 건물은 7층이 되었다. 

건물에서 계단은 일반적으로 저층부와 고층부로 분리해 설치되었다. 을3지구에 

비해 건물 높이는 더 높아졌지만 대지는 더욱 영세했기 때문에, 건물 출입구부터 

최상층까지 일직선으로 오르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지구에서 대부분의 맞벽건축은 공동건축의 형태로 지어졌다. 이는 

소형필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본번20번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을3지구에서 확인했던 것과 같이 2개 건물 경계

부의 중앙에 공동출입구를 두고 2층 혹은 3층까지 공동 사용하는 일직선의 직통

계단을 설치한 것이었다. 이후 최상층까지는 각 건물별로 별도의 코어계단을 두

었다. 20-6, 14번지가 대표적인 사례로, 3층까지는 공동 직통계단을, 4층 이상 

진입하기 위해서는 각각 코어계단을 설치했다.  

F2

F3

F3

F4

공동출입구 3층 진입 공동 직통계단 20-14번지의 코어계단

그림 5-28. 남대문로4가 20-6, 14번지의 공동건축 

한편 20-16, 9번지 건물은 역시 저층부에 공동 직통계단, 고층부에 별도의 코

어계단이 설치되었으나, 3층까지의 진입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공동건축의 사

례이다. 즉, 출입구로부터 3층까지 일직선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것은 동일하나, 

이 건물에서는 2층까지만 하나의 계단을 공유하고 2층부터 3층까지는 대지경계

선을 따라 건물 내부를 다시 벽으로 구분했다. 따라서 2층에서 3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벽을 사이에 두고 각 건물 양쪽에서 평행하게 설치되었다. 이는 3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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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계단을 공유하는 일반적인 공동건축에 비해 공간활용 면에서 비합리적인 

계획이라 볼 수 있다.    

F2

F3

공동출입구
2층 진입 공동 직통계단과 

20-16번지의 3층 진입계단
20-16번지의 코어계단

그림 5-29. 남대문로4가 20-16, 9번지의 공동건축  

또한 건물 출입구와 계단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건물 출입을 위한 길을 공유하

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건축도 확인된다. [그림 5-30]은 대지 전면길이가 약 10m

인 20-4번지와 약 2.7m인 20-5번지에 세워진 공동건축을 보여준다. 출입을 위

해 건물 내부의 일부 공간을 공유하는 다른 공동건축과 달리, 여기에서는 전면길

이가 긴 20-4번지 필지의 일부분을 길로 공유했다. 그리고 이 길의 양쪽으로 각 

건물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만들어졌다. 이는 건물 전면으로 출입구를 두기

에는 지나치게 폭이 좁은 과소필지인 20-5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또한 20-5번지는 본번20번지 맞벽건축군에서는 매우 드물게 1

층부터 코어계단이 설치된 사례였다. 한편 20-4번지 건물에서는 각 층의 계단 형

태는 동일하지 않지만, 건물 한쪽 공간을 계단과 복도에 할애해서 건물을 횡단하

며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도록 내부동선을 계획했다. 주로 외벽을 따라 연속해서 

설치되는 직통계단과, 건물 일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코어계단의 중간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1963년에 남대문지구의 간선도로변에는 일정한 높이의 맞벽건축군이 

건설되었다. 건물의 높이는 앞서 살펴본 을3지구에 비해 더욱 고층화되었다. 그리

고 대부분 필지가 영세하게 구획되면서 공동건축의 건설이 두드러졌다.  



193

 

공동출입길

           

20-4번지 20-5번지

           

공동출입길에 위치한 각 건물의 출입구

20-4번지의 계단과 복도 20-5번지의 코어계단

20-4번지 동선다이어그램

그림 5-30. 남대문로4가 20-4, 5번지 공동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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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도로 확장과 맞벽건축의 확산  

196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에서 도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시가지 팽창에 따라 

가장 핵심적으로 개선되어야할 대상이었다. 1962년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

계획기본자료조사서』에서 “가로망은 도시기능상의 동맥이며 도시계획 중에서 

최우위의 문제”라 언급하며 당시의 문제점을 개괄했다. 즉, 서울시 계획도로의 골

격은 5개 간선도로와 몇 개의 방사선식 도로를 중심으로 수많은 보조도로와 소방

용 관리청 도로 및 사도(私道)로 구성되어 있으나 완성된 도로율은 약 7%에 불과

하며, 현재 계획도로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시가지 팽창과 교통량 증가 등을 고려

1952년 1962년

구분 폭원
노선수

1952년 1962년 1965년

광로

100m 1 1 1

50m 3 4 4

40m 7 6 6

대로1 35m 8 13 13

대로2
30m 15 17 20

28m 3 3 3

대로3 25m 27 29 50

중로1 20m 35 38 57

중로2 15m 47 56 79

중로3 12m 57 46 61

계 203 213 294

1965년

그림 5-31. 서울시 가로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서울도시계획도집』(서울특별시, 1965),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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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새로운 도로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거미줄같이 좁은 도로는 

많으나 실질적인 도로율은 낮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도로 배치와 확장의 중요성

을 피력했다.288) 이에 따라 전쟁 피해를 입은 구 시가지에 치중했던 1952년 3월

의 가로망 수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 1962년에 재정비계획이 결

정고시되었고,289) 이후에도 신편입지역과 광역지역을 아우르는 간선 순환도로가 

새롭게 계획됨과 동시에 도심과 주변부 도로 확충이 추진되었다.

교통망 현황 교통망 계획

그림 5-32. 1964년 교통망 현황과 계획

(대한국토계획학회,『수도권광역도시계획구상도집』(서울: 대한국토계획학회, 1964), pp.32-33.)  

이때 도로의 폭은 교통량 및 건물의 높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도시의 경제적 발전에 따라 교통기관은 완속(緩速)에서 고속(高速)으

로 급격히 이전해가고 있었고 그 교통량도 격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고

속 교통기관에 속하는 자동차, 전차 등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도로를 일정 폭 

이상으로 확장해야했다.290) 또한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용도지역 및 

전면도로 폭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로에 면한 부지의 이용정도를 고려해 

도로의 폭을 조정해야했다. 특히 앞으로 고층건물이 즐비하게 세워질 것으로 예

288) “거미줄처럼 착잡한 소로와 도심부의 바둑판같은 대로”는 동양적인 고도(古都)의 

공통적인 특징이며, 건물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

석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기본자료조사서』상권 (서울특별시 도

시계획위원회, 1962), pp.28-58.)  

28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앞의 책, 1965, p.13.   

290) 서울시는 각 교통기관에 따른 최소한도의 도로 폭을 자동차, 전차 3m, 하차(荷車) 

2m, 자전차(自轉車) 1m라고 보았다. 그리고 간선도로의 편측으로 자동차 2개선, 전

차, 하차 각 1개선, 자전차 2개선을 설치한다고 보았을 때 차도로만 적어도 26m가 필

요하다고 계산했다. 이외에 보도의 최소한도는 4.5m로 설정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

획과,『서울도시계획』(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1965),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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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의 폭을 충분히 확장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大)서울의 골격가로”를 폭 30m 이상, 기타 간선도로를 폭 

25m 이상, 보조간선도로를 폭 15m 이상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도로계

획을 수립했다.291) 

이와 함께 주요 계획도로변으로 맞벽건축이 확산되어갔다. 1960년대 초 서울

역 북쪽의 염천교 남단에 지어진 맞벽건축군은, 입면양식과 높이를 맞춰 지어졌

던 세장한 형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 간선도로변 맞벽건축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 이외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건설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

일자 기록에 의하면 염천교 남단의 길이 약 100m에 달하는 이 맞벽건축군은 

1960-1961년, 그리고 1971년에 크게 두 차례에 걸쳐 건설되었다. 이중 1960년

경에 지어진 맞벽건축군은 지하1층, 지상3층을 기본 층수로 했으며, 높은 파라펫

을 설치해 도로변에서 4층으로 보이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유사한 간

격의 격자패턴으로 벽체가 돌출되어, 각 건물의 입면이 한 동의 건물처럼 연속되

어 보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가로로 연속된 창을 설치한 1971년의 건물 입

면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1960-1961년 1971년 

그림 5-33. 건설연대에 따른 염천교 맞벽건축군의 입면  

그림 5-34. 2013년 염천교 맞벽건축군의 전경 (http://map.kakao.com) 

291) 위의 책, pp.172-173,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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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도 염천교 남북단에는 상가건물이 세워져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철도변의 국유지였던 이 일대를 점유한 사람은 일본인 사업가 오타 마사스케(太

田政助)로, 그는 1924년부터 경성부로부터 10년간의 사용허가를 받고 일부 대지

에 건물을 건설해 상인들에게 땅과 건물을 임대해주었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바

라크 노점이 번성한 곳이 되었다. 사용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1933년에 오타는 

경성부에게 향후 20년간 대지의 계속 사용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기

존 건물을 벽돌조로 개축해 사용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경성부는 이 일대에 상인, 

노동자들이 번잡하게 모여 있어 통행, 위생에 지장이 있으며, 대지의 사용을 불허

하고 건물을 철거한다면 다수의 상인들이 실업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타

의 청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불완전한 기존 건물이 도시미를 손상시키

기 때문에, 영구적인 건물을 짓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단, 장래 도로확장을 

고려해야하고 건축양식, 사용기간, 임대방법 등에 대한 관리방침이 필요하다고 보

았다.292) 오타는 이에 따라 기존 건물의 철거를 추진했다. 그리고 염천교에서 고

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영업 중이던 기존 노점 상인들은 급작스러운 퇴거명령에 

대해 경성부에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293) 

1924년 1934년

그림 5-35. 일제강점기 염천교 일대의 사진

(「봉래교염천교간및염천교전욱천서안도로법면사용계속허가원및도면(사진첨부)」, 국가기록원 소장, 

CJA0014777, 1933.;「문제의 염천교 노점들」,『매일신보』,1934.06.12.) 

국가기록원에는 1933년에 오타가 경성부에 제출한 건물공사설계도가 소장되어

있다. 사용허가를 요청한 부지는 염천교 남북단에 위치했으며 그 면적은 약 520

평에 달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의 일부를 남겨두고, 오타상회백화점(太田商會デ

パート)이라는 이름으로 염천교 북단에 A동(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21.135

292)「봉래교염천교간및염천교전욱천서안도로법면사용계속허가원및도면(사진첨부)」, 국가

기록원 소장, CJA0014777, 1933.  

293)「염천교 노점민 갈 곳 없어 진정」,『동아일보』, 1933.10.28.;「말썽 많은 염천교

부지 진정도 불구코 또 대부」,『동아일보』, 193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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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을, 염천교 남단에 B동(지상2층, 연면적 57.5평)과 C동(지하1층, 지상2층, 연

면적 67.5평)을 신축하는 계획이었다.294) 관련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이 계획의 

실현 여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1936년의 지도에 염천교변으로 장방

형 건물이 표기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그림 

5-38] 참조)

그림 5-36. 1933년 염천교 일대 사용허가 요청 부지(上)와 건물(下) 배치도

(「봉래교염천교간및염천교전욱천서안도로법면사용계속허가원및도면(사진첨부)」, 국가기록원 소장, 

CJA0014777, 1933.)

294)「봉래교염천교간및염천교전욱천서안도로법면사용계속허가원및도면(사진첨부)」, 국가

기록원 소장, CJA001477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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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 太田商會デパート의 A동 평면도와 입면도

(「봉래교염천교간및염천교전욱천서안도로법면사용계속허가원및도면(사진첨부)」, 국가기록원 소장, 

CJA0014777, 1933.)    

 
대경성정도 대경성부대관

그림 5-38. 1936년 염천교 일대 지도  

현재 염천교에 있는 맞벽건축군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건물이 소실된 후 

1960년경에 신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염천교는 1952년부터 남대문광장-중림동

간 폭 30m로 계획된 대로2류에 포함되었다. 당시 염천교의 폭은 20m이었는데 

이는 건축행정요강에 의해 2층 이상으로 지어야하는 간선도로에 해당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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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저층수 기준이 염천교 맞벽건축군의 규모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일제강점기 염천교 북단의 건물(A동)이 4개의 계단실과 속복도를 갖춘 한 

동의 건물로 설계된 것에 반해, 1960년경 염천교 남단에 신축된 건물군은 세장하

게 분할된 소형필지 위에 개별 건물들이 연속해서 세워진 맞벽건축의 형태를 취

했다.295) 또한 현재는 염천교의 남단에만 건물이 세워져있으나, 이전에는 남북단 

모두에 맞벽건축이 세워져있었음을 1970년에 촬영된 [그림 5-39]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염천교는 1978년에야 의주로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폭 30m로 확장될 

수 있었다. 이때 북단의 건물이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296) 

1970년 1978년

그림 5-39. 1970년대 염천교 맞벽건축 전경 

(「서울시전경2」, 국가기록원 소장, CET0066596, 1970.; 서울사진아카이브) 

그림 5-40. 1970년 서울역 북

측 재개발계획 도면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

과,『서울도시계획16』, 국가기록

원 소장, BA0866490, 1965.) 

295) 1970년 염천교 북측 일대의 종합버스터미널 재개발계획을 담은 [그림 5-40]에서 

염천교 북단의 필지가 세장하게 분할된 사유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염천

교 남단의 대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96)「의주로종합계획확정」,『매일경제』, 1973.10.31.;「염천교확장 개통」,『동아일보』, 

197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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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천교의 건물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 이외의 간선도로변에 건설된 맞벽건축

의 초기사례이다. 그리고 당대의 사진과 현재 남아 있는 일부 건물을 통해 1960

년대에 간선도로변으로 맞벽건축이 지속적으로 건설되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5-41]은 건축행정요강의 효력이 유지되었던 1960년대 초에 건설된 맞

벽건축의 모습을 보여준다. 첫 번째 사진은 1982년에 독립문 일대 의주로변의 전

경을 담고 있다. 의주로(서대문광장-홍제동간)는 기존 폭 25m의 대로3류에서 

1952년에 폭 35m의 대로1류로 변경고시된 간선도로였다. 이 사진에서 의주로변

으로 층고를 맞춰 3층으로 지어진 일련의 건물을 볼 수 있다. 이 일대는 재개발로 

인해 현재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변모했으나, 1960년에 지어진 이 건물들은 현

재까지 남아 있다. 또한 청계천변을 찍은 두 번째 사진에서는, 1952년에 폭 50m

의 광로로 고시된 청계천변의 일부 구간에 세워진 맞벽건축군을 볼 수 있다. 

1961년에 지어진 이 건물들은 현재에도 상가로 사용되고 있다. 

교북동(의주로변) (1960년 건설, 1982년 사진)

주교동(청계천변) (1961년 건설)

그림 5-41. 1960년대 초에 건설된 간선도로변 맞벽건축 (서울사진아카이브; 건축물대장)

이러한 맞벽건축군은 건축행정요강이 효력을 상실하고 이와 유사한 공식적인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심 및 주변부 도로의 확장과 시가지 고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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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 속에서 계속 건설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 서울 간선도로변의 경관을 형

성해갔다. 이때 맞벽건축의 규모와 입면양식에도 점차 변화가 나타났다. 1960년

대 후반으로 갈수록 건물의 높이는 약 5-6층으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면한 건물의 길이가 확장되는 경향이 보인다. 또한 1971년에 염천교에 건설된 사

례와 같이, 가로로 연속된 창이 건물 입면양식의 주류를 형성해갔다. 이는 측면과 

후면에 공지 없이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선 상황에서 건물 전면으로부터의 채광을 

보완하는 한편, 각 건물의 층고 및 창의 위치와 크기를 맞춤으로써 수평성을 강조

한 연속된 가로입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남창동(퇴계로변)

 

168-7번지 (1967.08.07.) 62-4번지 (1967.08.30.) 169-4번지 (1969.10.15.)

중림동(청파로변)

1969, 1970년 건설 1976년 전경

그림 5-42. 1960년대 후반에 건설된 간선도로변 맞벽건축

(「서울시내전경33」, 국가기록원 소장, CET0066317, 1976.; 건축물대장)  

그림 5-43. 1967년 신촌로터리의 전경

(「서울시전경5」, 국가기록원 소장, 

CET0066566,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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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968년

그림 5-44. 1960년대 후반 청계천변 전경 (「서울시내건설사항공중촬영6」, 국가기록원 소장, 

CET0035632, 1966.;「청계천고가도로건설현장2」, 국가기록원 소장, CET0033939, 1968.)  

1967년 3월 삼일로 확장을 위한 

건물 철거현장
1969년 3월 청계고가도로

그림 5-45. 1960년대 후반 삼일로 전경 (서울사진아카이브)  



204

그리고 서울의 행정구역 확장과 함께 한강이남에서도 새로 조성되어가는 간선

도로변으로 대개 2층 이상의 맞벽건축이 지어지면서, 높이를 일정하게 맞춘 경관

이 도로를 따라 확산되어갔다.   

1963년 10월 노량진-상도동 도로포장 공사현장

1967년 9월 개통당시 강변1로(제1한강교-여의도공항입구) 전경

1968년 8월 영등포-시흥간 도로확장 공사현장

그림 5-46. 1960년대 한강이남 도로공사 (서울사진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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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맞벽건축의 대형화 

5.3.1 건축기술의 발달과 대형·고층 맞벽건축 

196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과에 힘입어 1960년대 중반이후 서

울에서는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건설물량 확대, 소득수준 향상은 특히 상

업건축의 발전을 가져왔다. 제한된 대지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건설된 고층건

물은 서울의 경관을 변모시켰다.297) 특히 서울에서 중구와 종로구는 압도적으로 

고층건물이 밀집한 지역이 되었다. 1968년 4월에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를 위해 

실시한 서울시내 빌딩 조사결과, 건축면적 100평 이상인 건물 744동 중 68%인 

509동이 중구와 종로구에 있었다. 8층 이상 고층건물은 중구 을지로, 태평로, 충

무로, 소공동, 무교동에 집결되어 있

었다. 서대문구에도 8층 이상 건물이 

6동 있었지만 이중 5동이 서소문동

(현 중구)에 위치했다. 그리고 1968

년 12월 현재 서울시내에는 10층 이

상 고층건물이 33동 있었으며 이외에

도 26동이 건설 중이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화신백화점, 반도호텔 등이 

고층건물로서 군림했으나 이제는 초

라한 형태로 전락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298)  

그림 5-47. 1969년 서울 도심부 풍경

(「서울시전경2」,국가기록원 소장, 

CET0068504, 1969.) 

29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서울건축사』(서울특별시, 1999), p.1005.  

298)「시내에 백평 이상 빌딩 7백44개 건축자금수증경우 고율세」,『매일경제』, 

1968.04.19.;「대지를 하늘로…경쟁 속의 도시 고도화작업」,『경향신문』, 1968.12.07.  

      건물

 위치

건축면적 100평 이상 8층 이상

동수 (%) 동수 (%)

중구 313 (42) 28 (78)

종로구 196 (26) 2 (5)

성동구 53 (7) 0

동대문구 51 (7) 0

서대문구 50 (7) 6 (17)

용산구 31 (4) 0

성북구 19 (3) 0

영등포구 17 (2) 0

마포구 14 (2) 0

합계 744 (100) 36 (100)

표 5-7. 1968년 국세청의 서울시내 빌딩 조사결과

(「시내에 백평 이상 빌딩 7백44개 건축자금수증경

우 고율세」,『매일경제』, 196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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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8. 1966년 12월 준공한 남대문로1가 조흥은행 본점 

(「종로, 서린동 일대 도심 전경」, 서울역사아카이브, 96246, 1982.;「박정희대통령조흥은행본점

개관식참석」, 국가기록원 소장, CET0021131, 1966.)   

특히 착공 3년만인 1966년 12월에 준공된 지상 18층의 조흥은행 본점은, 도심

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대형 고층건물 건설의 시작이었다. 1967년 『공간』에

서는 해방 이후 한국 현대건축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건축계 인사 11명에게 

현대건축 5작품의 선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4명이 조흥은행 본점을 선정했다. 선

정이유로 이천승은 “최근 오피스빌딩이 많이 세워졌지만 이 정도로 큰 규모의 커

튼월 시스템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고, 윤일주는 “오피스빌딩의 전

형”이라 평가했다. 그리고 특히 저층과 고층부의 분리에 대해 이해성은 “가로변

에 고층사무실이 계획되려면 적어도 가로공간의 질서 확보를 위해 가로변 건물 

높이의 정돈을 불가피하게 고려해하고, 그 이상의 고층은 전혀 별도의 조형요소

로서 처리하든지 건폐율을 축소시켜 그 여분의 면적을 Urban공간으로 처리하든

지 해야 도시가 조형 상으로 구제될 길이 열리기 때문에, 조흥은행과 같이 고층건

물 탑을 Urban공간 속에 일으켜 세우는 방법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정

덕은 “대도시 상업중심가에서 오피스타워를 도로와 인접대지로부터 후퇴시켜 자

기소유 대지상에 넓은 ‘영원한 공간’을 남김으로써 건물 자체나 도시의 기능과 품

격을 높이고 있는 점은 앞으로도 고층건물의 매스계획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

라 호평했다.299) 조흥은행 건설과 함께 당시 국외 고층건물의 준공소식과 세계 

주요 고층건물의 최고높이를 비교하는 내용이 신문기사로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

인 고층화의 열풍을 전달했다.300) 고층화의 경쟁 속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20

299)「한국현대건축11인선」,『공간』제13호 (1967), pp.28-33.;「특집 1960년대 건

축」,『공간』제37호 (1969), p.27.

300)「막부에 세계최고건물」,『동아일보』, 1966.09.19.;「카나다 토론토에 매머드빌딩 

건립」,『매일경제』, 1966.10.24.;「세계 주요8개국 빌딩높이 비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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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이상의 ‘매머드’ 건물이 건설되었고, 고층건물은 건축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았다. 

대연각호텔
(1967-1968, 21층)

한진빌딩
(1969, 23층)

조선호텔
(1967-1970, 20층) 

정부종합청사
(1967-1970, 22층) 

그림 5-49. 1960년대 후반-1970년에 준공한 20층 이상 빌딩 

(「건축계 1968」,『공간』제25호 (1968).;「KAL빌딩」, 국가기록원 소장, DET0020418, 1972.;

「조선호텔전경」, 국가기록원 소장, CET0066591, 1970.;「정부종합청사전경1」, 국가기록원 소

장, CET0043370, 1970.)  

조선호텔 한진빌딩 정부종합청사

그림 5-50. 1968년 고층건물 건설현장

(「건축계 1968」,『공간』제25호 (1968).;「정부청사,한국일보및한진빌딩건설현장5」, 국가기록원 

소장, CET0035673, 1968.;「정부종합청사공사현황2」, 국가기록원 소장, CET0030409, 1968.)  

건축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대형 고층건물의 건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철근콘

크리트조의 수공업적 시공방법을 탈피하는 여러 시도들이 20층 이상의 고층건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등장했다.301) 도심에서 처음으로 20층 이상으로 지어진 대

연각호텔은 여전히 재래식 공법으로 지어진 사례였다. 윤일주는 이 건물에 대해 

“재래식 철근콘크리트구조에 시공방법도 통나무 비계, 나무 거푸집 등 재래식으

로 한 건물로서 그 특징은 높고 빨리 지었다는데 그친다”고 평했다.302) 그러나 같

1966.12.22. 등   

301) 정인국,「두 개의 고층건물」,『공간』제27호 (1969),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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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 착공된 조선호텔은 역시 재래식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어졌으나, 현장에 

스틸파이프 비계와 고장력 철근 및 타워크레인과 레미콘 등 현대적인 장비가 사

용되었다. 한진빌딩은 국내최초의 완전한 철골조 고층건물로, H형강과 I빔을 사

용해 공기를 단축하고 공간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303) 정부종합청사는 국

내에서 사일로(silo) 건설에만 사용되었던 슬라이딩 폼(sliding form) 시공법이 건

물에 처음 적용된 사례였다.304) 

이러한 사례들은 “구조와는 하등 관계없이 외관만을 모방하는데 고심하던 습성

을 버리고, 건축의 모든 요소가 허위 없이 진실하게 융합되어 한국건축에서 초기

적 사대성을 불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 평가받았다.305) 그러나 “구조적 

필연성” 없는 구법과 재료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진빌딩의 철골

기둥 사이에는 구조와 별개로 외관상 수직선을 강조하기 위해 시멘트블록을 쌓아 

만든 덧기둥이 부착되었다. 이 덧기둥 사이에는 세장한 창이 설치되었고, 건물의 

외장은 타일로 마감되었다.306)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당시 건축계는 고층건물의 

합리적인 설계에 대한 각종 

논의를 활발히 진행했다. 

1968년에 일본 최초의 초고

층빌딩으로 일컬어지는 지상 

36층, 높이 147m의 가스미

가세키(霞が関)빌딩의 준공과 

함께,307) 국내에서도 일본 및 

302) 윤일주,「세 개의 Facade·기타」,『공간』제35호 (1969), pp.90-91.  

303) 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철골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

점이 있었다. 한진빌딩의 자재를 제공한 후지회사는 H형강의 장점에 대해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좌담 : 1968년 건축계의 동향과 비전」,『공간』제25호 (1968), p.63.)  

304)「변모(9)」,『매일경제』, 1968.12.26.; 위의 글, p.63.  

305) 정인국, 앞의 글, p.34.  

306) 윤일주, 앞의 글, p.90. 

307) 당시 일본의 건축기준법은 31m를 최고 절대높이로 했지만, 초고층빌딩 건설을 위

해 1961년에 「특정가구(特定街区)」제도가 제정되면서 이를 초월한 건물이 세워질 

수 있었다. 윤일주는 한진빌딩을 멀리서 보면 가스미가세키빌딩을 연상케 하지만 가까

이에서는 구조와 일치하지 않은 재료가 눈에 띄며, 가스미가세키빌딩이나 미국의 레버

하우스(Lever House)의 재료가 “구조적 필연성에서 온 고도의 메카니즘의 소산”이라

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東京の土地·空間史年表」,『建築雑誌』第127券 第1638

号 (2012), p.17.; 이상순,「오늘날의 일본건축이 뜻하는 것」,『공간』제9호 (1967), p.54.; 

그림 5-51. 해외 고층건물 구조방식 사례

(이창남,「고층건물의 구조방식」『건축』제13권 제1호 (1969),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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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고층건물을 참고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건축잡지에 게재되었다.308) 

    ※ 표시는 가스미가세키빌딩

그림 5-52. 해외 고층건물에서의 설계 풍하중 비교연구

(마춘경,「고층건축물의 설계 풍하중」,『건축』제12권 제1호 (1968), p.7.)    

그림 5-53. 고층건물의 경량화를 강조한 건축자재 광고 (『공간』제33호 (1969).) 

이러한 고층화의 조류 속에서 세워진 고층건물들은, 주로 일정한 높이로 조성

되었던 기존 간선도로변 경관을 크게 변화시켰다.([그림 5-54] 참조) 이들은 약 

3-5층 규모의 맞벽건축군이 만들어냈던 통일적인 가로입면의 질서에서 크게 벗

어나는 이질적인 것이었다.309) 

윤일주, 앞의 글, p.90.)  

308) 관련된 연구로는「고층건물에 있어 풍력과 그 영향」(권오식,『건축』제12권 제1

호 (1968)), 「고층건축물의 설계 풍하중」(마춘경,『건축』제12권 제1호 (1968)),

「Masonry Sturucture의 고층화에 대한 연구(完)」(김정식,『건축』제13권 제1호 

(1969)),「고층건물의 구조방식」(이창남,『건축』제13권 제1호 (1969)),「고층건물의 

구조와 시공」(김한섭,『건축사』제4권 제11호 (1969)),「고층화에 따른 공법의 동

향」(김형걸,『건축사』제4권 제12호 (196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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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는 남대문로4가 맞벽건축군

제2중앙토지구획정리 남대문지구 환지확정도

그림 5-54. 1983년 태평로의 건축물 입면현황과 지적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서울특별시 주요간선도로변 도시설계Ⅰ』(서울특

별시 도시계획과, 1983), p.135.;「제2중앙토지구획정리지구 남대문구(남북창 및 봉래동 지내) 환

지확정도」, 서울시청 소장)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고층건물 중에는 대형화된 맞

벽건축의 형태를 띠는 것이 많았다. [그림 5-55~56]은 

1960년대 후반의 건축잡지에 소개된 신축건물과 사진자료

에서 보이는 대형·고층 맞벽건축의 사례이다. 이중에 건물

이름을 알 수 있었던 삼정빌딩(서소문동), 삼성빌딩(을지로

1가), 문화방송(정동)의 건폐율은 각각 90.3%, 80%, 

83.4%로, 건축법의 상업지역 건폐율인 70% 제한을 크게 

웃돌았다.310) 이외에도 10층 이상 건물 가운데 건폐율 기

준을 초과해 대지를 최대한으로 사용한 경우가 다수 있었

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1968년 『건축』에 소개된 삼보

309) 당시 문학작품에서 묘사된 도심 고층건물은 공간의 계층화 또는 차별적 발달을 상

징하고 있었다. 1966년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에서 주인공인 길녀는 도심에 

신축된 십여 층의 건물을 보며 싸늘한 공포를 느꼈다. 이는 도시 하층민의 계급적 위

치에서 본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었다. 특히 대자본에 의해 세워진 고층건

물은, 주거와 상업지역이 혼재해있던 도시가 자본의 힘에 의해 중심과 주변부로 위계

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송은영,『서울 탄생기 : 1960~1970년대 문학으로 

본 현대도시 서울의 사회사』(서울: 푸른역사, 2019), pp.208-213.)

310) 상업지역이면서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건축물인 경우에 80%, 이와 동시에 가로모

퉁이 또는 시장 지정구역 안에서는 90%까지 완화되는 규정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5-55. 삼보한우공동빌딩 
(「작품」,『건축』제12권 
제1호 (1968),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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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공동빌딩(소공동)으로, 건폐율은 거의 100%에 육박했다. 

삼정빌딩 삼성빌딩 문화방송

그림 5-56. 1960년대 후반 건설된 대형·고층 맞벽건축의 모습 

(「서울 1967」,『공간』 제11호 (1967).; 서울사진아카이브;「서울시전경3」, 국가기록원 소장, CET0071014, 1968.; 

「준공뉴스」,『공간』제3호 (1967), p.83.; 김수근,「범태평양건축상 수상강연」,『공간』제56호 (1971), p.37.)  

건물명 설계 공기
층수

(지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삼성빌딩 무애건축연구소 1964.4-1966.7 10 1,200 959.75 80.0

유네스코회관 구조사건축기술연구소 1959.3-1966.12 13 1,252 1,011 80.8

문화방송 한국종합기술공사 1967-1970 17 2,181 1,818 83.4

대일빌딩 정일건축연구소      -1969 15 553.1 472.9 85.5

삼정빌딩 박형삼, 김창익 1964.5-1965.6 12 760 686 90.3

삼보한우공동빌딩 김인석 1967.3-1967.12 12 241* 240 99.6
* 토지대장의 대지면적

표 5-8. 1960년대 후반 건설된 건물 사례  

(「준공뉴스」,『공간』제3호 (1967), p.83.;「준공뉴스」,『공간』제4호 (1967), p.89.;「건축정

보」,『공간』제17호 (1968), p.24.;「국내건축정보」,『공간』제34호 (1969), p.102.;「작품」,

『건축』, 제10권 제2호 (1966), p.45.;「작품」,『건축』제12권 제1호 (1968),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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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적도 항공사진 

삼성빌딩

 중구 을지로1가 50 1973년

문화방송

 서대문구 정동 22 (現 중구 정동 22)

상림원터

삼정빌딩

 서대문구 서소문동 12 

 (現 중구 서소문동 12-1,7)

삼보한우

공동빌딩

 서대문구 서소문동 12 

 (現 중구 소공동 112-25,26,60.61)
1988년 

한국은행

대관정터

표 5-9. 1960년대 후반 건설된 10층 이상 고층 맞벽건축의 사례 (서울시항공사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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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는 이러한 대형·고층 맞벽건축 사례들이 어떠한 대지조건 속에서 지어

졌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대지에 세워

졌다. 대지는 앞서 살펴본 토지구획정리사업지의 경우보다 대규모였다. 또한 간선

도로 이외에 세도로나 공지와 접해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건물 후면으로 

문화방송은 상림원터, 삼정빌딩은 도로, 삼보한우빌딩은 대관정터와 한국은행 부

지에 접해있었다. 따라서 대체로 측면뿐만 아니라 후면까지 다른 건물과 가깝게 

조성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지 맞벽건축군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대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건물의 평면은 최대한의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위

해 대지의 형태와 유사하게 계획되었다. 그런데 사례 건물들의 저층부는 맞벽이

었지만, 간선도로 이면으로 세도로나 공지가 있거나 주변 건물에 비해 압도적으

로 높았기 때문에 건물에 사방으로 창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주로 건

물 전면을 통해서만 채광과 환기가 가능했던 과거 맞벽건축의 한계를 뛰어 넘는 

것이었다. 

삼성빌딩 문화방송

삼정빌딩 삼보한우공동빌딩

그림 5-57. 1960년대 후반 건설된 10층 이상 맞벽건축의 평면도

(「준공뉴스」,『공간』제3호 (1967), p.83.;「건축정보」,『공간』제17호 (1968), p.24.;「작품」,『건

축』제10권 제2호 (1966), p.45.;「작품」,『건축』제12권 제1호 (1968),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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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건물 내부에는 코어가 정착했다.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기 위해 

내부동선과 설비를 집약적으로 배치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던 것이다. 특히 삼보한

우공동빌딩은 기존의 맞벽 공동건축이 더욱 고층화되었음은 물론, 공간사용 면에

서도 진화한 사례로 주목된다. 이 건물은 건축주의 합의 하에 인접한 두개의 필지 

위에 지상 12층, 건축면적 240㎡ 규모의 한 동으로 지어진 것으로, 대지를 공동

유효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311) 건물 내부에는 대지경계선상에 공동으

로 사용하는 출입구 및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이 배치된 코어가 설치되었다. 

앞서 을3지구와 남대문지구에서 살펴본 공동건축이 주로 건물 출입구에서 2-3층

까지의 계단만을 공유하고 이후에는 별도의 코어계단을 각각 설치했던 것에 비

해, 보다 계획적으로 내부공간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311)「작품」,『건축』제12권 제1호 (1968),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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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행정력 강화와 대형 상가아파트 

한편 1950년대 등장한 상가주택이라는 간선도로변의 복합용도 고층건물은, 

1960년대 후반에 시장 현대화계획의 추진과 상가아파트의 건설을 통해 계승·확

장되었다. 시장은 사회질서 확립과 도시미화를 위해 특별히 관리해야할 중요한 

도시시설로 간주되어왔다. 특히 위생, 안전, 교통, 미관상의 이유로 서울시는 도로

나 소개공지에 지어진 무허가시장의 철거를 오랜 기간 추진해왔다.312) 여기에 정

부가 1961년 8월에 “시장을 적절히 운영하게 함으로써 상업의 정상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진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시장법」과 동시행령

을 공포하면서, 전국의 시장은 기존에 갖추지 못한 구조와 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914년에 제정된 조선총독부령 「시장규칙」은 조선의 

시장 재편을 위해 모든 시장을 경영방식에 따라 제1호부터 4호까지 분류하고 이

에 해당되지 않는 시장은 폐쇄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했다.313) 이에 비해 시장법

은 시장에 구비되어야 하는 시설들을 제시하고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시장을 

제재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314) 

1959년 11월에 착공, 1961년 

11월에 완공된 평화시장은 서울

에서 현대적인 시장 건설의 초기 

사례로 주목된다. 기존의 평화시

장은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실향

민과 피난민들이 청계천변에 집

중적으로 자리 잡으며 형성한 무

허가시장이었다. 하지만 1958년

에 청계천 복개공사가 본격화되

312)「무허가시장철거 3월15일에 완료」,『동아일보』, 1950.01.06.;「충무로노점을 돌

연철거 시정처사에 물의!」,『경향신문』, 1952.07.13.;「청계천판자집도 4월부터 강

권철거」,『경향신문』, 1956.02.24.;「시의원등 방해로 천연」,『동아일보』, 

1959.01.11.   

313) 박일향,「일제강점기 경성부 공설시장의 입지와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13), pp.18-20.  

314) 시장법 시행령 제1조에 제시된 시장이 구비해야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았다. 1)내

화구조의 벽으로써 구획된 건물, 2)소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3)상,하수도 

및 변소설비(상수도 시설이 없는 시, 읍면에 있어서는 음용할 수 있는 정수로 가름할 

수 있다), 4)오물처리장의 설치, 5)시장구역 내의 도로포장, 6)건물 내의 채광과 환기

설비, 7)기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설비. 

그림 5-58. 「지번입최신서울특별시가도」(1968년)에 

표기된 평화시장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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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시급히 철거해야할 대상이 되었다. 또한 당시 평화시장에는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평화시장의 점포를 다른 시장의 여유부지

에 입점 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959년 5월에 결성된 평화시장재건위

원회가 이에 반대하자, 서울시는 평화시장 부근에서 청계천 암거(暗渠)의 폭을 기

존 계획인 50m에서 70m로 넓히고, 넓어진 20m 구간을 상인들에게 제공해 평화

시장을 재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때 20m를 넓히는 공사비용은 평화시장 상

인들에게 부담하고 상인들에게 매년 시장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이후 오간수

교까지의 청계천 복개공사가 마무리된 1961년 12월보다 한 달 앞서, 길이 약 

600m, 면적 약 7,400평, 지상 3층 규모의 새로운 평화시장이 완공되었다.315)  

 

 

 1960년

 

 

 1965년

 

 

 1966년

그림 5-59. 청계천 복개도로변 평화시장의 전경 

(「청계천변판자집철거2」, 국가기록원 소장, CET0040114, 1960.;「서울청계천복구공사1」, 

국가기록원 소장,  CET0035613, 1965.;「서울시전경4」, 국가기록원 소장, CET0066548, 

1965;「서울시내건설사항공중촬영4」, 국가기록원 소장, CET0035632,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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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당시의 계획도면이나 관련 논의는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평화시장의 건

물 형태에는 간선도로변으로 고층건물을 연달아 세우고자 해왔던 서울시의 도시

계획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었다. 그리고 1층에는 약 100m 간격으로 출입구가 

만들어졌고 각 출입구 사이에는 속복도를 중심으로 100여 개의 점포가 배치되었

다.316)

그림 5-60. 평화시장 가동 1층 현황평면도 

(청계천박물관,『(메이드 인 청계천)동대문패션의 시작, 평화시장』(서울: 청계천박물관, 2019), p.39.) 

서울시는 1966년 김현옥 시장의 부임 이후부터 본격적인 시장 현대화에 착수

했다. 당시 서울시는 연료 현대화, 장비 현대화, 전차 현대화, 하수도 현대화 등 

필수적인 각종 도시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317) 1967년 중앙도매시장의 

개조는 시장 현대화계획의 시작이었다. 중앙도매시장은 일제강점기에 서울역 근

처 염천교 북쪽에 건설된 것으로, 이 계획은 중앙도매시장 자체의 신축과 더불어 

부지 내에 민간투자로 한국 최초의 ‘미국식 슈퍼마켓’과 ‘아파트’로 구성된 ‘고층

건물’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318) 서울시가 민간자본 11억 원을 유치해 건

립한 이 건물은 1968년에 6월 뉴서울슈퍼마켓이라는 이름으로 개장되었다. 이 

건물이 원래 계획대로 완공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319) 서울시는 뉴서울슈

퍼마켓을 통해 아파트와 결합된 민자유치 시장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위치는 [그림 5-40] 참조) 

315) 청계천박물관,『(메이드 인 청계천)동대문패션의 시작, 평화시장』(서울: 청계천박물관, 

2019), pp.7, 26, 106-10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7, pp.248-250.   

316) 청계천박물관, 위의 책, p.26.  

317)「연료현대화전시장 3일 개장 20일까지」,『경향신문』, 1966.12.02.;「오물수거료 

시민에 2중부담」,『매일경제』, 1966.12.26.;「전차는 변두리로」,『동아일보』, 

1967.09.20.;「1967 새서울설계 우렁찬 건설보」,『경향신문』, 1967.01.04.     

318)「현대식 슈퍼·마케트로 건립 중앙도매시장」,『매일경제』, 1967.02.10.; 「시장유

통질서에 혁신」,『매일경제』, 1967.07.24.

319) 당시 신문기사에서는 뉴서울슈퍼마켓이 지하에는 식당, 식료품, 슈퍼마켓, 1층에는 

은행, 상점, 2-4층은 극장, 다과점, 전시장, 사무실, 그리고 11층까지는 호텔 등으로 

쓰이는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건물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과 서울사

진아카이브에 소장된 사진 속 건물은 지상 5층 규모이다. (「뉴서울 슈퍼마켓 개장. 

식료품은 냉장판매」,『조선일보』, 196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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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1. 뉴서울슈퍼마켓 광고 (「점포신청안내」,『동아일보』, 1968.02.02.) 

그림 5-62. 중앙도매시장 현대화 계획

(「현대식슈퍼마케트로건립 중앙도매시장」,

『매일경제』, 1967.02.10.) 

그림 5-63. 1968년 개장한 뉴서울슈퍼마켓

(「뉴서울슈퍼마켓전경」, 국가기록원 소장, 

CET0043836, 1968.; 서울사진아카이브) 

이어서 서울시는 1967년 중순부터 서울시내 시장에 대한 현대화계획을 의욕적

으로 추진했다. 서울시는 신설시장은 물론 기존시장 중에서 허가갱신 신청을 내

는 시장은 모두 내화시설 및 소방도로 등을 갖춘 ‘2층 이상’의 현대식 건물로 개

조하도록 하고, 이러한 현대화 조치에 응하지 않는 시장은 허가 취소한다는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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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서울시내 85개 시장 중 23개 시장을 1970년까

지 모두 현대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320) 대상 시장들은 목조 및 블록조로 지

어진 것으로, 시장법 공포 이전에 세워졌거나 기존의 무허가시장이 허가를 받아 

합법화된 것이거나 기존 공설시장의 불하로 만들어진 시장이었다.321)

구별

시장 총 현황 건물개선을 요하는 시장

시장 수 건평
전체 개조 일부분 개조  

시장 수 건평 시장 수 건평

종로 6 5,842 2 2,491

중구 8 32,372 1 8,755 2 1,173

동대문 12 9,471 2 299

성동 8 7,441 2 1,402

성북 11 7,417 2 377

서대문 13 4,608 2 816 1 341

마포 5 1,865

용산 8 1,686 2 496 2 267

영등포 14 4,020 4 1,025 1 21

계 85 74,722 13* 14,985 10** 2,478
*

**

 

13개 시장 :

 

10개 시장 :

 

통인시장, 왕십리시장, 뚝도시장, 응암시장, 대림시장, 이태원시장, 후암시장, 신

노량진시장, 노량진시장, 양평시장, 신길시장,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자유시장, 중부시장, 돈암시장, 제기시장, 전농시장, 아리랑시장, 대조시장, 한남

시장, 용문시장, 흑석시장

표 5-10. 1967년 서울시내 시장 현황과 시장 현대화 대상 

(『시장개설관계철8(60)』, 국가기록원 소장, BA0039250, 1967.) 

대림시장 우이시장

그림 5-64. 1960년대 시장 현황 

(『시장관계철(대림시장-2)』, 국가기록원 소장, BA0036180, 1964.;『시장개설관계철10(60)』, 국

가기록원 소장, BA0039251, 1969.) 

그리고 1967년 8월에 서울시 산업국은 사업의 지침이 되는 「슈퍼마켓지도요

령」과 「시장 현대화계획」을 각 구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기존의 시장이 구태

320)「특정품 전문시장 서울시서 설립계획」,『매일경제』, 1967.05.10.;「시서 계획 통

인 등 20개 시장 70년까지 현대화」,『동아일보』, 1967.09.14.

321)『시장개설관계철8(60)』, 국가기록원 소장, BA0039250,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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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운영방식으로 공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선진국에서는 소

비자에게 싸고 좋은 물건을 편리한 방법으로 공급하는 슈퍼마켓이 번성하고 있다

고 보았다. 「슈퍼마켓지도요령」은 현재 계획 중이거나 장래에 건립될 슈퍼마켓

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슈퍼마켓이란 유통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하

나의 기업이 생산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유통경비를 절감해 소비자

에게 일용필수품을 저가로 공급하는 운영방식을 의미했다. 또한 초현대식 건물 

내부에 규격화된 상품을 대량 진열하고 상품의 회전속도를 높여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하는 영업방식이었다. 시설적인 면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방화벽을 제외한 내

부 벽을 없앰으로써 모든 매점이 한 눈에 보일 수 있는 평면과, 냉난방, 냉장냉동

시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기계시설이었다. 점포의 배치는 1층에 신선

식료품, 2층에 의류, 잡화, 전기용품 등으로 제시되었다.322) 

그림 5-65.「슈퍼마켓지도요령」과 「시장 현대화계획」및 지역별 시장등급제의 내용

(『시장개설관계철8(60)』, 국가기록원 소장, BA0039250, 1967.)  

한편 「시장 현대화계획」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함께 도시재개발사업

의 일환으로 “수도의 면모”와 시장시설을 일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즉, 시장법

에 규정된 시설을 완비한 현대식 시장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세부적으로는 1)시

장시설의 완전 내화구조화, 2)“시장의 고층화” 및 현대식 시설로의 개선, 3)토지

구획정리지구 내 시장 단기개설 촉진으로 도심인구 분산, 4)무허가시장 일소, 5)

시장운영 개선으로 시민에 봉사, 6)시장 내 환경 정돈, 7)유통질서 개선이라는 목

322) 지도요령의 내용은 1)시설(대매점화, 간판, 기계시설), 2)경영(기업화, 유통질서, 선

전, 개점일, 청소, 경비), 3)상품취급(상품분류, 대량진열, 상품구성, 상품의 규격화), 

4)점포배치, 5)상품포장(포장재, 포장단위), 6)정찰제, 7)종업원 복장, 8)흉장(胸章), 9)

무인도량형기 설치, 10)상도덕 교육, 11)지도관 상근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시

장개설관계철8(60)』, 국가기록원 소장, BA0039250,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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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설정되었다. 그런데 결국 시장 현대화계획이란 기존의 단층 목조 시장을 내

화구조의 ‘고층건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가 제시한 것이 “지역별 시장등급제”였다. 이것은 도심지형 10층 이상, 부(副)심

지형 5층 이상, 주변지형 3층 이상이라는, 지역에 따른 시장의 최저층수 제한이었

다. 여기에서 서울시가 최저층수를 기준으로 한 도시계획의 수법을 견지하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등급제에 부응하는 현대식 건물의 내부시설로는 주차

장, 아파트, 문화시설 등이 있었다. 그리고 시장 현대화계획에서의 현대화된 시장

의 운영방식은 슈퍼마켓과 유사했다. 즉, 법인운영체가 생산자와 직접 거래해 저

가격 정책을 펴고, 일률적으로 설정된 상품가격을 정찰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

공하는 것이었다.323) 

이후 서울시는 계획의 파급효과를 위해 각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현대화할 1개

씩의 시장을 1967년 10월까지 선정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1968년부터 본격적

인 현대화사업을 시작했다.324) [표 5-11]은 1968년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4

개 시장을 개괄한 것이다. 종로구에서 4개, 영등포구 3개, 성동구 2개, 용산구, 성

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구에서 각 1개의 시장이 선정되었고, 모두 민간자본

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각 시장의 사업개요에서 가장 첫 번째로 표기된 사항이 

바로 ‘층수’였다는 점에서도, 고층건물로의 개조가 시장 현대화계획의 주된 목표

였음을 알 수 있다. 2층으로 계획된 궁정시장(종로구)을 제외하면, 사업대상 시장

은 기본적으로 지역별 시장등급제에 따른 최저층수 이상으로 계획되었다.   

시장명 구 층수 대지(평) 연건평 소요 민간자본(원) 시행기간

1 궁정시장 종로구 2층 546 800 60,760,000 1968.1~1968.12

2 용산시장 용산구

3층

273 541 30,000,000 1968.4~1968.11

3 우이시장 성북구 443 1,260 67,490,000 1968.1~1968.12

4 신길시장 영등포구 596 1,254 53,310,000 1968.4~1970.12

5 휘경시장 동대문구 1,048 877 38,456,000 1968.4~1968.8

6 만리시장 서대문구 4층 560 2,000 40,000,000 1968.1~1968.9

7 원서시장 종로구

5층

100 400 28,000,000 1968.1~1968.12

8 통인시장 종로구 280 1,400 71,200,000 1968.5~1968.10

9 신노량진시장 영등포구 1,094 4,655 250,800,000 1968.1~1969.12

10 성동시장 성동구 2,200 6,150 300,320,000 1968.2~1968.8

11 왕십리시장 성동구 2,760 5,520 253,160,000 -

12 구영등포공설시장 영등포구 8층 3,715 18,500 925,000,000 1968.4~1970.12

13 남대문시장 중구 13층 10,900 9,300 10,000,000,000 1968~1969

14 낙원슈퍼마켓 종로구 15층 3,000 17,000 883,793,220 1967.9~1969.6

표 5-11. 1968년도 시장 현대화계획 시범사업 개요 

(『시장개설관계철8(60)』, 국가기록원 소장, BA0039250, 1967.) 

323)『시장개설관계철8(60)』, 국가기록원 소장, BA0039250, 1967.   

324)『시장개설관계철8(60)』, 국가기록원 소장, BA0039250,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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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에 소장된 관련 자료를 통해 실제 시장 현대화계획의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표 5-12]는 1968년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우이시장을 포

함한 6개 시장의 계획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각 시장의 현대화계획은 “잡상이 밀

집해 화재 위험이 큰 위생 불량한 건물”을, “현대식 고층건물”로 재건해 “변두리 

지역의 발전과 도시미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사업은 일반적으

로 시장운영 주식회사가 현대화계획서를 관할 구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도로 

확장이나 대지 합필 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시장대지에 3-6층 규모

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건설하고 시장개설 허가를 얻어 운영을 시작하는 순서

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확보

의 문제로 건설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조시장의 현대화계획서에 따르

면, 건축공사비와 부대시설비 등 총 3억 원의 소요예산을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점포임대차 보증금, 그리고 ‘아파트 분양금’을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었

다.325) 아래 6개 시장 모두 상층부는 단위주호 10평대의 아파트에 할당되었는데, 

이는 대조시장과 같이 재원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뉴서

울슈퍼마켓에서부터 시도되었던 상업시설과 아파트의 결합은, 고층건물 건설을 

통한 도시미화와 더불어 민자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실용적인 대안이었다.326)

　

　
시장명 사업구분

기존
계획

( 면적단위 = 평 )

구조대지면적연면적 층수 연도 구조 대지면적연면적 층수 지하1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1 우이시장 시범사업 목조 443 -　

1

1968

철근 

콘크

리트

443 720 3 식품 잡화
서민

주택

2 수색시장
무허가 

양성화
목조 1115 231 1968 676 972 3 식품 의류 아파트

3 대림시장

갱신조건

블록 1059 362 1001 1668 4 점포
점포 

아파트
아파트

4 한남시장 - -　 -　 1968 421 1512 B1/4　주차 점포
문화시설 

아파트
아파트

5 대조시장

구청특수사업

목조 932 -　 1969 932 3800 B1/5　
공물

청과
잡화 의류

근린

생활
아파트

6 이태원시장 목조 360 267 1970 360 1480 B1/6　주차 점포
점포 

아파트
아파트 옥탑

표 5-12. 시장 현대화계획의 사례

(『시장개설관계철8(60)』, 국가기록원 소장, BA0039250, 1967.;『시장관계철(수색시장-1)』, 국가기록원 소장, 

BA0036193, 1968.;『한남시장시설변경철』, 국가기록원 소장, BA0578743, 1968.;『시장관계철(대림시장-2)』, 국가

기록원 소장, BA0036180, 1964.;『시장관계철』, 국가기록원 소장, BA0036209, 1968.;『이태원시장시설변경승인

철』, 국가기록원 소장, BA0578751, 1969.)         

325)『시장관계철』, 국가기록원 소장, BA0036209, 1968.  

326) 아파트의 거주민을 구체적으로 상정한 시장은 두 곳이었으며, 시장상인과 저소득층

이라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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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시장 투시도

수색시장 입면도

수색시장 단면도 이태원시장 1층 평면도

그림 5-66. 시장 현대화계획 도면

(『시장개설관계철8(60)』, 국가기록원소장, BA0039250, 1967.;『시장관계철(수색시장-1)』, 국가

기록원소장, BA0036193, 1968.;『이태원시장시설변경승인철』, 국가기록원소장, BA0578751, 

1969.)  

그리고 당시의 시장 현대화계획 도면은, 현대화된 시장의 모습이 간선도로변으

로 일정한 층수의 고층건물이 도열한 과거 을3지구나 남대문지구의 풍경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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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단일 주식회사가 전체 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건물을 

계획했기 때문에, 시장건물은 소형필지에 개별적으로 건설되었던 이전 시대 맞벽

건축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형화되었다. 또한 점포와 아파트로 구성된 공

간의 계획방식은 상가와 주택을 결합시킨 상가주택과도 유사했다. 하지만 서울시

는 시장 현대화계획을 통해 층별 판매물품의 종류 및 냉장시설, 환기시설, 수세식

화장실, 통로, 오물장, 상하수도, 방화시설 등 시장 및 점포에 반드시 구비해야할 

설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업시설의 개선에 

집중했다. 

그림 5-67. 1969년 서울시의 행정방침  

(서울특별시,『도시는 선이다』(서울특별시, 1969), pp.6,9.) 

시장 현대화계획은 기존 시장을 고층건물로 재개발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상층

부에는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을 접목시켰다. 이는 당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했던 상가아파트 건설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서울시는 1966년의 『서울도시기본

계획』에서 도심재개발이 서울의 심장부인 상업, 업무지역의 개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구증가를 대비해 상업지역에서 집약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고

층아파트 혹은 상가아파트의 건설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327) 그리고 1967년 

세운상가를 시작으로, 서울시는 불량지구 정비의 일환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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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를 중심으로 상가아파트를 건설해나갔다.   

성북천변 신촌
그림 5-68. 상가아파트 투시도 

(서울사진아카이브;「성북천변에 상가아파트, 민간자본 7억 들여 30일 착공」,『조선일보』, 

1967.10.24.;「마포에 상가아파트, 신촌로터리에 기공」,『조선일보』, 1967.11.03.) 

1968년 1972년
그림 5-69. 1968년 건설된 동대문상가아파트

(서울역사박물관,『창신동:공간과 일상』(서울역사박물관, 2011), p.54.; 서울사진아카이브) 

상가아파트는 주로 간선도로 및 하천변에 건설되었다. 특히 하천복개는 상가아

파트 건설의 중요한 배경이었다. 서울시는 수질오염, 범람, 교통난 등 하천으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하천공사를 추진했다. 이때 서울시

는 막대한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천복개로 만들어진 공공용지를 도로 및 상

32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앞의 책, 1966, pp.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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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즉, 민간업체 또는 개인의 투자액

으로 하천의 일부구간을 복개하는 대신, 복개지 점용료를 상당 기간 면제해주거

나 건설허가 완화혜택을 제공해 상가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후반부터 하천복개로 조성된 대지에 상가아파트가 활발히 건설되

었다.328) 

또한 상가아파트의 건설은 무질서한 하천변을 정리하는 수단이었다. 즉, “갖가

지 사회악을 조성”하고 있는 무허가판자촌을 “말끔히 정리”하기 위한 방법이었

다. 무허가판자촌은 특히 청계천변에 집중해있었다. 1966년 『주택』에 실린 글

에서는 [그림 5-70]과 같이 청계천변 무허가판자촌과 상가아파트 계획안을 대비

해 보여주고 있었다. 무허가판자촌과 같이 “조잡한 도시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에게는 조잡한 성격밖에 조장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갖가지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었고, 당시 건설이 완료되어 즐비하게 늘어선 상가아파트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아가 토지부족과 인구증가 및 “서울의 미래상과 

국제도시로서의 체모를 위해” 고층화는 필연적이라 간주되었다.329) 

그림 5-70. 청계천 주변 무허가판자촌과 대비시킨 상가아파트 배치도 

(김인배,「제3회 한국건축가협회전입선작 : 청계로 주변 시범 상가 및 아파트 계획」,『주택』제16

호 (1966), pp.92-92.)  

상가아파트는 간선도로변 고층화를 통해 도시를 미화시키고 토지를 고도로 이

용하고자했던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가장 극명하게 반영된 건물이었다. 상가아파

트의 규모는 5-6층이 일반적이었고, 세운상가와 낙원상가의 경우에는 초고층인 

17층이었다. 그런데 특히 하천변에 건설된 상가아파트는 대지의 형태를 따라 연

속적인 선형(線形)으로 배치되었다. 건물은 주변 가구의 규모와 보행거리를 고려

해 분절되었지만, 주변 필지와 건물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로 연달아 세워지면서 

328) 강승현,「1960-1970년대 서울 상가아파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0), pp.30, 58, 70-76.  

329) 김인배,「제3회 한국건축가협회전입선작 : 청계로 주변 시범 상가 및 아파트 계

획」,『주택』제16호 (1966), pp.91-9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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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이면의 경관을 가리고 정돈된 가로입면을 연출했다.330) 이러한 형태에는 주

변의 불량지구를 은폐하려는 의도도 반영되어 있었다.331)     

※ 시민아파트는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시가 공사비 전체를 부담해 건설한 아파트

   를 말함. 삼일시민아파트는 상가아파트와 같이 저층부에 상가가 설치됨. 

그림 5-71. 1969년 건설된 청계천 삼일시민아파트

(「서울시내전경42」, 국가기록원 소장, CET0066317, 1976.)    

동대문상가아파트(1968) 삼선상가아파트(1969) 성북상가아파트(1970)

그림 5-72. 하천변 상가아파트의 배치도

(강승현,「1960-1970년대 서울 상가아파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p.84-85.) 

330) 강승현, 앞의 글, pp.84-87.; 강승현, 심우갑,「1960-1970년대 서울 상가아파트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제29권 제1호 (2009), 

p.404.  

331) 김정식(정림건축)은 전시효과 위주의 도시행정을 비판하며, 청계천 6, 7가의 상가

아파트(동대문상가아파트)가 주변의 불량주택을 ‘은폐’하기 위해 급조로 건설된 ‘영구

(永久)슬럼’이라 주장했다. (「전시효과」,『동아일보』, 198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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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시에 하천변의 상가아파트는 매우 예외적인 조건하에 건설된 것이었

다. 하천복개를 통해 인공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대지는 일정한 폭의 대형으

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단일주체가 건설했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와 규모

로 대형건물을 연달아 지을 수 있었고, 건물내부에는 단위점포와 주호 및 이들을 

연결하는 복도와 코어를 계획적으로 배치시킬 수 있었다. 또한 대지는 대부분 사

방으로 도로와 접했기 때문에 단위주호에서의 채광, 환기 등 실내 환경도 보다 개

선될 수 있었다.332) 이러한 상가아파트의 건설은 도심 간선도로변 경관을 획기적

으로 바꾼 대규모개발이었다.   

그림 5-73. 삼선상가아파트 평면도(左)와 홍제천 복개 후 사용계획(右) 

 (강승현,「1960-1970년대 서울 상가아파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p.

ⅹⅹⅵ,ⅹⅹⅹⅵ.) 

332) 하지만 도로변에 주택이 위치하면서 소음, 방범, 사생활 침해 등 여러 문제점이 제

기되었고 방화시설 미비로 대형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강승현, 앞의 글,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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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결 

1962년에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분리 제정되면서 해방 후에도 효력을 유지했

던 시가지계획령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건축법 역시 시가지계획령의 내용을 약간 

수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최고 절대높이와 구역지정을 통해 건축물의 최고 및 최

저높이를 제한하는 체계는 그대로 적용되었다. 한편 1962년은 서울의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시작된 해이기도 했다. 이때에도 서울시는 주요 시가지의 건물 

고층화를 도시계획의 주요목표로 설정했다.   

시가지 고층화계획은 196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

는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규정하는 ‘고도지구’와, 불량지구 개조를 위한 ‘재개

발지구’, 그리고 ‘미관지구’의 설정을 고안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종 지구의 

지정을 활발히 추진했지만, 고층화계획의 일환으로 ‘고도지구’가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고도지구는 최고한도 고도지구로 정착했다. 최저높이의 제

한은 도로를 중심으로 한 미관지구를 통해 추진되었다. 당시 도로신설, 아파트 건

립 등 도시개발이 도시미관의 조성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국제

적 면목유지’ 등 현대적인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간선도로변 건축물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공유되었던 것이다. 종별 최저층수, 최소면적 

등을 지정하는 미관지구 조례의 제정이 시도되었지만 1960년대에는 제정되지 못

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만 진행되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고층화를 유도하는 가운데, 제2중앙토지구획

정리 남대문지구에 1960년대 초에 건설된 맞벽건축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 간

선도로변에 세장한 형태의 맞벽건축이라는 유형이 계속 채택된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서울의 상징인 남대문의 중수공사와 주변 미관정리와 연관해서 생각

해볼 수 있다. 맞벽건축은 미개발지역에 통일적인 고층의 가로경관을 민간에서 

빠르게 조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계속 채택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건물들

은 대다수 3층으로 지어졌던 을3지구의 사례보다 한층 고층화되었다. 그리고 대

부분 소형필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건축의 형태

로 지어졌다. 역시 공동 출입구를 두고 2-3층까지 계단을 공동사용하고, 상층부

에는 별도의 계단을 각각 설치하는 방식이었다. 

간선도로변 맞벽건축은 1960년대에 지속적으로 건설되며 점차 다양한 모습으

로 전개되었다. 1960년대 서울 도시계획을 통한 간선도로와 행정구역의 확장에 

수반해 맞벽건축은 확산되었다. 염천교의 사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 이외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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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로변에 건설된 맞벽건축의 초기 사례이다. 규모와 입면양식의 변화는 청계천

과 중림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부도심 및 한강이남에서 반복적으로 건

설된 맞벽건축은 서울 간선도로변의 보편적 경관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특히 1960년대 후반이 되면 건축기술의 발달과 함께, 도심에 20층 이상의 고

층빌딩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인 고층화의 조류 속에서 세워진 이 건물

들은, 주로 일정한 높이로 조성되었던 기존 간선도로변 경관을 크게 변화시켰다. 

그리고 당시 사진들에서 이러한 건물들이 대형화된 고층 맞벽건축의 형태를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물들은 주변에 넓은 공지를 두거나 전후면으로 도로가 

배치된 대형필지에 세워졌다. 형태적으로는 기존의 맞벽건축과 유사했지만, 주변

에 공지를 갖춘 대형필지라는 대지조건이 대형·고층 맞벽건축을 환경적인 면에서 

개선시킬 수 있었다.   

또한 강화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시장 현대화계획’과 함께 도로변에는 일정 높

이의 철근콘크리트조 시장건물이 계획되었다. 이때 도심 10층 이상, 부도심 5층 

이상 등 지역별로 시장의 최저층수를 제한하는 등급제가 적용되었고, 공통적으로 

상층부에 아파트가 계획되었다. 그리고 아파트의 건설을 강조한 김현옥 시장 재

임 당시, 간선도로변에 상가아파트가 활발히 건설되기에 이르렀다. 대규모개발로 

건설된 상가아파트는 이전 시대의 개별 소형 맞벽건축군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소

형필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시가 그려온 간선도로변 고층화를 통한 도시미화

를 극적으로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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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70년대 이후 도시계획과 간선도로변 건축의 

변화

6.1 새로운 고층건물 개발방식의 등장 

   6.1.1 제한된 고층화의 문제

   6.1.2 최고높이 제한의 폐지와 용적률제도

   6.1.3 최소 대지면적의 제한 

   6.1.4 블록단위 도심재개발 논의의 심화  

6.2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의 확장과 변화

   6.2.1 미관지구제도와 간선도로변 최저층수의 제한

   6.2.2 거주환경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강화

 

6.3 1990년대 이후 맞벽건축의 새로운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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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새로운 고층건물 개발방식의 등장 

6.1.1 제한된 고층화의 문제  

1960년대 중후반을 거쳐 가속화된 시가지 고층화는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했

다. 첫 번째는 도심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대형 고층건물과 관련되어 있

었다. 이중에는 시의 허가를 받고 지어진 것도 있었으나, 많은 경우 최고 절대높

이 제한에 따라 허가받은 층수를 훨씬 초과하거나 필요한 공지를 갖추지 않거나 

대지경계선을 침범한 불법건물에 해당했다. 여기에는 한진빌딩, 건설회관 등 사무

용 빌딩뿐만 아니라 세운상가, 낙원상가아파트 등 도심에 건설된 상가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었다.333) 

그림 6-1. 위법 고층건물 문제를 다룬 신문기사  

(「위법건축에 무력한 행정 고층 안전진단」,『동아일보』, 1971.12.28.) 

도심의 불법 고층건물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과도한 층수와 부족한 

공지는 극심한 교통난, 주차난과 거주환경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소방 설비·도로

를 갖추지 못해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하지만 법은 강제성을 갖지 못했고 

서울시는 오히려 고층화를 장려하면서 도심 비대화는 가속화되었다. 서울시는 위

333)「빼앗긴 시민통로」,『경향신문』, 1968.10.29.;「불법건축물문제」,『동아일보』, 

1969.08.25.;「불법건물 단속에 구멍 191건 눈감아줘」,『매일경제』, 1969.11.13.;

「국감서 폭로 고층건물 99% 위법」,『경향신문』, 197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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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대해 소액의 벌금만 부과하거나 심지어 불법건물의 양성화를 추진했던 

것이다.334) 

이에 대해 손정목은 1960년대까지 지어진 

모든 건축물은, 허가에서 준공까지 정식절차를 

밟아 지어졌어도 허가가 난 대로 혹은 법에서 

규정된 대로 지어지고 관리된 것이 거의 없다

고 말할 정도였다. 이웃한 타인의 대지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큰 건물을 짓거

나, 허가과정에는 잘못이 없었으나 건물을 짓

는 과정에서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짓거나(건

폐율과 층수 위반), 준공검사를 받고 건물등기

까지 끝낸 뒤에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는 사

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이다. 특히 1970년

대 초는 부정의 사례가 극에 달해 “살벌의 경

지”에 이르렀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

로는 1)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 전반기까지

의 긴 무(無)건축시대가 건축공간의 확장에 무

조건적인 갈증을 느끼게 했다, 2)광복 직후부

터 이어져온 ‘사바사바’의 풍조가 극에 달해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세태가 되었다, 

3)건축법 위반에 대한 벌칙(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이 너무 가벼웠다. 4)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지어진 건물의 허

가와 준공과정이 깨끗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했다.335) 그리고 도심 고층건물을 중심으로, 

최고 절대높이 제한과 같이 건축기술이 미비했

던 시기에 만들어진 기준이 과연 현실에 부합

하는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

다.336) 

334)「불법고층건물양성화」,『동아일보』, 1969.06.17. 

335) 손정목,「도시50년사 18: 1972년 건축파동」,『도시문제』제38권 제419호 

(2003), pp.110-115.

336)「사문으로 누르는 마천빌딩」,『동아일보』, 1969.11.13.  

그림 6-2. 1960년 이후 발생한 대형화재

(「60년 이후 주요화재」,『동아일보』, 

197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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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1971년에 발생한 대연각호텔 대화재 

(「대연각호텔화재진화장면2,국가기록원 소장,CET0066976,1971.;「결함맘모스」,『동아일보』,1971.12.28.) 

고층화의 두 번째 문제는 고층화가 일부 지역에만 집중된 채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의 간선도로변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급진적인 고층화

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가지 전반에 걸쳐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낙후된 저층건물이었다. 다음 통계표는 1966-1968년에 서울시 영업용 건축물의 

높이는 1층이 지배적이었고 전체의 약 90%가 2층 이하였음을 보여준다. 10층 이

상 고층건물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전체에서 0.1%를 점유하는 수준이었다. 

구조적으로도 여전히 전체의 약 1/3 이상을 목조건물이 차지하는 실정이었다.  

           층수
 연도

1층 2층 3층 4층 5층 6~9층 10층~ 합계

1966
동수 18,320 6,424 1,380 486 238 111 18 26,977 
(%) (67.9) (23.8) (5.1) (1.8) (0.9) (0.4) (0.1) (100)

1967
동수 20,303 5,622 1,845 723 366 173 24 29,056 
(%) (69.9) (19.3) (6.3) (2.5) (1.3) (0.6) (0.1) (100)

1968
동수 25,685 7,168 2,501 913 392 248 46 36,953 
(%) (69.5) (19.4) (6.8) (2.5) (1.1) (0.7) (0.1) (100)

표 6-1. 1966-1968년 서울시 영업용 건축물 층수

(서울특별시 통계과,『서울통계연보』(서울특별시 통계과, 1969), pp.170-171.)  

           구조
 연도

목조
벽돌 또는 

석조
시멘트벽돌 

및 블록
벽돌 및 블록

철골, 
철근콘크리트

기타 합계

1966
동수 11,324 2,807 6,467 1,723 3,397 1,259 26,977 
(%) (42.0) (10.4) (24.0) (6.4) (12.6) (4.7) (100)

1967
동수 10,405 3,783 8,473 1,514 4,022 859 29,056 
(%) (35.8) (13.0) (29.2) (5.2) (13.8) (3.0) (100)

1968
동수 12,231 4,696 10,995 1,900 6,173 958 36,953 
(%) (33.1) (12.7) (29.8) (5.1) (16.7) (2.6) (100)

※ 구조의 분류방식은 서울통계연보를 따름. 

표 6-2. 1966-1968년 서울시 영업용 건축물 구조

(서울특별시 통계과,『서울통계연보』(서울특별시 통계과, 1969), pp.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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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1983년 서울시내 건물 층별 현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서울특별시 주요간선도로변 도시설계』Ⅱ(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1983), p.7.)  

서울시는 1965년의 『시정개요』에서 처음으로 ‘도심재개발’ 즉, 낙후된 도심

부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드러냈다.337) 그리고 1967년

에 중구 무교동, 남대문, 주교동, 삼각동 등 도심 일부 지구에 대한 학술용역보고

서인 『재개발지구계획보고서』를 발간했다.338) 이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

한 도심부의 문제점은 ‘저층고밀’한 개발로 인한 저조한 ‘수용능력’이었다. 해당 

지구는 모두 지가가 매우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했다. 그럼

에도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2층 이하의 건물이 밀집해있어 토지 이용도는 극히 

낮았다. 간선도로변만은 대개 2층 이상의 상업·업무용 건물이 지어졌고 1960년대 

중반 이후 10층 이상의 사옥들이 신축되기도 했다. 그러나 고층화가 그 이상으로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배후지역은 고립된 채 남아 있었다. 즉, 지구 안쪽으로는 

단층의 목조주택이 지배적이었고 평균 용적률은 약 100%라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339) 게다가 조사결과 각 지구마다 전체 동수의 30-80%가 한국전

33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앞의 책, pp.589-590. 

338) 이 보고서는 도심부인 무교, 남대문, 주교, 삼각지구와 주거지역인 영천, 낙산, 한

남지구 등 총 7개 지구를 대상으로 발간되었다. 각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에는 저자 

및 지구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다. (서울특별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재개발지구

계획보고서:무교지구』(서울특별시, 1967a).; 서울특별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재

개발지구계획보고서:남대문지구』(서울특별시, 1967b).; 서울특별시, 한국종합기술개발

공사,『재개발지구계획보고서:주교지구』(서울특별시, 1967c).; 서울특별시, 한전기술

공사,『재개발지구계획보고서:삼각지구』(서울특별시, 1967d).) 

339) 보고서는 당시 뉴욕의 용적률이 900%, 런던이 450%인 것과 비교함으로써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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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이전에 지어진 노후한 건물이었다.340) 각종 구조로 빽빽하게 지어진 낮은 건

물들이 주택, 점포, 음식점, 사무실, 공장 등 다양한 용도로 혼재되어 당시의 도심

지 풍경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지구

내용
무교지구 남대문지구 주교지구 삼각지구

ⅰ) 토지 면적 

전체 221,460㎡ 66,156.3평 39,522.5평 28,576평

도로
47,604㎡ 

(21.5%)

17,224평

(26.3%)

12,572.6평

(31.8%)

3,160평

(11.1%)

공지 -
2,960.7평

(4.5%)
- -

평균 필지 219㎡* 64.6평* 39.7평* 41.3평

ⅱ) 건물 동수

전체 794동 757동 678동 542동

목조 500동 483동 477동 397동

블록조
128동

60동 90동 52동

벽돌조 64동 40동 42동

철근콘크리트·철골조 154동 116동 70동 50동

한국전쟁 이전에 

지어진 건물
480동 202동 447동 449동

ⅲ) 건물 정보 (평균) 

층수 1.89층 1.6층 1.7층 1.9층

건축면적 134.9㎡ 40.9평 25.8평* 23.2평

건폐율 48.2% 63% 64.9% 41.3%

용적률 92% 115% 112.5% 95%
* 보고서에 해당 수치가 없어, 전체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을 건물 동수로 나눈 값으로 대신함. 

※ 보고서에 표기된 단위를 그대로 사용함.  

표 6-3. 1967년 무교, 남대문, 주교, 삼각지구의 토지 및 건물 현황 ([각주 338]의 보고서) 

하지만 이는 단순히 개별건물의 고층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 도심

부 토지조건으로는 고층건물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대로 

제공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층건물에서는 저층에 비해 단위면적당 수용인구

가 증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도로

가 반드시 필요했다. 당시 서울 전체 토지면적에 대한 도로율이 7.3%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해당 지구들은 도심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나마 도로가 마련되어 있

었다. 도로율은 무교지구 21.5%, 남대문지구 26.3%, 주교지구 31.8%, 삼각지구 

도심의 용적률이 극히 낮다는 것을 강조했다. 용적률 산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기준은 

나와 있지 않다. (서울특별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위의 책, 1967a, p.53.) 

340) 서울 전재복구 계획수립에 참여했던 주원은 김태선 시장의 요청으로 환도직전 서

울을 시찰했다. 1988년의 대담에서 주원은 완전히 파괴된 줄 알았던 서울에 시찰당시 

상당히 많은 건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도시계획의 변경은 어려웠다고 회

고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야기로 듣는 국토·도시계획 반백년』(서울: 보성각, 

2009),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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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로 그 평균은 약 23%였다. 그러나 당시 해외 주요도시의 도로율과 향후 더

욱 증가할 자동차 보급률 및 인구성장세를 감안할 때, 여전히 도로가 부족하고 폭

이 좁다고 판단되었다.341) 이에 따라 각 보고서마다 도로율을 무교지구는 32.8%, 

주교지구는 36.2%, 삼각지구는 25%까지 올리는 계획을 제시했다. 

한편 공지의 부족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각 보고서는 해당 지구에서 공

지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고, 토지현황에서 공지의 면적을 아예 

누락시키기도 했다. 남대문지구에만 공지의 면적이 기재되었는데 전체 지구면적

의 4.5%에 불과했다.([표 6-3] 참조) 따라서 거주자나 이용자를 위한 공원과 같

은 공지를 거의 찾을 수 없어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거의 계획되어있지 않아 차량이 도로변을 무질서하게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림 6-5. 1967년 삼각지구의 전경 

(서울특별시, 한전기술공사,『재개발지구계획보고서:삼각지구』(서울특별시, 1967d), pp.69-70.)

게다가 영세한 필지규모와 높은 건폐율은 더욱 과밀한 환경을 조장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예를 들어 삼각지구의 경우 전체 589개 필지의 평균 면적은 

41.3평이었고, 전체 건물 542동의 평균 건축면적은 23.2평이었다.342) 도로와 공

341) 당시 해외 주요도시의 도로율은 워싱턴 43%, 뉴욕과 비엔나 35%, 나고야 32%, 

고베 30%, 보스톤과 베를린 26%, 파리와 런던 24% 등으로 조사되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앞의 책, 1966, p.232.) 

342) 서울특별시, 한전기술공사, 앞의 책, 1967d, pp.9,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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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확보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협소한 대지에서의 개별적인 개발은 역

시 협소한 건물이 난립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앞서 1965년의 시정

개요에서 서울시는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건물의 고층화와 화재방지를 위한 

불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때 불연화는 국내 시멘트 공업의 전망

으로 보아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고층화 혹은 대형화는 토지의 소유권이 

영세하게 분할되어 있어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 전망한 바 있었

다.343) 또한 각 보고서는 격증하는 도시인구를 대비하기 위해 건물의 연면적을 

늘리는 고층화가 필수적이지만, 건폐율을 고려하지 않은 고층화는 도심을 공지 

없는 고밀도의 비효율적인 슬럼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즉, 부족한 

도로와 공지 및 세분화된 토지와 높은 건폐율은 도심부의 ‘입체화’를 저해시키고 

있는 일차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1967년의 재개발계획은 실현되지 못했

고, 이러한 도심부의 토지상황은 개선되지 못한 채 197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이 지구의 위치의 중요성으로 보아 토지이용상태가 극히 비효율적이다. 대로변에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건물이 줄지어 있으나, 그 외에는 1-2층의 낮고 불량한 건물이 

무질서하게 깔려 있다.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쓸 만한 옥외공간

도 없으며 지구 내 도로는 비좁고 질서 없이 나있다. 평균층수 2.5층도 안되니 도심지 

중추업무지구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344)  

을지로1가 (1973년)

종로3가 (1972년)

그림 6-6. 을지

로1가 지적도(上)

와 종로3가 항공

사진(下) 

(한국종합기술개

발공사,서울특별

시,『재개발지역

계획보고서:자료

조사부록:을지로

1가지역』(서울

특별시 : 1973), 

p.4.;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서비스)  

343) 서울특별시,『시정개요』(서울특별시, 1965), pp.130-13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앞의 책, p.589.   

344)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서울특별시,『재개발지역계획보고서:기본계획:을지로1가지

역』(서울특별시, 1973),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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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본적인 토지조건이 마련되어야 고층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은 토지구

획정리사업으로 개량된 을3지구의 전반적인 고층화 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을3지구 간선도로변으로는 3층을 기본으로 한 맞벽건축이 건설된 바 있었다. 간

선도로변으로 보다 고층의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일반

적인 현상이었다.([그림 6-4] 참조) 하지만 을3지구에서는 간선도로변과 비슷한 

규모의 건물들이 간선도로변 이외 구역에서도 세워지는 경향이 나타났다.345) 게

다가 을지로변보다 더 큰 규모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을지극장

(1958년), 강남빌딩(1968년, 10층), 삼문빌딩(1970년, 8층) 등은 토지구획정리사

업으로 조성된 대형필지에 세워진 대형 고층건물의 사례였다. 일정 폭 이상의 도

로로 가구가 구획되고 필지 규모나 형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것이, 을3지구 전반

의 보편적인 고층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림 6-7. 을3지구의 1983년 건물 층별 현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서울특별시 주요간선도로변 도시설계Ⅱ』(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1983), p.7.)  

345) [그림 6-4]와 [그림 6-7]의 층별 현황 도면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시의 경향을 확인하는 정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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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 사각형 표시는 [그림 6-9]의 대형 고층건물 위치 

그림 6-8. 1972년 을3지구의 항공사진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서비스)  

 

    ① 을지극장(을지로2가 101-1)

1958년 개장, 현재 철거됨.

 

     

     ② 강남빌딩(수표동 56-1)

사용승인일자 1968.10.31. 

지하1층, 지상10층

철근콘크리트 

신화건축사사무소 

    

③ 삼문빌딩(수표동 27-1) 

사용승인일자 1970.01.09.

지하1층, 지상8층

철근콘크리트

한정종합건축(한창진) 

“엘리베이터 2대 구비한 현대식 건물”

그림 6-9. 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세워진 대형 고층건물 사례

(「일류개봉관 탄생! 을지극장」,『동아일보』,1958.12.27.;「복에 겨워 피우는 엄살」,『매일경제』,1969.04.04.;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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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최고높이 제한의 폐지와 용적률제도   

시가지 고층화가 야기한 여러 문제는 1970년대 일련의 건축법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 건축물의 ‘용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1960년대 초 서울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언급되었다. 1962년의 『도시계획기본자료조사서』는 기존 도시

계획이 용도지역만 지정하고 입체적인 도시의 크기와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는데 

실패해, 도시가 산발적, 평면적으로만 확장하도록 만들었다고 문제제기했다.346) 

이후 1966년의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별로 필요한 대지면적을 도출

하는 방법으로 용적률 개념이 처음 사용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건축법에서 최

고높이 제한이 폐지”될 것임을 언급하며 상업지역에서는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

해 초고층건물의 출현을 허용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당시 건축법 개정이 예고되

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347)

같은 해 대한건축학회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통해 건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법적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66년 6월에 대한건축학회는 해방 후 

20주년을 기념해 건축계의 현황과 전망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4회에 걸쳐 개최했

다. 건축정책을 주제로 열린 4회차 좌담회에는 김윤기(무임소장관), 윤정섭(서울

대 교수), 이균상(서울대 교수), 이해경(건설부 주택과), 주원(국토계획학회장), 홍

사천(주택공사 건축이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 가운데 서울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

제하면서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건축법에서 앞으로 절대높이 등 높

이제한은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대신 건폐율과 용적률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주거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었다. 또한 한 토론자

는 일본에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정책안을 냈다는 소식을 전했다.348) 

34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앞의 책, 1962, p.16.  

347) 예를 들어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의 업무지역에 대한 용도지역계획 수립과정을 보

면 다음과 같다. 서울인구를 500만 명으로 계획했을 때 업무인구는 92만 명으로 예상

되었다. 여기에 미국에서 발표한 최신 건축인구밀도 표준인 15㎡/人를 곱하면 업무시

설로 필요한 전체 바닥면적은 13.8㎢에 해당했다. 당시 업무지역 전체 면적은 약 

6.90㎢로 설정되었는데, 이중에 50%의 면적을 가로, 공원, 주차장에 할애하면 순수하

게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3.45㎢이었다. 해당 건축용지 3.45㎢에서 용적

률을 400%로 가정했을 때 만들어지는 총 바닥면적 13.8㎢은 업무시설로 필요로 하는 

면적과 일치했다. 따라서 용적률 400%로 건설해도 필요한 바닥면적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업무지역으로 설정된 6.90㎢의 면적이, 교통,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양호하게 유지하며 여유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에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앞의 책, 1966, pp.211-212, 215.) 

348) 대한건축학회 편집부,「좌담특집-한국건축계의 현황과 전망」,『건축』제10권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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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66년 12월 『건축』에는 도시계획 특집의 일환으로 도시의 고층화와 

관련한 제언들이 수록되었다. 여기에서 박병주(주택공사 단지연구실장)는 도시기

본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고층건물이 건설되면서 발생하

는 교통·환경문제를 언급하며,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공공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는 용적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고높이만을 규제하는 현행 건축법으로

는 ‘open space’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건물의 용적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

에, 지구에 따라 용적률을 세분해서 규제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연면적이 큰 

건물은 일정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장소에 

따라 지반이나 3층 바닥 높이를 통일시키거나, 여러 대지를 합쳐 ‘super block’ 

방식의 고층건물군으로 재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정섭도 건물 고층화는 토

지의 고도이용을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종합적인 계획이 부재한 고층화는 

불량지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행 건축법 등의 전면적인 검토가 시

급하며 용적률 규제의 채택과 절대높이 제한 등의 폐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349) 

이후 도심의 고층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존 건축규제에 대한 비판과 

용적률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 심화되었다. 대표적으로 한정섭(한국주택은행기

술부장)은 1969년 11월 『도시문제』에 ‘도시계획과 지역지구제’ 특집으로 건물

의 대형·고층화와 관련한 ‘용적지역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글을 발표했다.350) 다

음 인용문과 같이 당시의 건설상을 설명한 한정섭은, 고층건물이 야기하는 문제

점으로 교통량과 상하수도 수요의 증대, 적은 공지와 한정된 도로에 건물이 면하

면서 발생하는 위생·환경·보안 문제, 그리고 도시미관을 꼽았다. 이중 특히 교통량

에 대해서 도심부에서는 땅값이 비싸고 기존 건물이 많기 때문에, 도로의 확장이

나 새로운 도로의 개설이 어렵고 고가도로나 지하 교통시설도 대개 도로용지를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무한정 교통량을 늘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물이 

커질수록 상하수도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존 시가지에서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

도 시설의 확장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무계획적인 고층건물

의 과다한 밀집은 도심부의 도시기능을 저하시킬 것이라 주장했다.351)  

호 (1966), pp.23-29. 

349) 대한건축학회 편집부,「도시계획에 대한 제언」,『건축』제10권 제3호 (1966), 

pp.25-26.

350) 이 특집으로 「현행도시계획법상 지역지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윤정섭),「지

역지구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윤진우),「도시재개발의 문제점과 제안」(주종원)이 

함께 실렸다. 

351) 한정섭,「건물의 고층화와 용적지구제」,『도시문제』제4권 제11호 (1969),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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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고층건물이라 하면 5,6층 정도의 건축물을 말하고 10층 내외의 

건축물이 손꼽힐 정도밖에 없던 우리나라에서 요 몇 년 사이에 20층, 30층을 넘는 초

고층 건물이 여러 개 세워지고 내년에는 40층이 넘는 건물이 세워지리라고 한다. 따

라서 이제는 10층 내외의 건축물은 선진국처럼 중층건물이라 불러야할 시대가 왔으

며 이들 중층건물들도 근년 대단한 속도로 많이 건축되고 있다. 이같이 중고층건물들

이 많이 세워지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한 증거로서 기뻐해야할 일

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중고층건물들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대도시의 중심지, 특히 

우리나라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서울의 도심에 계속 건축되어 나간다는 것이라면 도

시미관, 도시기능, 도시생활환경을 위해 옳은 일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

각해보아야할 일이다.352) (밑줄은 연구자 표시) 

한정섭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1)대

지면적에 대해 건축면적을 제한하는 방법과 2)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면적과 높이를 일률적

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택해왔다. 한국에서는 상업지역에서 원칙적으로 대지면적

의 70%까지, 이외 지역에서는 대지면적에서 30㎡를 뺀 나머지 면적의 60%까지 

건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건축면적만을 제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면적

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어 통풍, 채광, 보안 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①지역에 따라 일률적

으로 건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최고 절대높이와, ②도시미관 상 일정한 도로

에 면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일정하게 제한하거나 혹은 최고·최저높이를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③도로 폭에 따라 건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었다. 당시 

건축법에서는 ①, ③의 방법이 적용되었고, ②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고도지구와

의 중복으로 1967년에 삭제된 상황이었다. ①에 대해서는 지진이 많아 높은 건물

을 지을 수 없었던 일본에서의 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인식되었고, 또한 한국의 

건축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한정섭은 이것이 선진 외국도시에서도 채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질서

한 고층화를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라 주장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처럼 토지가 

세분화되고 형태가 고르지 못한 곳에서 아무렇게나 높이 지을 수 있게 한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지 주변 환경에 따라 건설부장

관의 허가를 받으면 절대높이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었고, 도로 폭에 대한 

규정도 도로에 면한 높이만을 제한했기 때문에 인접대지 간에는 아무런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353)

352) 위의 글,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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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대지면적에 대해 건축의 연면적이 일정 비율

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용적지역제’였다. 한정섭은 고층건물이 많은 미국에

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규제해왔다고 소개했

다. 그리고 그 성공적인 사례로서, 1960년부터 뉴욕시가 용적률(FAR, Floor 

Area Ratio), 규정높이와 제한경사면(SEP, Sky Exposure Plane), 공지율(최소광

장면적률, OSR, Open Space Ratio)을 사용해 각 지구의 용적과 밀도를 다각도로 

규제하고 있다고 서술했다.354) 

그림 6-10. 1960년 뉴욕시 용적지역제의 다이어그램 

(한정섭,「건물의 고층화와 용적지구제」,『도시문제』제4권 제11호 (1969), p.18.) 

건축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2차 개정 직후인 1968년부터 본격화되었

다. 하지만 처음부터 용적률로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방법이 거론된 것은 아

니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353) 위의 글, pp.13-15. 

354) 위의 글,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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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10월 25일에 건설부가 국무회의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첫 개정안은, 주거

지역 외에서의 최고 절대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상업지역 안 방화지구에서 토지이

용 상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도로 폭에 따른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355) 국회건설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이것은 

건물의 고층화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토지자원이 상대적으

로 희소한 나라에서는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과 경제력이 허용하는 한 

고층건물은 오히려 장려”해야 하고 “오늘날 급속한 도시화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건축법은 발전하는 도시화와 건축물의 추세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

다. 즉, 높이제한을 해제해 고층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 개정의 1차 목표였

다.356) 하지만 이 개정안은 같은 해 10-11월에 열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재차 보류되었다.357)  

기존 건축법 1968년 개정안

제40조(높이의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0m, 기

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35m를 초과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

장, 군수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이하 생략)  

제40조(주거지역에 있어서의 건축물 높이의 한도) 

주거지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 군수가 건

축물의 주위에 공원, 광장, 도로 기타의 공지가 

있어서 통행,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

정하여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도로 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의 제한) 

제1항.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

리나 그 도로의 폭의 1.5배의 8m를 가한 높이

를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도로 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의 제한)

제1항.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

리의 1.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

장, 군수가 상업지역 안의 방화지구 안에서 토

지이용 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밑줄은 연구자 표시

표 6-4. 건축물 높이제한 관련 건축법 첫 개정안 

(「건축법중개정법률(안)(제1010호)」, 국가기록원 소장, BA0084551, 1968.)

이후 건설부는 1968년 11월 23일에 용적률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새로

운 개정안을 제출했다. 관련 문서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있지 않아 새 개정안

355)「건축법중개정법률(안)(제1010호)」, 국가기록원 소장, BA0084551, 1968. 

356)「건축법중개정법률안」,『국회회의록』제7대국회 제72회 제8차 건설위원회, 

1969.12.19.  

357)「차관회의록송부(제85회)」, 국가기록원 소장, BA0085341, 1968.;「차관회의록송부

(제86회)」, 국가기록원 소장, BA0085341, 1968.;「국무회의상황보고및회의록송부(제

86회)」, 국가기록원 소장, BA0085264,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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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정배경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1969년 12월 20일

의 국회건설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이 발언한 부분을 통해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용적률이 건물 안전성, 일광, 통풍 등 환경문제, 사

생활침해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계산된 것인지, 혹은 기존 불법 고층건물의 합

법화를 위한 조치는 아닌지 등의 질의가 있었다. 하지만 고층화가 무제한 개방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서울시와 건설부 건축기술진

의 의견을 종합해 기존보다 조금 완화하는 식”이라고 설명한 건설부차관의 답변

과 함께 이 안은 통과되었다.358) 당시 이러한 국회 논의를 통해, 용적률 도입의 

목적이 거주환경의 개선보다는 도시화에 맞춰 고층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에 초점

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의 높이의 제한을 종래에 도로 폭에 의하던 것을 용적률로서도 제한을 가하도

록 했다. 용적률에 의한 높이제한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원안에 별로 문

제점이 없었으나, 다만 상업지역 안의 방화지역에 있어서는 용적률을 다소 높이는 것

이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공간을 이용하게 되리라는 점에서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

된다.359) (밑줄은 연구자 표시)  

                             연도

 내용
1962 1967 1970

건물

높이

용도지역

주거지역 20m 400%

상업지역 35m 800%+α

이외지역 35m 500%+α

도로사선제한 1:1.5 1:1 1:1.5

전면도로 폭
상업지역 1.5D*+8m

1.5D+8m -
이외지역 1.25D+8m

표 6-5. 1962년-1970년 건축법의 건물 높이 규정

결국 1970년 1월 1일의 건축법 3차 개정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최고 절대높이 

제한은 전면 폐지되었고, 용적률이 건축물 규모를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로 정착

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400%, 상업지역에서 800%, 기타·미지

정지역에서 500%까지 지을 수 있게 되었다.360) 이때 전면도로 폭, 방화지구, 건

358)「건축법중개정법률안」,『국회회의록』제7대국회 제72회 제9차 건설위원회, 

1969.12.20.  

359)「건축법중개정법률안」,『국회회의록』제7대국회 제72회 제9차 건설위원회, 

1969.12.20.

360) 해당 수치를 채택하게 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같은 해 일본에서도 건축

기준법이 개정되어 용적률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주거지역(주거전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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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면적 등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은 2,200%까지 허용되었

다. 이는 도심지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대대적으로 완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

고,361) 추가적인 개정의 원인이 되었다.362)

그러나 용적률이라는 개념의 도입은 건축물 규모를 확장하는 방식을 전혀 새롭

게 전환시켰다. 최고 절대높이라는 한계 속에서는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서 건물을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건축법 개정으로 공지를 확

보하며 수직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사회변천을 반영한 의미 있는 

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363) 

근린상업지역 등 포함) 50-400%, 상업지역 400-1,000%, 미지정지역 400% 등으로 

설정되었다.

361) 당시 용적률이 기존 위법 건축물의 합법화를 위한 방편으로 설정된 것 같다는 비

판이 나올 정도였다. 신문기사에서는 용적률제도가 시작되면서 충분한 대지만 확보한

다면 높이제한은 거의 받지 않는 것과 같다고 언급할 정도였다.(한정섭,「개정건축법

의 문제점」,『건축』제17권 제1호 (1973), p.73.;「지역별 용적률이란」, 『매일경

제』, 1970.01.29.)  

362) 1972년에 용적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이 4차 개정되었다. 동시에 주

거지에서의 일조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전용지역에서 절대높이 제한(2층 또

는 8m 이하)이 부활했다. 이후 용적률제도는 사회변화에 따라 완화 혹은 강화되다가 

2000년에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통합되었다. (한정섭, 앞의 글, 1982, p.84.; 김

영창, 이응희, 이중우,「건축법 개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규모, 형태 및 도시경관의 규

정을 중심으로」,『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제19권 제3호 (2003), p.21.) 

363) 한정섭, 앞의 글, 1982,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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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최소 대지면적의 제한 

협소한 건물의 난립과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에서 최소 대지면적을 

제한하는 규정도 구체화되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조항은 1967년의 건축법 

2차 개정 시 신설되었다. 이는 건폐율 기준의 변경과 관련되어 있었다.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되었다. 건폐율은 주거와 공업

지역 및 미지정 구역에서는 공지확보를 위해 대지면적에서 30㎡를 감한 면적의 

60%를, 상업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70%를 초과할 수 없었다.364) 방화지구에서

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에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 내용은 1967년에 주

거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일부 변경되었다.365) 즉, 주거지역에

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구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에서 30㎡를 감하지 않도록 한 것

이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토지 상황에 따라 구역을 지정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366) 

364) 이 내용은 1950년에 제정된 일본 건축기준법의 건폐율 기준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건축기준법에서 높이제한은 시가지건축물법과 동일했으나, 건폐율 기준은 강화되었

다.([표 2-6] 참조) 이는 전재도시의 부흥을 촉진하기 위해 1946년에 공포된 「특별

도시계획법」과 관련되어 있었다. 특별도시계획법에서는 전재도시에서의 대지 최소한

도를 100㎡로 제한했다. 건축기준법 제정 당시에도 주거지의 위생환경 확보와 화재 

등 재해방지를 위해 대지의 최소한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공유되었다. 하지만 대지면적

을 10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공지확보를 위해 대지면적에서 30㎡

를 감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채택되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소규모 택지가 많은 도쿄의 

현실에서 이러한 제한이 비현실적이라는 논란이 일었으나, 원안대로 결정되었다. (大

澤昭彦, 앞의 글, 2011, pp.101-102.) 

              연도

 내용
1962 1967

              연도

 내용
1972

건폐율

주거지역 (S*-30㎡)×60%
(S*-30㎡)×60%

주거(준주거)지역

공업(준공업)지역

이외지역

60%

60% 주거전용지역 50%

상업지역 70% 상업지역 70%

이외지역 (S-30㎡)×60% 녹지지역 20%

방화지구 

(상업지역)
80%(가로모퉁이, 시장지정구역 90%)

방화지구

(상업지역)
80%(90%)

방화지구

(상업지역외)
70%(가로모퉁이, 시장지정구역 80%)

방화지구

(상업지역외)
70%(80%)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최소한도 구역지정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시행령 규모 이상 

②기준미달 분할 금지
 * S = 대지면적  

표 6-6. 1962년-1972년 건축법의 건폐율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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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과 지구에 따른 최소 대지면적의 기준은 1968년 건축법 시행령에 마

련되었다. 하지만 이는 특별히 지정된 구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정섭은 이 조항의 신설이, 30㎡의 기초공제를 없앰

으로써 조장된 불량주택지 조성을 막지는 못했다고 비판했다.367) 

                         연도

구분
1968

                         연도

구분
1973

주거지역, 상업지역, 혼합지역 90㎡ 주거(준주거)지역, 상업지역 90㎡

공업지역, 녹지지역 330㎡
공업(전용공업)지역 330㎡

녹지지역 600㎡

풍치지구, 업무지구, 방화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재개발지구
330㎡ 주거전용지역, 준공업지역 200㎡

이외 지역·지구 90㎡ 미지정 구역 90㎡

표 6-7. 1968-1973년 건축법 시행령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  

이후 1968년 10월 25일에 건설부는 기존의 건폐율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조

항을 대폭 변경한 개정안을 국무회의 부의안건으로 제출했다.368) 주거, 공업지역 

및 미지정구역의 대지면적에서 30㎡를 감해야하는 조건을 아예 삭제하고, 용도지

역에 따른 건폐율을 상업지역 70%, 녹지지역 20%, 이외지역 60% 등으로 새로 

정리한 것이었다. 그 대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조항을 1)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

축’하고자 할 때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2)

시장·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전항의 

기준면적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했다.369) 이는 최소 대지면적의 

적용범위를 특정 구역이 아닌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전 지역으로 확장시킨 것이었

다. 이에 대해 건설부장관은 1969년 12월 19일의 국회건설위원회에서, “도시주

택의 협소화나 세단위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요청에도 적응하고자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370) 하지만 대지면적에서 30㎡를 감하지 않는 안은 “주거지역

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현재 법 조문의 정신”에 위배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안은 “현행법으로도 능히 시행 가능한 것”이라는 이유로 

20일의 국회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371) 따라서 이 내용은 1970년의 건축법 

365)「건축법중개정법률(안)(제844호)」, 국가기록원 소장, BA0084455, 1965.  

366) 한정섭, 앞의 글, 1982, p.84.

367) 한정섭, 앞의 글, 1982, p.84.

368) 여기에는 앞서 살펴 본 건축물 높이제한 관련 개정안도 함께 실려 있었다. 

369)「건축법중개정법률(안)(제1010호)」, 국가기록원 소장, BA0084551, 1968.  

370)「건축법중개정법률안」,『국회회의록』제7대국회 제72회 제8차 건설위원회, 

1969.12.19.

371)「건축법중개정법률안」,『국회회의록』제7대국회 제72회 제9차 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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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후 건설부는 이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1972년 12월의 비상국무회의에 재상

정시켰다. 당시 건축법 개정의 주된 이유는 “대도시에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이 심

각한 도시공해 현상을 야기하고 있어 대도시내의 건축과밀 현상을 방지”하기 위

한 것이었다. 특히 “협소한 대지 위에 건축물이 기형적으로 신축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개정안에서 건

폐율은 대지면적에서 30㎡를 감하지 않는 기존 안을 계승하되, 용도지역은 더욱 

세분하여 설정되었다.([표 6-6] 참조) 한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와 접한 길이, 건폐율, 최소 대지면적,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의한 기

준([표 6-8] 참조)에 미달되게 ‘분할’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372) 그리

고 이 내용은 1972년 12월 30일의 건축법 4차 개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373) 

제27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제39조(건폐율)

①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이하는 [표 

6-6] 참조) 

제39조2(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27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

되게 분할될 수 없다.  

제40조(용적률)

①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0%                2.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500% 

②건축물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당해 용적률의 50%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한 비율로 할 수 있다.  

제4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 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표 6-8. 1972년 개정된 건축법에서의 일부 조항

1969.12.20.

372)「건축법중개정법률(안)(제108호)」, 국가기록원 소장, BA0084670, 1972.  

373) 이외에도 건축법에서 방대한 내용이 동시에 신설 및 삭제·수정되었다. 한정섭은 그 

이유로 비상계엄 하에 행정부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 추정했

다. (한정섭, 앞의 글, 1982,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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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모든 대지는 최소 대지면적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기준 이하의 대지에

서는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지에서는 합필을 통해

야만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준 이하의 분할이 금지되면서, 대지가 너무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374) 

이와 같이 도심을 중심으로 한 고층화의 여러 문제는 최고높이 제한의 폐지와 

최소 대지면적의 제한 등 1970년대 일련의 건축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새롭게 도

입된 용적률제도는 공지를 갖추지 않은 과도한 고층화로 인한 거주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절대높이를 폐지함으로써 고층화를 더욱 유도하는 것이기도 했

다. 최소 대지면적의 제한에는 건축물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

상이어야 한다는 생각과, 영세한 대지에서의 소규모 개발에서 보다 대형의 고층

개발을 유도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담겨 있었다. 

374)「건축법 개정안의 원근 위법고층·과밀화에 쐐기」,『동아일보』, 1972.10.31.;「용

적률 감소로 빌딩높이 제한」,『동아일보』, 197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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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블록단위 도심재개발 논의의 심화   

이와 함께 서울시는 소형필지에서의 개별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용적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심재개발을 추진했다. 우선 1971년

에 서울시정의 기본방향 및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소관업무에 도심재개발을 포함

시켰다. 또한 같은 해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재개발사업에 관한 조항이 신

설되면서, 영세하게 분할된 재산권을 통합해 하나의 대형건물을 개발하고 이를 

분배하는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었다. 도심재개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되면서 서울시는 1973년부터 대대적인 도심재개발 구역을 지정했다. 1973년에

는 12개(소공, 도렴, 적선, 을지로1가, 서울역-서대문, 장교, 무교, 다동, 선린, 남

창, 남대문로3가, 태평로2가), 1975년에는 2개(광화문, 신문로), 1976년에는 1개

(청계천7가)의 구역을 지정했다. 이로써 도심부의 핵심적인 일대는 도심재개발 구

역이 되었다.375) 

도심재개발은 도심부가 평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심상업·업무지역

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기 위한 블록단위의 고층화 방안이었다. 앞서 

1967년의 재개발지구계획보고서는 저층도시에서의 고층화를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았다. 하지만 기존 건폐율을 유지하면서 개별건물을 고층화하면, 일상생활에 필

요한 공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극도로 과밀한 상태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 진단했

다. 한편 세계 각국에서는 르 꼬르뷔지에의 파리개조계획안의 영향을 받아 “코어

시스템에 의한 수직방향의 운송계통로(運送系統路)의 확립”을 통한 도시 고층화

의 조류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보고서는 도심부를 재개

발하기 위해 건폐율을 축소시켜 공지의 비율을 늘리고 이에 따라 확보한 공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필요한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용적률을 대폭 증가시켜, 용도를 재배치한 몇 개의 대형빌딩을 블록단위로 

건설하도록 했다. 당시 구조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고층건물의 건설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사용 및 

입체환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최소와 최대한의 건물규모 및 용적률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376) 

375) 서울시의 대대적인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는 주로 토지

를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나 대기업이 추진한 일부 사업만 실현될 수 있었다. 첫 사례

는 한화그룹이 시청 앞 소공지구의 토지를 일괄 매수해 건립한 플라자호텔이었다. 

1970년대에는 도심재개발을 통한 부동산투자를 시도한 보험회사가 사업을 선도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앞의 책, pp.59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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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1967년 주교지구 현황도(左)와 재개발종합계획도(右)

(서울특별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재개발지구계획보고서:주교지구』(서울특별시, 1967c), p.83.)

그런데 흥미롭게도 도심재개발을 통한 대형 고층빌딩의 계획 과정에서도, 간선

도로변으로는 일정한 높이의 경관을 조성하려는 태도가 계승되고 있었다. 초기 

도심재개발은 다양한 용도의 시설군으로 계획되었다. 해당 지구 안에서 각종 용

도로 혼재되어 있는 기존 시설들을 충분히 수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

개발지구에는 상업, 업무, 오락, 주거, 교육시설 등이 배치되었다. 특히 간선도로

변에는 도심의 수많은 보행자를 고려한 상업 및 업무시설이 주로 계획되었다. 그

런데 예를 들어 무교지구의 재개발계획을 맡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태평로와 

을지로1가의 가로변을 업무시설 용지로 할당하면서, 업무시설을 계획할 때 “도시

미(美)적 견지에서 가능한 한 동일한 층고와 통일된 입면(facade)”을 갖추도록 노

력했다고 밝혔다.377) 또한 남대문지구에서는 인간 활동의 속도를 반영한 도시경

관 계획을 시도했다. 즉, 속도에 따라 시설의 높이를 달리하여 단면상에서 고속의 

동선은 하부에, 저속의 동선은 상부에, 업무·주거 등은 정지상태의 시설로 간주해 

고층으로 배치시킨다는 개념이었다. 평면상에서는 주변부일수록 고속으로, 중심

에 가까울수록 저속으로 계획하고자 했다. 이러한 개념 하에 해당 지구에서 도로

376) 서울특별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앞의 책, 1967a, pp.54-56.      

377)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지구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앞의 책, 1967a,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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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접한 가장자리에는 상업시설을, 중심부에는 주거와 교육시설을, 그리고 그 사

이에는 업무시설을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서 도로변의 상업시설은 서

울역에서 유입되는 보행자들의 쇼핑,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것으로, 약 5층 

규모의 연속적인 형태로 계획되었다.378)

기능배분계획도(단면) 토지이용계획도

건설예상도

그림 6-12. 1967년 남대문지구 재개발계획

(서울특별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재개발지구계획보고서:남대문지구』(서울특별시, 1967b), pp.80,94.)  

 

건물을 저층부와 고층부로 분리하고 간선도로변을 저층부로 위요하는 계획방식

은 1970년대 도심재개발 계획에서도 반복적으로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1971년

에 홍익대학교 건축도시계획연구원은 전체 지구를 6개 블록으로 구분하고 각 블

록 당 18-22층 규모의 고층건물을 1동씩 건설하는 소공지구 재개발계획안을 수

립했다. 이는 평균 용적률을 기존의 234.9%에서 925%로 대폭 확충하는 것이었

다. 각 건물 안에서는 공통적으로 층별 용도를 분리하여, 지상 5층까지의 저층부

378) 서울특별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앞의 책, 1967b, pp.75-82. 



255

에는 상업·공공·유흥시설, 전시관, 아케이드 등을, 6층 이상의 고층부에는 사무실, 

호텔 등을 배치했다. 이때 모든 건물은 저층부보다 고층부의 건축면적을 축소시

킨 포디움 형태로 계획되었다.379) 

그림 6-13. 1971년 소공지구(左)와 서린동지구(右) 재개발계획

(서울특별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계획연구원,『소공 및 무교지구 재개발계획 및 조사설계: 소공지

구』(서울특별시, 1971).; 서울특별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소공 및 무교지구 재개발계획 및 조사

설계: 서린동지구』(서울특별시, 1971).) 

한편 같은 해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고층화된 매머드 건축물”을 건설함으로써 

토지를 최대한 이용하고 평면적으로 혼재된 지구를 입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

표로 서린동지구 재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역사적으로 상가를 이루었던 이 지구

에서 상업시설의 배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더욱이 인근에 지하철역과 지하

도가 건설될 예정이었고 화신백화점, 신신백화점과 근접했기 때문에 판매업무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 예상되었다. 따라서 이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체 지구

의 1층부를 상가층에 할당했다. 손님을 유치하기에는 1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구의 토지소유자들이 1층을 중요시하는 토지소유 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

문이다. 하지만 해당 지구에서 재개발계획으로 토지 면적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

에, 감보율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가들은 상가층을 지하 1

층부터 지상 2층까지 3개 층에 배치시키고 입체환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층에 데크로 ‘인공토지’를 만들어 지면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3-5층에는 역시 이 지구에서 중요한 업종이었던 서비스, 위락시설을 배치

했다. 즉, 수익성이 높은 5층까지의 저층부에 상업시설을 집중적으로 위치시켰다. 

한편 사무실 중심의 업무시설 및 아파트와 호텔은 저층에 한정될 필요가 없기 때

문에 6층 이상의 고층부에 배분했다. 이에 따라 5층을 기본층수로 하고 그 상부

에 15층-35층 규모의 고층건물 4동을 세우는 계획안이 완성되었다.380)

379) 서울특별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계획연구원,『소공 및 무교지구 재개발계획 및 조

사설계: 소공지구』(서울특별시, 1971), pp.284-288, 368-369.     

380) 5층을 기본층수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지구의 최저고도가 5층으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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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더 나아가 가구의 둘레에 일정한 높이와 폭의 건물을 배치시키고 그 

내부에 중정을 만드는 계획안도 수립되었다. 1973년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청계천과 을지로 사이에 위치한 장교·장사지역 재개발계획에서 인간적 스케일이 

적용된 옥외공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자동차가 지나는 간선도

로변에 면한 건물의 정면이 강조되었지만, 보행자가 마주하는 건물의 배면도 역

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념 하에 규모가 큰 기존 건물 일부를 남겨두

고, 지가가 높은 도로변에 건물군을, 지가가 낮은 중앙부에 중정을 배치시키는 계

획안을 발표했다. 건물 내부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1-4층에 상업시설을, 

5-7층에 업무시설을 배치시켰다.381)

장교지역 장사지역

광장(중정)의 투시도

그림 6-14. 1973년 장교·장사지역 재개발계획 

(서울특별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재개발지역계획보고서: 기본계획: 장교지역 장사지역』(서울

특별시, 1973), pp.7, 68, 75.) 

졌기 때문이라 부연 설명했다. 이는 1970년에 제정된 미관지구 조례를 가리키는 것으

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소공 및 무교지구 재개발계획 및 조사

설계: 서린동지구』(서울특별시, 1971), pp.284-285, 289-291, 294, 298.)   

381) 서울특별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재개발지역계획보고서: 기본계획: 장교지역 장

사지역』(서울특별시, 1973), pp.13-14, 17, 22,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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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들은 서울에서 도심재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한 시

기에, 간선도로변으로 약 5층 규모의 건물을 배치하려는 경향이 강했음을 보여준

다. 이는 일차적으로 상업시설의 접근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리고 기존 토지소

유자들에게 최대한 지면과 가까운 곳으로 입체환지해주려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무교지구의 사례는, 가로변에 동일한 높이와 입면의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 도시

미화의 방안으로 인지되었음을 말해준다. 한편 장교·장사지역의 사례는, 그 규모

의 산정에 휴먼스케일에 대한 생각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계

획방식은 도로변에 위요감을 부여하고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남대문로3가 남창지구

그림 6-15. 1973년 남대문 일대 재개발계획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응용과학연구소,『서울시 도심부 재개발사업 기술조사보고서: 제4공구 남창

지구 현황 및 계획』(서울특별시, 1973).;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응용과학연구소,『서울

시 도심부 재개발사업 기술조사보고서: 제4공구 남대문로3가지구 현황 및 계획』(서울특별시,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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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의 확장과 변화 

6.2.1 미관지구제도와 간선도로변 최저층수의 제한  

새로운 고층건물 개발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한 1970년대에도, 도시미관을 위한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은 소멸하지 않고 미관지구를 통해 제도화되었다. 건축법

에 용적률이 도입된 1970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조례 제643호 「서울특별시 미

관지구내 건축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미관지구를 4개 지구로 구

분해 각 지구별 건물의 폭, 길이, 높이를 규정하고, 전체 미관지구에서의 건물의 

색채, 시설(배기시설, 조명, 광고) 및 용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관지구내 건

축물제한 조례(안)」을 작성했다.([표 6-9] 참조) 하지만 1969년 4월에 국무총리

는 주요도로 및 간선도로변의 건물 통제가 시급할 뿐 아니라 특수구역의 미관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지만, “도심, 부도심, 위성도시, 관

광도로” 등 지구의 구분기준이 모호하고,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제한 또는 

금지에 관해서는 그 미관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야한다”는 건축

법 시행령의 규정보다 크게 직접적으로 건축물을 제한 혹은 금지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그리고 건설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다시 제출

하도록 서울시에 지시했다.382) 

이후 서울시가 재작성한 조례(안)은 1970년에 건설부장관과 국무총리의 승인

을 거쳐 같은 해 11월 6일에 공포될 수 있었다. 이것은 “급격한 도시건설에 따른 

근대화 과정에 있어 수도서울의 면모를 일신하고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서의 발

전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대지, 구조설비의 기준 또는 벽면의 위

치, 색채 및 용도를 규제”하기 위해 서울시가 제정한 건축물과 관련된 첫 번째 조

례였다.383) 조례는 목적, 지구의 구분, 건축설계, 건축물의 제한, 시설물의 제한, 

기존건물에 대한 조치, 미관조정위원회, 운영규칙 등 모두 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

었다. 이로써 서울시는 1966년부터 지정해온 미관지구내 건축물을 규제할 구체

적인 기준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조례의 내용이 서울시가 최초로 제출한 조례

(안)에서 크게 변경되지는 않았다. 1-4종의 미관지구에 대한 설명에서 일부 용어

382)「서울특별시미관지구내건축물제한조례제정승인요청」, 국가기록원 소장, BA0083971, 

1969.  

383)「서울특별시미관지구내건축조례제정(제643호)」, 국가기록원 소장, BA0089272,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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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변경하거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1층 이상으로 설정했던 3종 미관지

구의 내용을 삭제한 정도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해주는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미관지구내 건축물제한 조례(안) 미관지구내 건축조례

제2조(용도의 정의) 제2조(지구의 구분) 

1. 1종미관지구 : 

2. 2종미관지구 : 

3. 3종미관지구 : 

4. 4종미관지구 : 

도심부 주요한 거리에 위치한 

지구

도심부에서 부도심 및 위성도

시로 연결되는 도로변지구 

주요관광도로 주변지역으로 

노면에서의 경관의 조망을 유

지토록 함과 동시 주위환경에 

조화되도록 하는 지구

한국고유의 건축미와 민족적 

정서감을 보지토록 보전하는 

지구  

1. 1종미관지구 : 

2. 2종미관지구 : 

3. 3종미관지구 : 

4. 4종미관지구 : 

도심부 주요한 거리에 위치한 

지구

도심부에서 부도심, 공항, 고

속교통로 및 위성도시로 연결

되는 도로변지구

주요 관광도로 주변지역으로 

노면에서의 경관의 조망을 유

지토록 함과 동시 주위환경에 

조화토록 하는 지구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미와 민

족적 정서감을 유지토록 보전

하는 지구 

제3조(건축설계) 제3조(건축설계)

가. 도로면에 접한 건축물의 폭 및 이행(裏行)은 

아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1. 건축물의 규모는 아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종지구 : 18m × 9m

2종지구 : 12m × 6m

3종지구 : 12m × 6m

1종지구 : 도로에 면한 길이 18m, 폭 9m

2종지구 : 도로에 면한 길이 12m, 폭 6m

3종지구 : 도로에 면한 길이 12m, 폭 6m

2. 건축물의 높이는 각목과 같다. 나. 건축물의 높이

(1) 1종미관지구 5층 이상

(2) 2종미관지구 3층 이상

(3) 3종미관지구 1층 이상

단, 관광도로면보다 낮은 지역은 지붕높이가 

노면보다 낮게 건축하여야 하며 고도지구와 중

복이 될 경우 고도지구제한에 따른다. 

가. 1종미관지구 : 5층 이상

    2종미관지구 : 3층 이상 

다만, 관광도로면보다 낮은 지역은 지붕높이가 

노면보다 낮게 건축하여야하며, 고도지구와 중

복이 될 경우 고도지구제한에 따른다.  

표 6-9.「미관지구내 건축물제한 조례(안)」과 1970년 제정된 「미관지구내 건축조례」의 일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 국가기록원 소장, BA0105435, 1968.;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최소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었

다.384)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층수의 제한이었다.385) 전후 1950년대에는 일

384)「건축계동정」,『건축사』제1972권 제9호 (1972), p.70.; 정인국, 앞의 글, 1973, 

p.30.   

385) 미관지구조례의 제정을 알리는 당시 신문기사의 표어 “1종은 5층 이상, 2종은 3층 

이상만”, “도심은 5층 이상만” 등에서, 최저층수의 제한이 미관지구에서 특히 강조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미관지구제도에서 특정 층수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기준을 기록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건축4종지구 설정」,『매일경제』, 1970.09.01.;「미관지

구 건물규제」,『경향신문』, 1970.09.02.;「미관지구 4종으로 구분」,『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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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체계를 이어받은 건축법령이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규제하고, 서울시의 건축

행정요강이 도심 간선도로변의 미관조성을 위해 최저층수를 제한하는 구조가 만

들어졌다. 이러한 구조는 1960년대의 과도기를 거쳐, 건축법 개정으로 용적률이 

도입된 1970년 이후에도 미관지구제도를 통해 계승될 수 있었다. 즉, 건축법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최대용적을, 미관지구제도는 서울 전역의 간선도로변 건축

물의 최소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연도

 내용
1970 1972 1974 1975 1977 1980 1981 1983 1989 1996 1999

건물

높이

1종 5층 이상 

2종 3층 이상

3종 도로면 미만 1층 이상 2층 이상

4종 12m 이하 2~4층 4층 이하

5종 2층 이상

건축물의 

규모*

(m)

1종 18×9 이상

2종 12×6 이상

3종 12×6 이상 15×9 이상

4종
10×6 

이상

5종 12×6 이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1종 330 660 600

2종 210 330 300

3종 210 330 300

4종 210 200

5종 210 250 200 250

대지 안의 

공지** 

(m)

1종    - / 1    3 / 1  

3 / -

2종    - / 1    3 / 1 

3종 3 / 1.5 3 / 1.5

4종 3 / 1.5 3 / 1.5

5종 2 / 1.5 3 / 1.5
* 건축물의 규모 = 전면길이(도로에 면한 길이) × 폭 
** 대지 안의 공지 = 건축선으로부터의 거리 / 후면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 5종 미관지구는 1975년부터 지정됨.  

표 6-10. 1970-1999년 서울 미관지구내 건축조례의 주요 규정   

또한 간선도로변 최저층수를 제한했던 전후 건축행정요강과 유사하면서도, 미

관지구제도에는 보다 확장된 수법이 적용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우선 첫째, 

주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은 계승되었으나, 상업지역 등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다소 포괄적인 기준에 의해 종별 구분함으로

써 대상지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켰다.386) 둘째, 여전히 ‘층수’는 최저높이 제한의 

1970.11.11.)

386) 하지만 미관지구의 모호한 종별 구분방식은 1990년대 말 이루어진 제도개선의 주

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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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 되었고 층수의 범위도 2-5층으로 유사했지만, 최소건축면적(전면길이×

폭)을 함께 제한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으로 건축물의 최소규모를 제어하고자 했

다. 셋째, 건축물 용도, 시설(배기, 조명, 간판 등), 색채 등 “도시미관상 유해한”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건축물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도시미

관을 위한 규제를 강화시켰다.  

건축행정요강 

(1953년)

미관지구내 건축조례 

(1970년)

건축조례

(1996년)

기준 최저층수 기준 최저층수 기준 최저층수

5개 주요 간선도로 5층 1종
폭 25m 이상* 5층 1종

폭 15m 이상*

5층

상업지역

노선상업지역

폭 25m 이상 3층 2종 3층 2종 3층

폭 12-25m 2층 3종 2층

기타지역 폭 15m 이상 2층 4종 ※4층 이하

5종 2층 
* 도로 폭의 기준은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표 6-11. 건축행정요강과 미관지구제도 비교 

이후 미관지구제도는 종별 구분이 세분·변경되고 최소 대지면적과 건축선 후퇴 

등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거나 최소 건축면적이 삭제되는 등 변화를 겪었다.([표 

6-10] 참조) 기본적으로는 폭 25m 이상 간선도로변이면서 성격별로 대략 1, 2종

은 도심·부도심의 상업지역 및 연결도로, 3종은 관광도로·관광지, 4종은 주거지역 

및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전해야하는 지역, 5종은 도심부 외곽지역 등 기타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해당 도로의 양쪽으로 폭 12m 만큼이 미관지구로 지

정되었다. 1976년에는 서울시가 폭 15m 이상 도로변이면 미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대상지역을 더욱 확장시켰다. 1979년에는 미관지구로 지정한 

면적의 폭을 도로 양쪽으로부터 종에 따라 15-25m로 차등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

했다.387) 이후 1980년부터 미관지구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통합해 관리

했다. 

하지만 최저층수를 기준으로 한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큰 변화 없이 

가장 기본적인 도시미관의 결정요소로서 정착했다. 최저층수를 통해 간선도로변

의 미관을 조절하는 미관지구제도의 높이제한은 전후에 제정된 건축행정요강의 

수법과 유사했다. 이에 대해 조례 제정 당시 ‘도시미관’이라는 복합적인 결실을 

물리적인 최소기준만으로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하지

만 서울과 같이 “급작스럽게 근대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한 도시에서 ‘영세성’을 막

387)「폭25m 이상을 15m 이상으로 대로변 미관지구 대상 확대」,『동아일보』, 

1976.02.03.;「미관지구 도로폭 새로 조정」,『경향신문』, 197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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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선차적 목적”이었고 “높고 크게 짓는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에 기초했기 

때문에, 간선도로변 고층화는 여전히 유효한 도시계획의 목표로 설정될 수 있었

다. 다만 이러한 규제의 최소한도성은 인정하면서 이를 보완할 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었다.388) 또한 건축행정요강이 최대한 조속한 고층화를 강제하기 위한 것

이었다면, 미관지구제도에서는 종별로 최저와 최고층수(4종)를 함께 제한하는 등 

지역별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으로 진화해갔다. 

그림 6-16. 1998년까지 지정된 서울시 미관지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미관지구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8), p.19.)  

이후 미관지구는 1999년까지 서울 전 지역 총 252개소에 지정되며 서울의 간

선도로변 고층화와 통일적인 가로경관 형성을 유도했다.389) 도심재개발 수법은 

388) 정인국, 앞의 글, 1973, pp.30-3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미관지구제도 개선방안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8), pp.11-19.  

389) 예를 들어 5층 이상 지어야하는 1종 미관지구는 1974년까지 도심 주요 간선도로

변에 지정되었다. 1953년 건축행정요강 제정 당시 5층 이상 건물을 지어야한다고 명

시되었던 5개의 주요 간선도로 역시 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 이후에는 “토지이용

도가 극히 높은 지역”인 목동 등 강남의 신개발지에 주로 지정되었다. 3층 이상 지어

야하는 2종 미관지구는 시기별로 1974년까지는 “도심부와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변”, 이후에는 “토지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의 미관 유지를 목적으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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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일부지역을 대규모 초고층 건물군으로 전환시키는데 적용되었다. 한편 최저

층수의 제한은 현대 서울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도시미관의 지침으로서, 미관지

구제도를 통해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보편적인 도시미관을 조성하

는데 기여했다.390)  

기 때문에 초기부터 도심 주변부와 강남에 지정되었다. (위의 책, pp.14-18.)

390) 하지만 미관지구제도는 대부분 최소규모만을 규제함으로써 과도한 고층화를 초래

했고, 지역에 관계없는 획일적 기준으로 가로경관의 다양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위의 책, pp.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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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거주환경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강화 

미관지구제도를 통한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층수 제한과 함께, 도시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1970년대 일련의 건축법 개정은 이전 시대와는 다른 간선도로변 경

관 조성의 배경이 되었다. 용적률 도입 이후 건축법이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주거지역에 대한 관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1971년 12월 31일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접대지의 경계선과의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제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주거지역 건축물의 높이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제한함으로써 위생상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주거지역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를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의 1.5배

에 진북방향으로는 8m를 더한 높이, 기타방향으로는 17m를 더한 높이까지로 제

한한다는 내용이었다.391) 

그림 6-17. 건축법시행령(1973년 9월 1일 개정)의 주거지역 건축물 높이와 이격거리 지침 

(「새건축법 시행령 어떻게 달라졌나」,『동아일보』, 1973.08.23.)  

이 내용은 1972년 12월 30일의 건축법 4차 개정으로 더욱 확장되었다. 즉, 대

도시의 건축과밀 현상과 화재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상업지역에서도 건축물의 높

이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에서 4층 이상의 건축물은, 전체 높이에서 12m를 뺀 수치의 1/40에 

0.5m를 더한 거리만큼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서 지어져야했다.392)393) 

그리고 이 내용은 추가 개정을 거쳐, 더 정교한 수법의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

391)「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제91회)」, 국가기록원 소장, BA0084661, 1971.  

392)「건축법중개정법률안(제106회)」, 국가기록원 소장, BA0084693, 1972.;「새건축

법시행령 어떻게 달라졌나」,『동아일보』, 1973.08.23.    

393) 여기에서 ‘0.5m’는 1958년에 제정된 이후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민법 제242조(경

계선부근의 건축)의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

야한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1972년의 건축법 4차 개정은 이 규정을 강화한 것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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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이제한’으로 정착했다. 

이것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었다. 한편 1975년 12월 31일의 건축법 5차 개정

에서는 ‘대지안의 공지’ 조항이 신설되어, 주거지역과 공장에 대해서 건축물의 높

이와는 별개의 보다 강화된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되었다. 여기에서 공장에서의 

이격거리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회건설위원회는 협소한 도시에서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 내용은 

그대로 통과되었다.394) 이에 따라 처마 끝 혹은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주거지역에서는 0.3-1.5m, 공장은 4m의 이격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건축법 개정은 사회변천에 따른 진일보라 평가되

었다.395)396) 

신설된 건축법의 규정과 미관지구제도는, 건물측면 사이를 띄운 일정 층수의 

간선도로변 경관을 조성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지정

된 미관지구를 용도지역별로 분류하면, 전체의 약 60%가 주거지역에, 약 30%가 

상업지역에 위치했다. 즉, 미관지구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간선도로를 중심으

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서는 1종을 제외한 미관지구가, 상업지역에서

는 1종 미관지구가 대부분을 점했다. 미관지구제도는 최고층수를 제한하는 4종 

미관지구에서는 과도한 고층화를 방지하고, 이외 미관지구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의 건설을 유도했다.397) 여기에 건축법의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의 이격거리 제한

은 간선도로변 맞벽건축의 건설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지침은 1970년대 이후 추진된 각종 도시계획에 반영되

어 있었다. 예를 들어 1972년부터 서울시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사

업지구, 미관지구 등의 순서로 해당 지구에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주민이 스

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사업을 추진했다.398) 당시 서울시가 상정한 정돈

된 주거지역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는 다음의 현지개량사업 조감도를 통해 추정

394)「건축법중개정법률안」,『국회회의록』제9대국회 제93회 제1차 건설위원회, 1975.07.04.

395) 한정섭, 앞의 글, 1982, p.87.

396) 이밖에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위법건축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마련되었다. 1970년의 3차 개정으로 건축법 위반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고, 1972년의 4차 개정으로 중간검사, 건축

물의 유지관리, 위반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대한 조치, 감독 등 조항이 신설되었다.    

39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앞의 책, 1998, pp.11-19. 

398)「판잣집도 모두 철거」,『경향신문』, 1971.05.29.;「무허건물 2만4천 채 올해 현

지개량」,『동아일보』, 197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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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 수 있다. 조감도는 공통적으로 약 2-3층 높이의 조적조 혹은 콘크리트조 건

물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진 도로변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 공사도 

이러한 조감도와 유사하게 진행되었다.([그림 6-18] 참조) 또한 노량진2동 현지

개량사업의 설계도면([그림 6-19])에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띄운 

건물배치도를 확인할 수 있다. 현지개량사업에서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설계도면대로 개량할 것. 만일 도면과 다르게 증개축 시 허가가 불허됨” 등 건

축법 규정을 따르는 것이 특히 강조되었다.399) 그리고 1975년 서대문-독립문간 

폭 25m 도로를 폭 35m로 확장하는 공사의 안내도([그림 6-20])에서도, 도로 확

장 후의 조감도에 간선도로변으로 건물측면 사이를 띄운 고층건물이 연이어 그려

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도로확장이 교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도

로변을 중심으로 한 도시미화를 염두에 둔 공사였음을 알 수 있다.  

대현지구 현지개량사업 조감도 제기2동 현지개량사업 조감도

현지개량사업 준공식

그림 6-18. 1972년 서울시 현지개량사업 (서울사진아카이브) 

399)「새마을운동 현지개량사업 추진촉구」, 국가기록원 소장, BA0073110,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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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1972

년 동작구 노량진2

동 현지개량사업 

설계도면

(「새마을운동 현

지개량사업 추진촉

구」, 국가기록원 

소장, BA0073110, 

1972.) 

그림 6-20. 

1975년 서

대문 - 독 립

문간 도로

확 장 공 사 

안내도 

( 서 울 사 진

아카이브)  

도로변을 위요하는 맞벽건축을 형태적으로 계승한 건축유형도 존재했다. 대규

모 아파트단지 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에 한강변과 강남지역 아파트단지의 도로

변에는 5층 이하의 선형으로 노선상가가 건설되었다. 노선상가는 저층부에 상가, 

고층부에 주거를 둔 복합용도의 건물로, 1950년대의 상가주택과 1960년대의 상

가아파트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노선상가는 주로 몇 개의 공간단위가 병렬로 결

합된 형태로 지어졌는데, 각 단위에서 점포와 주호는 중앙에 설치된 계단을 공유

했다. 노선상가의 일부사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상가는 전면도로에서 주거는 

후면에서 진입하도록 동선의 분리를 꾀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맞벽건축이 서로 

다른 토지소유자의 합의로 지어진 건물이었다면, 노선상가는 대규모로 계획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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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내에서 단일주체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아파트 

거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을 위해 아파트단지 도로변에 상가를 배치하는 이러한 

계획방식은, 근린주구론의 정착과 주변상권의 발달 등을 배경으로 1980년대 이

후 퇴조하게 되었다.400)  

                     1층                     2층                      3층

그림 6-21. 한강맨션아파트 노선상가(1970)의 단위평면도와 배치도  

(양행용, 김성홍,「1970-80년대 초반 서울의 아파트단지 노선상가의 도시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

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제27권 제2호 (2011), pp.83-84.)  

한편 서울시는 도시기능과 미관 증진을 위해 1980년대에 도심과 한강이남 상

업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한 도시설계안을 작성했다. 이때에도 미관지구제

도와 건축법의 이격거리 제한은 최소한의 설계기준이 되었다. 설계안은 소형필지

를 합필하고 용적률 규정을 활용해 공개공지를 갖춘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는 동

시에, 미관지구제도에 따라 개별 건축물의 규모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테헤란로 

도시설계안에서는 도로를 3종류로 구분하고 각 도로에 면한 대지와 건축물 규모

400) 양행용,「1970-80년대 서울의 아파트단지 노선상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3), pp.12, 57-62, 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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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침을 1, 2종 미관지구를 기준으로 도출해냈다. 이와 함께 “건축적 연속성”과 

“환경적 통일성”을 위해 각 건축물의 건축선과 저층부 층고를 맞추도록 했다. 그

리고 측면벽체의 위치를 지정함으로써 건축물의 간격을 조정했다.401) 이러한 

1970년대 이후의 제도와 도시계획 등을 통해, 간선도로변 맞벽건축은 더 이상 확

산되지 못하고 이전 시대의 경관으로 남게 되었다. 

위치
전면도로 

S1 S2 S3

대지

면적 600㎡ 300㎡ 200㎡

전면길이* 20m 15m 15m

폭** 30m 25m 20m

건축물
높이*** 5-21층 3-15층 2-10층

용적률 300-700% 200-600% 100-400%

설정기준 1종 미관지구 2종 미관지구 -

 * 

 **  
***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규모(전면길이) 이상으로 설정.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규모(폭) + 건축선후퇴 + 건물배후 옥외주차장 가정

대지의 잠재력을 고려해 미관지구의 최저층수 이상의 층수 적용.

표 6-12. 테헤란로 도시설계의 민간부문 지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테헤란로 도시설계』(서울특별시, 1984), pp.41, 44.)  

그림 6-22. 테헤란로 도시설계의 민

간부문 지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테헤란로 도시설계』, 서

울특별시, 1984, p.123)  

그림 6-23. 1983년 을지로3가 일대 간선도로변 도시설계

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서울

특별시 주요간선도로변 도시설계』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 1983), p.245.)   

40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테헤란로 도시설계』(서울특별시, 1984), 

pp.41-45,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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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4. 남부순환로(낙성대)에 지정된 2종 미관지구의 전경 

(http://map.kakao.com, 2008)

그림 6-25. 20세기 후반 서울 간선도로변 경관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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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990년대 이후 맞벽건축의 새로운 전개

이러한 서울 간선도로변 경관의 가이드라인은 1990년대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

이했다. 우선 1990년대 후반에 미관지구제도는 개발 포화상태인 서울의 도시적 

상황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저층수만을 제한하는 1, 2, 3, 5종 미관

지구에서는 지나친 고층개발로 가로환경이 오히려 악화되었고, 건축선 후퇴규정

([표 6-10]에서 ‘대지 안의 공지’)에 따라 만들어진 전면공지는 주로 주차장이나 

물건적치장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종별 구분방식이 모호하고 미관지구제도가 가

로경관의 다양성을 침해한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98년에 서울시는 미관지구제도 정비에 돌입하게 되었다.402) 그리고 결국 미관

지구는 2000년 7월 15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조례 제3,760호 「서울특별시 도

시계획조례」에 편입되면서 중심지·일반·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새롭게 분류되었

고, 2001년부터 최저층수의 제한이 미관지구제도에서 삭제되기에 이르렀다. 도시

미화를 위해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최저높이를 제한해야했던 기존 제도가 그 효용

성을 상실하게된 것이다. 이는 또한 건축행정요강에서 미관지구제도에 이르기까

지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간선도로변 고층화라는 오랜 도시계획의 목

표가 달성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맞벽건축은 1990년대에 법적으로 부활하며 도시미화의 수단으로

서의 가치를 다시 부여받았다. 먼저 1991년에 건축법 개정으로 상업지역에서 대

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따른 높이제한이 폐지되었다. 이어서 1999년부

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해” 맞벽건축의 건설이 허용된 

것이다. 이것은 과거 맞벽건축이 달성한 도시미화의 성과를 인정하게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상업지역과 시장·군수·구청장

이 도시미관 등을 위해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을 가리켰다. 건축법에 의해 제도

적으로 만들어진 공지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건물측면에 실제로 이용하기

에 부적합한 공지가 만들어지면서 토지의 낭비를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측면 벽

의 노출과 소홀한 유지관리로 오히려 경관이 악화된 것이다.403) 

나아가 정부는 공동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서 맞벽건축을 활용했다. 국토

교통부는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 중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이 되었고, 특

히 주택의 경우에는 30년 이상이 된 것이 전체의 43%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4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앞의 책, 1998, pp.52-56.  

40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앞의 책,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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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노후건축물의 누적은 심화되었지만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전면철거 방식

의 정비사업은 정체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아파트 중심의 정책 대

신, 노후건축물에 대한 자발적인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

원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2014년에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했다. 건축협정제도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에서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토지소유자간의 협

정을 통해 이웃한 대지들을 하나의 구역으로 간주해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건축협정구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등 일부 기준을 완

화하는 등의 특례도 마련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방안으로서 맞벽건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과소필지, 맹지, 부정형필지 등이 

밀집한 구도심과 노후건축물이 누적된 지역에서 건축행위가 활성화될 것이라 기

대했다.404)

건폐율·용적률 완화 대지안의 공지 적용배제

대지안의 조경 통합설치 계단실 통합설치

그림 6-26. 건축협정에 의한 협정건축 유형 예시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건축협정 가능지역 수요조사 연구』( 

국토교통부, 2016), p.31.)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거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발로서의 건축협정제도는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정부는 건축협정제도를 시급히 적용해야할 지역으로 

주로 일반주거지역을 검토했으나, 실제 입법화 과정에서는 건축특례에 따른 무분

별한 난개발과 특혜 시비를 우려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법정지역으로 

제한해 적용했다. 이에 따라 구도심의 노후주거지 등이 법정지역에서 제외되는 

404)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건축협정 가능지역 수

요조사 연구』(국토교통부, 2016), pp.15-16, 25-2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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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건축협정제도는 주민간의 자발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하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토지소유자간 의견조율이 어렵

고 개인의 사업비 부담능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405)

논문에서 다뤄진 맞벽건축의 사례들은 이와 관련해 몇 가지의 시사점을 알려준

다. 우선 1950년대부터 활발히 지어진 맞벽건축 및 형태적으로 유사한 상가아파

트, 노선상가 등은 도로변의 상업시설 혹은 상업을 포함한 복합용도의 시설이라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도로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 저층부의 상가는 활

발한 보행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상가가 공백 없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보행

자의 시선을 상품에 집중시켰고, 보행자는 여러 시각정보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지가가 높은 상업지역에서는 최대한의 건폐율로 건물을 짓는 

것이 유리했다. 하지만 서울 주거지역에서 주택으로서의 맞벽건축의 적합성은 역

사적으로 제대로 검증받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그림 6-27. 1989년과 현재의 명동거리 

(서울사진아카이브; https://korean.visitseoul.net) 

한편 전후 맞벽건축의 활성화에는 소유자의 배경적 유사성과 동시기의 집단개

발이라는 점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루었듯이 인터뷰를 

통해 을3지구에는 이북 피난민들이 정착해 지은 맞벽건축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

다. 종로5, 6가에는 역시 피난민과 이농민들이 시장을 조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남대문로4가에서는 도로 확장공사로 점포를 철거당한 철거민들이 맞벽건축군을 

지었다고 추정된다. 당시 지어진 건물들은 전재복구의 일환으로 서로 비슷한 시

기에 개발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토지소유자간의 합의를 통한 공동개발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으리라 추측된다. 건축행정요강과 중앙토지구

획정리사업 역시 인접대지와의 공동개발을 허용 및 장려했다. 그리고 이렇게 집

단적으로 건설되었던 맞벽건축이 그대로 ‘관습’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405) 위의 책, pp.16, 25,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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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건축법에 이격거리 제한이 마련되기 전까지, 민법 제219조는 인접대

지경계선과 건축물간의 거리를 규제하는 유일한 법적 수단이었다. 하지만 “특별

한 관습이 없으면” 0.5m를 띄어야한다는 이 조항은, 맞벽건축이라는 특별한 관습

이 있다면 이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1960년대 후반의 대형·고

층 맞벽건축들은 불법인 경우가 많았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관습에 따라 지어진 

것이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격거리를 강화한 1970년대 이후의 건축법 규정은 맞

벽건축을 짓지 않는 새로운 관습을 만들었다. 따라서 현재 맞벽건축은 특정지역

에 집중된 과거의 건축유형으로 남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벽건축의 건설을 장

려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관습을 만드는 일이 되었다. 새로운 관습을 만드는 일은 

법적 혜택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과거 맞벽건축군은 고밀도 환경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맞벽건축에서의 거주환경은 가구의 구성방식과 긴밀히 관련되었다. 맞벽건축에서 

채광과 통풍은 주로 건물의 전후면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2-3켜의 필

지로 구성된 가구에서는 거주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건물후면의 

미흡한 관리로 공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후 서울시는 도

시미관을 위해 도로변에 노출되는 입면에 집중해 건축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가

구와 필지 및 건축물의 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해외 맞벽건축의 사례

는 이러한 문제를 건물 자체나 가구단위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림 

6-28]의 마드리드와 뉴욕 중심가의 맞벽건축군은 대부분 저층부에 상가, 고층부

에 주택을 둔 중층규모의 건물로 지어졌다. 건물을 연속해서 짓는 맞벽건축이라

는 점은 동일하지만, 마드리드의 사례는 건물 자체에 중정을 두었고 뉴욕의 사례

는 가구 중심부에 정원을 배치해 일정한 공지를 확보했다. 과거의 경험과 이러한 

사례들은 환경적으로 안정된 맞벽건축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실현가능

한 구체적인 도시·건축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마드리드 뉴욕 맨해튼

그림 6-28. 

마드리드와 

뉴욕의 가

구 비교 

(https://ww

w.google.c

o.kr/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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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로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건설된 간선도로변 맞벽건축에

는, 간선도로변에는 고층건물이 세워져야한다는 당대 도시미관의 개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대로서는 고층의 건물이 지어지게 되었다. 간선도로변 

고층화는 1970년대 이후에도 서울 도시계획의 주요한 목표로 남아 있었다. 하지

만 1990년대 이후 고층화는 더 이상 도시미관에서 최선의 가치가 아니게 되었다. 

“도시미관 등”을 위해 맞벽건축이 허용된 현재, 맞벽건축의 건설을 유도하기에 

앞서 고층화를 대신하는 현대서울에 적합한 도시미관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

이다.  



276

7. 결 론 

이 연구는 1950년대부터 추진된 서울의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과 이를 바탕으

로 조성된 도시경관의 전개양상을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간선도로변 고층화는 서울에서 전후부터 지속적으로 채택된 도시계획의 주

요 목표였으며, 서울을 현대도시로 일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세기 후반 서울

의 시대적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상이다. 

서울의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은 현실적인 도시미화의 방안이었다. 전후 1950

년대에 일본의 체계를 이어받은 건축법령이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규제하고, 서울

시의 건축행정요강이 도심 간선도로변의 최저층수를 제한하는 구조가 만들어졌

다. 법령은 ‘위생, 보안, 교통, 경제’ 등의 목적으로 최고높이를 제한했지만, 여기

에 ‘미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도시미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건축행정요강

과 같은 자치법규를 통해 제시될 수 있었다. 여기에는 현대적인 도시는 격자형 도

로와 고층건물로 이루어져있어야 한다는 도시미관에 대한 생각과, 시가지가 파괴

되고 저층 목조건물이 절대다수를 점했던 전후 서울에서 시가지 전반의 고층화를 

단시일 내에 이룰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조건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눈

에 두드러지는 간선도로변에라도 고층건물을 짓도록 제한하는 것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길이라는 관념은 건축행정요강뿐만 아니라 미관지구제도에도 반복적

으로 투영되었다. 1970년 이후 건축법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최대용적을, 미관

지구조례는 약 1990년대까지 서울 전역의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최소규모를 제한

하는 것으로 정착했다.  

그리고 ‘최저층수’는 1950년대부터 가장 기본적인 서울 간선도로변 미화의 기

준이 되었다. 건축행정요강은 용도지역과 전면도로 폭에 따른 최저층수를 제시함

으로써, 특정 도로가 아닌 도심지에 적용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고층화의 지침이 

되었다. 특정 층수를 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주원의 언급대로 소련과 같은 해외의 제도와 도시경관이 최저층수라는 기준을 설

정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도로변 건물의 최저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일본의 긴자연와가계획이나 최저한도 고도지구, 내화건축촉진법에 의한 방

화대 건설계획과도 유사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토지의 고도이용과 도시 방화대 

구축의 필요성이 1950년대 일련의 도로변 건물에 대한 최저높이 제한의 주요한 

이유였다. 이에 비해 서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도시미관에 매우 중요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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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는 1960년대에

도 고층화의 수단으로서 최저층수의 제한을 지속적으로 채택했다. 그 방식은 일

관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고도지구, 재개발지구, 그리고 미관지구를 통해 최저

층수의 제한을 시도했다. 또한 지역별로 최저층수를 구분하는 시장등급제를 적용

해 시장을 현대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1970년에 제정된 미관지구제도

를 통해 최저층수 제한의 범위를 도심 간선도로변이라는 제한된 지역이 아닌, 확

장된 서울 행정구역 전체에까지 적용시켰다. 여기에서 층수로 미관을 조절하는 

방식은 유지되었지만, 전후 건축행정요강이 최대한 조속한 고층화를 강제하기 위

한 것이었다면, 미관지구제도에서는 종별로 최저와 최고층수를 함께 제한하는 등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으로 진화해갔다. 그리고 미관지구제

도는 서울 전역의 보편적 가로경관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50-1960년대에 세워진 맞벽건축은 전후부터 이어져온 간

선도로변 고층화정책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건축행정요강

은 도심 전재복구지역에서 적정 바닥면적을 초월하는 맞벽건축군 건설의 배경이 

되었다. 최저층수의 달성을 강조한 건축행정요강은 맞벽건축의 건설을 허용했다. 

최저층수의 제한을 받는 모든 지역에 대해, 제정 당시 건축행정요강은 대지경계

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규정을 예외로 적용했다. 또한 1958년에는 이격거리 제

한을 없애고 민법에 의거해 건물을 짓도록 했다. 이는 맞벽건축의 건설을 법적으

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맞벽건축은 정부와 토지소유자

간의 지향점을 합치시키는 방안이었다. 서울시는 맞벽건축의 건설을 허용함으로

써 정돈된 간선도로변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었다. 당시로서는 고층의 통일적

인 입면으로 건설된 맞벽건축군은 전재복구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토지소유자는 

소형필지에서 개발 가능한 건축면적을 맞벽건축을 통해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

었다. 나아가 인접건물과 출입구, 계단, 복도를 공유하는 공동건축을 건설함으로

써 좁고 세장한 필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전후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지의 맞벽건축은 건축자재와 기술, 자본 등의 한계 

속에서 고층건물로서의 완성도를 제대로 갖추지는 못했다. 또한 좁은 대지에서 

계단실, 복도,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건물을 짓는 것은 대단히 어

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공지가 마련되지 않은 가구 안에 2-3켜로 구획된 개별 필

지에서의 맞벽건축의 건설은, 초고밀도의 가구가 형성되는 원인이 되었다. 채광, 

통풍, 피난로 등 이격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생기는 생활환경의 이점을 포기해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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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물 후면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최소한의 공지를 남길 수밖에 없었다. 

한편 1960년대 후반에 도심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고층건물과 간선도로변 상가

아파트는 맞벽건축이 대형·고층화된 유형으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일정

한 높이의 연속된 가로입면을 형성함으로써 도로이면을 차폐했던 맞벽건축의 도

시미화적 역할은 상가아파트에서 극대화되었다. 상가아파트에는 간선도로변 고층

화를 통해 도시를 미화시키고 토지를 고도로 이용하고자했던 서울시의 목표가 가

장 극명하게 반영되어있었다. 그리고 고층화의 경쟁 속에서 지어진 도심 고층건

물의 사례는, 이전 시대에 비해 대형필지에 건설되면서 실내를 효율적으로 계획

할 수 있을 만큼의 건축면적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맞벽건축이라는 관습에 

따르면서도 주변 건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층수로 지어지면서, 기존 간선도로변 

건축물이 만들어낸 통일적인 질서에서 크게 벗어났다. 맞벽건축의 규모는 경제 

성장, 건설기술 발달과 함께 도심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확장되었고 극심한 

공지 부족의 문제를 야기했다. 그리고 1970년대 일련의 건축법 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후 1970년대 미관지구제도와 개정 건축법에 의해 간선도로변 

맞벽건축의 건설은 소강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측면에 공지를 둔 일정높이의 건

축물이 서울의 간선도로변 경관으로 새롭게 정착했다. 

1970년대 이후 간선도로변 경관의 가이드라인이 되었던 미관지구와 건축법의 

내용과 성격은 1990년대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1990년대 말에 모호한 종

별 구분, 과도한 고층화를 막지 못하는 최소규모의 제한, 가로경관의 다양성 침해 

등 미관지구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되며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 결국 1950년대부

터 간선도로변 미관의 기준이 되었던 최저층수의 제한은 2001년에 미관지구제도

에서 삭제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전후부터 이어져온 도시미관이라는 개념의 전환

을 의미할 수 있다. 긴 생명력을 유지했던 최저높이 제한을 통한 고층화는 더 이

상 도시개발과 도시미화에서 최선의 가치가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간선

도로변 고층화정책의 전개양상은 서울의 도시화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즉, 반세기가량 성장 가도를 달려온 서울이 도시화의 성숙단계에 들어섰음

을 반증해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맞벽건축은 도시미화의 수단이자,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에서의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간선도

로변 고층화는 건축행정요강에서 미관지구제도에 이르기까지 서울을 현대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미화의 기본적인 지침이었다. 이러한 기조 하에 건설된 전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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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건축은 미개발된 도로이면을 가리고 정돈된 가로입면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

했지만, 또한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도시미관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현 시점

에서, 과거 맞벽건축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 시대에 적합한 맞벽건축이 무엇인

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1950년대의 건축 관련 제

도와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의 내용 및 맞벽건축의 건설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

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후에 임시방편적으로 제도화된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

이 이후 시대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료

의 한계로 인해 제도의 구체적인 의미와 실제 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 

공백으로 남아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서울 전 지역과 1950년대 이후의 모든 시

대에 대해서 같은 깊이로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맞벽건축

의 건축적 특성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1950년대뿐만 아니라 1960년대

에 지어진 사례 역시 더욱 연구되어야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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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the 

policies to encourage higher buildings on the main streets in Seoul from 

the 1950s to the 1970s. The Seoul Government had tried to construct 

higher buildings on the main streets as a means of city beautification. 

City Planning Ordinance that inherited Japanese Building Acts had 

regulated the maximum height of the buildings since 1934. And the 

Seoul Government had limited the minimum building floors of roadside 

buildings through local regulations after the Korean War. It reflected the 

conception that a modern city should consist of grid streets and 

high-rise buildings. But on condition that the city was destroyed by the 

war and most of the remaining buildings were low-rise wooden 

structures, the construction of high-rise all over the city could not be 

achieved in a short time. Therefore the restriction on the height of 

roadside buildings was considered as a realistic alternative. And this 

conception was repeatedly projected on the Aesthetic district ordinance. 

Since 1970, the Building Acts has limited the maximum volume of 

buildings through floor area ratio, and the Aesthetic district ordinance 

limited the minimum size of buildings on the main str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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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minimum building floors had become the most basic standard 

for beautifying main streets in Seoul since the 1950s. Seoul Building 

Guidelines was applied not to the specific streets but to all over the 

downtown area with the minimum building floors according to the use 

zoning and the width of the front road. The minimum height regulation 

was imposed in order to make high-density land use and to build fire 

belts in the 1950s in Japan. In comparison, the conception that the 

building height has a very important effect on the urban scape was 

reflected more strongly on the institutions in Seoul. And even in the 

1960s, the Seoul Government continuously adopted a limit on the 

minimum building floors as a means of high-rise. And the Seoul 

Government expanded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minimum building 

floors to the entire administrative district of Seoul through the Aesthetic 

district ordinance since 1970. If Seoul Building Guidelines was to force 

the construction of higher buildings as soon as possible, the Aesthetic 

district ordinance was to suggest the proper scale of buildings along the 

main streets with the restriction of minimum and maximum building 

floors. 

The Join-wall buildings, mainly built in the 1950s and 1960s, were 

the specific results of the policies on the main streets. Seoul Building 

Guidelines was the background of the construction of the Join-wall 

buildings at the rehabilitation area which exceeded the proper floor area. 

The Guidelines allowed the construction of the Join-wall buildings, whil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achievement of the minimum building 

floors. The construction of this architectural type was a way to 

harmonize the aim of the government and landowners. The government 

was able to create well-organized cityscape along the main streets. The 

unified higher buildings as compared with the usual wooden one storied 

buildings, became a symbol of the restoration of the war. Meanwhile, 

landowners were able to secure the maximum amount of building space 

on a small plot of land. Furthermore, They could overcome the limitation 

of narrow plots by the construction of the joint buildings that share the 

entrances, staircases and corridors with adjacent buildings.    

However, the scale of the Join-wall buildings greatly expand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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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1960s, causing an extreme lack of open area. And it became the 

direct cause of a series of law revisions in the 1970s. According to the 

Aesthetic district ordinance and the revised Building Acts, the Join-wall 

Buildings became the architectural type of the previous era. 

Alternatively, the buildings with the certain heights and the vacant area 

on the side have been newly constructed. 

The Aesthetic district ordinance and Building Acts marked a new 

turning point in the 1990s. With the emergence of problems about the 

ordinance, the government began to improve the system in the late 

1990s. Eventually, the restrictions on the minimum building floors were 

removed from the ordinance in 2001. It could mean a shift in the 

concept of city beautification through encouraging higher buildings on 

the main streets which has be formed since the postwar period. This 

also proves that Seoul, which has been on the road to growth for about 

half a century, is in the mature stage of urbanization.

     

Keyword: Policies to Encourage Higher Buildings on Main Streets, the 

Join-wall Buildings, City Beautification, Postwar, High-rise 

Buildings    

Student Number : 2013-3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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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건축행정요강」 전문 

■ 서울특별시공고 제24호  

건축행정은 금후 수도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과업으로서 이의 진부여하

(振否如何)는 장래, 정치, 경제, 문화 또는 산업, 외교 등의 중심이 될 대(大)서울특별

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에 감(鑑)하야 웅대한 구상과 치밀한 계획 

하에 색원적 조치를 강구함이 필요함으로 좌(左)와 여(如)히 건축행정요강을 정한다.

단기 4286년 8월 3일 서울특별시장 김태선

건축행정요강(建築行政要綱)

一. 도시계획에 저촉 없는 대지상 건축 

1. 도시계획령(都市計劃令)에 의거하여 전면적으로 허가한다. 

2. 가건축(가주택(假住宅) 제외)은 재해지(災害地)에 한하야 일정한 조건하에 허가한다.  

二. 도시계획에 저촉된 대지상 건축 

1.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신축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2. 기존 건물의 대수선 대변경 및 용도변경은 조건부로 허가한다. 

3. 재해건물이라도 그 존속여부를 엄밀히 조사한 후 조건부로 수선 및 용도변경은 허가

할 수 있다. 

4. 도시계획령 시행세칙 제28조의 건축계(届)는 도시미관 및 교통 등에 지장이 없는 대

지에 한하여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다. (판장(板場) 가설) 

三. 건축물의 고(高)

1. 상업지역 및 노선상업지역 

ㄱ. 폭원 25미(米) 이상 도로 전면에 건축물을 신축, 재축, 개축, 또는 증축할 때는 내

화구조로 3층 이상으로 제한한다. 

ㄴ. 폭원 12미 이상 25미 미만 도로 전면에 건축물을 신축, 재축, 개축 또는 증축할 

때는 내화 및 준(準)내화구조로 2층 이상으로 제한한다. 

2. 기타지역 

   폭원 15미 이상 도로 전면에 건축물을 신축, 재축, 개축 또는 증축할 때는 2층 이상

으로 제한한다. 

3. 좌(左)의 노선 전면에 건축물을 신축, 재축, 개축 또는 증축할 때는 5층 이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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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다. 

기점(起點) 경과지(經過地) 종점(終點) 비고(備考)

세종로 남대문 서울역전(前)

남대문 한국은행앞 종로3가

서대문로-타리 종로5가

을지로1가 을지로6가

종묘전(前) 필동2가

四. 건축물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도시계획령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을 좌(左)와 같이 한다. 

1. 주거지역 대지에 대한 건평 비율 10분지(分之) 4

2. 상업지역 동(同) 10분지 6

3. 공업지역 동 10분지 4

4. 풍치지역 동 10분지 3

5. 혼합지역 동 10분지 4

五. 주택부지 면적의 한도 

1호(戶) 대지면적 25평 미만인 대지에는 건축을 금한다. 

六. 일반주택 

  주택을 신축, 재축, 개축 또는 증축할 때는 문화적 생활에 입각한 기능과 보건방화 및 실

  용적인 건축물로 하여야 한다. 

七. 건축대지 경계선

1. 대지경계선은 1미(米)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단, 노선상업 및 폭 12미 이상 

도로 전면의 건축에 한하여는 예외로 한다.

2. 대지경계선에 옹벽을 축조할 때는 불연질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八. 전 각 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불가항력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九.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조치 

1. 무허가건축을 감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법(依法) 엄중 처단한다. 

2. 기(旣)무허가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때 자진 철거함을 기한부(期限

附)로 예고하고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을 때는 강권으로써 이를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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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74호  

재(再)수복 당시 핍박한 시민재정 상태와 자재수급 등을 고려하여 저간(這間) 가건축 

허가를 임시 조치로 하여왔스나 도시계획사업의 본격적인 실시와 각 도시에서 접종(接

踵) 연발하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현행 건축행정요강을 좌(左)와 여(如)히 개정한다. 

단기 4287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태선     

건축행정요강 일부개정

一. 도시계획에 저촉 없는 대지상 건축은 도시계획령에 의거하여 전면적으로 허가한다. 

단, 고층건물지구(高層建物地區)에 있어 당분간 지정건축설계(指定建築設計)에 의하여 위

선(爲先) 지상 2층 이상 준공사용을 인정한다. 지하실은 필히 설계할 사(事).

二. 도시계획에 저촉된 대지상 건축은 도시계획사업 실시예정 제1, 2, 3차 지구를 제외한 

제4차 이상 지구에 대한 건축은 좌(左)와 여(如)한 조건부로 별안(別案) 각서(覺書) 제출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대지 주위 환경에 의하여 교통, 보안, 방화, 미관 등에 지장이 

유(有)하다고 인정할 시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허가된 건물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이 없이

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기(記)

지구별 구조 존속기간

제4차 지구 준(準)내화구조 및 간이시공 연와조  4개년 단기 4291년말 한(限)

제5차 지구 동(同)  5개년 단기 4292년말 한

전항 중 전면도로 폭원 15미(米) 이상 도로면의 건축물은 2층으로(바라벨트 고(高) 9미돌

(米突)) 한다.

각서

 

一. 건축물 대지 소재            서울특별시    구    동 

一. 건축물 구조 및 면적 

                                                               건축주 성명

 

우기(右記)와 여(如)히 금반 가건축을 하옵는 바 본 대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옵기 귀청(貴

廳)에서 기한부로 허가하여주시면 소정 기한에는 물론 기한 내라 할지라도 철거명령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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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할 시는 무조건 무상(無償) 철거하겠아오며 만일 지정기한 내에 철거를 이행치 못할 시

는 귀청에서 일방적 처분을 하여도 하등 이의가 없겠으며 준공 후 건물은 귀관 승인이 없

이는 제3자에게 양도치 않겠압기 후일(後日)을 증(證)하기 위하여 보증인 연서(連署) 하에 

자이(玆以) 각서 제출하나이다. 

년    월    일 

주소 

건축주 

주소 

보증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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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고시 제215호  

서울특별시 건축행정요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단, 단기 4286년 8월 3일자 서울

특별시 공고 제24호는 이를 폐지한다.

단기 4291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장 허정

서울특별시 건축행정요강

제1조.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대지상 건축은 도시계획령에 의거하여 허가한다. 

고층건물지구에 있어서는 지하실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정건축설계에 의하여 2층 이상

의 준공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제2조. 도시계획에 저촉된 대지상 건축은 도시계획사업 실시 예정 제4차와 제5차 지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로 별안각서 제출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이 허가를 받어 

건축된 건물은 시장의 승인이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교통, 보안, 방화, 미

관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하지 않이한다. 

 1. 지구별 구조 존속기한 

지구 구조 존속기한

제4차 지구 준내화구조 및 간이시공 연와조 단기 4294년 12월말일 한

제5차 지구 준내화구조 및 간이시공 연와조 단기 4295년 12월말일 한 

 2. 층수 제한 

폭원 15메-터 이상 도로면의 건축물은 2층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의 노선 전면에 있어서의 신축 개축 재축 또는 증축은 4층 이상이여야 한다.

노선

중앙청앞 남대문경유 갈월동파출소앞

남대문 한국은행경유 종로로-타리

세종로로-타리 종로4가로-타리

시청앞 을지로4가로-타리

종로4가로-타리 을지로4가로-타리

(2) 상업지역내 폭원 20메-터 이상 도로전면에 있어서의 신축 재축 개축 또는 증축은 

내화구조 3층 이상이어야 한다.  

(3) 상업지역내 폭원 15메-터 이상 20메-터 미만 도로전면에 있어서의 신축 재축 개축 

또는 증축은 내화 2층 이상이어야 한다. 단,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

는 단층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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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축면적과 대지면적의 비율은 도시계획령 시행규칙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역 10분지 5

(2) 상업지역 10분지 6, 단, 점포지구 및 노선상업지역은 10분지 8

(3) 공업지역 10분지 4, 단, 공장건축 이외의 건물은 10분지 6 

(4) 풍치지구 10분지 3

(5) 혼합지역 10분지 6 

제5조. 1호당 대지면적 25평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단, 제3의 (1)에 규정된 

노선 이외의 지구에 있어서는 20평 이상의 대지로서 주위에 기존건물 공공용지 기타로 인

하여 인접토지와 병합이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주택은 문화생활에 적합한 보건 위생 방화 및 실용적으로 신축 재축 개축 또는 증

축하여야 한다. 

제7조. 건축대지의 경계선은 다음에 의한다. 

(1) 민법의 규정에 의거한다. 

(2) 대지경계선에 간벽을 축조할 때에는 불연질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경우 미리 그 철거기한을 지정하여 자

진철거토록하되 그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으로서 철거한다. 

제9조. 도로 폭 20메-터 이상의 도로전면 건축물의 굴뚝은 그 전면에 둘 수 없다. 단 미관

을 해치지 않은 영구 구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건평 30평 이상의 건축물에는 한 등 이상의 외등을 가설하여야 한다. 단 가로등 

또는 보안등이 있는 가로에 면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11조. 상업지역 노선상업지역 풍치지구 및 공원 주변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창호의 위치, 

벽체의 색채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점포지구와 전용주택지구에 있어서는 건축물 주변에 (건축선으로부터 5메-터 이

내의 「ㄴ」형 측후와 경계선에서부터 이에 이르는 보도) 배수시설과 그 유지에 필요한 시

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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