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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중산층의 일상생활을 위한 백화점의 지역시설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Department Store as Regional Facilities 

for  Everyday Life of Middle Class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연정

지도교수 김광현

본 연구는 국내 주요 백화점 브랜드가 도심이 아닌 압구정동에 위치하는 것과 백

화점에서 중요한 입지요소인 교통인프라의 집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일

부 백화점에 세탁소와 같은 서비스들이 있음을 통하여 백화점이 아파트단지와 관

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였다. 이 가설은 백화점과 아파트단지의 도시

공간적 위치가 근접하다는 것과, 아파트단지 중산층의 일상생활과 백화점의 공간

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통하여 증명하고자 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주거의 대량공급이 목표로 설정되고 영동지역(강남)의 개발

이 시작되었다. 대량공급이라는 목표는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주거지를 형성시켰

다. 또한 도시화가 미비한 상황에 주거지를 우선하여 계획하였기에 제도적으로 아

파트단지 내에 일상생활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

지 내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일상생활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집회와 관련된 시설인 

집회소, 환경위생에 관련된 시설이 공중목욕탕, 체육 스포츠시설에 관련하여 수영

장, 정구장 등의 설치, 그리고 쇼핑에 관련한 일상생활 시설로 시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관료적인 일상생활시설들은 민간건설사에 의해 축약되어 나타

났다. 즉 압축된 아파트 단지 내 일상생활은 단조로움 해결에 대한 욕구와 다른 

하나는 동질집단 속에서도 차이를 갈구하는 욕망은 ‘소비’라는 욕구로 변질되었

다. 또한 쇼핑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던 시장은 그 정의가 모호한 상태였기

에 쇼핑센터, 백화점이라고 하는 시장보다 높은 수준의 쇼핑시설도 건립가능 하였

다. 이로써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이라는 광역생활시설이 아파트단지 일상생활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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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하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타난 것이 한양쇼핑센터, 현재의 갤러리아백화점

과 현대백화점이다. 

결국 백화점에서 아파트단지 일상생활 시설의 일부분이 대체되었고, 광역생활시설

들의 일부도 소비재로 대체되어 일상생활시설로 백화점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아파트 형식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백화

점에는 몇 가지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로 형성된 아파트단지들

이었는데, 아파트가 중산층의 새로운 지위를 표현해주는 소비재가 되면서 단지 내

의 일상생활시설들은 더없이 풍부해졌고, 외부공간은 공원으로 계획되기 시작하였

다.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그들의 

일상생활권 내에 위치한 백화점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였다. 옥상정원을 공원으

로 변모시킨다던지, 문고의 역할을 수용할 있는 북카페 같은 것들이 생겨났으며, 

게이티드 커뮤니티 강화에 대응하는 VIP라운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산층의 일상생활 시설로 백화점이 이해되고 강남지역이 중산층의 집단적 

거주지라는 특별한 사회적 경계를 형성하면서 결국 백화점에 대한 새로운 기호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상품의 지위도 이들 백화점에 있으면 새로워지게 되었으며, 

백화점의 외관은 중산층의 지위를 표현하는 물적 대상이 되어 주거지역과 근접한 

백화점에 동일한 외관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중산층의 일상생활과 백화점의 관계는 이후 다른 백화점 및 다른 지역시설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중요하다. 이를테면 AK프라자 구로점에서는 주변 지역의 

일상생활시설 가운데 체육스포츠 시설을 보완해주기 위하여 개점 당시에는 스포츠

센터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인근 지역에 공공시설로 스포츠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생겨나고, 강남의 백화점이 영화관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자 스포츠시

설은 영화관으로 대체되었다. 백화점에 나타났던 북카페는 이후 대부분의 도서관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백화점에 식음에 관련한 시설들이 증가하는 것은 미술관이

나 박물관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VIP라운지는 백화점을 거치면서 카드사와 통신

사 등의 마케팅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백화점의 지역시설

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백화점은 아파트단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들의 일상생활시설로 기능하기 위해 노력

해왔고, 이로써 단순히 쇼핑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은 문화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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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되기도 하고, 운동을 하는 공간이면서, 모임을 가지는 공간이기도 하며, 장

을 보러가거나, 외식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백화점의 중산

층의 일상생활을 위한 노력들은 다른 지역시설들에도 영향을 미쳐왔으며, 앞으로

도 새로운 아파트단지 형식과 주변의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결국 백화점은 

겉으로는 폐쇄적이고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중산층의 일상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도시에 요구되는 시설들을 먼저 수용

하여 일상생활화 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1) 

주제어 : 백화점, 중산층, 일상생활, 아파트단지, 지역시설

학  번 : 2004-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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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진행 및 방법

1.3 선행연구 고찰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혁명 이후 가능해진 대량생산은 그에 상응하는 대량소비를 요구하였다. 대량

소비는 다시 상점들의 대형화를 요구하였으며, 19세기 중반 파리에서는 새로운 도시

계획들을 통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마가쟁드 누보테로 불렸으며, 그 가

운데 하나였던 ‘봉 마르셰’의 경영에 부시코라는 사람이 참여하면서 혁신적인 경

영기법들을 실현하였고, 이로써 백화점이라 불리는 새로운 소비의 공간이 탄생하였

다. 마가쟁드 누보테가 처음 등장하였을 때에는 대중들을 위한 것으로 박리다매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점차 부르주아의 세계가 되면서 고급화되었고, 서민들에게 열망

의 공간이 되었다. 백화점은 중산층 문화의 물적 표현이 되어 판매시설로서 부르주

아 생활을 반영한 상품을 구성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대중들을 교육하여 부르주아 가정이 구비해야할 물품들을 제안해 주기도 하였으며, 

부르주아 일상의 면모를 옮겨놓은 갤러리나 도서관도 있었다. 이에 필요에 근거하여 

상품을 구매하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환의 가치를 만들어 준 백화점은 생산기반 

경제에서 소비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고, 상품문화의 재생산 및 

재현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즉 백화점은 소비라는 활동을 하나

의 제도로 공고화 한 시설이었다.1) 백화점의 의의는 많은 상품을 한 곳에서 구경하

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는 것과 그 곳에

1) D, Chaney, 「The department store as a culture form」, Theory, Culture and Society 
1(3),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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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상품의 구매 이외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의 장이 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

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양한 유통채널의 발달 등으로 인해 현재 세계적으로 백

화점은 다른 곳에서 제작된 상품 특히 패션과 관련 있는 상품들을 전시 및 판매하는 

시설로서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백화점은 또 다른 현대적 소비 공간인 몰과 

대비되어 근대적, 즉 포디즘적 생산체계에 적합한 소비 공간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

고 평가된다. 장 보드리야르는 드럭스토어가 ‘백화점’보다 더 특수한 현대적 소비

공간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백화점이 물품이 양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놀이 삼아 

뒤져볼 여지가 적고', '매장과 상품의 배치가 목적을 갖도록 걷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말한 것이다.2) 파코 언더힐은 백화점이란 개념이 이제 조금 진부해

졌으며, 더 전문적이고, 더 화려한 패션 전문매장과 경쟁을 하기가 버거워졌다고 말

했다.3) 세계의 백화점은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며, 국내에서도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큰 성장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백화점과 비교해 볼 때 국내 백화점의 상황은 아주 열악한 것은 아니며, 저성장 속에

서도 오히려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백화점이 복합소비공간으로

서의 역할을 해 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백화

점은 소매시설 이외의 다른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지역밀착형’ 혹은 ‘전

생활’ 백화점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지역밀착형’이라 함은 입지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지역과 물리적 

거리 뿐 아니라, 지역의 거주민과의 관계를 맺고자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백화

점은 구매활동을 위해 공간화 된 곳으로 앞서 중산층의 생활문화를 창출하거나 부르

주아의 일상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전(全, whole) 생활’이

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지역밀착형과 전생활백화점

의 두 용어가 유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도 유사하기 때

문에 전생활의 의미 역시 백화점의 입지적 상황과 공간구성의 측면과의 관계성을 설

명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이 용어가 1985년 현대백화점의 등장 이후

에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아파트단지의 지역과 밀착하고 있는 백화점에서 드

러나는 성격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지역밀착형이나 전생활 백화점이 복합적 소비

2)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그 신화와 구조』,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1999.12(2판1쇄), 
pp.19~22 

3) 파코 언더힐, 김민주·송희령 옮김 『몰링의 유혹』미래의 창, 2008,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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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 기능하는 것을 설명한다고 할 때 단순히 고객의 편의를 고려한 마케팅 기법

의 일환으로만 설명될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시설’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단지’라는 특수한 주택형식에는 중산층의 일상이 재단되

어 나타나며, 그 과정 중에 중산층의 시설에 대한 욕망을 수용하며 나타난 것이 바로 

백화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내 백화점을 지칭하는 ‘지역밀착형 백화점’과 ‘전생활백화점’이 의미하는 

바가 백화점과 아파트단지가 도시공간적으로 밀착하는 것과 관계하는 것임을 밝힌

다. 또한 아파트단지에 드러난 중산층의 일상생활과 백화점의 관계를 규명하여 백화

점의 지역시설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백화점이 다른 지역시설들 미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백화점이 지역시설로서 가지는 의의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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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정,강철민
(1999/실-학술)

백화점의 실내디자인과 건축계획의 상호보완요소에 관한 연구 

표 1-1 . 선행연구 - 건축계획부문

1.2 선행연구고찰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백화점’건축과 관련한 논문은 크게 1)건축계획적 

측면, 2)쇼윈도,실내디자인·MD나 VMD 3)입지와 선택 4)근대 백화점에 드러난 도

시성 5) 기타-마케팅에 관련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 이후에는 단일한 백

화점보다는 복합상업시설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

간분석, 길찾기, 테넌트 등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백화점에 관련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건축계획적 측면과 기타로 구분하여 연구들의 동향을 

이해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단지와의 관계를 통하여 백화점을 이해하고자 하

는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파트에 관련된 최근 연구들도 살펴보았다. 

1) 건축계획적 측면의 연구

1980~90년대 백화점이 급증한 시기에는 건축계획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90년대부터 최근까지는 외관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

고 있다. 즉 백화점 건축에서 계획적인 측면보다는 파사드가 가지는 의미가 더 크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백화점이 계획의 측면에서는 크게 변화되

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백화점 계획 시 발주처인 유통계에서 충분한 사전 조사

를 통한 표준적인 설계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실제 

백화점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건축 그 자체라고 하기보다는 실내디자인이나 VMD 

등의 발달과 큰 상관관계가 있다. 외관의 경우는 발주처의 브랜드 이미지를 드러내

는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가의 의지와 컨셉의 측면보다는 브랜드 그 자체로

서의 중요성이 있기에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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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송웅(1990/석사) 도심 백화점 건축 외부색채계획에 관한 연구:서울시 내 백화점

박정배(1993/석사) 백화점건축 외관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나부경(2004/석사) 도심지백화점 건축 외관 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정재규(2005/석사) 백화점 파사드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도심주요3대백화점 중심

민자경(2005/석사) 브랜드개성형성에 있어서의 파사드디자인에 관한 연구

오지영(2007/석사) 백화점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한 파사드(facade) 색채디자인 연구

김민균(2011/석사) 우리나라 백화점 파사드 디자인 변화에 대한 연구

디자인
김현관(2002/석사) 우리나라 주요도심백화점의 차별화 전략에 따른 디자인 특성

조수현(2009/석사) 숭배언어로 재조명한 백화점 디자인 분석에 관한 연구

기능수용 이기웅(1998/석사) 백화점 건축의 현대적 기능 수용에 관한 연구

외부공간

정영훈(1988/석사) 도심지 백화점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보행자접근을 중심으로

이영희(1994/석사) 백화점 건축물 내·외부 접속공간의 개선계획

김중재(2003/석사) 백화점 전면광장 물리적 특성유형화 및 선호도 연구

박혜성(2003/석사) 백화점 전면공간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구 분 연구자(시기/분류) 제 목

쇼윈도
박명순(1987/석사) 백화점 Show-window display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백화점 

김미경(1989/석사) 백화점 쇼·윈도우 디스플레이 색채에 관한 연구

실내
디자인

유재임(1988/석사) 백화점 유아휴게실의 실내 계획에 관한 연구

서차만(1998/석사) 실내건축디자이너의 대외경쟁력을 위한 백화점 디자인

오진(1998/석사) 감성디자인을 적용한 백화점 문화센터 실내디자인 계획

표 1-2. 쇼윈도우, 실내디자인, MD&VMD, 선택입지 및 기타

2) 기타

백화점은 근대 이후부터 건물유형에서 큰 변화가 있진 않았다. 2003년에 개점한 

영국 버밍햄의 셀프리지백화점4)이나, 독일 콜로뉴의 P&C백화점5)처럼 형태적으로 

특별한 백화점의 건립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백화점은 주로 정방형의 

평면과 내향적 체계를 가진 건물로 내부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보여주어야 하는 숙명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내디자인, 쇼윈도, MD 등에서 짧게는 주(週)별, 계절별, 

혹은 2~3년에 한 번씩 내부를 리뉴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특성들에 관한 연

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영국 버밍햄의 셀프리지 백화점은 증축의 필요성과 함께 도심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기존 도시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백화점을 신축하였다. 퓨처 시스템즈의 유명 건축가 
‘비토리오 래디치’가 설계한 것으로 무정형의 형태와 은색의 원판으로 외관을 감쌌다. 내부공간
에는 채광창이 있는 아트리움과 에스컬레이터가 교차하면서 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5) 독일 콜로뉴 지방 백화점인 P&C백화점은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물결이 출
렁거리는 것 같은 등마루선을 가진 위로 불룩한 형태의 유리볼륨을 통해 주변의 전형적이고 전통
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랜드마크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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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1999/석사)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한 백화점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김성주(2001/석사) 백화점 스포츠매장의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경방필백화점

김선희(2001/석사) 마케팅환경변화를 고려한 백화점 복합문화공간 실내디자인 계획

정용호(2002/석사) 백화점 여성의류 매장공간의 이미지 유형 및 구성요소 특성

박재민(2007/석사)
리테일디자인을 통한 감성체험이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롯데백
화점 Avenuel 사례를 중심으로

오진(2008/석사) 감성디자인을 적용한 백화점 문화센터 실내디자인 계획

박길용(2008/석사) 백화점 여성캐쥬얼 의류 및 잡화 편집매장 계획

양철식(2009/석사) 문화마케팅 표현요소를 적용한 백화점 내 외식문화공간계획

오수정(2011/석사) 체험마케팅의 표현특성요소를 적용한 패션매장 실내공간계획

MD
&

VMD

배정열(1989/석사) 신규백화점 식품매장의 MD전략에 관한 연구

김연아(1998/학회)
백화점의 통합적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을 위한 VMD전략 계획에 관한 연
구 

최명신(2002/석사)
백화점 의류매장의 고객동선과 VMD의 상관성 연구: 대전 L, G 백화
점의 머천디자인 프리젠테이션을 중심으로

김주영(2004/석사) 백화점 매장의 공간구조와 VMD에 따른 고객 동선에 관한 연구

이랑주(2008/박사) 한국백화점 비주얼머천다이징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정화연(2008/석사) 백화점 공용공간 VMD에 관한 연구

이지수(2010/박사) 백화점 여성의류 브랜드의 비주얼머천다이징 선호 요인에 관한 연구

선택
입지

유기영(2001/석사)
소비자의 백화점 선택특성에 관한 연구 : 확률선택모형을 이용한 수도
권 백화점을 중심으로

전재풍(2010/석사) 백화점 고객의 점포선택 영향요인 분석: 수원시 백화점을 중심으로

김영록(2010/박사)
백화점 소비자의 행태분석에 따른 단계별 점포선택 선호요인 연구 : 수
도권 백화점 사례를 중심으로

김도현(2007/석사) 백화점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

기타

길동제(2008/석사)
현대도시에서의 상업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엔터테인먼트요소
극대화를 위한 건축적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유진효(2013/석사) 공간마케팅 광점에서 본 소비자 혜택공간에 관한 연구

김영상(2003/석사) 국내백화점 식품매장 경쟁력 제고에 상품구성이 미치는 영향

강병권(2011/석사) 대규모점포의 엔터테인먼트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손성진(2008/석사) 1930년대 문학에 나타난 백화점과 근대적 욕망의 발현 양상연구

건축과 실내건축분야의 백화점에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을 살펴 본 결과, 쇼핑환경

의 개선을 위한 계획 방향들을 설정하기 위한 사례조사 중심의 연구와 브랜드 아이

덴티티의 구현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백

화점들이 수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변화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있다. 특히 

마케팅과 관련된 논문들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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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아파트단지에 관련한 논문

구 분 연구자(시기/분류) 제 목

일상 권현아(2012/박론) 한국 도시주거의 상품화와 일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

단지

천현숙(2002/박론)
아파트주거문화의 특성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아파트 주거의 확산 요인
을 중심으로

강인호 외
(1997/건축학회)

우리나라 주거형식으로서 아파트의 일반화 요인분석

장성수(1994/박론) 1960-70년대 한국 아파트 변천에 관한 연구

강남성 서대승(2011/석론)
신도시개발이후 주택의 의미변화와 사회적 경게형성-분당의 경계와 강
남이라는 가상의 등장을 중심으로

표 1-3. 국내 아파트단지에 관련한 논문

아파트단지는 주거분야의 가장 핵심적 주제이다. 주로 단지계획적인 측면의 발전 

양상과 상품화에 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룬다. 2000년 이후에는 아파트를 사회를 들

여다보는 도구로 활용하는 많은 서적들이 출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의 

단지적 구성에 대한 비판의 논조가 많은데, 본 연구는 이러한 비판의 연속선에 있는 

것은 아니며 백화점과 중산층의 일상생활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중산층의 일

상생활을 아파트단지에 드러난 시설들로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과 비건축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가운데 백화

점을 아파트단지 속의 일상생활과 지역적 시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논의는 이루어

진바 없다. 물론 근대시기 백화점이 새로운 근대적 삶을 표상해 주었던 것임을 밝히

고자 한 연구들은 있으나, 그것은 단편적인 역사의 흐름에 불과하다. 국내 백화점이 

중산층의 욕망을 구현하며 현대적인 소비공간이 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아파트

단지를 통한 새로운 삶의 양식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과 함께 출발하였다. 아파트단

지는 주도적인 주거양식이 되었으며, 백화점에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백화점의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갈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중산층의 욕망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백화점만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

는 것을 밝히는 것도 아니며, 르페브르가 지적한대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소비가 정

당화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하고 새로운 일상생활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자 

함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압축적인 성장을 통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아파트단지의 

일상과 백화점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앞으로도 둘의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수준이 머무르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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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진행 및 방법

본 연구는 현재 국내 백화점이 아파트단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수립하

고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장에서는 백화점을 판매시설과 지역시설 2가지 측면으로 고찰하고, 이를 배경으

로 국내 백화점의 특수한 상황을 밝히고 가설을 수립한다. 백화점이 판매시설로 가

지는 지위와 특성은 소비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담론을 다루는 문헌을 통하여 이해하

였으며, 이것은 백화점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예비적 탐구

이다. 이와 더불어 중산층의 일상생활과 백화점의 관계를 지역시설이라는 측면으로 

논하기 위하여 생활권 및 지역시설의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시설로서 

백화점이 가지는 지위를 이해할 것이다. 백화점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이해를 배경

에 두고 국내 백화점의 현황을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하여 주거지와 관계하는 입지적 

특수성을 가진 백화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백화점과 아파트단지의 관계함을 가설로 

수립한다.

3장에서는 백화점과 아파트단지가 관계한다는 것을 공간적 밀착관계로 밝히고 주

요 연구대상을 선정한다. 공간적 밀착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 75개의 주요 백

화점의 용도지역과 도보이용가능범위 두 항목으로 조사한다. 도보이용가능범위는 반

경200m와 반경400m 이내에 아파트단지의 유무로 구분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용도지역을  크게‘상업’, ‘주거’, ‘기타’로 나누고, 아파트단지의 유무에 따

라 12개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 분석을 통하여 백화점이 아파트단지 일상생활권에 

있는 사례가 많음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시기적인 특성과 지역적인 특

성들을 고찰하여 가장 중요한 유형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도 원인을 제공한 백화

점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들 백화점이 아파트단지와 공간적인 밀착관

계를 성립하게 되는 것을 서울의 영동지역의 개발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한

다. 특히 압축적 도시의 성장과정 속에서 중산층의 주거지로 아파트단지가 관료적·

압축적으로 공급되는 것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한다.

4장에서는 백화점과 아파트단지가 관계한다는 것을 중산층의 일상생활과 지역시설

로 백화점의 역할을 고찰하여 규명한다. 중산층의 일상생활과 백화점의 지역시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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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의 관계규명을 위하여 아파트단지 복리시설 제도의 변화·실제 아파트단지에 구현

된 일상생활시설·백화점의 변화를 조사·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광역생활시설인 백

화점이 중산층의 일상생활시설로서 기능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고 전생활백화점의 

의미를 밝힌다. 또한 중산층의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백화점 내 일상

생활시설들이 다른 지역시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백화점의 지역시설

로서의 의의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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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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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백화점의 이해 및 현황분석을 통한 

가설의 설정

2.1 소비사회 특징과 소매시설로서의 백화점 이해

2.2 현대 도시일상생활과 지역시설로서 백화점

2.3 국내 백화점 현황 이해 및 가설 설정 

2.4 소결

2장에서는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소비시설로서의 지위와 의미와 일상을 재단한 생

활권과 시설의 관점에서 가지는 지위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

재 국내 백화점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고 백화점과 아파트단지

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수립할 것이다. 먼저 2.1에서는 백화점의 가지는 소비시설로

서의 지위와 의미를 살펴본다. 소비사회의 성립으로 ‘소비’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하나의 문화로 이해되고 있다. 장 보드

리야르는 소비가 사물의 소유와 기능적 사용만을 말하거나 개인이나 집단의 단순한 

위세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및 교환의 체계”로 “현대인의 감정

과 욕구 교환을 위한 가장 일상적인 행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1) 이에 따라 

‘백화점’이 단순히 다양한 상품들을 취급하는 판매시설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이라

는 사회계층의 소비적 성향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기호로 강화되었음을 살펴

볼 것이다. 2.2에서는 지역시설로서 백화점의 가지는 지위를 이해하기 위하여 지역

시설의 의미와 생활권과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백화점은 광역생활시

설로 이해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2.3에서는 

현재 국내 백화점의 특수성들을 특히 복합된 시설과의 관계 속에서 밝히고, 그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전생활백화점이나 지역밀착형백화점이며, 1980년대 말부터 

등장한 것으로부터 아파트단지와 백화점의 밀접한 관계에 대하여 가설을 수립한다.

1) 장 보드리야르, 이상률 옮김,『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1999, 문예출판사,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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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비사회 특징과 소매시설로서 백화점

2.1.1 소비자로서의 현대 도시인

 현대가 소비사회2)임을 부정하는 이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소비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비’가 극적으로 출현한 시기에 대한 의견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 매그라켄은 『Culture and Consumption : New Approaches to the 

Symbolic Character of Consumer Goods and Activities(1988)』에서 소비사회

에 대한 논의가 3명의 연구자 매켄드릭, 무케르지, 윌리엄스로부터 학문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3) 그에 따르면 이 세 연구자는 소비사회의 태동과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각각의 이론에 일부의 결함이 있지만 소비사

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에는 유효하다고 설명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들을 종합하

고 있는 매그라켄의 설명을 중심으로 소비사회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우선 그에 따

르면 매켄드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산업혁명의 필연적 동반자로 소비혁

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특히 생산을 수요측면의 발전으로 이해하고 

있어 매우 유효한 접근이지만 수요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유행이 16세기에는 없었다

고 설명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한다. 또한 베블런이나 짐멜이 주장하는 트리클다운 

개념의 사회적 설명만으로도 소비사회로의 전환의 근본적 변화를 이해시킬 수 없다

고 비판하였다. 윌리엄스의 연구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윌리엄스가 

소비의 혁명의 기원 및 발전을 프랑스에 나타난 부르주아의 라이프스타일, 대중의 

2) 장 보드리야드, 이상률 옮김,『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9.12(2판1쇄), p.117~119
장 보드리야드는 소비사회가 소비를 학습하는 사회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회가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소비가 새로운 생산을 위한 수단이자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소비는 새로운 생산력이 출현하고 고도의 생산성을 갖는 경제체계의 재편성을 위한 사
회화의 새롭고 특수한 양식이 되는 것이다. 즉, 생산과 소비가 생산력과 그 통제의 확대재생산이
라는 단 하나의 똑같은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실제적인 필요에 의하지 않은 소비가 증가
하고 이것들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을 통해 장 보드리야드는 소비가 다음 2가지의 강제의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1. 구조분석 수준에서의 의미작용에 따르는 강제
2. 전략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분석에서 생산과 생산순환에 따르는 강제

3) 무케르지, 맥켄드릭과 윌리엄스의 해당 저서는 다음과 같다.
Chandra Mukerji, 『From Graven Images : Patterns of modern Materialism』, 
Columbia Univ. Press, 1983
Neil McKendrick, John Brewer, J.H. Plumb, 『The Birth of A Consumer Society: The 
Commercialization of Eighteenth-Century Englan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
Rosalind H. Williams, 『Dream Worlds: Mass Consumption in Late Nineteenth Century 
Fra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eprint edition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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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프타일, 엘리트주의적인 라이프스타일, 민주주의적인 라이프스타일이라는 4개

의 라이프스타일과 그 준거집단 및 확산으로 설명하고자 하였기에 소비사회를 사회

과학적인 개념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윌리엄스가 전제한 귀족

의 여가시간과 관계하는 소비적 입장에 대해서는 부정한다. 마지막으로 매크라켄은 

무케르지가 소비주의 문화의 기원을 15~6세기 유럽에 나타난 근대초기의 인쇄술, 

18세기 면화, 물질주의의 3가지 측면(소비주의, 자본재, 물질주의 사상)의 발달의 검

토를 통해 근대 초기의 쾌락주의적 소비주의의 증거를 찾고, 소비주의가 오히려 자

본주의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한 것을 높게 평가하였다. 무케르지가 소비

의 의미를 상징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성격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것에 동조하고 

있다. 매그래켄은 이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비의 사회가 

형성되는 것을 이해하였다. 먼저 16세기 영국에서 엘리자베스여왕이 정치적인 이유

로 자신의 권력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귀족들의 소비를 확대시킴에 따라 소비의 붐이 

형성되었고 이후 18세기에는 재화세계 자체가 확대되었다. 이로써 소비는 계층화된 

영국사회에서 지위의 상징이 되었다. 하위자에게는 모방을 상위자에게는 차이화라는 

소비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19세기에는 윌리엄스나, 밀러의 

연구를 통해 소비의 붐은 없었지만, 근대적인 성격의 소비를 위한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즉 18세기까지 귀족을 중심으로 소비가 성행되었지만, 19세기부터는 대중적인 

소비와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백화점의 등장이 소비와 사회변화의 변

증법적 관계에서 생겨난 동력의 물리적 장소와 제도의 근거지가 되었다고 설명한

다.4) 즉 15~6세기 귀족들로부터‘소비’가 자신의 지위를 상징해 주는 행위로 나

타났으며, 산업혁명과 함께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면

서 대중소비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소비사회’가 언

제 시작되었는가, 즉 왜 소비사회가 되었는가라는 측면이었다. 소비라는 사회적 활

동이 개인의 욕구-계층의 소속이나 자기 과시- 등의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인

가, 자본주의라는 큰 사회구조 속에서 생산과 소비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분명 이들을 분리하여 별개로 설명하는 것은 소비사회를 분

명하게 이해시키지 못한다. 개인에게 소비라는 것이 중요해진 것만큼, 사회구조를 

지탱하는 생산을 위하여 소비가 고취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매크래켄 역시 

4) 그랜트 매그래켄, 『문화와 소비』,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pp.29~82



14

이러한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소비가 문화로 이해되어야 함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

다. 소비가 세계의 지속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0년대이며, 이때 비로소 실질적인 대중소비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는 소비가 단순히 많아지는 것을 넘어서 부추기는 사회적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었

기 때문이다. 르페브르의 경우에는 이러한 측면들이 강화되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며, 아래 인용문 역시 같은 논지를 설명하는 글이

다.

이제는 생산성의 향상뿐 만 아니라, 그것과 연동되는 소비의 욕망을 발견하고 부추기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다. 물론 이 

말이 생산의 사회가 끝나고 소비의 사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는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의 일부였다. 단지 대공황의 

경험 이후 대량생산된 상품의 원활한 소비, 각기 상이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재의 개발, 그리고 끊임없이 소비의 욕망을 부추기는 소비에 관한 교육이 이전 시

대보다 확연하게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소비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권용선, 「생산의 사회에서 소비의 사회로?」,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11 ,p.66

현대 소비사회에 관심을 두는 많은 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은 소비라는 

것이 개인의 욕구나 필요에 의해 선택되고 결정되지만, 나아가 이것이 소통의 수단

이 된다는 측면이다. 또한 소비가 자본 순환을 고취하고, 나아가 사회구조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에서 많은 부분들이 소비로 조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스펙터클한 상품의 전시는 소비자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관심을 

더 많은 소비로 이끈다. 광고는 근대성을 확산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소비주의 그 자체를 판매하였던 것이다. 일상생활을 근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

운 광고로 인해 내구성 소비재와 자동차의 보급률이 확대되고, 점점 대형화, 고급화, 

자판기 일회용품, 인스터트식품, 편의점 등의 이용률이 증가한다. 소비 욕구의 변질

과 소비조건의 변화는 전통적 소비방식을 해체시키고 개인 및 가족 단위의 소비생

활, 나아가 사회생활 전체가 점점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소비에 적응할 수 있는 방식

을 따르게 만들었다. 이전 시대에서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계층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였던 ‘태생’이라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 즉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변화시킬 수 있었기에, 더욱 빠르게 대중에게 흡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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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계급의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이라는 실제적인 매체를 통하여 계급이

라는 추상적인 진실이 생생하고 경험적으로 느껴져야만 한다. 또한 계급구조가 재현 가

능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단지 추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환상, 집합적인 

이야기하기, 서사적 형상성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역

은 문화의 영역이며, 더 이상 추상적인 사회학이나 경제학적 분석의 영역이라 할 수 없

다.

Fredric Jameson, 『Class and allegory in contemporary mass culture: Dog day 

afternoon as a political film", Screen Education 30, 1979a.5)

프레드릭 제임스가 말한 것처럼 소비는 자본에 의해 적극적으로 자아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사회적 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행위가 된 것이며, 문화로 인정받기에 이르

렀다. 소비문화는 이제 차이 표시의 기호이면서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기제이자 동시

에 정체성이 표출되는 공간으로도 나타나며6) 소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된

다고까지 이야기된다. 전통지향적이고 내면지향적이던 사회는 소비에 의해 이제 타

인지향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즉 자아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또 드러내는 행위로

서 소비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면서, 경쟁심리로부터 소비를 행하게 만드는 타인

지향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7) 자본주의는 확연한 계층의 분리 양상으로 나타

났으며, 자산의 정도에 의해 계층이 분리된다는 것은 소비의 능력에 차이를 가진다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는 

계층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므로 경제적 계급, 문화적 취향, 공간은 소비양식을 분

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르디외는 소비가 계층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소비가 변모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문화적 취향을 구별짓게 만드는 중요

한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일반화되어 중산층과 같은 특정계층

을 이해하기 위한 생활양식적 측면에서 소비에 관련한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남은영8)은 중산층이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자

산을 통해 규정되는 집단이지만 이들의 생활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소비양식을 

이해해야한다고 말한다. 

‘유행’은 필연적으로  소비사회의 주요한 특성이자 소비를 지속시키는 매개체가 

되어 왔다. 소비의 영역에서는 사물과 욕구 자체도 사회적인 것이므로, 모델로 삼은 

5) 김응숙, 『소비문화 이데올로기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p.26에서 재인용

6) 함인희, 이동원, 박선웅,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집문당, 2001`, p.33

7) 우실하, 「사회적 과시의 재생산 매커니즘과 광고」, 담론, 201 10(1), 2007, pp.142~143

8) 남은영, 「한국의 소비문화와 중산층의 생활양식 :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합의를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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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및 지도적 엘리트층으로부터 다른 사회계층으로 이행하는 구조를 지닌 사회적 

영역이 된다. 그러므로 욕구가 어떤 표준적인 소비자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하

는 것이 아니라 상류계급으로부터 발생하며, 상류계급이 그것을 거쳐 갈 때만 일반

적인 대중의 욕구가 된다.9) 이것은 짐멜이 지적한 트리클다운(trickle down) 이론으

로도 설명된다. 트리클다운 이론은 유행을 설명하는 용어로 차이화의 원리를 따르는 

상위의 사회집단은 새로운 패션을 채용하게 되고, 모방의 원리를 따르는 하위의 사

회집단은 상위집단의 의복을 채용하여 새로운 지위주장을 확립하려고 한다는 것이

다.10) 이 이론에 대하여 매크래켄은 유행의 확산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양단의 집단이 아닌 중간집단의 동기의 이중성을 주목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위계서열적인 사회적 지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별, 연령 및 민족에 의

해 확립된 지위차이에 의해서도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즉 단순히 상위계

층만이 준거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준거집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소비사회에서 유행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

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더 다양한 이유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된다.

유행은 한편으로 그것이 모방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충족시킨다. 다시 

말해 유행은 누구나 다 가는 길로 안내한다. 다른 한편 유행은 차별화 욕구를 만족시킨

다. 다시 말해 구분하고 변화하고 부각시키려는 경향을 만족시킨다. 이는 유행의 내용이 

변화하고 부각시키려는 경향을 만족시킨다. 이는 유행의 내용이 변화되면서 현재의 유

행은 어제나 내일의 유행과 다른 개별적 특징을 갖게 된다는 사실 뿐 아니라, 유행이 

언제나 계층적으로 분화한다는 사실에도 입각한다. 상류층의 유행은 그보다 신분이 낮

은 계층의 유행과 구분되고 낮은 신분의 계층에 의해 동화되는 순간 소멸된다는 사실도 

이를 입증한다. 유행이란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개인적 차별화 경향 사이에 타협을 이

루려고 시도하는 삶의 형식들 중에서 특별한 것이다.

게오르그 짐멜, 김덕역·윤미애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출판사, 2005, p.57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에게 있어 소비란 어느 집단에 대한 소속감의 표

출일 수 있기 때문에 소비는 의식화되고 권력화 될 수 있다. 소비사회의 형성은 분명 

대량생산에 대응하는 기제로서 발생한 것이었지만, 1950년대 이후의 상황들에 대하

여서는 이제 생산보다 소비다 더 중심이 되는 사회로 변화하였다는 것이 지배적이

다. 소비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소비를 더 부추기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

9) 따라서 중간계급 및 하위계급의 욕구는 상류계급의 욕구에 비해 시간적, 문화적으로 항상 뒤처지
게 되면서 욕망의 생산과정 자체도 불평등하다고 평가된다. 

10) 그랜트 매크래켄, 이상률 옮김, 『문화와 소비』,  문예출판사,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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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다. 따라서 장 보드리야드는 소비사회가 소비를 학습하는 사회이기도 하다고 말

하였다. 이것은 사회가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소비가 새로운 생산을 위한 수단이자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는 새로운 생

산력이 출현하고 고도의 생산성을 갖는 경제체계의 재편성을 위한 사회화의 새롭고 

특수한 양식이 되는 것이다. 복잡한 소비사회의 속성과 그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현대인이 소비자로 변모하고, 소비자가 현대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소비

가 다음 4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① 표출적 차원 : 소비는 사회적 계급적 차별을 구분 짓는 것이 된다. 소비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더불어 내가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나의 가치를 차이로부터 찾길 원한다. 사물에 대한 욕구가 소

비를 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로 차이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물을 욕

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드리야르의 지적처럼 소비사회에서 사물을 기호로 파

악되고 사회는 그 기호의 의미작용의 체계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또 다른 욕망은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명백하게 드러나는 차이를 만들고자 하지 않는

다. 인간은 결코 사회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계층에 속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과시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보드리야르가 지적하는 ‘파노블

리 효과’를 만들게 되고, 베블런이 지적한 ‘과시적 소비’의 원인이 된다.

② 심미적 차원 : 소비사회의 개인은 그릇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작당하는 개인

이 아니라 기호화된 상품이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미와 

생산자로서 위치하고, 예술과 상품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게 된다.12)

③ 향유적 차원 : 쾌락의 감정, 즉 소비를 통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다.

④ 자아실현 : 자아실현과 소비가 연결되는 것은 소비의 영역이 여가로 확대되었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자아는 소비를 통하여 세워지고 소비가 자아를 표현한다고 

캠벨은 설명한다. 여가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시간에 행하는 휴식과 기분전환 및 

자기실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가 자아실현과도 관계되고 있음을 말한다. 

11) 일상문화연구회 편,『일상문화읽기-자기성찰의 사회학③』, 나남출판, 2004 ; 최항섭, 「한국사
회의 과시적 문화 : 명품소비 분석을 중심으로」에서 최항섭은 한국사회에서 명품 인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7개 항목으로 설명하였다.
1. 소유 욕구의 재생산 2. 일치(conformity)의 욕구 3. 과시의 욕구 4. 미적 욕구 5. 가치상승욕
구 6. 미디어의 영향 7. 연결망 형성과 유지의 필요성

12) 이유선 외, 현대사회와 소비문화, 일신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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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는 여가조차도 합리적 목적 추구의 연장선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이것의 구속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중이다. (Regek 

:1995)

이처럼 현대 사회는 소비사회로 인식되는데, ‘소비’라는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

인 이 행위가 도시에 중요한 것은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

주의 소비사회에서 특정 계층의 일상생활에서의 특정 욕구가 다수에 의해 요구된다

면, 그 욕구는 상품화 된다. 상품화된다는 것은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며, 

상품화는 실제 물화(物化)되는 어떤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행위가 될 수 있고, 공

간이 될 수도 있다. 물화된 어떤 것을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그 상품을 

전시 및 팔기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행위 역시 공간과 함께 소비될 가능성이 높

다. 결국 자본주의와 결합된 인간의 욕구는 상품화되고 이것의 많은 부분들은 도시

의 공간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소비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19세기 

프랑스 사회에서 카페의 등장은 중산층이 하고자 원하였던 귀족층의 주택의 살롱에

서 행해지던 공공활동(커뮤니티)이 소비와 결합되어 도시에 나타난 것이다. 파리는 

16세기 중반부터 여가용 상설건물들이 도시에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산발

적이었으나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났고 먼저 극장이 세워지고, 그 뒤에 테니스 코트가 

만들어졌다. 테니스코트는 나중에 극장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또한 오페라하우스, 

투계장, 투우장, 경마장, 유원지 내의 다양한 건축물 등이 만들어졌다. 중간계급의 

하층으로 사회적 처지가 떨어지고 있었던 늘어나는 다수의 노동 인구들도 정기적으

로 여가활동을 즐기기 시작했고 이들을 위한 건물들이 지어지고 산책로와 정원이 설

계되었다. 또한 어떤 건물은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고 극장들도 다양

한 계급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도시에서의 중산층의 일상 속에서 대로는 카페, 극장, 

그리고 기타 오락 장소들 등의 다양한 소비의 공간들로 인해 상품의 물신숭배가 권

위를 가지면서 지배하는 공공장소가 되었다.13) 이러한 이유로 파리의 부르주아들과 

중산층들은 도시를 떠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 더욱 심화되어 이제 소비가 

없는 삶의 터전은 상상할 수가 없게 되었다. 도시의 공간들은 소비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소비라는 원동력을 통해 공간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는 이전 공간의 사라짐이 전제되어 있기에, 현대사회에서 

장소가 유지되기 어렵고, 도시가 비판받는 이유가 된다. 

13) 데이비드 하비, 김병화 옮김,『파리 모더니티』, 생각의 나무, 2010, 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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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1830년대 파리 상점의 모습
출처. 『The Department Store:

History·Design·Display』, p. 63

2.1.2 소비사회와 백화점

1) 구경에 기반을 둔 새로운 판매방식의 공간화 

백화점은 분명 대량생산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던 대량소비를 위하여 대규

모의 단일한 공간으로 구성된 판매시설이다. 이는 박람회로부터 그 근원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윌리엄스의 저작에서도 19세기 프랑스에서 나타난 박람회

가 최초로 계획된 대중소비의 환경이었으며, 백화점, 견본시장의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고 설명한다. 즉 ‘물건을 구경한다.’는 새로운 행위가 사회화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박람회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로서 ‘쇼핑’

이 당연한 것이 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소비라는 것을 상품의 교환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보면, 인류사에서 삶에 필요

한 상품을 교환하는 행위는 오래된 역사이며, 상품의 거래와 교환은 결국 사회적 확

장을 의미하는 중요한 것이다. ‘도

시’에는 이러한 거래가 집중(이후에

는 다핵으로 구성되어지는)되는 곳으

로 과거 우리는 거래가 이루어지던 곳

을 흔히 ‘시장’이라 불렀다. ‘시

장’은 특정한 장소의 임시적이고 일

시적인 가설물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가 이루어지던 곳이다. 상품은 주

로 먹거리 즉 썩기 쉬운 것들과 관련

된 것들이었으며, 그대로 전시되어 노

출되어 있었기에 소비주체는 상품을 

보면서 원하는 대로 고르며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주로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져야 했

던 상품들은 가내 수공업을 통해 생산되었으며, 공방이 곧 상점이 되어 상행위가 이

루어졌다. 필요에 의해 어떠한 상품을 사야겠다고 결심하면, 상점의 문을 열고 들어

가서 주인에게 그것을 보여 달라고 이야기 하고 주인은 그것과 최대한 유사한 혹은 

이전 구매 경험에 따라 구매자가 지정해 준 상품을 꺼내서 보여주는 형식이었다. 이

때 그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어렵고, 사기 위해 가

격을 물으면, 주인이 부르는 값을 지불해야하는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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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인은 자산을 소유한 부자가 많았고, 상업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매우 

도시적인 사람들이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의 기저에는 체계화된 생산시스템과 자율

경쟁의 부재로 ‘소비’가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성을 이해할 

수 있다. 대량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의 상점에서 일어나던 ‘거래’의 상황을 

두고 가시마 시게루는 그의 저서 『백화점의 탄생』에서 ‘입점 자유’와 ‘출점 자

유’가 없었다고 표현하였다.(p.16) 요약하면 상점에서는 소비자의 주체적인 행위이

자 정신적 만족을 가능케 했던 ‘구경’과 ‘선택’ 존재하지 않았다. 마가쟁 드 누

보테 가운데 일부에서 백화점의 원형이 되는 부부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밝고 큰 

쇼윈도, 건물의 3~4층까지 이어지는 널찍한 공간을 가진 곳14)으로 불특정 다수를 

고객으로 상대로 입점의 자유를 주고, 정찰제, 현금판매, 반품가능 등의 판매방식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15) 

소비사회에서 개인은 욕구충족을 위하여 근대적 주체로 대상을 비교, 선택하는 합

리적 과정을 행한다. 소비라는 행위가 성향으로, 그리고 문화가 되게 가능하게 한 것

이 바로 판매방식의 변화이다. 생산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

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기 시작하였고, ‘구경’행위가 필수불가결해지는 것을 의미

하였다. ‘구경’과 ‘선택’이 가능해진 상점의 형태는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났는

데, 유리의 발달에 따른 쇼윈도의 등장과 패션 중심의 부티크 간의 경쟁관계가 낳은 

공간적 변화가 만들어 낸 것이 우리에게 아케이드로 잘 알려진 파사주16)이다. 1784

년17)에  팔레 루아얄을 개조하여 나무들로 된 격자사이에 최초로 조각 유리를 박아

14) 마가쟁드 누보테는 3-4층을 모두 판매공간으로 사용하고, 일부 상점에서는 홀을 통한 공간 연출
이 있었다. 이것은 후에 부시코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공간요소(폐쇄된 공간의 호사스러운 개방
성; 가시마 시게루(2006;1991) p.29)가 된다. 이 밖에도 정가판매, 광고판과 전단지와 같은 것들
을 발생시킨 공간이었다. 

15) 가시마 시게루, 장석봉 옮김,『백화점의 탄생』, 뿌리와 이파리, 2006, p.29

16) passage의 의미는 김혜신, ‘파리건축과 시각문화의 모더니티에 대한 역사적 소고’, 역사와 경
제, vol.79, 2011.6, pp.293~328에서 잘 정리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어 passage는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의 passer 
과 관계가 있어 공간적 이동과 시간적 이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미권에서는 arcade로 번
역되고 있지만, 건축형태적인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파사주와 아케이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파사주는 비바람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된 실내와 같은 거리의 개념으로 로마제국의 
그것처럼 늘어선 회랑식 상점가인 아케이드와는 구분이 되고, 발터벤야민이 언급했던 아케이드는 
도시계획적인 산물로 이해되고 있다. 즉 파사주는 자발적인 투기상품자본주의의 초기 형성과정의 
공간적 형태로 이해되지만, 아케이드는 국가가 거대 투기자본과 결탁한 대규모 사업의 특성을 가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케이드는 파사주와는 다르게 제정의 근대화 추진과 귀족적 느낀, 불르바
르 문화의 함의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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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파사주 슈아죌
출처. 『발터벤야민과 

아케이드프로젝트』, p.16 

놓은 지붕을 올린, 즉 실내화된 가로, 상점거리가 나타났었다. 1800년에 파사주 데 

파노라마(Passage des Panoramas)에는 1816년 가스등이 보급되면서 새로운 도시

생활을 전개해 나갔다. 파사주는 파리의 작은 골목길들에 바닥을 깔고 지붕을 덮은 

상업공간이며, 산책하듯 상점들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으며, 파노라마 풍경을 선

사하였다. 파사주가 실내화된 가로로 소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도시 공간이

었으나 특정계급의 사회적 산책과 그들의 소비문화행위를 위한 매우 은밀하고 사적

인 공간으로 평가된다. 파리의 파사주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약 50여개

의 파사주가 만들어졌지만, 대로가 건설되면서 일부 파사주들이 사라졌고, 대형 상

가 마가쟁드 누보테가 등장하면서 쇠퇴하였다. 

그러나 파사주는 도시생활에서 소비라는 것이 

일상과 어떻게 결부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

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이었다. 이미 도시는 

상품의 물신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요구되었다. 파사주 내부로의 출입

에는 신분의 한계가 있던 공간이었다는 것 이외에

도 파사주의 공간은 소비를 위한 완벽한 장치는 

아니었다. 내부화된 거리에서의 각 상점들의 쇼윈

도 앞을 어슬렁거리는 것 은 상점 내부의 판매원

이나 주인과의 시선을 피할 수 있기에 좀 더 마음

이 편안하게 어슬렁거릴 수 있는 것이었지만 실제 

상품을 직접 만져보거나 할 수는 없는 공간적 한계가 있던 곳이었으며, 상품의 사용

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던 시기였기에 특별한 연출이 더 많이 필요한 곳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초기 백화점이라 불리는 마가쟁 드 누보테에 파사주와는 2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들이 나타나게 되며, 사용적 가치보다는 그것이 가진 아우라 형성

하는데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점이다. ‘마가쟁 드 누보테’는  직역하면 ‘신기

한 것이 있는 상점’이라는 의미의 유행품점으로 당시 누보테라고 불리던 일반상점

17) 가시마 시게루는 『백화점의 탄생』 p.22에서 오를레앙가의 5대 당주인 루이 필리프 오를레앙이 
1784년 자기의 성 팔레 우아얄을 개조해 1층 부분을 상점거리로 만들었다고 설명하였고, 김혜신
(2011)은 논문에서 파리 최초의 유개(有蓋) 파사주가 팔레 루아얄에 자리 잡은 걀르리 드 부아
(Galerie de bois)이며, 1786-1788에 건축되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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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대형 상점이었다. 신기한 상품이 그저 많이 집합되어 있다는 사실 보다 그것

들이 어떻게 전시되는가에 따라 상품은 또 다른 지위를 가지게 될 수 있음을 깨달음

이 나타나기 시작한 공간이었다. 거기에 마가쟁 드 누보테의 대형의 쇼윈도는 공적

인 거리를 향해 열려져 있었기에 누구나 구경할 수 있었다. 거기에다 쇼윈도 내부는 

그저 상품만이 놓여 있는 전시대라고 하기 보다는 하나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었

다. 자연스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내부로 이끌 수 있

는 유혹의 장치이기도 하였다. 물론 마가쟁 드 누보테 내에서는 쇼윈도를 쳐다보는 

것처럼 구경이 그렇게 마음 편한 것은 아니었을 테지만, 상품과 물리적 거리는 단축

되었고, 소비자가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판매방식이었다. 

이러한 점들은 이후 백화점 운영 즉 판매방식과 건물의 형태에 영감을 주었다. 즉 백

화점의 탄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에 의해 상품들이 달

리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다. 즉 기술의 발달과 더 넓은 공간 그리

고 그 속 상품과 빛의 향연은 파사주를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거기에 교통이 편

리한 곳이었던 백화점은 이제 누구에게나 열린 소비의 전당이 되어버린 것이다. 벤

야민은 백화점이 성스러운 전능한 상품의 경내로서의 파사주를 대체하고, 대도시의 

상품물신화에 헌정된 신전이라고 평하였다.18)

가로를 오가던 사람들은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구경하였으며, 이에 이끌

려 좁은 입구를 통과하여 백화점에 들어선 순간 빛의 향연과 상품의 파노라마가 펼

쳐지도록 하는 것은 당대 획기적인 사건의 공간으로 백화점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하

였다. ‘대형 홀’은 대형 대형상점 즉 ‘마가쟁드 누보테’에서  새로운 상술-입

점의 자유-은 내부에서도 좀 더 자유로운 ‘구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계획으

로 나타난 것이었으며 일부 마가쟁 드 누보테의 1층은 넓고 호화로운 홀로 꾸며 놓

았었다. 대형 홀의 계획은 성당이나 극장, 궁 등에 있었지만, 대중이라는 존재를 위

한 것으로 홀이 계획된 건물을 많지 않았다. 이에 대한 놀라움을 폴 드 콕은 『대도

시-새로운 파리의 풍경』에서 다음과 그리고 있었다. 

1층에는 넓디 넓은 홀이 있는데, 화려하면서도 우아하게 장식되어 있다. 계산대에는 르

네상스 양식으로 여러 곳에 거울이 붙어 있다. 널빤지에 색색의 밀랍을 먹인 바닥은 번

쩍번쩍 윤이 나고, 손님이 다니는 통로에는 융단이 깔려있다. 손님은 잠시 자기가 다른 

곳에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닌가 어리둥절하게 된다. 여기는 베르사유 궁전의 복도가 아

18) 그램 질로크, 노명우 옮김, 『발터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5,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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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 
봉 마르셰백화점 중앙계단

출처. 로먼크르즈나릭, 강혜정 옮김, 
『원더박스』, 안그라픽스

닐까. 그래서 이런 궁전 같은 곳에서 플란넬 조끼나 캐미솔용 천을 사겠다고 해도 되는 

걸까하고 생각한다. 그러고 있는 손님의 눈에 그제야 겨우, 왔다 갔다하면서 천을 접고, 

펼치고, 길이를 재고, 포개고 쌓고 있는 점원과 종업원의 모습이 눈에 띈다.

가시마 시게루, 정석봉 역, 『백화점의 탄생』, 뿌리와 이파리, 2006, p.29 재인용

부시코는 가게안의 상품 디스플레이를 봉 마르셰라는 극장을 무대삼아 연출하는 

대형 스펙터클 쇼처럼 여겼다.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자 하는 전시기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백화점은 단일한 공간 내에서 소비행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

로 구성하였고 이는 양식화되고 패턴화되었다.19) 소비성향이 만들어진다는 것의 이

면에는 물품을 구매하는 이유에 대한 타협점들이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발터 벤야민은 상품의 진열된 공간을 배회하면서, 그 안에 자신의 이미지, 

꿈, 욕망 등을 상품에 투사하고, 상품의 구입을 통해 그것들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주기위한 노력들이 

부가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중엽은 생산에서 소비로, 사용가치에서 

교환가치로 문화 그 자체의 체계가 전화되는 시점

이었고 파노라마 디오라마 등을 통해 시각적인 장

치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다. 따라서 백화점 

내부공간 그 자체도 ‘보는’ 존재로 환원되어야

만 했다. 이를 위해 에펠탑의 건설자였던 에펠과 

기예의 건축가였던 부알로를 고용하여 쇠와 유리

를 이용한 광대한 홀을 건설하였다. 이 홀은 만국

박람회의 파빌리온과 마찬가지로 철골과 유리로 

이루어져 손님들에게 파노라마와  디오라마와 같

은 광학적 착시현상을 활용한 스펙터클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들었다. 이제 상품은 빛과 함께 사

용가치를 저 뒤에 숨기게 되고, 아우라에 쌓인 천

상의 무언가로 환원시켜버리게 되었다.20)

19) 매크라켄, 이상률 역, 『문화와 소비』, 문예출판사, 1996, p.68~78

20) 가시마 시게루, 장석봉 옮김,『백화점의 탄생』, 뿌리와 이파리,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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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산층 라이프스타일의 장

근대에 나타난 백화점은 단일한 주체가 편리한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상품들을 선

택하고 하나의 대형 건물에서 분류·배치하여 의도적인 쇼핑동선을 구성하고자 하는 

공간이었다. 이것은 백화점 태동-소비문화가 발달-의 원인이었다고 불리는 파사주

와는 전혀 다른 구성이다. 파사주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상점가의 지붕을 덮은 곳으

로 실내화 된 가로였다. 파사주는 도시를 산책하는 중산층의 일상이 소비와 결합되

면서 공적 가로가 실내화된 것이다. 폐쇄적이기는 하였으나, 도시의 길들과 맞물려 

있었다. 하지만 백화점은 이러한 파사주들을 수직으로 쌓아놓은 것이다. 밖으로 열

려있던 상점들은 이제 하나의 장소 안에서 구획되어진다. 쇼핑이라고 하는 즐거움들

을 도시인에게 알려주었고, 이것은 판매라는 것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더해져야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파사주보다 더 공적으로 소비 활

동을 보장하는 곳이 바로 백화점이었다.

백화점은 다양하고 새로운 물건들을 구경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장점

이 있지만, 그 상품조차도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물신화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백화점 스스로 다르게 보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이와 더불어 문화적인 측면들을 고객들에게 제시하고 했다. 결

국 백화점의 이러한 성격은 이후에도 그 가치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공간이 되었으

며, 특정한 계층의 소비를 위한 공간이 되었다. 근대 대량생산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

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백화점은 결국 현대 소비사회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즉 새롭고 다양한 상품들만을 갖추었다고 해서, 백화점을 자주 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도시민들이 도시에 바라는 내용들을 담고자 하는 곳

이 바로 백화점이었다. 상품 이외의 요소를 통하여 집객을 위한 장치들을 이해하고 

실현시켰으며, 특히 문화적 전략들로 인해 부르주아 라이프스타일의 장이 되었다. 

19세기 도시민들이 바라는 바는 다음과 같이 구현되었다. 이를테면 오스망에 의해 

파리의 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위생적인 상태로 바뀌었지만, 화장실의 문제만큼은 해

결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객의 편의 뿐 아니라,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는 가

로의 사람들에게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백화점 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하였다. 백화점의 문화전략도 이러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문화의 사전적 의

미21)보다는 축소된 것으로 흔히 상류층이라고 불리는 계층들이 소유한 문화를 공유

하거나 향유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봉 마르셰 백화점의 부시코는 가벼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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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백화점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위하여 갤러리와 독서실이라는 공간을 

배치하였다. 당시 이미 도시에서는 오페라 극장과 박물관 등을 통하여 중산층이라 

불리는 대중과 상류층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장벽이 있었

다. 1872년 신관에 대합실을 겸한 독서실을 설치했는데, 2층에 설치된 이 독서실에

서 손님은 신문이나 잡지를 읽거나 비치되어 있는 편지지로 편지를 쓸 수 있었다. 이

공간은 현대 화가들의 유화를 무료로 전시하는 갤러리로도 사용되었는데, 1875년 

제2기 공사를 마쳤을 때엔 갤러리를 별로로 설치하였다. 이와 더는데 여기에 머무르

지 않고, 백화점 홀에서 콘서트를 열어 일부 손님들을 초청하였다. 중산계급, 특히 

여성들에게 이것 공간적 장치들은 신분상징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으로 1880년대

에는 오페라극장의 스타가수가 초대되어 콘서트의 수준을 높여주었다. 백화점의 이

러한 실천은 소비사회에서 인간의 욕망을 다루면서, 집객과 소비창출을 위한 노력들

이 결합되어 새로운 소비공간을 만들어 낸 것이다. 파리의 백화점보다 50년 가량 늦

게 성립된 일본의 백화점은 가족단위의 도심 속 유원지로 기능하도록 했으며, 프랑

스와는 또 다른 형식인 식당과 옥상정원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백화점은 중산층을 

욕망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시의 시설이었다.

21)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 · 정신적 소
득을 통틀어 이루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료,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
한다.
2. 권력이나 형별보다는 문덕(文德)으로 백성을 가르쳐 인도하는 일.
3. 학문을 통하여 사람들의 인지가 깨어 밝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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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현대적 소비의 특징을 드러내는 백화점

현대 소비사회는 근대 소비사회가 가지고 있던 동질화를 넘어서고자 한 것이며, 

이것은 바우만(Bauman, 1988)이 소비자의 선택이 새로운 자유개념을 토대를 표상

한다고 설명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부와 권력에 기초한 개

인들 간의 경쟁에서 상징을 통한 과시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새로운 형태의 경쟁으

로 이동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결국 필요라는 가치보다는 소비 그 자체의 가치

가 우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포디즘적 소비문화와 포스트포디즘의 소비문

화가 결코 다른 것은 아니다. 이것은 수잔 벅 모스가 발터 벤야민의 글을 분석한 다

음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파사젠베르크」는 자본주의 시대를 형식주의적인 “모더니즘”과 역사적으로 절충주

의적인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들은 산업문화의 시작부터 있어왔던 것이다. 참신과 반복의 역설적 역학이 새롭게 

반복될 뿐이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순차적 시기가 아니라, 한 세기에 걸친 예술과 테크놀로

지의 투쟁에 나타나는 정치적 입장이다. 모더니즘이 사회적 기능과 미학적 형식의 화해

를 예표함으로써 유토피아적 갈망을 표현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양자의 비동일성을 

인정하며 판타지를 살려둔다. 이렇듯 각각의 입장은 부분적인 진실을 보여준다. 상품 사

회의 모순이 극복되지 않는 한 양자는 “새롭게” 반복 될 것이다.

수잔 벅 모스, 김정아 역,『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문학동네, 2004, p.453

산업혁명 이후 소비사회에서 소비는 생산적 기제와 물적 가치에 근거하여 장려되

는 것이었다면, 현대 소비사회는 물적 교환가치 그 자체 보다는 생산을 하기위한 소

비적 기제가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물적 교환가치 그 이상의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소비사회이다. 소비사회는 이제 새로운 생활양식을 낳게 되고, 이러한 생활양식들은 

공간과도 긴밀한 영향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양상에 대하여 데이비드 하비는 

근대이후 소비사회는 대량생산에 따른 포디즘적인 소비문화를 생산하면서, 대중의 

생활양식의 근대성을 위한 소비를 촉진하였지만 1970년대 초부터 생산에 주요한 원

리였던 포디즘체계가 내외적인 한계에 도달하면서 포디즘에 대한 효율성이 감소되면

서 유연성과 유연한 축적이 요구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생산에서의 유연성은 

다품종소량생산으로 이동하였으며, 소비를 고취하기 위한 광고 등의 마케팅은 생활

양식, 틈새시장, 대상소비자 집단, 시장을 분절하여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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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조직하고 생활양식을 형성함으로써 분산화하기 시작하였다고 분석하였

다.22) 물론 그 역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소비사회의 변화와 생산구조의 변화는 완

벽한 인과관계에 있을 수 없음을 앞서도 설명하였지만, 포디즘에 대응하는 포스트포

디즘의 생산체계가 소비사회의 분화를 촉발시킨 것인지, 소비사회의 분화가 먼저 일

어나 거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포스트포디즘의 생산체계가 나타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결과론적 측면으로 이해하자면 소비를 재생산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에 

새로운 이미지를 입히거나 기호를 덧씌워야만 했기에 사물의 기호학을 심화시켰다. 

즉 사물 그 자체의 필요성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그 사물을 소비하게 만들어

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인은 상품을 구입을 통해 기호라는 이미지를 소비하게 

된다. 이것은 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내가 선택한 소비의 공간은 상품과의 직접

적인 관계성 보다 그 공간이 가진 이미지에 근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사회

의 소비적 특징은 광고에서 잘 드러난다. 상품의 광고에서 실제 그 상품의 유용성을 

드러내는 것은 크지 않으며 상품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나 장면의 이미지를 더

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다음은 『몰링의 유혹』에서 저자인 파코언더힐과 알보

트의 대화 내용이며,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는 광고를 설명하고 있다.

티파니 매장 쇼윈도에서 우리가 처음 본 것은 보석이 아니었다. 바로 한 장의 흑백사진

이었다. 비가 내리는 그 풍경은 파리나 센트럴 파크의 모습인 것 같았다. 이 매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티파니 로고이다.

“이 쇼윈도는 이 매장이 티파니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티파니의 이미

지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중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 느낌을 말했다.

“좋은 생각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과만 있다면야 어느 것도 다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요. 사실 티파니와 까르띠

에 모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티파니가 훨씬 더 많이 알려

져 있어요.”

“‘까르띠에에서 아침을’ 이라는 영화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맞아요. 티파니하면 오드리 햅번이 생각나니까요. 오드리 햅번은 이미 저 세상 사람

이지만 그녀는 아직도 티파니를 세계 명품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티파니의 대변이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어쨌든 이 티파니 매장의 쇼윈도는 이 몰에 있는 다른 매장들의 쇼윈도와는 확실하게 

22)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초판1994(5쇄 2003), pp.16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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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다. 꼭 맨해튼에 있는 명품 매장을 그대로 옮겨와 맨해튼에 가지 못하는 쇼핑

객들에게 그 곳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 주려고 그렇게 한 것 같다. 특히 이 몰에 있는 

티파니는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한 것 

같다.

파코 언더힐, 김민주·송희령 옮김,『몰링의 유혹』, 미래의 창, 2008, p.242

이러한 특징들은 소비의 대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한 광고로 포장될 수 

있는지를 이해시켜준다. 현대소비사회의 특징에 대한 이해는 마케팅이라는 용어로 

전환되어 전문화되었다. 백화점은 소비라는 행위를 보장하는 시설로 소비사회의 특

징들에 대한 이해는 상품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로, 그리고 백화점에

서는 그 상품의 의미를 어떻게 배가시켜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

실은 백화점에 가서 상품을 구매한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이미 이미지의 소비가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옷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구입하는 옷과 백

화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다르며, 브랜드에 따른 가치도 상이하다. 브랜드가 중요해 

지는 이유도 바로 이미지의 소비 때문인 것이다. 때론 같은 물건이지만 롯데백화점

에서 구입하는 것과 신세계백화점에서 구입하는 행위에 다른 지위가 있다고 생각되

어지는 것도 동일한 이치이다. 결국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들은 이미지의 소비를 위

하여 구성되어 있고, 백화점은 이러한 소비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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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대 도시일상생활과 지역시설로서 백화점

2.2.1 소비사회의 일상생활

일상(日常)의 한자어를 풀이하면 태양이 매일 뜨고 지는 그 항상성을 의미하기에 

반복, 평범(특별하지 않음)이라는 의미를 수반한다. 일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부 학

자들은 대립적 관계 개념으로 비일상을 설명하지만 대부분 그 자체를 구체적으로 명

시하지는 못한다. 일상은 사전적 의미로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말하며 영어로는 

everyday life. daily life로 표현되기에 연구자들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며 친숙하

게, 평범하게 되풀이 되는 생활로서 일상을 사용한다. 한자든 영어든 일상이라는 단

어는 빈도와 지속성을 강조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평범’이라는 것에 대한 보편

성을 설명하는 것은 좀 더 어렵지만, 특별한 것 역시 반복되면 평범해지는 것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상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관

심을 둘 필요가 있다.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개념이기에 다양한 층위와 관점으로 

설명 및 해석 가능한 것이 일상이며, 지극히 평범하고 개인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일상이 왜 중요하냐는 것이다. 

현대인의 일상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르페브르, 마페졸

리, 드 세르토, 부르디외, 뒤베 등의 연구자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

리하고 있다.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현대 세계의 일상들을 소비조작의 

관료제적 메커니즘에 의한 것으로, 미셸 마페졸리(Michel Maffesoli)는 일상적 놀이

의 문화적 의미에 대한 분석으로, 미셸 드 세르토(Mehcel de Certeau)는 보통 사람

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하는 인내와 침묵의 전략으로 분석하였고 부르

디외(Pierre Bourdieu)는 사회적 구별과 문화적 소비양식으로 일상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모두 개인의 미세한 결을 파고드는 일상문화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였

지만, 그 상부에 놓인 사회적 구조를 역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23) 거시적 담론 

속에서 일상, 즉 자본주의 사회의 현대인의 일상에서 반복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

이’라는 타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현대인의 일상은 매

우 지루하고-매일 매일 반복되기에 힘든-원치는 않지만 혹은 원하지만 자의 보다는 

타의에 의해 움직여야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23) 일상문화연구회편, 『일상 속의 한국문화-자기성찰의 사회학②』, 나남출판, 1998, pp.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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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수단이 된 블로그에 올려 있는 ‘일상’은 

그 날, 즉 특정한 날(日)의 모습(象)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매일 똑

같이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 밥 먹기, 씻기, 일하기, 잠자기와 함께 그 사이에 

수행한 일들, 혹은 그 일들을 행한 다른 공간에 대한 경험을 설명하는 글들이 많다. 

이것은 일상이 가진 이중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매일 지루한 일상이지만, 오늘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했다라고 시작되는 내용이 일상이라는 범주 속에서 기록되고 있

는 것이다. 물론 그 특별한 일이 일상처럼 보이길 원하는 것 때문일 수 있고, 실제로

도 넓은 범주로 일상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일상은 단지 평범

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내재되어 있는 영역

(rather it is the site that contains the extraordinary within the ordinary)이

며 그 안에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의한 일상성과 본질적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비일상성 및 축제성이 모두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24) 결국 개인과 집단의 일상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되면서 동시에 사회를 구조화하는 일의 연속이다.25) 현대 도시에

서 일상은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강조하게 되므로 일상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 공간화 된다고 설명된다. 또한 동시에 그러한 보편성을 강조한 

일상이지만 실제 다양한 개인들은 그것을 다르게 이용하거나 고치고자하는 의지가 

반영되므로 사회를 다시 구조화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우 개인적

일 수 있는 일상의 영역이 중요하다. 그 개인이 속한 시대적 이데올로기와 사회체계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은 철학적 생

활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부, 명예, 세속적인 사랑 등의 낮은 가치 추구에 몰두하는 

영역이었으며, 기독교의 영향을 받던 시기에는 사랑의 의무가 실천되어야 하는 속된 

영역이자 영생을 기다리는 따라서 영생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일시적인 생활을 이루

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계몽주의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성립으로 대중

이 사회의 중심이 되었고, 이들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사회구조를 성립시키는 요인

이자 결과물로 설명된다.26) 쉽게 이해하자면 현대인의 일상과 고대 그리스인의 일상

이 동일한 것이 아니며, 현재의 한국인의 일상과 프랑스인의 일상이 일치하지도 않

고, 나27)의 일상과 강남 아줌마의 일상이 동일하지 않다. 단순한 이 해석에서도 일

24) 권현아, 「한국도시주거의 상품화와 일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
사학위논문, 2012, p.20

25) 일상문화연구회편, 『일상 속의 한국문화-자기성찰의 사회학②』, 나남출판, 1998, 서문

26)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민음사, 1998, 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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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준다. 일상

의 미시적 담론은 매우 개인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지만 거시적 담론은 사회구조-

정치체제, 경제체제-에 관한 분석에 따르는 것으로 대개 규범화되어 패턴을 만드는, 

즉 행위의 동질적 교집합에 초점을 맞추어 그 사회의 보편적 일상을 설명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앞서 2.1에서는 현대 세계는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사회구조이며 이를 지탱하는 문

화로서 소비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의 일상생활, 즉 거시적 

일상생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학자가 바로 

르페브르이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소비’라는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이 

현대적인 생활에 적응하도록 전환시켰으며, 일상생활을 조직하고 구조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근대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주거지로부터 노동을 분

리한 것이었고, 도시계획 등에서도 일을 위한 도시공간과 집을 위한 도시공간으로 

기능을 분리하였다. 르페브르 역시 일상을 노동·사생활·가정생활·여가로 구분하

였고, 여가의 새로운 조직은 일상의 다른 부분과 함께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된다

고 말하였다. 특히 르페브르는 국가 즉, 제도가 개인의 일상을 억누르고 있다고 말한

다. 국가의 전략을 실현하고 국가의 요구를 표상하는 여러 강제들에 의해 일상을 재

단하고 배치하며, 욕구·소비·소통들의 합리적 통합보다는 정돈되고 계획화된 수준

차이를 만들기 위해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상의 배치, 재단(노동·

사생활·여가), 잘 통제된 조직, 세분화된 시간의 활용은 신도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

으며, 이렇게 관료적으로 만들어진 일상들은 일탈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설명하

며 현대성과 일상성이 같은 범주 내에서 공고히 되는 것임을 밝혔다.28) 이와 더불어 

르페브르는 일상의 개념 속에서 중요한 시간이라는 측면을 3개의 층위로 나누어 설

명한다. 직업적인 일을 하는 시간을 ‘의무의 시간’으로 ‘자유시간’은 여가의 시

간, ‘강제된 시간’은 일 이외에 잡다하게 필요한 시간으로 교통, 교제, 수속을 말

한다. 현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시간과의 관계성에서 설명하고자 한 르페브르

는 여가의 중요성이 커진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현대인의 일상 가운데 자유시간

보다 오히려 강제된 시간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대 사회가 여

27) 여기에서 ‘나’는 본 논문의 연구자를 지칭한다. 연구자의 또 다른 일상적 모습이 바로 주부이
며, 평범한 주부와 강남아줌마로 지칭되는 특별한 중산층의 주부는 서로 다른 일상을 가진다.  

28)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옮김,『현대 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2012(5쇄), pp.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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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회라고 설명하는 것에 반대한다. 더욱이 여가가 이제 축제도 아니고 노고의 보

상도 아니며 그것 자체만을 위해 수행되는 자유스러운 활동도 아니라 그저 보편화된 

구경거리일 뿐인 텔레비전, 영화, 관광에 불가하다는 것이다.29) 르페브르가 구분한 

3개의 시간과 일상의 층위를 비교해 보면, 의무의 시간은 노동으로, 자유시간은 여

가로, 강제된 시간은 사생활과 가정생활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르페

브르가 설명하는 소비조작의 관료사회는 노동에 관련된 것 이외 대부분의 일상들이 

소비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가정생활은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

고 먹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은 소비의 행위의 대상이

며, 실제 먹는다는 것은 식재료의 구입이라는 소비행위가 포함된 것이며, 더 직접적

으로는 외식이라는 행위의 소비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여가활동에 관련된 것들도 

현대에서는 대부분 비용이 요구되는 것들이며, 개인의 부의 정도와 소비의 수준의 

차이는 여가를 해결하는 방법과 공간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사생활은 개인적인 문화

활동, 모임활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이 역시 소비사회에서는 대부분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비가 계급을 상정해 줄 수 있

기 때문에 소비의 내용에서의 불만족, 혹은 계급의 혼재에 대한 부정은 또 다른 새로

운 방식의 소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즉 소비사회가 중요한 

것은 도시 공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앞서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일상

생활의 공간들이 소비와의 관계 속에서 배치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소수의 특정 계층 보다는 중산층이라는 특수한 계급적 지위와 소비공간

의 관계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중산층의 거

주지는 신시가지와 신도시에 의해 형성되어 왔기에 르페브르가 설명한 신도시에 나

타난 일상의 재단과 그것의 공간화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자 한다. 관료적 일상의 재

단은 앞에서 언급한 개인의 다양한 일상의 측면을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

성을 강조하면서 최소의 가치기준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면서도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시설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산층의 일상생활은 시설들에 의해

서 설명될 수 있기에 다음 절에서는 일상생활과 지역시설의 관계를 이해해보고자 한

다. 

29)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옮김,『현대 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2012(5쇄), pp.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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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일상생활과 지역시설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식주와 관련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공간의 문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이러한 일

상생활을 위한 공간들이 도시 혹은 마을의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였다. 하

지만 신도시나 신시가지에는 맥락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의 수립을 

통해 맥락의 형성이 먼저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대 도시인의 삶은 관료적

으로 재단되어 공간과 건축 즉 시설로 구체화되었다. 이로 인해 르페브르는 현대 소

비사회에서 조작되는 일상의 모습을 신도시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현대 도

시인의 일상생활은 도시계획 및 시설의 배치에 관련한 이론들에 관료적으로 조작되

어 있다. 

특히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효율성의 문제는 일상생활을 축약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신도시와 신시가지의 형성 단계에서는 

이것이 심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새로운 도시·신시가지가 조성되고 나면 이

후 도시에는 새로운 일상생활을 원하는 욕망이 소비와 결합되어져 다양한 시설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기존 시설들은 변경되기도 한다. 특히 근대 이전에는 주거와 일터

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던 것에 반해 산업혁명 이후 주거와 일터는 분리되기 시작했

다. 따라서 이들의 공간의 기능적 분리와 연결(=교통)이 도시계획의 중심이 되어왔

으며, 이들의 위치적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하거나 요구되어질 시설들이 놓일 

곳을 개략적으로 결정하고 시설의 규모를 개략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조닝

(zoning)’이라는 신도시와 신시가지 계획의 주요한 내용이다.30) 이것은 일상생활

의 공간적 범위가 확장되어진 것을 가정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빌리티의 증대, 특히 자가용의 확대로 인하여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일상생활의 범위 역시 근대 이전에 비하면 확장되었다. 하지만 다양

30) 도시계획의 조닝은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건립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규모를 결
정하는 것이며, 최근 2가지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하나는 주거와 일터의 분리를 기본으로 상정
하는 것에 의해 도시의 에너지 효율 등을 저하시켰다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평면적인 계획으로 
건축물이라는 3차원의 구조물에 의해 도시의 경관 등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을 대신하는 도시설계가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역시 용도의 복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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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31)로 여전히 도시계획에서는 도보를 중심으로 한 범주 내에서 기본적인 생활 

즉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도시계획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 가운데 하나가 1924년 페리가 주창한 

‘근린주구’ 이론으로 인보구, 근린분구, 근린주구 3개의 위계로 설명된다. 인보구

(隣保區)는 이웃과 가까운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공간적 범위이며 보통 반경 100m 

정도의 가장 작은 생활권 단위로 어린이놀이터, 소매점 등을 포함하고, 근린분구(近

隣分區)는 주민들 간에 서로 면식이 가능한 최소단위로 진입로, 오픈스페이스 등을 

공유하고 보행권 설정기준이 된다. 근린주구(近隣住區)는 인구규모가 약 10,000~20,000

명 정도로 보행을 통해 중심부와 연결 가능한 거리(중심으로부터 반경 150~200m, 

면적은 7~12ha)에 있으며 초등학교와 상가 등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공유하는 규모로 주민간의 동질성을 강조한다.32)  근린주구이론은 1929년 뉴욕지역

계획(New York Regional Plan)에 사용되었으며, 이후 등장한 레온크리에의 ‘쿼

티어(Quartier)', 전통근린개발(TND,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그리고 대중교통중심개발(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이 비슷한 특성을 

공유한다. 이들은 중심부와 경계부를 가지며 중심으로부터 약 400m정도의 거리 내

에 주거, 일터(업무), 상점(쇼핑), 학교생활, 종교의식, 여가생활을 균형있게 제안하

는 것이다. 20세기 초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뉴어바니즘이 발표

되었는데, 이것을 주창한 안드레 듀아니, 엘리자베스 플래터-자이벅은 교외의 발달

에 대한 비판의 근거를 인간 활동을 통합하지 않고 분리하는 것에 둔다. 따라서 뉴어

바니즘은 지난 세기동안 일터와 주거의 분리에 의해 통합된 인간활동들이 분리되면

서 나타난 다양한 도시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33) 하

지만 뉴어바니즘 역시 어바니즘이라는 근대적 도시계획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

상생활을 재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어바니즘 자체가 현대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31) 우선 자동차가 가진 환경파괴적 성격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계획을 중요시하는 분위기 속
에서 도보를 이용한 생활권 계획에 관심이 높아졌다. 근대 이후 주거지와 일터의 분리는 자동차와 
기차라는 수단에 의해 가능했지만, 최근 이들을 다시 통합하고자 하는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콤팩트시티라고도 불린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가진 비인간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면접촉이 많아 질 수 있는 도보가 권장되고 있다.

32) 김철수, 『단지계획』, 기문당, 1994, pp.126~127

33) Peter Katz, 임희지·정재용·장경철 옮김,『The New Urbanism』,아이씽크 커뮤니케이션즈, 
2007, pp.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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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를 이해하기 위하여 『신건축학대계(新建築學大系)-21.지역시설계

획』을 살펴보았다. 이 책에서는 지역시설이라는 것을 통하여 일상생활이 어떻게 재

단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도시가 확장되고 교통이 발달함에 따

라 도시인의 일상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 의료, 보건, 복지 등이 주거

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들을 지역시설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지역시설과 유사한 용어로 공동시설, 공공시설, 도시시설, 생활기

반시설, 커뮤니티시설이 있는데. 공동시설이나 공공시설은 주택단지계획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단지라고 하는 레벨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련의 시설들을 일컬

으며, 도시시설 생활기반시설은 주로 도시설계 분야에서 사용되어져, 도시 내의 공

공적 시설을 의미한다. 생활기반시설은 산업기반시설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도시의 

재생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시설들을 말한다. 

시설이라는 표현 그 자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

기에서 의미하는 시설은 인간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축적 시설 또는 공간단

위를 말한다. 또한 도시설계에서 지역시설이라 함 공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만 건축계획에서는 사적으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지역 생활에 

필요한 것이면 지역시설로 칭하고 있다. 생활관련 건축적 시설의 규모·배치·기

능·관리운영·설치체계 등에 관한 계획·입안하는 과정전반을 건축계획의 분야에

서는 지역시설계획이라 부르고 있으며, 지역시설이라 하면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내용들도 포함될 것인데, 특별히 건축계획 분야에서는 건축적 시설 및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지역계획시설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설들을 학교, 사회교육, 의료보건, 사회복지, 사회체육, 구매시설, 행

정관리시설 등의 기능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그 내부 체계에서도 

계층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능적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

고 시설을 9개의 항목 3단계로 구분하여 분류하였으며 그것을 정리한 것이 아래 [표

2-1]34)이다. 이 표에 따르면 백화점은 광역생활시설에 포함되며, 일상생활권 시설

은 앞서 살펴 본 뉴어바니즘이 설명하는 근린이 갖춰야하는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는

34) 위 내용은 일본에서 발간한 신건축학대계에서 발췌 및 번역 한 것으로 시설의 종류가 국내와는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아동유원은 어린이놀이터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설해방제시설과 같은 특
수한 시설들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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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결국 생활권을 공간의 범위로 구분하고, 그에 적합한 시설들을 이용하는 교통수

단이나 거리와 이용 횟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분 일상생활권시설
광역생활권시설

(광역공동이용시설)
고차권역시설

1. 교육훈련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
등학교, 초등직업훈련시설

양호학교, 맹학교, 농아학교, 
고등전문학교, 청년의 집, 
사회교육시설, 고등직업훈련
시설, 농업연수센터, 자동차
연습소

대학, 연구소, 임해·임간학
교, 곡립청년의집, 종합기능
센터, 특수기술자양성소, 신
체장애인직업훈련소

2. 문화 도서관, 아동문화회관
영화관, 종합도서관, 극장, 
전시장, 미술관, 음악당

국립극장, 박물관, 자료관, 
과학관

3. 집`회 집회소, 공민관
문화센터, 시민회관, 근로청
소년홈, 결혼식장, 장제장

국제회의장, 국제문화센터

4. 보건의료 진료소, 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구급의원
센터

지방위생연구소, 정신위생센
터, 암센터, 의료센터

5. 환경위생
공중욕장, 공중변소, 이용소, 
미용소

묘지, 화장장

6. 복지
보육소, 노인복지시설, 아동
관, 복지센터, 아동유원(遊
園)

특별양호노인홈, 정신박약자
원호시설, 모자복지시설, 신
체장애인갱생원호시설,중소
기업복지시설, 근로자종합복
지센터,근로여성의 집

근로청소년센터, 중증심신장
애아시설, 후생연금회관

7. 체육, 스포
츠·레크리에
이션

아동공원, 근린공원, 지구공
원, 유보도(遊步道), 체육관, 
운동장, 분구원(分區園), 수
영장

센트럴파크,삼림공원, 골프
장, 종합운동장, 동식물원, 
체양시설, 

공개정원, 종합공원, 자연공
원, 유원지, 스키장, 스케이
트장, 캠핑장, 마린센터, 해
수욕장, 보양지카라반, 휴가
촌, 농원, 국민보양온천지, 
자연유보도

8. 쇼핑 슈퍼마켓, 상점가, 소매시장 쇼핑센터, 백화점 고급품전문점가 

9. 보안·방재

주재소, 파출소, 긴급통보기, 
소화전, 방화용저수조, 소방
서, 가등(街登), 피난광장, 
차단녹지, 설해방제시설, 제
설시설

경찰서, 특별소방센터

표 2-1 . 『신건축학대계』에서의 생활권과 시설배치

국내에서도 주거지계획이나 신도시계획에서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1960년대 단독주택지 조성을 위하여 페리의 근리주구 이론을 수용하고자 노

력하여, 상가나 시장등의 배치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규모와 시설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는 못하였다. 생활권 개념이 구체화 된 것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

립하면서부터이다. 생활권에 대한 범위에 따른 위계와 특징은 [표2-2]와 같으며, 이

보다 구체적인 생활권과 시설을 [표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일본의 신

건축학대계에서 제시한 생활권과 시설의 배치와 유사한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설

명하고 있어, ‘소비’와 결부되어 나타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여가시설의 범위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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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구분 범위35) 특징

1차생활권
(소생활권)

도보로 이동가능한 범위
인구 10,000~20,000명

주거환경 보호우선, 대규모 주거단지의 크기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통학권, 전통적 시장 형성 될 수 있는 규모

2차생활권
(중생활권)

대중교통이용 이동가능한 범위
인구 50,000~100,000명

지역중심이 있고 토지용도 혼합, 고등학교 통학권, 자체
적으로 도시서비스 완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역중심지 포
함

3차생활권
(대생활권)

하나의 도시라고 느끼는 실질적 
범위

인구200,000~300,000명

주거, 상업생활 시설등의 복합적인 용도지역이 설정, 자
기완결적이며 도심이나 부도심의 성격의 중심지 포함

표 2-2 . 생활권 위계별 범위와 특징

출처 : 김철수, 『단지계획』, 기문당 1994, pp.124~125 정리

생활권구분 행정시설  교육시설  여가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시설 유통시설

1차생활권
(소생활권)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운동장

-탁아소
-경로당(노인정)
-집회장
-마을회관

-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슈퍼마켓
-소매시장
-은행
-지역사회금고

2차생활권
(중생활권)

-출장소
-고등학교
-도서관

-지구공원
-운동장

-종합복지센터
-청소년회관
-직업보도소
-상담소

-보건소
-종합병원

-지구중심
 쇼핑센터
-소단위도매시장

3차생활권
(대생활권)

-구청
-경찰서
-소방서

-전문학교
-대학
-연구기관

-도시공원 
-종합운동장

-특수복지센터
-양로원
-고아원
-갱생원
-장애인보호센터

-대단위종합병원
-특수병원
-보건연구원

-부도심
-백화점
-유통단지

표 2-3 . 생활권 위계별 공공시설

출처 : 박병주·김철수, 『신편도시계획』, 형설출판사, 2001, pp.186~187

국내에서는 압축적인 도시성장을 이룩하면서 신시가지, 신도시의 개발이 많이 이

루어졌고, 생활권을 통한 계획이념을 실현코자 했다. 따라서 생활권 개념의 중요성

은 제1기 신도시로 지칭되는 사례의 개발이 마무리되기 시작하는 1990년대 중반 이

후 강조되어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규인외 5인의 연구36)에서는 생활권 계획이 

주거단지의 체계적 구성 및 커뮤니티 구성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며, 생활권의 개

념정의에 따라 주거지 혹은 단지구성이 큰 영향을 받고 지역 사회의 행위패턴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주거단지계획에서 생활권 개념의 변

35) 생활권의 범위를 설명하는 인구의 규모는 박병주·김철수, 『신편도시계획』, 형설출판사, 2001, 
pp.186~187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소생활권은 인구 20,000~30,000명의 규모, 중
생활권은 100,000~150,000명, 대생활권은 300,000~500,000명으로 인구의 규모가 확대되었는
데, 이는 도시의 발달에 따른 용적률상승과 인구밀도적인 측면과, 생활권을 거리개념으로 산정하
는 것에 있어 개인의 모빌리티의 증가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규정>에서 정하는 근린주구의 규모 1,000세대~3,000세대로 각 
세대당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시 12,000여명 정도로 보고 본문 표의 기준을 사용코자 한다.

36) 이규인, 강부성, 강인호, 박광재, 박인석, 박철수,「우리나라 주거지계획에서 생활권 개념의 변화
와 그 의미」,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3권 10호, 통권 108호, 1997.10,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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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과정을 잠실, 과천, 목동, 상계, 일산이라는 신도시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잠실의 경우 근린주구론에 의한 자족적 생활권 계획이 도입되어 이후 과천에서는 근

린주구의 위계화와 단계적 구성을 목동에서는 선형 중심지에 의한 동적 생활권 계

획, 상계에서는 생활권의 위계와 중첩 및 연개 개념을 중시하였으며, 일산에서는 도

시녹도를 통한 생활권의 연결 시도 등으로 발전해 왔다고 분석하였다. 분석은 전체 

신도시에서 생활권 범위로 나눈 영역을 근린 구분하고 상업시설과 학교 및 공공공간

을 근린을 구성하는 중심적인 시설로 이해하여 이들의 배치와 가로의 관계를 통하여 

접근성(이용범위)과 근린들 사이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방법의 분석이 신예지외 2인의 연구(2008)37)에서도 이루어졌다. 마

포아파트, 잠실아파트5단지, 과천신도시 5,6,7단지, 분당신도시 정자동, 동탄신도시 

능동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세분화된 생활권 속에서 주거동, 공원녹지, 교육시설과 

동선계획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마포단지는 642세대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사례는 각

각 3,930세대, 3,184세대, 3,866세대, 3,423세대로 하나의 생활권 즉 1차 생활권 

내에서 분석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 주거단지의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생활권이 축

소되고, 중앙공원과 보행동선 및 녹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학교시설은 단지 

중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여 학교시설의 거리가 멀어졌다 평가하였다. 

황희돈, 김찬호의 연구(2008)38)는 제1기, 제2기 신도시 근린생활권의 시설이용행

태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생활권 내의 핵심장소와 필요시

설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국 및 일본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실

정에 맞는 신도시 근린생활권 계획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 

으로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2기 신도시인 판교, 동탄, 김포 ,

옥정, 송파, 별내를 선정하였다. 이들 신도시의 초등학교 통학 최장거리 비교 및 근

린생활권의 면적을 정방형과 원형의 형태로 가정하여 그 한 변의 길이 및 반경을 도

출하였다. 분석 결과 1기 신도시에 비하여 2기 신도시의 통학최장거리 및 근린생활

권의 규모가 커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는 세대당 인구수의 감소가 

37) 신예지, 이용배, 여홍구, 「생활권 개념에서 주거단지 계획요소 패턴변화」,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49~57

38) 황희돈, 김찬호, 「신도시근린생활권 계획 기주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
토계획」, 제43권 제4호, 2008.08,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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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개 에 필요한 배후 인구규모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통학거리와 근린생활권

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며 이상적인 정방형으로 구성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실제 생

활권의 범위가 1.5km 내외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국내 근린 생활

권 계획의 문제점을 제도적 기준의 측면에서는 초등학교 1개소 설치를 위한 기준 세

대가 제도적 기준인 2,500세대를 넘어서 3,700세대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과 공공시

설에서도 3만인 당 1차 생활권의 공공시설의 1개소 설치라는 것과 3,000세대라는 

부분이 상충된다는 것이며, 초등학교 중심의 근린주구 이론 역시 저출산이라는 시대

적 흐름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근린생활권 시설이 

아닌 대형 상업시설 위주의 이용행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문적인 운동시

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에 대한 요구가 있고, 여가활동은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것

을 선택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도보로 약 10분 이내라는 생활권의 반경은 

중심시설로부터 약 600~700m이내일 때 ‘우리 동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생활권이라는 측면은 문화센

터, 대형 상업시설과 같은 주1~2회의 이용할 시설들 즉 2차 생활권 시설들까지로 

포함되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앞서 살펴본 『신건축학

대계』에서 구분하고 있는 일상생활권의 범위가 현실적인 일상의 범주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내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권 위계에서 1차와 2

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신건축학대계』에서는 ‘일상생활권’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분에 있어서 유통·쇼핑으로 분류된 시설들에는 일부 차이가 

있는데, 이를테면 국내에서 유통의 2차 생활권시설에 ‘지구중심쇼핑센터’가 포함

되어 있고 3차 생활권시설로 ‘백화점’, ‘부도심’ 등이 분류되어 있지만, 『신건

축대계』에서는 광역생활권 시설에 ‘쇼핑센터’와 ‘백화점’이 고차권역시설에는 

‘고급품전문점가’가 분류되어 있다. 즉‘백화점’은 일상생활권의 범위가 아닌 

광역 혹은 3차생활권 시설로 포함되어 있지만, 쇼핑센터는 일본과 국내의 기준이 다

르게 적용되어 있다. 국내에서 쇼핑센터가 2차 생활권의 지구중심쇼핑센터로 구분된 

것은 1980~90년대 지구중심의 상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일본

에서는 미국의 교외 쇼핑센터가 도입되어 여러 업태들이 복합되어 있는 것을 지칭하

고 있어 광역생활시설로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신건축학대계』에서 분류하고 있는 

시설들이 국내 상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일상생활권의 범위를 명

시하고, 또한 시설의 분류에 있어서도 상업적인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칭하는 지역시설은 『신건축학대계』에서 설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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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 주거지 계획에서 일상생활권은 도보 10분이라는 

시간- 거리 개념(반경 400m)을 기본 단위로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를 각기 근린생

활권, 1차생활권(소생활권), 근린주구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

불어 주거지계획이 신도시, 즉 뉴타운이라 불릴 만큼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는 이 기

본적인 생활권이 여러 개로 정해지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계획의 방향이다. 결국 생활권 개념 속에서 지역시설의 분류는 사람

들의 삶에 기본이 되는 시설들과 그것을 이용하는 빈도 및 접근성 등의 문제로 구분

한다는 점이며, 이것은 개인의 다양한 일상생활의 배경이 되는 사회구조적으로 재단

되는 일상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일상생활은 개인의 다양성만큼 다양하게 

전개되며, 미시적 영역이 존재한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시설 분류표에서 우리가 이

미 이용하고 있는 많은 시설들에 대하여 배제되어 있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로는 미시적인 영역의 많은 부분들은 욕망의 소비와 결합되어 새로운 형식의 공간으

로 대체될 수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만들어지

는 것은 아니며, 주택이 건립되면서 조금씩 충진 되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중산층의 일상생활’을 생활권 계획에 준거를 둔 아

파트단지 및 아파트지구와 그 속에서 드러난 지역시설들로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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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광역생활시설의 백화점

파리에서 백화점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에나 20세기 초 일본에서 백화점이 등장하

였을 때에는 도시의 확장보다는 도시가 폭발 성장을 시작하던 때였으므로, 백화점은 

도시, 도심에 있어야하는 시설로 인식되었다. 즉 19세기 중반 백화점이 등장한 이래 

도심의 주요한 시설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도시의 경제규모를 상징하는 시설이다. 따

라서 일반적으로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도심에 먼저 백화점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

다. 특히 도시가 확장되기 전 도심은 중산층의 거주지이면서 일상생활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보다 도심은 접근성이 높은 곳을 상징한다. 이에 

백화점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요구되는 시설들은 도심에서부터 나타나게 

마련인 것이다. 또한 고급 판매시설이자, 대규모의 건축물로 건립되기에 많은 수가 

한꺼번에 경쟁할 수 없다. 도시에서 가장 압축적인 쇼핑시설인 편의점은 가로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반면, 백화점은 도시 내에서도 소수로 운영되고 있음을 생각해보

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백화점의 이런 속성으로 인하여 신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생활권과 시설’의 관점

에서도 백화점은 근린생활권(일상생활권) 내의 시설이 아니고, 광역적 생활권 혹은 

고차원권에서 요구되는 시설로 포함되어 있다. 『신건축대계』에서 쇼핑시설을 생활

권별로 분류한 것을 보면, 일상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슈퍼마켓, 상점가, 소매

시장을 두고 있으며, 광역생활시설에 백화점과 쇼핑센터가, 고차원생활시설로 고급

품전문점가로 구분되어 있다. 고차원의 생활시설로 갈수록 양적인 측면이 감소하며, 

이용하기 위하여 이동해야하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백화점은 광역적 

범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매일 이용해야하는 것은 아닌, 가끔

씩은 이용하는 시설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며, 도보권 보다는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쉬워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주거지 계획에서도 백화점은 근린들 

사이의 중심이 되는 시설로 계획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맥락

과 맞지 않는 특수한 입지의 백화점이,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곳에 건립되었음에 주

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2.3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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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 백화점의 현황 이해 및 가설 설정 

본 연구의 시작은 국내 백화점이 가진 특수한 지위39)와 복합적 프로그램40)에 대

한 관심 속에서 일반적인 현황분석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졌다. 앞서 백화점은 

고급 쇼핑시설로 전문화 및 변화해 왔기에, 지역시설의 분류에 있어서도 일상생활 

시설이 아닌 광역생활시설로 이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통시설의 집적이 

백화점의 중요한 입지요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해 준다. 따라서 교통시설과의 관계

와 프로그램과 공간의 이용에서 좀 더 특수한 상황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백화점에 나타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시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백화점이 

태생적으로 유지해 온 갤러리나 소극장은 광역생활시설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배

제하고, 문화센터는 국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의 백화점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규모가 크고 별도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들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시설구분 생활권 축약표기 시설구분 생활권 축약표기

주거 일상생활권 HO 공연시설 고차권 CT

스포츠레져 일상생활권 SL 호텔 고차권 HT

멀티플렉스 광역생활권 MF 오피스 고차권 OF

대형마트 광역생활권 MA 전문쇼핑관 고차권 SS

쇼핑몰 광역생활권 SM 테마파크 고차권 TP

표 2-4 . 용도의 복합과 생활권 분류

위 시설들을 앞서 살펴본 생활권시설로 분류하자면 주거는 일상생활권 시설에 해

당하며, 대형마트, 멀티플렉스는 지구중심적 시설 즉 광역생활권 시설에 해당하고, 

스포츠레져 시설은 규모와 구체적인 프로그램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구

중심적 시설로 일상생활시설로 이해할 수 있다. 호텔, 오피스, 테마파크, 전문쇼핑관

은 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할 수 있는 고차권역시설로 분류하였다. 이와 더불어 백화

점에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39)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백화점 역시 저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 백화점 역시 예외는 아니
다. 하지만 저성장 속에서도 국내 백화점은 오히려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유통채널
의 발달로 인해 백화점은 고유하게 가질 수 있는 강점인 패션분야로 주력상품의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상품구성에 있어서 식품의 구성비가 높고 다양한 품목을 포함하
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여전히 백화점이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40) 국내 백화점은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었으며, 이후에도 일본의 지속적인 영향 아래 있
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단독의 백화점에서 영화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고, 문화센터 등
도 매우 특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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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도시 점포명
개점
년도

기존(개점년도)
지하철과의

관계

민자역사
터미널과

결합

일상
생활권

광역
생활권 매장면적42)

(㎡)
고차권

롯  
데

(31)

1

서울

본점 1979.12 　

2호선
을지로입구역

-

49,830
OF,SS

본점 신관 1988.01 　 -
HT

애비뉴엘 2005.03 -
MF

17,160

영플라자 2003.11
조지야백화점

(1921)
- 9,497

2 잠실점 1988.11 　
2호선
잠실역

-
SL, 

SM,MT,MF 48,840
HT,TP,CT

3 영등포점 1991.05 　
1호선

영등포역
국선

영등포역
MF

36,630

4 청량리점 2010.08 　
1호선 

청량리역
국선

청량리역
MF,MT

37,328
SS

5 관악점 1997.10 　 -
HO

23,430

6 강남점 2000.06 
그랜드백화점
(1986.04)

분당선 
한티역

- 30,690

7 노원점 2002.09 
미도파백화점
(1992.09)

7호선노원역 -
MF43)

29,700

8 미아점 2006.12 　
4호선

미아삼거리역
- 28,380

9
건대

스타시티점
2008.10 　

7호선
건대입구역

-
SM,MF,MT

25,360

10 김포공항점 2011.12 
김포공항역 
연결통로

-
SM,MF,MT

28,300
HT

11 부천 중동점 2010.06 
GS스퀘어부천점 

(1996.11)
7호선

신중동역
- 35,340

12 구리 구리점 2010.06 
GS스퀘어구리점

(1998.04)
중앙선구리역

연결통로
- 29,156

13 일산 일산점 1999.10 　
3호선정발산
역연결통로

-
44)

30,360

표 2-5 . 2013년 국내 백화점 현황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3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주요41) 백화점은 모두 75개이며 

이들의 입지, 개점년도, 교통시설과의 관계, 용도의 복합, 영업면적 등의 현황을 보

여주는 것이 [표 2-5]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브랜드백화점의 중요성을 확인

하고 그들의 본점의 위치와 교통인프라의 관계, 백화점 내 비소매프로그램 특성 분

석을 통하여 백화점과 아파트단지의 관계를 백화점의 위치적 측면과 지역시설 역할

적 측면으로 관계가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41) 현재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브랜드 백화점들이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
로 지역업체들이 운영하는 백화점들은 점차 이 브랜드 백화점들에 인수되는 사례가 많다. 현재 주
요 브랜드는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 정도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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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양 안양점 2002.05 　
1호선
안양역

국선
안양역

SL, MF
28,050

15 안산 안산점 2010.06 
GS백화점
(1992.10)

- - 13,128

16 안양 평촌점 2012.03 　 4호선범계역 -
MF

44,600
OF

17 성남 분당점 1999.04 
청구블루힐
(1996.08)

분당선수내민
자역사

31,680

18

부산

부산본점 1995.12 　
1,2호선서면
역연결통로

-
MF

49,500
HT

19 동래점 2001.11 　 1호선명륜역 -
SL MF

34.650

20 광복점 2009.12 　 1호선남포역 -
SL, SM

40,496

21 센텀시티점 2007.12 　
2호선

센텀시티역
-

MF
29,306

22

대구

대구점 2003.02 　
1호선
대구역

국선
대구역

MF
43,560

23 상인점 2004.02 　 1호선상인역 - 26,730

24

인천

부평점 1999.08 
동아시티백화점(

1991.11)
_ - 16,830

25 인천점 2002.08 　
1호선예술회
관역연결통로

- 39,600

26 대전 대전점 2000.03 　 용문역과 인접 - 38,940

27 광주 광주점 1998.09 　
금남로5가역

과 인접
- 30,030

28 울산 울산점 2001.08 　
버스 

터미널
MF

34,980
SS

29 전주 전주점 2004.05 　 - -
MF

32,320

30 포항 포항점 2000.12 
동아백화점포항

점
- - 24,090

31 창원 창원점 2002.02 　 - 30,360
SS

현  
대

(13)

1

서울

압구정
본점

1985.12 　
3호선

압구정역
- 25,740

2 무역센터점 1988.09 　 2호선삼성역 -
SM, MF

45)31,350
TM,CN46)

3 천호점 1997.10 　 8호선천호역 - 32,670

4 신촌점 1998.10 
그레이스백화점(

1992.11)
2호선신촌역

연결통로
- 27,060

SS

5 목동점 2002.08 　
5호선오목교
역연결통로

-
HO, MF

60,390
SS47)

6 미아점 2001.08 　 - - 37,950

7 부천 중동점 2003.08 
시티백화점(199
5)부지장기임대

7호선
부천시청역

- 38,940
SS

8 일산 킨텍스점 2010.08 　 - -
SM,MT,MF

3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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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산 부산점 1995.08 　 1호선범일역 - 23,100

10 대구 대구점 2011.08 　
1,2호선반원
당역연결통로

-
MF

56,100
SS

11 청주 충청점 2012.08 　 - - 43,000
SS

12

울산

울산점 2000.00 
삼정(1982.11)
주리원현대DSF

- - 26,913

13 동구점 1999.08 　 - - 25,740

신
세
계

(10)

1

서울

본점 1963.11 
미쓰코시(1930)
-동화(1955.02)

　 -

56,100

본점신관 2006.08 　
4호선회현역

연결통로
-

2 강남점 2000.10 　
3,7,9호선

고속터미널역
버스

터미널
SM,MF

42,900
HT

3 영등포점 1984.05 
영등포점+경방

필백화점
1호선영등포
역연결통로

-
MF,MT

43,098
HT,SS

4 용인 경기점 2007.03 　
분당선

죽전민자역사
-

MT,MF
52,800

5
의정
부

의정부점 2012.04 　
1호선의정부

민자역사
MF

49,500

6 부산 센텀시티 2009.03 　
2호선

센텀시티역
-

SL,MF,SM
83,042

7 인천 인천점 1997.11 　
1호선

인천터미널역
버스

터미널
MT,MF

45,830

8 광주 광주점 1995.08 　 -
버스

터미널
MF

22,572
SS

9 마산 마산점 2000.08 
성안백화점
(1987.12)

-
버스

터미널
26,628

10 천안 충청점 2010.12 
야우리백화점
(2000.09)

-
버스

터미널
MT,MF

65,683
CT

갤
러
리
아
(5)

1 서울

명품관 1 1983.09 
한양쇼핑센터
(1979.10) 분당선압구정

로데오역

- 16,889

명품관 2 1985.07
파르코쇼핑센터

(1985.10)
- 8,679

2 수원 수원점 1995.08 　
신분당선연결

노력중
- 27,405

3 천안 센터시티 2010.12 
기존점(1989)

이전
- - 49,590

4 진주 진주점 2007.08 　 - - 21,337

5 대전 타임월드 2000.00 
타임월드백화점

(1997.09)
- - 54,454

A
K
(5)

1 서울 구로본점 1993.09 　
1호선구로역

연결통로
-

MF
44,628

2 수원 수원역점 2003.02 　
1호선
수원역

국선
수원역

MF,SM
76,033

HT

3 분당 분당점 2009.02 
삼성플라자
(1997.11)

분당선
서현민자역사

39,184

4 평택 평택점 2009.04 　 1호선평택역
국선

평택역

MF
3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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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주 원주점 2012.04 　 - - 18,344

기  
타

(11)

1

서울

아이파크
백화점

2006.09 
스페이스9
(2004.10)

1호선
용산역

국선
용산역

SM,MT,MF
48)280,500

2
디큐브
백화점

2011.08 　
1호선신도림
역연결통로

-
HO

49)350,025
HT,CT

3

대구

대구백화점 1969.12 
대구상회-대구
백화점(1962)

- - 18,734

4 대백프라자 1993.09 　 - - 25,753

5
창원
마산

대동백화점 1995.05 　 - - 12,000

6 대우백화점 1997.11 　 - - 26,186

7 거제
디큐브
백화점

2008.04 
오션백화점
(2006.11)

- -

8 부산
대우백화점  
센트럴스퀘어

1997.11 　 -

9 대전 세이백화점 1996.08 　 - - 49,500

10 고양
그랜드
백화점

　 　 3호선주엽역 - 27,486

11 춘천 M백화점 2008.04 　 - - 17,000

42) 자료출처는 체인스토어협회에서 발간한 『유통연감 2013』 이며, 백화점의 경우 수시로 영업장
의 형태가 변화하므로 영업면적에도 변화가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 2014년 4월 기준과는 수치가 
완전히 일치할 수 없음을 미리 밝힌다.

43) 멀티플렉스는 본 백화점의 원형인 미도파백화점을 인수하여 개점(2002)하면서 미도파백화점의 개
점(1992) 시 포함되어 있던 수영장을 비롯한 스포츠시설을 대신하여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44) 원래 백화점 최초로 멀티플렉스와 복합하였는데(1999), 현재는 쇼핑몰 라페스타의 영화관과 통폐
합되어 운영되지 않는다.

45) 2011년2월~2012년9월까지의 공사를 통해 지하 및 서측 증축이 이루어졌으며, 영업면적이 
51,480㎡로 면적이 증가하였다.

46) 무역센터, 컨벤션센터 등과 복합 개발된 것임.

47) 대형서점을 의미

48) 쇼핑몰 ‘아이파크몰’ 전체 영업면적임. 

49) 쇼핑몰 ‘디큐브시티’ 전체 영업면적임.



47

그림 2-4 . 국내 백화점과 브랜드 점유율

2.3.1 브랜드와 주요 백화점

전국 75개 백화점 가운데 66개가 5대 

브랜드-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그 가운데 

3대 백화점으로 불리는 롯데, 현대, 신세

계 백화점이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

어 대부분의 국내 백화점은 대기업50)이 

운영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에는 비(非)브랜드 백화점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브랜드 백화점

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강남점은 1986년에 개

점하였던 그랜드백화점을 2000년에 인수한 것이며, 중동점과 구리점, 안산점은 GS

스퀘어를 모두 2010년에 인수하였다. 본점에 포함되어 있는 영플라자의 경우에도 

일제강점기에 문을 연 조지야(三井屋)백화점이 그 원형인데, 해방 후 미도파백화점으

로 영업하던 것을 2004년 인수한 것이었다. 분당점과 부평점은 개점하지도 못한 공

사중이었던 백화점을 인수한 것이다. 현대백화점도 신촌점은 1992년 개점한 그레이

스백화점을 1998년에 인수한 것이고, 중동점은 시티백화점의 부지를 장기 임대한 

것이다. 신세계 백화점 마산점과 충청점도 지역 백화점이 어려움을 겪자 인수하였

다. 이들은 주로 1997년 이후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1997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해 

11월 21일에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구제금융 요청을 하여 차입한 

해이다. 이를 전후로 국내의 경제사정은 매우 열악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이미 1980

년대 후반에 백화점 난립과 함께 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일부 점포들이 어려움을 겪

고 있었기에 백화점에 직격탄으로 작용하였다. 소비가 급감하면서 많은 백화점들이 

업태를 전환을 하거나 폐점51) 혹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브랜드에 매도하기에 이른 것

이었다. 이것은 백화점이 단순히 ‘백화(百貨)’를 취급하는 대규모 소매점으로 이

50) 국내에서 대기업이라고 함 하나의 기업에서 다양한 계열사들을 포함하고 있어, 강력한 브랜드파
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51) [표 2-5]에서는 백화점의 현황을 분석한 것이기에 실제 이 시기에 폐점하였거나 업태를 변경한 
점포에 대한 정보는 없다. 반포에 1981년, 83년에 개점하였던 뉴코아백화점은 뉴코아 아울렛으
로, 그랜드백화점의 일부점포들이 그랜드마트로 변경하여 운영 중이며, 대구의 동아백화점은 자체
적으로 아울렛으로 변경하였다가 최근에는 뉴코아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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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점포명
매출
(억원)

 영업면적
(㎡) 

영멉면적당
매출(억원/㎡)

1 롯데  본점 17,266  89,696 0.192 

2 신세계  강남점 12,730 50,000 0.255

3 롯데  잠실점 10,784 48,840 0.221 

4 신세계  센텀시티점 8,546 83,042 0.103 

5 롯데  부산본점 8,084 49,500 0.163 

6 신세계  본점 7,975 56,100 0.142 

7 신세계  인천점 7,564 45,830 0.165 

8 현대  무역점 7,560 52,895 0.143 

9 현대  본점 7,262 25,740 0.282

10 현대  목동점 7,196 60,390 0.119 

11 신세계  경기점 6,538 52,800 0.124 

12 신세계  광주점 6,000 22,572 0.266

13 AK  분당점 5,853 39,184 0.149 

14 갤러리아  압구정점 5,000 25,568 0.196 

15 현대  대구점 5,000  55,100 0.090 

표 2-6 . 2013년 국내 백화점 매출순위

해되지 않고, 브랜드라고 하는 기호적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백화점의 특수한 지위가 브랜드에 의해 구축되고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확고한 지위

를 가지고 있는 이들 5대 백화

점의 본점의 위치를 살펴보면, 

신세계와 롯데 백화점은 서울

의 전통적 도심에 위치하고 있

고, 갤러리아백화점과 현대백

화점은 압구정동, 그리고 AK

프라자는 구로동에 위치하고 

있다. 압구정동과 구로동은 부

도심으로도 보기 어려운 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본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특히 매출액 규모

에서도 지역적 특수성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백

화점 매출 순위 상 15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백화점 가운데에 신세계 강남점, 롯데 

잠실점, 신세계 센텀시티점, 현대 본점, 목동점과 갤러리아 압구정점은 아파트단지

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강남점의 매출이 본점 매

출보다 커 오히려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영업면

적당 매출액 규모는 백화점의 효율을 설명할 수 있는데, 강남지역의 브랜드 백화점

의 영업면적당 매출액 규모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강남지역에 위치

한 백화점들이 전국 백화점들 가운데 유효성을 가지고 있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처럼 국내에서는 도심보다 오히려 아파트단지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백화점들이 더

욱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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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교통 인프라와의 관계

도시 발달은 도시의 원(原)중심에서 인프라스트럭쳐와 함께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

게 되고, 이때 다양한 교통의 인프라스트럭쳐가 집적하는 곳에 새로운 중심이 만들

어지게 된다. 역으로 도시의 기능이 집중되면 교통 인프라스트럭쳐도 집중하게 될 

수도 있다.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결국 소비공간

들은 집적하게 되고, 주요한 쇼핑시설의 입지로 선택될 수 있다. 백화점이 광역지역

시설로 이해된다는 것 역시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교통

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내 백화점과 교통

인프라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서도 확인가능하다.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 되어 온 자동차를 위한 교통인프라와의 관계 

분석은 도로의 성격과 위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백화점은 사거

리의 코너에 위치52)하고 있었으며,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교통

인프라가 좋다는 의미이다. 국내 백화점 가운데에는 터미널과 결합하고 있는 사례가 

모두 5개53)인데 터미널은 역사적으로 교통의 중심지로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는 경

우가 많았기 때문에, 도심형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54) 하지만 국내에서 터미

널의 중요성은 도시 간 연결의 교통시설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

으나, 실제 국내의 상황은 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은 인구

이동을 위하여 일부러 교외지역으로 옮겨진 것이었으며, 기존 도심에 위치하고 있을 

때의 기능을 3곳으로 분산하였기에, 유동인구 그 자체는 오히려 줄어들었을 것이다. 

다만 다양한 상가와 함께 건립하여 오히려 유동인구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2000

년에는 서울의 호남선 고속터미널이 새롭게 열면서, 센트럴시티라고 하는 복합용도

52) 파리 왕정복고기 말에는 넓은 도로와 도로 양측으로 보도가 있는 형태의 가로로 정비되었다. 여
기에 옴니버스라는 승합마차가 1828년 부활하였고 일부러 대형상품점에 갈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
었다. 비슷한 시기에 봉 마르셰백화점은 대형건물이 요구되고 있었기에 그에 적합한 땅을 찾고 있
었다. 때마침 기존 건물과 인접해 있으며, 바크가(街), 세브르가, 벨포르가, 바빌로가의 4개의 도
로가 교차하는 블록에 위치한 프티 메나주 시립의료원이 오스망남작의 도시개조 프로젝트로 인해 
헐리게 되면서 대지를 매입하였다. 

53) 신세계 강남점, 인천점, 광주점, 천안점은 직접적으로 터미널과 연결되지만, 울산 롯데백화점의 
경우 블록 내에 공존하고 있어 다른 4개의 터미널형 백화점과는 차이가 있다.

54) 6개의 터미널형 백화점 가운데 하나만 롯데백화점이며 나머지 5개는 모두 신세계백화점이다. 신
세계백화점은 주로 임대형 백화점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문화로 인하여, 터미널과 전략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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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축물이 완성되었다. 호텔,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의 다양한 시설들이 집적

되었는데, 기존 터미널 지하상가 등과 결합하면서 강력한 소비공간이 되었다. 터미

널은 역과 함께 도시계획시설로 근대 이후 도시 간의 네트워크 형성55)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해 왔으며, 접근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

제 1가구 1자가용 시대를 거치면서 백화점 방문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자가용이 되

었기에, 유동인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터미널과의 연계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

이 있을 수 있다. 강남에서 터미널이 도시 내의 흐름을 만들어내기는 하나 그 자체의 

중요성 보다는 서울의 도시구조에서 강남이 가지는 상징성과 중심성에 지하철 3개 

노선의 환승을 통한 사람과 유행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신세계 강남점의 경우에는 도로를 건너면 아파트단지와 만나게 되며, 오랜 기

간 동안 유지되면서 많은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있던 터미널 지하상가가 있었기에 가

능했다. 광주점은 그 지역 일대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조사되고 있다. 천안

에서도 터미널의 위치는 변함이 없었지만, 2000년 이후 천안지역의 대학교들이 활

성화되면서 백화점이 더욱 중요해 진 것이다. 대학교가 활성화된 것은 천안이라는 

도시가 서울에서 통학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수도권의 연장선으로 이해되

었기 때문이다. ‘인서울(in Seoul)’ 이라는 신조어는 서울과 수도권 내에 있는 대

학을 일컫는 용어이다. 대학의 수가 인구증가를 상회하면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서울의 중심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학 서열이 그 위치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되면서 지방대학은 쇠퇴기로에 놓이게 되는 중요한 사회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천안의 경우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로 불렸으며, 특히 서울 지하철1호

선이 연장되며 통학권 내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천안·아산지역의 대학생 수는 10

만명56)으로 두 지역의 인구대비 8.8%에 해당한다.57) 특히 터미널 앞은 각 대학의 

셔틀버스가 정차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진 것이 유효하게 작용하였다. 이처럼 터미

널과 복합된 백화점은 다양한 목적으로 도시 간 이동을 위하여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55) 근대 발생한 백화점은 교통의 발달이 가장 큰 전제가 되었다. 생산과 소비공간의 분리에 따라 공
장들이 도시외곽까지 확장되어갔으며, 지역 특수 상품의 확대는 백화점의 기본인 상품의 다양성 
확보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서울 고속터미널과 상가 및 길 건너편의 뉴코아백
화점이 개점하였을 때 터미널과의 인접성으로 인한 전국 각지의 신선식품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
을 강조하는 광고가 게재되곤 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경우 사통팔달 도시간 거리가 1일 생활
권이라 불릴 만큼 도로와 철도가 편리하게 되었기에, 신선한 상품의 제공이라는 특수성은 점차 미
미해 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56) 백석대, 남서울대, 상명대, 단국대, 호서대, 선문대

57) 한국경제매거진, “전국최대 대학특구 천안·아산 어디까지 가봤니? 대학특수 천안·아산 200% 
즐기기”,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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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을 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효과와 인근 도시 가운데 백화점이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방문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승객이 고정적인 유동인구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 장소가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게 작용하는 교통인프라는 지하철이다. 본격

적으로 백화점이 발달한 시기는 1970년대 말로 이 시기의 서울에서는 도로망의 구

축과 더불어 지하철망이 함께 연결되던 시기였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도시의 밀도

가 높아지면서 도로의 혼잡도가 높아졌고, 도시 간의 거리를 압축할 수 있는 것은 열

차가 효율적이었다. 따라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서는 지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하철의 중요성이 커져왔기에,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쇼핑시설의 입지

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며 당연한 것이었다. 지하철이 운행되는 도시의 백

화점은 지하철역에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 백화점

의 주요 입지로 지하철역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자역사형 백화점은 1991

년 롯데 영등포점을 시작으로 청량리점, 안양점, 분당점, 대구점과 AK백화점 수원

점, 평택점과 아이파크백화점이 있어, 백화점의 도시의 흐름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민자역사 역시도 대부분 지하철역과 환승 가

능한 곳이므로 오히려 일상적인 승객들이 많은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자역사보

다 직접적으로 교통인프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주요 환승역과 쇼핑시

설의 관계일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운행되는 전철과 지하철 노선은 모두 19개이

며 2노선 환승역이 67개, 3노선 환승역이 9개, 4노선 환승역이 2개이다. 이 가운데 

2노선 환승역 67개소 가운데 백화점이 입지한 곳은 4개역(구로, 청량리, 건대입구, 

잠실)에 불과하지만, 흐름의 집적이 더 커질 수 있는 3노선  환승역 9개소 가운데 4

개소(신도림, 고속터미널, 김포공항, 홍대입구)에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이 있고, 4

노선이 환승하는 서울역과 왕십리역에는 백화점은 아니지만, 복합상업시설이 포함되

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쇼핑시설에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하게 고려되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사례 대부분은 교통인프라의 집

적이 이루어진 후 백화점이 입지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백화점 개점 당시에는 1

개~2개의 노선으로 운영되다가 이후 그곳의 중심지 기능이 강화되면서 지하철이 추

가로 건설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하지만 쇼핑시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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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며, 쇼핑시설의 종류에 따라서는 하나의 도시에 여러 개

가 존재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에 위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백화점 주변에 지하철역이 개설되면 백화점 운영주체는 

필사적으로 지하철과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58)하는데, 이것은 도시의 흐름이 소

비 공간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 확인시켜 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백화점들은 접근성 확보하기 좋은 곳에 입

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들과 다르게 백화점이 도시흐름의 

집적지에 위치하지 않는 특수한 사례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라는 중요

한 교통인프라의 확보는 잘 이루어져 있지만, 교통인프라의 집적지가 아닌 곳에 위

치하고 있는 백화점으로 롯데백화점 관악점·안산점·부평점·전주점과 현대백화점 

미아점·킨텍스점·충청점·울산점·울산동구점이 있으며,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진주점·타임월드점·센터시티점과 AK백화점 원주점이 있다. 이 가운데 롯데 전주

점과 갤러리아 수원점, 진주점과 AK백화점 원주점, 현대백화점 울산점과 울산동구

점은 도시 내 지하철의 운행이 이루어지고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통시설의 집적

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갤러리아 수원점, 진주점과 AK백화점 원주점은 도심에 위치

하고 있어 교통인프라의 집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

지만 롯데백화점 전주점·부평점과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은 도심이라고 보기 어려

운  위치하고 있어 특수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지하철이 운행됨에

도 불구하고, 역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백화점이 롯데백화점 관악점·안산점·부

평점, 현대백화점 미아점·킨텍스점이 있으며, 최근 지하철 연결이 이루어진 갤러리

아백화점 명품관도 특수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흐름의 집적지도 아니고 이들 백

화점 주변에는 특별한 유동인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입지이므로 다른 특수한 입지 

배경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58) 중부일보, “수원시도 모르게 지하철 통로 판 갤러리아 백화점”, 2013년 4월 3일
경인일보. “수원역 지하 환승센터 ‘롯데타운’ 특혜?”, 2013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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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백화점 내 비(非)소매 프로그램

19세기 파리에서 처음 등장할 시 백화점은 소매판매를 위한 시설이었으며, ‘쇼

핑’이라는 소비적 활동을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이며 판매시설이었다. 물론 내부에

는 중산층 주부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소

매판매를 보조하는 역할정도를 수행하였을 뿐, 식사와 엔터테인먼트의 소비는 도시

의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유럽과 미국의 백화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

터 패션 중심의 쇼핑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표2-5]에 따르면 현재 스포츠레져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백화점은 롯데 동래점과 

안양점, 광복점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가 있다. 광역생활시설 가운데서도 가장 많

은 것은 영화관으로 5대 백화점 64개 가운데 영화관과 복합되어 있는 곳은 모두 25

개소이다. 이 가운데 민자역사나 터미널과 복합되어 있는 백화점이 11개, 기타 주거

지와의 관계 속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거나, 복합용도 개발되어 나타난 곳이 14개소

이다. 이들은 대부분(18개) 2000년 이후에 개점하였으며 주로 영화관이 단독으로 개

발되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대형마트, 쇼핑몰, 오피스 등)와 함께 개발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0년 이전에 개점한 백화점 가운데 영화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8개로 롯데 영등포역사점, 노원점과 부산 본점, 동래점이 있고, 현대 무역센터점과 

대구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과 광주점과 AK백화점 구로점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가

운데 영화관이 백화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롯데 영등포역사점, 노원

점, 부산본점과 신세계 광주점, AK백화점 구로점이다. 백화점과 동일 건물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현대 무역센터점에 있는 영화관은 2000년 코엑스몰이 개장하면서 

등장한 것이고, 신세계 인천점은 2011년 확장과 함께 복합쇼핑센터로 재개장한 것

이다. 동일 건물 내에 있으면서 2000년 이전에 개점한 백화점들도 2000년 이후 리

뉴얼을 통하여 영화관을 포함하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롯데 노원점은 미도파백화점

(1992년 개점)을 2002년에 인수하면서 스포츠센터를 영화관으로 변경하였고, 영등

포점 역시 2002년에 리모델링을 통하여 영화관을 포함시켰다. AK백화점은 2004년 

스포츠센터 대신 영화관을 포함한 것이며, 롯데 부산점은 2001년 스카이 플라자로 

구성되어 있던 곳을 영화관으로 변모시킨 것이며, 같은 해 동래점에서는 대형마트와 

영화관으로 구성된 건물이 바로 접하여 건립되면서 영화관을 확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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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화점에서 스포츠센터와 같은 일상생활권 시설들을 포함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광역시설들과의 관계맺음을 경우는 많다. 세계적으로 단일 백화점이 

영화관, 사우나, 헬스클럽, 슈퍼마켓, 카페, 식당 등의 일상생활 시설을 포함하는 경

우는 많지 않다. 특히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는 세탁소가 운영되고 있기도 한다. 

일상생활시설 뿐 아니라 문화센터나 영화관과 같은 광역생활 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도 거의 없다. 이처럼 국내에서 백화점은 상품 구매와 더불어 다른 소비적 활동을 지

원하는 지역시설과 쇼핑 이외의 여가를 지원하는 시설들이 공존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백화점을 검색하면 블로그에서는 식사와 

옥상정원, 문화센터를 이용한 것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백화

점이 단순히 쇼핑을 위한 시설이 아님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교외형 쇼

핑센터의 계획에서 이러한 복합적인 측면들이 드러났음을 상기해 볼 때, 국내 백화

점의 특수한 상황도 주거지와 관계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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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가설 설정

2.3.1~2.3.3을 통하여 국내 백화점의 특수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

다.

1) 기호의 소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브랜드 백화점이 중요해졌다. 국내 5대 

브랜드백화점의 본점 가운데 3개가 주거지와 매우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다. 전통적

으로 백화점이 도심에 위치해 왔던 것을 상기해 볼 때 이는 특수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

2) 백화점이 광역생활시설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접근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 백화점 가운데 접근성이 높지 않은, 흐름의 집적지에 위치하지 않은 사

례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다른 입지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3) 세계적으로 백화점은 패션과 관련된 전문화된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국내 백화점은 다양한 층위의 지역시설들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시설들의 범주에 있는 것들이 광역시설인 백화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특

수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교외형 쇼핑센터가 복합적인 프로그램들을 수

용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이들 백화점도 주거지와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국내 백화점의 특수한 상황은 입지적인 측면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특히 주거

지-아파트단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이나 공간적인 측면에

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일상생활과의 관계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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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사회시스템 속에서 개인적인 정체성 확인이나 과시와 차별화

를 통한 지위의 확인이 소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현대인은 소비

자로써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라 명명한다. 백화점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완전히 분리된 상황 속에서 둘 사이를 중재

하는 시설로 나타났다. 소비자 특히 중산층의 소비문화를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공간

이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고, 상품의 물신화가 이루어질 수 있

는 공간적 장치들을 도입하여 상품들을 전시하였으며, 상품 이외의 요소를 도입하여 

집객 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백화점에 화장실, 갤러리, 

독서실 등을 설치하게 만들었으며, 이것은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고, 백화점이라는 것은 특정계층의 소비문화의 기호가 될 수 있었다. 현재까지

도 백화점들이 고급 판매시설로 지위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르페브르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관료적 소비 조작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설명하

며, 신도시 계획이 관료적 특히 소비조작의 관료적 일상의 재단으로 구성되는 것이

라고 밝혔다. 신도시계획은 주로 생활권의 개념 속에서 시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

가로 귀결되는데, 이때 시설들은 이용빈도와 이용범위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며, 사

실상 소비되는 시설들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쇼핑, 즉 구매활동과 관련된 시설들도 

반드시 포함되고 있으며, 백화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광역생활권 혹은 3차생활권

에 속하는 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이것의 의미는 백화점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

설은 아니며, 때때로 이용하고, 도보보다는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현대의 백화점은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시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백화점의 

현황을 브랜드, 교통인프라, 용도의 복합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브랜드의 본점이 

도심이 아닌 지역에서 나타나고, 또한 이들의 매출액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와 더불어 접근성이 나쁜 곳에 있는 백화점들이 있었으며, 용도의 복합적 측

면에서는 일상생활시설인 스포츠레져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을 

특수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특수한 백화점들은 중산층의 아파트단지가 공간적으로 밀착하고 있다는 것과, 

중산층과의 일상생활과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임을 가설로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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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파트단지 일상생활권에 위치한 백화점

3.1 백화점과 아파트단지의 도시공간적 위치관계

3.2 중산층 집단 주거지로 아파트단지의 형성과정과 의미

3.3 강남 백화점과 아파트단지의 일상생활권

3.4. 소결 : 아파트단지 일상생활권(圈)에 위치한 백화점

 

3장에서는 2장에서 수립한 첫 번째 가설을 증명하고 하고,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

고자 한다. 

3.1에서는 백화점과 아파트단지의 도시공간적 위치관계를 용도지역과 도보이용 가

능범위 내에 있는 아파트단지의 유무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통하여 국내 백

화점들이 실제 아파트단지와 공간적인 밀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음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시기적 특징을 통하여 강남지역의 백화점의 중요성을 이해하

고,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고, 아파트단지가 백화점과 공간적 밀착할 수밖에 없는  것

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확인 할 것이다. 주요 연구 대상의 백화점을 실제 아파트단지

의 생활권으로 이해하면서 지역시설로 가지는 지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

하여 백화점의 중산층의 일상생활권의 시설로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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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도시 점포명
개점
년도

기존 백화점
(개점년도)

용도지역
반경200m 

이내
아파트단지

반경400m 
이내 

아파트단지

일상
생활권

광역
생활권

고차권

롯  
데

(31)

1

서울

본점 1979.12 　

일반상업 X X

OF,SS

본점 신관 1988.01 　
HT

애비뉴엘 2005.03
MF

영플라자 2003.11
조지야백화점

(1921)

2 잠실점 1988.11 　 일반상업 O O
SL, 

SM,MT,MF

HT,TP,CT

3 영등포점 1991.05 　 공업 X X
MF

표 3-1 . 백화점 입지 현황

3.1 백화점과 아파트단지의 도시공간적 위치관계

3.1.1 용도지역과 도보이용 가능범위 분석

2.3.4에서 수립한 가설 “국내 백화점의 특수한 상황은 입지적인 측면으로부터 나

타나는 것으로 특히 주거지-아파트단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를 증명하기 위하

여 실제 백화점과 아파트단지와의 도시공간적 위치관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의 주요한 75개의 백화점이 위치한 대지의 용도지역과 아파트단지와의 위치 관계를 

도보이용 가능범위로 설정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였다.1) 이때 용도지역을 분석한 이

유는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백화점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일부 지점에서 확인하여, 특수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백화점

과 아파트단지의 관계 성립에 대한 원인분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

이다. 위치관계를 특별히 백화점으로부터 반경 200m, 400m라는 범위를 설정한 것

은 아트단지와 백화점이 단순하게 근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2장에서 설명한 

생활권의 개념 속에서 백화점이 아파트단지로부터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

권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장에서도 설명하였지

만, 현재 도시에서 일상생활권이라는 범위는 자가용 및 대중교통을 통하여 그 영역

이 확장되고 있으나, 실제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핵심적

으로 일상생활권을 구분 지어주기 때문이다.

1) 이 부분에 대한 지도의 확인은 부록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표3-1]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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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량리점 2010.08 　 일반3종주거 X O
MF,MT

SS

5 관악점 1997.10 　 일반상업 O X
HO

6 강남점 2000.06 
그랜드백화점
(1986.04)

준주거 O O

7 노원점 2002.09 
미도파백화점
(1992.09)

일반상업 O O
MF

8 미아점 2006.12 　 준주거 X O

9
건대

스타시티점
2008.10 　 일반상업 O O

SM,MF,MT

10 김포공항점 2011.12 녹지 X X
SM,MF,MT

HT

11 부천 중동점 2010.06 
GS스퀘어부천점 

(1996.11)
중심상업 O O

12 구리 구리점 2010.06 
GS스퀘어구리점

(1998.04)
준주거 X O

13 일산 일산점 1999.10 　 중심상업 X X

14 안양 안양점 2002.05 　 도시계획시설 O O
SL, MF

15 안산 안산점 2010.06 
GS백화점
(1992.10)

일반상업 O O

16 안양 평촌점 2012.03 　 중심상업 X O
MF

OF

17 성남 분당점 1999.04 
청구블루힐
(1996.08)

중심상업 O O

18

부산

부산본점 1995.12 　 일반상업 X X
MF

HT

19 동래점 2001.11 　 일반상업 O O
SL MF

20 광복점 2009.12 　 일반상업 X X
SL, SM

21 센텀시티점 2007.12 　 특구 O X
MF

22

대구

대구점 2003.02 　 중심상업 X O
MF

23 상인점 2004.02 　 일반상업 O O

24

인천

부평점 1999.08 
동아시티백화점

(1991.11)
제3종일반주거 O O

25 인천점 2002.08 　 일반상업 X X

26 대전 대전점 2000.03 　 준주거 X O

27 광주 광주점 1998.09 　 중심상업 X X

28 울산 울산점 2001.08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X O
MF

SS

29 전주 전주점 2004.05 　 일반상업 O O
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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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포항 포항점 2000.12 
동아백화점

포항점
일반상업 O X

31 창원 창원점 2002.02 　 중심상업 X O
SS

현  
대

(13)

1

서울

압구정
본점

1985.12 　 제2종일반주거 O O

2 무역센터점 1988.09 　
지구단위계획

구역
X X

SM, MF

TM,CN

3 천호점 1997.10 　 일반상업 X X

4 신촌점 1998.10 
그레이스백화점

(1992.11)
도시계획시설

(시장)
X X

SS

5 목동점 2002.08 　 일반상업 O O
HO, MF

SS

6 미아점 2001.08 　 일반상업 X O

7 부천 중동점 2003.08 
시티백화점(199
5)부지장기임대

일반상업 O O
SS

8 일산 킨텍스점 2010.08 　 일반상업 O O
SM,MT,MF

9 부산 부산점 1995.08 　 일반상업 X X

10 대구 대구점 2011.08 　 중심상업 X X
MF

SS

11 청주 충청점 2012.08 　 특별계획구역 O O
SS

12

울산

울산점 2000.00 
삼정(1982.11)
주리원현대DSF

일반상업 O O

13 동구점 1999.08 　 일반상업 O O

신
세
계

(10)

1

서울

본점 1963.11 
미쓰코시(1930)
-동화(1955.02)

일반상업 X X

본점신관 2006.08 　 일반상업 X X

2 강남점 2000.10 　 일반상업 O O
SM,MF

HT

3 영등포점 1984.05 
영등포점+경방

필백화점
일반상업 X O

MF,MT

HT,SS

4 용인 경기점 2007.03 　 중심상업 O O
MT,MF

5
의정
부

의정부점 2012.04 　 도시계획시설 X X
MF

6 부산 센텀시티 2009.03 　 특구 O O
SL,MF,SM

7 인천 인천점 1997.11 　
일반상업

자동차정류장
X O

MT,MF

8 광주 광주점 1995.08 　
일반상업

자동차정류장
X O

MF

SS

9 마산 마산점 2000.08 
성안백화점
(1987.12)

일반상업 X X

10 천안 충청점 2010.12 
야우리백화점
(2000.09)

일반상업
자동차정류장

O O MT,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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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갤
러
리
아
(5)

1 서울

명품관 1 1983.09 
한양쇼핑센터
(1979.10)

제2종일반주거 O O

명품관 2 1985.07
파르코쇼핑센터

(1985.10)
제2종일반주거 O O

2 수원 수원점 1995.08 　 중심상업 X X

3 천안 센터시티 2010.12 
기존점(1989)

이전
상업 O X

4 진주 진주점 2007.08 　 일반상업 X X

5 대전 타임월드 2000.00 
타임월드백화점

(1997.09)
중심상업 O O

A
K
(5)

1 서울 구로본점 1993.09 　 일반상업 O O
MF

2 수원 수원역점 2003.02 　 준주거 X O
MF,SM

HT

3 분당 분당점 2009.02 
삼성플라자
(1997.11)

중심상업 X O

4 평택 평택점 2009.04 　 준주거 X O
MF

5 원주 원주점 2012.04 　 일반상업 X O

기  
타

(11)

1

서울

아이파크
백화점

2006.09 
스페이스9
(2004.10)

제3종일반주거 X X
SM,MT,MF

2
디큐브
백화점

2011.08 　 일반상업 O O
HO

HT,CT

3

대구

대구백화점 1969.12 
대구상회-대구
백화점(1962)

일반상업 X X

4 대백프라자 1993.09 　 근린상업지역 O O

5
창원
마산

대동백화점 1995.05 　 제3종일반주거 O O

6 대우백화점 1997.11 　 일반상업 O O

7 거제
디큐브
백화점

2008.04 
오션백화점
(2006.11)

일반상업 O O

8 부산
대우백화점  
센트럴스퀘어

1997.11 　 일반상업 O X

9 대전 세이백화점 1996.08 　 준주거 O O

10 고양
그랜드
백화점

　 　 일반상업 O O

11 춘천 M백화점 2008.04 　 일반상업 X X

이 현황을 바탕으로 백화점과 아파트단지와의 관계의 유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

이 분석하였다. 먼저 백화점의 용도지역을 크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기타의 항목

으로 분류하고, 도보가능 범위 즉, 아파트단지 생활권의 관계를 나타내는 2개의 항

목으로 200m이내, 400m이내 아파트단지의 유·무에 따라 유형을 A~L까지로 분

류 하였다. 이를 정리한 것이 다음 [표3-2]이다. 반경 400m 이내에 아파트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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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유형은 A, C, E, G, I, K 에 속한 25개 백화점으로 전체 30%에 불과하므로 

국내 백화점의 입지에서 아파트단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국내 도시

주거의 대표적인 유형이 아파트이므로, 당연한 결과로 이해할 수 도 있으나, 다수의 

백화점이 주거지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각각의 경우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 배경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다.

유
형

용도
지역

아파트단지유무
사례(개점년도/기존 백화점 개점년도)

점포
수반경

200m
반경
400m

A

상업
지역

X X

롯데본점(1979) 롯데일산(1999) 롯데부산본점(1995) 롯데광복(2009) 
롯데인천점(2002) 롯데광주점(1998) 현대천호점(1997) 
현대부산점(1995) 현대대구점(2011) 신세계본점(1963/1930) 
신세계마산점(2000) 갤러리아수원점(1995) 갤러리아진주점(2007) 
대구백화점(1969) M백화점(2008) 

15

B X O
롯데평촌(2012) 롯데창원(2002) 현대미아점(2001) 롯데대구(2003)
신세계영등포점(1984) 신세계인천점(1997) 신세계광주점(1995)
AK플라자분당점(2009) AK플라자원주점(2012) 

9

C O X
롯데관악점(1997) 롯데포항점(2000) 갤러리아센터시티점(2010) 
대우센트럴스퀘어(1997) 

4

D O O

롯데잠실점(1988) 롯데노원점(2002/1992) 롯데건대스타시티점(2008)  
롯데중동점(2010) 롯데안산점(2010/1992) 롯데분당점(1999/1995) 
롯데부산동래(2001) 롯데상인(2004) 롯데전주(2004) 현대목동점(2002) 
현대중동점(2003) 현대킨텍스점(2010) 현대울산점(2000/1982) 
현대울산동구점(1999) 신세계강남점(2000) 신세계경기점(2007) 
신세계충청점(2010/2000) 갤러리아타임월드(1997) 
AK플라자구로점(1993) 디큐브시티(2011) 대백프라자(1993) 
대우백화점(1997) 디큐브거제점(2008/2005) 그랜드일산점(1996) 

24

E

주거
지역

X X 아이파크백화점(2005/2004) 1

F X O
롯데미아점(2006) 롯데청량리점(2010) 롯데구리점(2010/1998) 
롯데대전점(2000) AK플라자수원역점(2003) AK플라자평택점(2009) 

6

G O X 해당사례 없음 0

H O O
롯데강남점(2001/1986) 롯데부평점(1999/1991) 현대압구정본점(1985)
갤러리아명품관(1983/1979) 대동백화점(1995) 세이백화점(1996) 

6

I

기타

X X
롯데영등포점(1991) 롯데김포공항점(2011) 현대무역센터(1988) 
현대신촌(1998/1992) 신세계의정부점(2012) 

5

J X O 롯데울산점(2001) 1

K O X 해당사례 없음 0

L O O
롯데안양점(2002) 롯데센텀시티(2007) 현대충청점(2012)  
신세계센텀시티(2009)

4

표 3-2 . 백화점 입지 분석 - 용도지역과 아파트단지의 위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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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아파트단지와 관계가 없는 6개 유형에 속하는 백화점들 

가운데 아파트단지와 전혀 관계가 없으면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백화점들로 유형 [A]

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점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대구, 부산, 진주, 춘천의 전통적 도심에 위치한 백화점들에

서는 아파트단지와의 관계가 도보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갤러리아수원점

은 수원의 원도심은 아니고, 계획된 신시가지로 도심이 된 경우이다. 따라서 도보권 

내에는 아니라고 아니지만 반경 1~1.5km이내 많은 아파트단지가 위치하고 있음을 

[그림3-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역시 계획도시의 전형적

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업지역에 백화점이 위치하고 있으며, 백화점으로부터 반경 

1km이내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국내 백화점들의 

입지적 특성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D]의 확장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림 3-1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주변 지적현황
●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 : 뉴코아아울렛

뉴코아아울렛의 경우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도보 200m, 400m 내에 아파트단지가 
위치되어 있어, 국내에서 유효한 백화점입지로 이해할 수 있다.

유형[C]에 해당하는 사례들 가운데, 롯데백화점 관악점과, 대우백화점 센트럴스퀘

어 점은 주상복합의 특수한 경우이며, 갤러리아센터시티점은 KTX역을 중심으로 신

시가지를 형성한 것으로 현재 주상복합이 하나의 단지에만 인접해 있다. 하지만 개

발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좀 더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반경 1km~1.5km 로 확장되는 곳에는 다수의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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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에 해당하는 유일한 사례는 아이파크몰로, 민자역사로 개발된 것으로 반경 

1.5km 내에 아파트단지가 위치하고는 있으나, 도보권으로 이용은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현재 2017년 래미안 용산과 용산 프로지오써밋의 입주가 2017년 예정되어 

있어, 추후에 아파트단지 일상생활권과 결합될 예정이다. [I]에 해당하는 사례 가운

데 롯데 영등포점, 신세계 의정부점은 민자역사형 백화점으로 각각 부도심과 도심지

에 위치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은 교외형 쇼핑몰로 교통인프라를 적극 활

용한 사례로, 공항주변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시장을 재

개발한 사례이며, 주변지역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긴 하나, 1960~60년대 저층

주거지로 개발되어 아파트단지-중산층의 거주지-와는 관계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와는 달리 아파트단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나머지 

사례들에 대하여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형 [B]와 [D]의 사례들은 신시가지, 신도

시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B]에 속하는 롯데백화점 평촌

점·창원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AK플라자분당점이 여기에 속한다. 평촌과 분당

은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들의 분산과 주거지 마련을 위한 베드타운 개념의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이며, 창원은 공업도시로 계획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버스터미널과 함께 계획되어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은 1984년 

영등포가 공업지역으로 부도심으로 된 결과물이지만 1990년대 이후 공장들은 교외

로 이전해 가고, 이 이전적지에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아파트단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 미아점의 경우는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현대

백화점 미아점의 반경 400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단지는  개점이후 2년 뒤에 입주

가 이루어진 길음 동부센트레빌이다. 하지만 백화점 주변은 1960년대 토지구획정리

를 통해 형성된 주거지와 상업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교통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된 상황이나, 지하철역에서 직접 연결되지는 않고, 미아삼거리

역과 길음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미아삼거리가 교통의 요지로 가지는 중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의 집적지로서의 기능은 낮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 백화점이 

입점할 수 있었던 것은 길음 동부센트레빌과 같은 주거지로의 재개발이 가능성을 가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백화점 주변 지역은 저층주거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뉴

타운 계획을 통하여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현대백화점과 접하고 

있는 주택지의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림 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지

역에서도 낡은 저층 주택들을 대신하는 아파트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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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서 원주민 특히 지주가 아닌 거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다는 것과 개발의 과

정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전면재개발 대신 다른 방향의 개발들이 

등장하고는 있으나, 아파트단지에 대한 선호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현대백화점 미아삼거리점은 앞으로 점차 증

가할 주변 아파트단지와의 관계를 형성코자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현대백화점 

미아점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나 유형[F]에 속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미아점도 이런 

유사한 상황 속에서 개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롯데백화점 미아점은 지하철역

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미아점보다는 입지여건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

다.2)

  길음1주택재개발

  길음2주택재개발

그림 3-2 . 현대백화점 미아점과 주변현황
● : 현대백화점 미아점   ○ : 롯데백화점 미아점

가장 많은 사례가 있는 유형[D]의 대부분은 신시가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백화점들이다. 신시가지 계획에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분

리되었고, 여기 상업지역에 백화점이 개점하였다.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과 디

큐브시티는 대규모 미개발용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면서 백화점과 주거 등과 함께 

개발되었는데, 두 사례 모두 해당 대지가 개발되기 전 주변의 저층주거지에서 재개

발이 나타나 아파트단지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고, 복합용도로 개발되면서 다시 백

2) 미아삼거리는 전통적으로 교통의 요지였고, 주거지가 밀접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1980년대 
이미 백화점이 개점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 지도에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사이에 
있는 이마트이다. 1985년에 팔레스백화점으로 개점한 이 점포는 신세계백화점이 미아점으로 1988
년~2006년까지 운영하였다. 하지만 규모적인 측면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이마트로 업태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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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점과 아파트단지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가지게 되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은 아파트단지와 백화점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함께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

며, 아파트단지가 먼저 형성되고 이후 백화점이 생겨난 사례이다. 

백화점은 대규모 점포로 상업지역에 건립되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유형

[A]~[D]는 아파트단지와 관계를 가지더라도 용도지역 상으로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지만, 유형[E]~[H]는 백화점이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에 매우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와 같이 백화점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

더라도 인접한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없는 아이파크몰은 민자역사라고 하는 특수한 

사례이며, [F]에 속하는 백화점 가운데 롯데백화점 대전점3)과 미아점4)을 제외한 나

머지 롯데청량리점, 롯데구리점, AK플라자수원역점, AK플라자평택점 역시 역사(驛

舍)형 백화점이다. 이들 백화점이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의 집적지이므로 이상하지 않은 입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유형 [H]에 해

당하는 사례들은 전체 12개의 유형가운데 가장 특수하다. 백화점이 주거지역 그 가

운데서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반경 200m, 400m이내 아파트단지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입지 유형 [H]는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백화점

과 아파트단지와의 관계를 가지게 한 원인이 되는 사례-현대백화점압구정본점, 갤러

리아명품관-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롯데백화점

의 부평점을 통하여 특수성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다.

유형[H]에 속하는 롯데백화점 부평점은 일반상업지역의 도시 중심부와 인접하고는 

있지만,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2.3.2절에서 이 백화점이 도시 

내에서 지하철이 운행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특수한 사례임

을 밝힌바 있다. [그림3-3]에서 이 백화점이 속한 블록을 보면, 부평동아1단지

(1988년 입주, 2,475세대)·2단지아파트(1996년 입주, 2,130세대)와 부평여자중학

교, 부평중학교, 주민센터로 구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생활권 계획을 통하여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1999년에 개점하였는데, 본래 이 백화점은 1991

3)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지하철역과 인접하지도 않으며, 주거지와 일반상업지역과 인접하고는 있으나 
아파트단지와의 위치관계도 그렇게 밀접해 보이지는 않아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4) 앞서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지역적 특수성 속에서 개점한 것임을 앞장에서 설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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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점하였던 동아시티백화점을 롯데가 인수한 것이다. 동아시티백화점이 개점하였

을 당시에는 부평동아 1단지만 존재하였지만, 롯데백화점이 개점할 당시에는 2단지

까지 입주한 상태였다. 이것은 롯데 부평점이 광역생활시설로 기능하기 보다는 오히

려 아파트단지와 근접한 관계 속에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개점과 관련한 다

음의 기사를 살펴보면 부평역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 부평역

과는 직접 연결되지도 않으며, 도보 5분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로 미루어 롯데백화점 부평점은 아파트단지와의 관계 속에서 개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천 동아시티백화점이 오는 11월 2일 개점한다. 인천시 북구 부평동 등에 위치한 동

아시티백화점은 지하3층 지상6층 연건평 8천5백 평의 현대적 쇼핑시설과 미술관 문화

센터, 수영장, 에어로빅시설, 헬스센터 등 다양한 문화휴식공간을 갖추었으며 문화교실

도 운영한다. ... 부평역 바로 건너편에 소재한 동아시티백화점은 인천~서울 간 연결지

점에 위치, 부평공단지역과 중동신도시를 배경으로 중·상류층아파트가 밀집된 곳에 자

리잡고 있어 2백만 유동인구와 주부를 대상으로 고객차원에서 판촉전략을 펼 예정이다. 

...

매일경제, “인천 동아시티백화점 개점”, 1991.10.26 9면 기사

1988년입주
2,475세대

1996년입주
2,130세대

그림 3-3 . 롯데백화점 부평점 (좌:지적편집도  우: 지도)
● : 롯데백화점 부평점

기타 용도지역에 속한 유형들 가운데 롯데백화점 울산점은 터미널과 결합한 형태

이며, 롯데 안양점은 민자역사형 백화점이다. 현대백화점 충청점은 해당 부지가 공

장이전적지를 복합용도 개발하여 아파트단지와 함께 계획된 사례이므로 아파트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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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롯데와 신세계 백화점 센팀시티점은 특구로 지정된 지역

에 근거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400m)이내 주상복합이 있어 아파트단지와 관계

하고 있다. 이들은 컴팩트 시티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베드타운으로서의 신시가

지 개발에서 주거와 상업지역의 도시계획적인 관계보다 한 단계 발전한 개념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개발로 인하여 중산층의 주거지가 형성되고 그들을 위한 배후 

쇼핑시설로 백화점이 건립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국내 백화점이 아파트단지와 밀접한 위치적 관계

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편적으로 백화점은 도심, 도시의 중심에 위

치하거나 교통의 집적지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주거지역에 위치

하고 아파트단지와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 유형들의 

시기적인 특성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이들

의 시기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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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입지 유형의 시기적 특성

아파트단지로부터 도보로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는 유형[B], [C], [D], [F], [G], 

[H], [J], [L] 가운데  가장 먼저 개점한 것이 바로 갤러리아명품관(1979년 한양쇼핑

센터로 개점)이며, 1980년대 개점한 사례는 롯데백화점 강남점과 잠실점, 현대백화

점 압구정본점과 신세계영등포점 뿐이다. 즉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유형 

[H]를 제외한 다른 유형에 속하면서 아파트단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백화

점들이 증가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을 비롯하여 현대

백화점 압구정본점, 롯데백화점 강남점은 전체 유형 가운데 가장 특수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한 [H]에 속한다. 그 위치도 1970년대 이후 개발된 영동지구, 즉 강남

에 속한다. 영동지구에 위치하고 1988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신시가지 상

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시작으로 많은 백화점이 유형[D]로 개점하기 

시작하였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영동지구가 토지구획정리와 용도지역의 지정이라

는 평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도시개발기법의 결과물이다. 이후 주

거지와 상업지를 통합하여 개발하는 입체적 개발이 보편화 되었기에, 유형[D]는 유

형[H]가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의 의미는 유형[H]가 만들어내는 생활방식

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 백화점을 설명하는 용어 가운데‘지역밀착형 백화점’과 ‘전생활백화점’

이 있는데, 특히 지역밀착형백화점이라는 것의 의미는 3.1.1을 통하여 명확해졌다. 

지역이라고 명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어떤 지역에 밀착하여 그 지역적인 특성에 관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파트단지라는 특수한 형태의 주거지와 백화점이 공간

적으로 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 특수한 상황-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아파트단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의 백화점에 대하여  신문기사에서 ‘지역밀착형 백화점’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용어가 처음 나타난 것 역시 1986년 대치동에서 개점한 

그랜드백화점5)에 관한 기사이다. “…그랜드 백화점은 기존사들과 달리 총건평의 

절반 가까이를 레저스포츠시설로 꾸몄으며, 슈퍼시설도 프랑스의 최신식장비를 설

치, 차별화를 기했다고 채남술 전무는 ‘레져스포츠시설을 대규모로 겸비한 지역밀

5) 그랜드백화점은 현재 롯데백화점 강남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1979년 한양쇼핑센터 개점을 기점으
로 1981년 반포에서 뉴코아백화점이, 1985년에는 현대백화점이 문을 열었고, 1986년에는 그랜드
백화점이 등장한 것이었다. 당시 그랜드백화점은 최초의 레져스포츠시설을 겸비한 백화점으로 문
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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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형백화점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인 만큼 일반인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6)라는 내용이다. 이 기사로부터 지역밀착형이라는 특수한 입지의 백화점

에서는 일상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슈퍼마켓과 레져·스포츠시설이 요구될 것으로 인

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88년의 기사에서는 ‘주민생활문화거

점’7), ‘레저스포츠시설과 판매시설의 복합기능’8)이라는 설명과 함께 ‘지역밀

착형’을 설명하였다.

‘지역밀착형’과 유사한 의미로 ‘전생활(全生活)백화점’이라는 용어가 1987년 

신문기사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다. 전생활백화점은 백화점 한 곳에서 생활의 모

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Full Life Store로 설명된다. 본래 백화

점은 ‘쇼핑’이라는 소비적 활동을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이며 판매시설이었다. 물

론 내부에는 중산층 주부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소매판매를 보조하는 역할정도였을 뿐, 식사와 엔터테인먼트의 소비는 도시

의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전생활백화점을 설명하는 기사에 따

라 당시 등장한 백화점들은 레져스포츠·어린이 놀이시설, 증권·금융·보험가, 외

식을 외한 식당가, 관광교통기상안내, 부동산투자정보 등 각종 용역·정보문의센터

를 고루 갖추고 고객들이 백화점만 들르면 쇼핑과 함께 하루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백화점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도심의 백화점에서

는 고가의 지가로 인해 서비스편의시설의 도입이 어려운 반면 강남 등에서는 나타나

고 있다고 하였다.9) 이것은 원스톱쇼핑(One Stop Shopping)에서 더 확장된 소비

문화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특수한 유형의 백화점으로 발전하

고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아파트단지 주변의 백화점들에서 다양한 시설들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지역밀착형’과 ‘전생활백화점’으로 설명되어 오고 있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백화점이 아파트단지와 도시공간적 위치

에서 밀착하면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외에 백화점의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

6) 매일경제, “그랜드, 29일개점”, 1986.4.5, 10면 기사

7) 매일경제, “우후죽순, 상권 바뀐다”, 1988.8.19, 13면 기사

8) 매일경제, “현대 다점포 휴제 박차 반포레저타운 문열어”, 1988.12.12, 13면 기사

9) 매일경제, “전생활백화점 속속 등장”, 1987.10.29, 10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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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남이라는 특수한사회적 경계가 형성되는 과

정 중에 도심으로부터 분리된 중산층들의 주거지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여기에 

백화점이 입지하게 되는 것을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강남지역의 주요한  백화점을 중심으로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

남’이라는 사회적 경계(실제적인 지역적 경계구분은 서초구, 강남구를 포함하는 범

위) 내에 있는 백화점은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반포 신세계 백화점, 

대치 롯데백화점이다. 강남의 범주를 확대할 경우 삼성동의 현대백화점 무역점과 잠

실의 롯데백화점이 포함될 수 는 있겠으나, 본 연구는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갤러

리아 명품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현대백화점 

압구정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은 강남의 본류이자 백화점의 성장 계기가 된 사례이며, 

신세계백화점은 앞의 두 백화점과는 다른 입지 배경이 있긴 하나, 주변에 도보 

5~10분 이내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다는 특수성과 현재 강남 중산층에게 주요한 

일상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들의 연간 매출

순위에서도 대상점들의 중요성이 드러나는데, 3개의 대상이 전국 75개의 백화점 가

운데 14위 내에 순위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면적당 매출액 기준으로 현대백화점 압

구정점이 1위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 특수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아파트단지가 공간적으로 밀착하게 되는 

배경을 이해하고, 백화점이 각 아파트단지 일상생활권의 시설로서의 가지는 지위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72

3.2 중산층 집단적 주거지로 아파트단지 형성과정과 의미 

1960년대 말부터 서울시는 도심에 기능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면서 급증한 도시 

인구를 위한 주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한강 이남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시

작하였다.10) ‘주택의 대량생산’ 및 ‘토지이용률 높이기’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라고 하는 유형이 강북지역에서 실험적으로 건립되어 왔었으며, 

1970년대 초에는 한강변을 따라 여의도, 영동, 잠실지구가 차례로 개발되면서 본격

적으로 대규모 고층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었다.11) 아파트단지를 통한 집합적 주거 

형식은 계층의 공간적 재배치를 인위적이고 집단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이루어냈

다. 즉 소비재로서 아파트라는 형식이 가져다 준 새로운 거주공간은 대량생산을 위

하여 세대규모의 정형성을 꾀하게 되었는데, 이것의 단지화(團地化)를 통한 구성은 

동질적인 사회경제적 속성을 가진 계층의 공간적 집합화를 이루어냈다는 사실 때문

에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영동 지역에 신(新)중산층이라고 불리는 계층들

이 집중하였는데, 이들은 직업 및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았으며, 가족의 형태 및 주거

형식의 변화로 일상이 변모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파트 단지와 매우 인접하

게 백화점(쇼핑센터)이 계획되었던 단지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백

화점은 매우 도시적인 시설, 즉 도심을 상징하는 도시화를 상징하는 시설이었다. 그

런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처럼 이용될 수 있는 백화점이 설립되었다는 것은 매우 특

수한 것이다. 특히 이곳은 결과적으로 서울 내에서도‘강남’이라는 특수한 지형을 

형성하면서 백화점이 중산층의 욕망이 발현되는 소비공간이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백화점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3.2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0) 서울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도심에 집중된 다양한 기능을 분산시키는 이전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에는 도심지역인 종로, 중구, 서대문구10개동에 흥행장(극장, 영화관, 관람장), 
호텔과 여관, 백화점과 시장, 대중목욕탕 및 사치성욕탕, 주유소, 골프장 및 오락시설의 허가를 불
허하여 인구집중을 억제하였으며, 1973년부터는 총수요억제 및 주요 국가자원의 원활한 수급과 
절약1)을 위해 인구 10만이상의 도시에서만 적용하던 불요불급한 건축억제를 1974년 3월 5일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하였다. 이 규제는 사실상 서민용 아파트 등의 주거단지와 생산 건물  이외의 대
형 건축물 및 사치성 주택의 건축이 불허되는 것이었다. 이에 의해 백화점의 신축이 불허되었다. 
12개의 재개발구역과 4개의 특정가구정비지구 및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적용을 
받는 영동지구는 제외되었다. 1975년에는 강북지역의 택지개발이 전면금지 되었다.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여의도 개발을 통해 국회의사당 및 금융 사업 및 기업의 본사를 이전하였다.1)

11) 박연정, 유해연, 김광현, 「서울시 백화점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
계, 제 28권 제4호, 2012.04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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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중산층의 정체

보편적으로 피라미드식의 계층사회를 형성하는 국가의 구조에서 허리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중간계급, 중산층, 중간층을 사용하고 있다.12) 이 용어들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의 의도 등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본 가정은 이들이 첨예화된 

계급 또는 집단 간의 갈등과 반목을 완충시켜주어 사회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점

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중산층’은 자산의 정도로 분류된 

계층을 설명하며, 이로 인해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지고 있다. 특

히 국내에서‘중산층’은 중간계급도 아니고 중간소득계층도 아니면서도 이들의 속

성을 함께 아우르는 이 대중적인 개념이 되었다. 

그림 3-4 . 국가별 중산층 기준
참고)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이 Quality de vie '삶의 질‘에서 정한 것 /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 / 한국; 직장인 대상 설문결과

물론 중산층은 단순히 재산의 척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재산과 함께  

생활태도, 생활양식 등의 유사적 집단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1]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중산층에 재산적 지위에 대한 가치를 더 많이 부여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

하는 것’, ‘테이블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을 것’이다. 물론 위 그

림에서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공적 기관에서 정의하는 중산층이기에 사회적 정의의 

12) 홍두승에 따르면 중간의 집단에 대한 국내의 논의가 3가지 흐름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고 밝힌다. 
먼저 사회학계에서는 마르크스 계급논의에서 출발하여 이를 수정 및 비판하며 중간계급에 관심을 
두는데, 자본주의와의 관계에서 중간계급을 중산계급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둘째는 정책당국과 
경제관련 정부출연 및 민간연구소 등에서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중산층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들을 
국가 경제 중심이라고 칭하며 이들의 확충과 육성대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셋째
는 정치학계에서 중간층에 관한 논의인데, 중간층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완충시키는 역할
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상정하고 있다.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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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 중간계급과 중산층의 관계: 가설적 
도해

출처. 홍두승,『한국의 중산층』, 2005, p.92

실천적 개념을 더 많이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근거한 중산층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등하게 그 차이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고 평가되지만, 국내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것과 별개로 

그동안 국내에서 계급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서구의 기준들을 따르는 것이 많았지

만, 1990년대 이후 국내라는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홍두승이 지속적으로 한국의 중산층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어 본 절에서는 

그가 설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중산층을 이해해 보겠다.

중산층을 구분하는 요소는 분명 자산적인 측면이 되고, 중간계급은 사회적 계급을 

기준하고 있다. 국가의 사회구조에 따라 중산층과 중간계급이 일치할 수도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회를 형성하는 중심적 계층을 어떻게 이

해할 수 있는가는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

에서 중간계급과 중간층은 명확하게 분류

하긴 힘들지만 홍두승(2005)의 중간계급

과 중산층의 관계를 설명한 가설적 도해 

[그림 6]이 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 그림에서 (가)부분은 중간계급이면서 

중산층과 일치하는 핵심적 중산층을 설명

하며, (나)는 중간계급에는 속하지만 생활

기회에 있어 중산층에 포함되지 않는 집단

으로 단순 사무직 종사자나 영세상인들이 

포함된다. (다)는 중간계급은 아니지만 중

산층의 삶을 누리는 집단으로 풍족한 육체

노동자와 부유한 농민이 속하고, (라)는 여러 사회정책을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시키

고자 하는 계층을 말한다. 따라서 중산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

(나)+(다)의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것이며, 협소하게 규정짓는다면 (가)의 

영역 즉 중산층이자 중간계급인 사람들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의 재산이나 사회적 

계급으로만 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중산층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소득 뿐 아니라 직업, 재산, 직업의 자립성, 시민적 생활양식, 경제

적·사회적 안전 추구의 속성, 생활기회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특히‘생활기회’, 

‘생활양식’과 같은 개념이 중요해졌는데, 이에 근거하여 중산층은 일정수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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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기회를 누리고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계층 집단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이 생활기회나 생활양식은 자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계층적 지위와 그 근거 등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

정연, 2002년)13)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이라는 근거에 각각 1, 2 순위로 결정되었다. 

소득수준이라는 것은 중산층의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

데, 소비수준이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생활기회나 생활양식 나아가

서는 일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 중산층의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14) 주로 소비, 

주거, 가정설비 및 문화품목, 정보화, 가족, 여가로 대표되는 그들의 생활양식에 대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인데, 세부적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상생

활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보편적 답을 획득하고자 하며, 소비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산층이 용어에서 드러내듯 자산적인 측면에서 

계층을 구분하고 소비라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지위와 계층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자 하는 태생적 특징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산층은 소

비라고 하는 사회구조 유지에 가장 중요한 행위를 지지하는 계층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도시, 인류 최후의 고향』의 저자 존 리더(John Reader)는 중산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3) 출처, 홍두승,『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p.114

순위 기준 % 순위 기준 %
1 소득수준 79.5 5 학력 17.2
2 소비수준 43.0 6 건전한 가치관 12.3
3 문화생활의 향유 22.1 7 사회참여 3.3
4 직업과 지위 21.5 8 정치의식 0.7

 자료. 서울시정연 2002 조사 <서울 시민의 생활과 의식조사>
이 조사에서 설정한 기준 가운데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은 수치적 근거에 기반을 둔 것으
이므로 ‘자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생활양식적 측면과 관계가 깊은 ‘직
업과 지위’, ‘학력’, ‘문화생활의 향유’의 항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과 직접적인 관
계에 놓여 있을 수 있으며, 부의 세습 등으로 생활양식이 답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4) 남은영, 「한국의 소비문화와 중산층의 생활양식:문화자본과 사회적 자본적 함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홍두승, 「도시중산층의 생활양식:주거생활을 중심으로」, 성곡학술문화재단, 1988
궁선영, 「중년주부의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 주부의 평일 생활시간을 중
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장미혜, 「한국 중산층의 양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한국사회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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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와 함께 은행업, 회계, 관리, 법률, 언론, 광고 등의 새로운 형태의 전문화된 도

시활동들이 20세기 초에는 자리를 잡았고, 이 일들을 하는 화이트칼라 도시 노동자들이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지면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누렸다. 도시 공동체의 

이 새로운 시민들은 극도로 부유한 자들과 극도로 가난한 자들의 수를 압도할 만큼 덩

치가 커졌고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층을 형성하였다.” 특히 리더가 설명하는 이 

새로운 계층으로 나타난 변화 설명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사회계층은 새

로운 욕구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주거, 음식, 서비스, 의복, 오락 등에 점점 많은 

돈을 썼으며 가치나 효용보다는 스타일과 유행에 따라 소비하는 경향이 있었다. 중산층

의 욕구는 너무나 방대한 동시에 너무나 지속 주기가 짧았으므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서는 전적으로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바로 소비재 산업이라고 말

한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치보다는 즉자적인 매력에 기반 해 상품을 구입하는 거대 

대중시장이 탄생한 것이다.”

존 리더, 김명남 옮김,『도시, 인류 최후의 고향』,지호, 2006, p.399 

본 연구에서 중심 대상 지역으로 선택한 강남지역은 중산층의 주거지역을 대표하

고 있다. 물론 강남이라는 넓은 경계에 중산층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이

들 지역에는 고소득자 전문가들의 거주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15) 홍두승이 구

분한 (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것은 1970년대 영동

지구가 개발되면서부터 나타난 것으로 특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분

양 세대의 일부분이 정계, 언론계 등의 권력층에게 은밀하게 분양되었다16)고 알려져 

있다. 당시 이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된 중산층들을 신(新)중산층이라고 부르

기도 하였는데, 이는 소득기준 뿐 아니라, 그들의 학력과 직업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용어로 센서스 상 민간기업관리자, 정부관리, 간부급사무직근로자, 학자, 교육자, 언

론인, 작가, 저술가, 문필가, 예술가, 종교인 등 자영전문직과 고위 정부관리직에 종

사하는 사람들로 특히 이들의 생활양식적 측면이 새롭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대개 

이들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국에서 유학을 한 사람들도 많이 포함

되어있었다. 또한 가장은 경제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는 화이트칼라이고 와이프는 고

학력 전업주부이며, 대개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새로운 생활양식과 소비의 양

상을 구현하고 있었다. 결국 많은 역사가들로부터 증명되어 왔듯이 중산층이 현대사

회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추구하는 생활양식이 소비라고 하는 사회구조의 원동

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15) 국토연구원, 『공간분석기법』, 한울, 2010, p.

16) 김형국, 「특집 |강남현상 -‘강남의 탄생’」, 황해문화, 2004 봄호,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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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존 리더가 설명하고자 했던 중산층이 국내에서도 1970년을 전후로 등장한 

것이다. 이들 역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20세기 초에 형성된 세계의 중산층처럼 다

양한 욕구를 가진 집단이었고, 본격적인 소비사회로의 진입을 알리는 지표의 대상이

었다. 결국 1970년대 주거지의 대량생산이 요구되던 시대적 상황은 이들 중산층을 

통하여 주택이 소비재로 전환될 수 있었으며, 대량생산은 ‘아파트단지’라는 형식

으로 공간화 되었고, 중산층의 집단화를 이루어 내게 된다. 그리고 이 중산층 집단의 

욕망은 관료적으로 제도화된 단지의 형성과 구성 그리고 민간건설사에 의해 압축되

어진 일상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욕망을 소비를 통하여 대체시켜줄 수 

있는 시설인 백화점과 공간적으로 결탁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

들을 이후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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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강남(영동)으로 중산층의 관료적 이전

사회경제적 동질의 집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일정 생활양식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

을 의미하며, 특히 중산층은 자본의 축적이 가능한 것을 포함하는 계층으로 현대소

비사회에서는 소비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아파트단지와 백화점이 공간적으로 밀

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백화점을 둘러싼 주거지가 특수한 사회적 경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해 진 것이다. 이 특수한 사회적 경계는 사회경제적 동질의 집

단에 근거하고 있고, 관료적 이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즉 영동지구로 불리던 강

남은 분명 당시 교외적 주거지에 불과하였지만, 지금은 서울의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기에, 본 절은 ‘강남’이라는 특수한 지형을 성립하게 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

기로 하겠다.

1) 강북개발 억제책

1960년대 이후 급증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라는 형식을 지속적으로 

실험하는 것과 동시에 이 아파트를 어디에 건립할 것인가는 해결해야할 또 다른 문

제였다. 세대수에 비하여 대지의 사용을 줄일 수 있지만, 대규모의 필지를 한 번에 

개발해야하는 형식이 바로 아파트 단지였으며, 도심의 과부하는 이뤄 말로 할 수 없

었다. 따라서 당시 서울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도심에 집중된 다양한 기능을 

분산시키는 이전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한강이남 지역에 주거지를 개발할 방법

들을 강구해 낸다. 이를 위해 먼저 강북의 발전을 억제하는 제도들이 수립되었는데, 

1972년에는 도심지역인 종로, 중구, 서대문구10개동에 흥행장(극장, 영화관, 관람

장), 호텔과 여관, 백화점과 시장, 대중목욕탕 및 사치성욕탕, 주유소, 골프장 및 오

락시설의 허가를 불허하여 인구집중을 억제하였다. 특히 강북에 새로 공장을 짓거나 

고급주택을 지을 때 현행 취득세와 재산세율을 높여 징수하기로 하고 강남으로 이전

하는 교육기관과 기업에 금융지원 해 주었다. 1973년부터는 총수요억제 및 주요 국

가자원의 원활한 수급과 절약17)을 위해 인구 10만이상의 도시에서만 적용하던 불요

17) 당시 국내에서는 많은 건설수요가 있었는데 미국의 고철수출규제로 인해 천근 등 국내 천재수급
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건축자재가격의 앙등으로 밀구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불요불급
한 건축물을 억제하기 위하여 서울을 포함한 22개 도시에 적용되었다. 억제 대상 건축물은 공공건
축물의 경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②정부투자기관 및 은행의 사무실용 건축물 ③정부
에서 인가한 공익법인의 사무실용 건축물이며, 민간건축물은 ①각종유흥장(극장·영화관·카바
레·바·요정) ②사치성욕장·집합장·오락장·전시장·백화점·관람시설 ③연면적 330㎡이상의 
주택 ④4층이상의 사무실전용건축물 등이다. 
(출처. 매일경제, “불요불급건축 일체불허”, 1973.7.13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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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급한 건축억제를 1974년 3월 5일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하였다. 이 규제는 사실상 

서민용 아파트 등의 주거단지와 생산용 건물 이외의 대형 건축물 및 사치성 주택의 

건축이 불허되는 것이었다. 도심 주변의 12개의 재개발구역과 4개의 특정가구정비지

구가 제외되었으며, 특히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영동지구가 <특정지구개발촉

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적용을 받으며 제외되었다. 전국적으로 건설업이 침체될 수 

있는 상황 이었지만, 도심과 한강이남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었다.

2) 교통인프라의 확충

그림 3-6. 1966년과 1972년 서울시 주요 도로망도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도로 본 서울 2007』

영동지구는 수도 서울의 안보와 강북지역의 과밀해소를 목적으로 1966년12월 처

음 개발이 시작되었다. 영동지구는 영동1지구와 영동2지구로 구분되며 계획당시 약 

800만평의 규모로 수용인구는 약 60만이었다. 영동지구라는 명칭은 이미 개발되고 

있던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공업시설들이 집중되었던 영

등포 지역의 인지도에 비해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적 목적

으로 시작되긴 하였으나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한남대교가 1969년에 완공되었

고, 같은 해 경부고속도로도 일부 개통되어, 강남과의 거리를 줄일 수 있었다. 이에 

영동 1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토지를 구획하여 길을 만들고 땅을 정리·개발하

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인 1971년에는 영동2지구개발도 시작하였

다. 즉 한남대교는 강남개발의 촉진제와 같은 것이었다. 영동지구 주택건립 계획을 

통해 직접 단독주택을 분양하고, 거점개발의 확대를 위하여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배치하였는데, 당시 서울의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가 유일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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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교통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외지역의 개

발에서 교통인프라의 확충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고, 서울시 주요 도로망도의 변

화를 살펴보면 불과 6년 사이에 영동지구로 불리는 서울의 동남쪽 개발이 집중적으

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동지구 형성 당시에는 도로교통에 의존도가 높

을 수 밖에 없었으며, 서울 시내에서도 실제로 1976년까지 시내교통수단 중 버스의 

부담률은 실로 80.4%에 육박하였다.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택시이

용승객이 증가하였고 자가용 승용차도 중요한 개인교통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

다.

지하철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지

하철 1호선은 고도성장기를 이루기 시작하던 1974년에 개통되었는데, 지하철 1호선

은 서울외곽과 서울을 연결하는 기능이 컸으며, 공업지역이 형성되던 영등포와 도심

과 인접하고 1호선이 통과하는 제기역, 청량리역이 부도심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

고 이들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후 지하철 2호선부터 영동지구에 

대한 교통인프라가 되기 시작하였다. 2호선은 1975년에 계획되어 1982년에 일부개

통하고, 1984년에 전면 개통에 이르는데, 이 노선은 서울의 중심부인 시청 등지와 

신촌, 구로공단, 신림, 사당, 강남, 잠실, 건대, 동대문운동장 등을 지나며 서울을 순

환하는 구조로,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중요한 노선이었다. 이러한 순환노선은 

서울시라는 경계 내에 영동지구 즉 강남을 포함시킬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었다. 이

후 방사선 노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3호선과 4호선이 설립되었는데, 이들은 

영동지구에 주요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었고, 이때부터 지하철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 3, 4호선이 완전히 개통된 이후인 1986년 서울시내 승차인원 분담률은 

15.3%로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 되었다.18) 

이러한 대중교통의 확충 이외에도 도심에 위치하고 있던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전

시켜 인구의 이동을 돕도록 하였다. 당시 서울시는 도심 7곳에 난립하고 있던 고속

버스 정류장을 폐쇄하고 대신 1978년 3월 반포동 5만 여평에 경부선과 호남선이 있

는 강남종합터미널을 완공하고 서초동에는 시외버스터미널(현.남부터미널)을 배치하

였다. 그 후 1987년 12월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준공되면서 서울시의 시외교통체계

가 완비되었다. 결과적으로 편리한 지하철과 더불어 폭이 40~90m인 광로와 대로 

18)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특별시, 2000, pp.18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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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간선도로 37개가 격자형으로 놓인 가로망과 편리한 교통시설을 자동차 시대

를 맞이하여 도심 기능을 강남지역으로 확신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

다.19) 

물론 이와 같이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은 주거지가 형성되고 있던 시기에는 

여전히 교통인프라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도로의 확충은 중산층에 있어 

자가용이 주요한 소비품목이 되어 주차장 난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

다. 터미널의 이전 그리고 이후에도 지하철의 개발이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면서, 교외지역이던 영동지구는 점차 부도심의 중심으로 기능하게 이르게 되었으며, 

압구정동, 반포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부도심의 주요 배후주거지

로 기능하게 되었다.

3) 주요기관의 이전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공서를 옮기는 방책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의 이전을 통하여 가족을 포함한 종사자들의 이전이 함께 예상되기 때문

이다. 여의도에 국회의사당과 한국방송공사, 과천 신도시에 정부 제2청사 및 혁신도

시에 정부기관 및 정부출자기관들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영동지구 개발 

당시에는 서울시청을 비롯한 112개의 정부기관을 모두 이전하고자 하는 방안이 수

립되었지만, 다양한 문제(중앙 각 부처들과 언론의 냉담한 반응과 경비문제)로 인해 

일부 기관만이 이전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대법원과 검찰청, 한국전력, 외교기

관, 관세청 등의 주요 기관들이 이전되었다.

이와 더불어 도시 편의시설인 최신식 의료기관, 도서관, 공원을 이전하였고, 여기

에 강북의 명문학교 및 학원 이전시켜 중산층의 공간적 이동을 도모하였다. 학교의 

이전은 중산층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관련이 있었다. 고등학교 평준화가 1974년 시

행되었지만 명문학교에 대한 동경과 향수는 여전했고,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는 수단 

역시 명문대학의 졸업장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였다. 당시 서울 명문 남자고등학교는 

5대 공립(경기, 성루, 경복, 용산, 경동)과 5대 사립(중앙, 양정, 배재, 휘문, 보성)이 

있었고, 여자고등학교는 경기, 창덕이 명문공립, 이화, 숙명, 진명, 정신 등이 명문 

19)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사대문 안 학교들 강남으로 가다』, 서울시, 2012,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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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였다. 이들 모두가 종로구와 중구에 모여 있었는데, 강남개발의 성공을 위

해서 뿐만 아니라 도심 교통과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학교의 이전이 필

요하였다고 판단한 정부와 서울시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 제시하면서 이전을 요구하

였다. 이와 동시에 학교 뿐 아니라 학원도 이전 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를 통해 강남

구에는 경기고, 휘문고, 숙명여고, 경기여고, 중동고가 서초구에는 서울고와 동덕여

고가 이전하였고, 이후에도 명문고 이전은 계속 이루어져, 송파구에는 정신여고, 창

덕여고, 보성고가, 양천구에는 양정고와 진명여고, 강동구에는 배재고가 이전하였다. 

이것은 결국 강남8학군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으며, 대치동에는 학원가가 형성되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일조하여 ‘강남’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경계를 

현재까지 유지시키는데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4) 주택의 구매와 세제혜택

영동지구는 당초 도심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지 확보가 주요한 목적이었는

데, 강남개발을 목표로 구획정리를 실하였고, 1971년에 영동지구 논현동에 12개동 

360세대의 공무원아파트를 건설하였다. 1972년에 <영동지구주택건립계획>을 발표

하여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면서 단독주택을 지어 이주하도록 유도하여 압구정동, 

논현동, 학동, 청담동 등지에 모두 10개 단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곧이어 서울시

는 1972년에 영동구획정리지구 내 4개 지역과 그 밖에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

던 7개 지구를 선정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하고 <특별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

시조치법>을 정부에 요청하여 제정하였다. 아파트단지가 주도적으로 개발된 데에는 

몇 가지 제도적 장려에 기반을 둔다. 아파트단지를 강북에서 계속하여 실험해온 서

울시는 밀도 뿐 아니라, 교외적 상황 속에서 자족적인 생활이 가능한 아파트단지가 

확대되길 바라고 있었다. 이를 통해 지정된 지역 내에 건설하는 주택에는 취득세, 등

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면허세 등의 면제특혜를 주었

다. 이에 따라 1973년에 영동 제1(428만평)･2지구(365만평)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되었으며, 본격적인 주택건설이 진행되었다. 즉 민간건설사에 의해 처리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땅들은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주거형식의 자가(自家)를 마련하고

자 하던 중산층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곧 이 지역의 아파트단지는 중산

층의 욕망의 대상이 되었고, 추첨으로 이루어지던 구매의 기회는 투기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특수한 사회적 경계 형성에 일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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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중산층의 주택으로 아파트

1) 새로운 일상생활과 중산층의 결합

제1, 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성공하면서 서울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다. 특히 

인구의 자연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라 가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지역 간 이동

을 통한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주택 수요는 많아졌지만 기존주택

의 멸실에 의한 주택감소현상 등으로 그 수요는 가속화 되었고 새로운 주택지개발과 

공급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에 주거지 개발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통해‘단독주택단지’로 개발되었다. 대규모 주거단지의 효시로 불리는 

구로동주택단지가 1961년에 2,500호 건설되었으며, 일상생활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

가와 직결되는‘생활권개념’을 도입하여 개발한 주거지는 화곡10만 단지와 화곡30

만 단지가 있었다. 1965년 시행된 화곡10만 단지에는 정부 주도의 국민주택 758호

를 분양하며 공원, 초등학교, 상가, 유아원, 동사무소, 파출소 등이 조성되었다. 10

만이라는 전체적인 인구 규모는 2차 생활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근린주구 이론에 근

거하여 위의 시설들이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극심한 주택난을 단기간, 동시적으로 대량 공급 할 수 있는 포디즘적 

주거형식이 바로 아파트였다.20) 서구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 국가들에서 

도시의 불법건축물 철거나 도시빈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를 

도입한 바 있어21),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말까지 건설된 

국내의 아파트들은 주로 단지의 형태보다는 단독으로 건립되고 있었으며, 거주환경

20) 전상인은 아파트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 공급적 측면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라
고 밝힌다. 일반적으로 좁은 국토와 인구과밀, 핵가족화, 세대변화, 여권신장, 중산층의 성장, 도
시화 등이 아파트 공화국의 원인이라 인식되고 있지만, 그는 국토가 좁은 네덜란드나 벨기에는 아
파트 천국이 아니며, 일본의 도쿄에서도 아파트 비중이 20% 수준인 것을 지적하며 근거로 제시하
고 있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 소비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비호감이 
호감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전상인도 아파트라는 형식이 당시의 사회적 상
황 속에서 대량생산체제로 적합한 것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규격화된 아파트는 설비와 자재를 
여러 현장에서 돌려가며 쓸 수 있으며 주택공사에서 발간하는 주택기본설계를 통해 표준화는 더욱 
쉽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표준설계방식을 통해 규격화된 거주지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
다. 즉 전상인도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일어난 국내의 상황 속에서 유요한 주거형식이 아파트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출처)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이숲, 
2009, pp.47~49

21) 권현아, 「한국 도시주거의 상품화와 일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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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크게 좋지 못해 그렇게 매력적인 주거형식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했다. 사회적 분

위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고층 고밀의 아파트만이 극심한 주택난을 완화할 

수 있다고 결론내리면서 아파트를 현대적인 주거단지로 부각하기 위하여 계획에서부

터 중산층 거주지를 형성시키고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주택공사(구.주택영단)가 우리나라 최초의 주거지 고층화 시도이자 단지로 구성

된 마포아파트단지(1962~1964)를 중산층을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였다. 6층22)의 6

개동, 450가구이므로 1가구당 4인 가족으로 상정하면 1800명으로 구성된 주거지이

며, 근린주구에는 못 미치는 인구 규모임에도 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상가, 어린이

놀이터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초기에 입주가 난항을 겪었지만 전체 입주가 마무리

되자 대한주택공사는 마포아파트단지에 대한 건설효과로 ‘단지를 조성하여 고층화

하여 단독주택건설보다 대지를 절약’, ‘단지사업을 실시하여 주택건설의 고층화 

가능성을 확인’, ‘국내 생산 자재를 통한 고층주택 건설 가능확인’, ‘도시미화

발전에 기여, 주택난을 부분적이나마 해결하여 국가 시책에 이바지’로 정리하였다. 

또한 아파트가 살만한 곳임 알리기 위해 마포아파트 입주민들은 주로 상류층이나 전

문직 종사자 혹은 아파트 생활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과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종 

대중매체에 아파트 생활의 편리성과 간소함, 시간적·정신적 여유를 강조하는 선전

주체가 되었다.23)24) 1969년 여성잡지에 실린 다음 글을 살펴보면 ‘현대적인 생

활’의 보금자리로 마포아파트를 소개하고 있다.

M 아파트는 현대화된 내용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먼저 동선이 짧은 현관을 들어서면 

거실과 그 주위로 침실, 화장실, 부엌이 그만큼의 거리로 연결되어 있다. 개별식 연탄보

일러는 부엌에 설비하여 온수난방을 하도록 되었고, 부엌이나 욕실에서는 항상 냉,온수

를 쓸 수 있다. 특히 부엌은 주부들이 요리 및 가사노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

대, 선반, 싱크가 설치되었다. 깨끗하게 타일로 꾸며진 화장실은 수세식 변기 및 샤워가 

설치되어 즐거운 여름살이를 도와준다. 침실은 온돌 대신 마루가 깔려 침대 생활을 하

게 되었고, 샨데리아가 달린 거실은 독립성이 있어 가족의 휴식과 단란의 공간은 물론 

야간에는 침실로도 쓸 수 있다.

22) 초기 계획에서는 10층 이상의 고층이었으나 당시의 여러 문제 특히 기술적인 부분들로 인해 6층
으로 계획되었다.

23) 박철수, 『아파트 : 공적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 마티, 2013, pp.79~89
마포아파트에 대하여 박철수는 단지를 중심으로 한 생활의 혁명을 알린 것이며, 단지형의 집단적 
공간구획과 단지내 주민들의 연대의식 고취, 서구방식을 채용한 편리한 생활, 단지와 단지 외부 
기반시설의 극심한 편차를 대두시킨 사건이라고 평가하였다.

24) 마포아파트와 유사한 12평짜리 아파트에 살던 문학평론가 김우정은 잡지 여원 1969년 9월호에 
「그러나 나는 아파트에 산다」라는 글을 통해 아파트 예찬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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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택:마포아파트”, 『여원』, 1968년 5월호, 박해천, 『콘크리트 유토피아』, 자음과 

모음, 2011, p.212 재인용25)

최초의 고층 아파트단지 시도였던 마포아파트는 김칫독과 된장독을 어떻게 할 것

인가라는 걱정에서 시작되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아파트도 살만한 것이라는 것을 

최초로 강하게 인식시켰고, 분명 새로운 일상생활(라이프스타일)을 도래시켰다. 실내

에서의 생활양식 뿐 아니라, 주차장에는 자동차가 즐비했고, 바캉스 시즌에는 인천 

송도행 대절 택시가 즐비했다. 잔디밭과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만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되었고, 다양한 점포를 포함한 상가는 시장에 가야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었

다.26) 하지만 정부를 통해 공급된 마포아파트가 나름 성공하면서 서울시가 추진하였

던 시민아파트는 골조와 주요 설비만 공급하였고, 내장과 마감은 입주자의 몫으로 

남겨 두었고,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세대면적도 5~16평27)에 불과하였

다.28) 거기에 1970년에 시민아파트로 건립되었던 마포구 창전동의 와우아파트가 준

공된 지 3개월 만에 붕괴되면서 여전히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게 남아있었

다.29) 하지만 마포아파트로 인해 아파트단지의 편리함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했

고 정부는 한강의 북변의 매립지를 이용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여 아파트

단지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강아파트는 동부 이촌동의 공무원아파트(1966~1969년), 한강맨션아파트(1970

년), 한강외인아파트(1970년), 한강민영아파트(1971년)단지가 4단계개발과정을 걸

25) 해당 단행본 212~220쪽에는 마포아파트의 생활모습들을 담은 사진과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설
명되어 있다.

26) 박해천, 『콘크리트 유토피아』, 자음과 모음, 2011, pp.220~224

27) 현재 건물의 규모를 상정하는 단위는 ㎡로 통일되어 ‘평’이란 단위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
만, 오랜 기간 익숙하게 사용되었기에, 감각적으로 아파트 단위세대의 규모가 이해할 수 있는 
‘평’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8) 박철수, 『아파트: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 마티, 2014, pp.95~99

29) 현재 세계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아파트는 빈민촌을 상징하는 주거형식이기도 하다. 이는 아파트
가 국가의 복지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전개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반해 중산층의 주거는 교
외로 이동되면서 저층의 단독주택을 많이 형성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시와 인간』의 저자 
마크 기로워드는 저서에서 1930년대 유리로 된 번쩍이는 고층건물과 작은 목조방갈로를 대조시켜
놓았을 때 당시 사람들은 전자를 미래의 주거형태로, 후자를 구식 주거형태로 생각했겠지만, 사실
상 승리한 것은 방갈로의 형태라고 말한다. 방갈로의 후예들 즉 단독주택이 수십만 채 씩 지어지
고 있는 반면 고층주택의 명성은 추락했고 지어지는 수만큼 철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이
처럼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아파트를 통한 주거형식에 대하여 부정적이다.(Girouard, Mark, 
민유리 옮김,『도시와 인간: 중세부터 현대까지 서양도시문화사』, 책과함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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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형성되어 전체 3,220세대가 입주하였다. 전체적으로 세대당 4인 가족을 기준할 

시 12,000명 정도의 인구규모로 1차생활권, 즉 근린주구로 계획 가능한 규모였다. 

그 가운데 한강맨션30)은 주택공사의 1960년대까지 이루어지던 서민용 아파트개발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최초의 중대형아파트로 660세대가 건설되었다.31) 

그림 3-7. 한강맨션 단지 풍경
출처 : http://blog.naver.com/s5we

한강맨션과 관련한 당시 기사32)에는 국내 최초로 중앙공급식 난방을 사용, 냉·온

수공급 욕조·샤워·양변기완비·자동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 편리함을 극대화하였

다는 것과, 단지계획적으로는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정원과 쇼핑센터가 설치된 것

을 특징으로 꼽고 있다. 동서 방향의 가로를 따라 전세대가 남향으로 향하였고, 가로

변에는 노선상가(쇼핑센터)와 아파트가 결합한 형태를 취하여 가로 중심의 생활이 가

능하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총주차대수도 1,452대로 세대 당 약 2.2대가 가능한 현

대적 주거단지로 계획되었다. 평면설계는 국내 최초로 완전입식구조를 채택하여 마

포아파트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했고, 특히 침실과 부엌을 완벽하게 분리하였으며 중

산층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해 고급 자재를 사용했다.33) 실제 초기 분양은 잘 이루어

지지 못했고 중대형평형34)에 정치인, 부자, 연예인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중산층 이

상의 도시민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장보기는 쇼핑센터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35) 특히 모델하우스(견본주택)를 최초로 건립하였는데, 이것은 

30) 박해천은 본래 대저택을 의미하는‘맨션’을 주택공사가 아파트의 브랜드화 했다고 평가한다.

31) 네이버캐스트, <아파트문화사>-한강맨션아파트, 장박원 매일경제 기자가 쓴 내용을 보면, 1968
년 장동운 대한주택공사 4대 총재가 일본출장 중 호텔에서 신문을 보다가 신문광고의 80%가 주택
분양광고였고 이 중이 '하이츠‘, ’맨션‘이라는 이름의 고급아파트가 많은 것을 보고 중산층을 
위한 주택건설이 필요하다가 생각했다고 한다.

32) 매일경제, “한강 「맨션·아파트」기공”, 1969년 10월 23일자, 7면

33) 장박원(매일경제 기자), 네이버 캐스트, <건축기행> 아파트 문화사 - 한강맨션아파트

34) 공급면적이 89㎡, 89㎡, 105㎡, 122㎡, 168㎡, 181㎡으로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5) 한강맨션 계약 1호이자 입주 1호가 탤런트 강부자였고, 그 후 배우, 가수 등 유명 인사들이 입주
하기 시작하면서 주택 형식으로 아파트의 이미지는 제고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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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 한강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광고
(좌)1969년 말경 생산된 신진자동차 <코로나70디럭스> 모습

(우) 1973년 제일합섬 라라 기성복 광고
출처 : http://blog.naver.com/s5we

소비재로서 아파트를 선보

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것은 아파트 내부공간을 공

개하는 ‘견본’주택이라는 

실제 상품을 대체하는 것이

었다. 결과적으로는 잘 꾸

며진 아파트는 나의 일상과 

상관은 없지만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소비재로 등극하였다. 이후 여의도와 영동지역에서 분양한 아파

트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현대적인 도시공간의 이미지로 인해 다양한 상품

의 광고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36)  

한강변의 아파트 개발 이후 여의도시범아파트37), 반포(남서울)아파트 등을 통해 

중산층을 위한 주택형식은 자연스럽게 아파트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분양 시 일부분을 현대라고 하는 유력의 기업의 이해관계자, 정치인들에 

특혜가 주어졌고, 그들의 주거 만족도가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중산층의 일반적 주

택형식으로 아파트가 자리 잡아 갔다. 물론 이처럼 아파트에 중산층이 거주하게 된 

것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적인 측면과 그로 인해 실제 편리해지

고 현대적 생활을 가능한 주거공간으로 아파트가 기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에 의해 공급되기 시작한 아파트는 소비재로 취급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에 의해 소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때문이기도 하였다.38) 

이렇게 아파트단지를 통한 중산층의 집단적 거주지가 형성되었다는 것에 중요한 한 

측면은 단지라는 공간적 경계를 형성하고, 자족적인 일상생활을 구현할 수 있게 하

였다는 점이다.

36)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자동차 전시장이 되었다.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에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수단이 아닌, 자신의 지위와 계급을 상징하는 기호가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단지를 배
경으로 하는 자동차 광고는 그 속에서 차별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활용하고 있다.

37) 여의도시범아파트는 1971년 12월에 입주하였으며 최고층수 13층으로 24개동, 전체 1790세대로 
단위세대의 규모는 [60㎡|216세대], [79㎡|672세대], [118㎡|360세대], [156㎡, 336세대]로 구
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118㎡와 156㎡의 단위세대에는 방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주방에 부속되어 있는 것으로 중산층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8) 박철수, 『아파트: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 마티, 2014, p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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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동질계층의 집단 거주

앞서 아파트가 단지구성을 통한 편리한 생활을 강조하면서 중산층의 새로운 일상

생활의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아파트가 중산층을 위한 주거형식으로 자리 잡는 과정

을 설명하였다. 강남에서는 아파트단지가 민간건설사에 의해 더욱 상품화되었는데, 

특히 압구정동 현대와 한양아파트단지는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대형 단위세대 중심

의 대규모의 단지를 이루게 되었다. 이로써 이 지역의 아파트단지는 중산층의 지위

를 상징하게 되고, 특수한 사회적 경계를 이루게 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양아파트 1차 한양아파트 2차 한양아파트 3차 한양아파트 4차

단지정보 단지정보 단지정보 단지정보

총동수
층수
총세대수
총주차대수
난방방식
난방연료
입주년월

10개동
12층
936세대
561대(0.6대)
중앙난방
도시가스
1977.12

총동수
층수
총세대수
총주차대수
난방방식
난방연료
입주년월

5개동
12/13층
296세대
147대(0.5대)
지역난방
열병합
1978.09

총동수
층수
총세대수
총주차대수
난방방식
난방연료
입주년월

5개동
13층
312세대
156대(0.5대)
중앙난방
도시가스
1978.11

총동수
층수
총세대수
총주차대수
난방방식
난방연료
입주년월

4개동
13층
286세대
143대(0.5대)
중앙난방
도시가스
1978.12

한양아파트 5차 한양아파트 6차 한양아파트 7차 한양아파트 8차

단지정보 단지정보 단지정보 단지정보

총동수
층수
총세대수
총주차대수
난방방식
난방연료
입주년월

4개동
12/13층
343세대
172대(0.5대)
중앙난방
도시가스
1979.11

총동수
층수
총세대수
총주차대수
난방방식
난방연료
입주년월

2개동
12층
227세대
136대(0.6대)
중앙난방
도시가스
1980.12

총동수
층수
총세대수
총주차대수
난방방식
난방연료
입주년월

2개동
12층
239세대

지역난방
열병합
1981.06

총동수
층수
총세대수
총주차대수
난방방식
난방연료
입주년월

1개동
15층
90세대
108대(1.2대)
중앙난방
도시가스
1984.04

그림 3-9 . 한양아파트와 갤러리아백화점의 전경
출처. 강남구향토문화전자대전

표 3-3 . 압구정 한양아파트 구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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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압구정 한양아파트는 1977년부터 1984년까지 총 8년에 걸쳐 8차까지 입주

가 이뤄졌다. 1차 936가구, 2차 296가구, 3차 312가구, 4차 286가구, 5차 343가

구, 6차 227가구, 7차 239가구, 8차 90가구 등 총 2,729가구의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가구 수가 가장 많은 한양1차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 490의 대지

면적 3만 8,323㎡에 12층의 건물 10개동으로 건설되었다. 

``
그림 3-10 .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

출처. 강남구향토문화전자대전

현대아파트 1·2차 현대아파트 3차 현대아파트 4차 현대아파트 5차

단지정보 단지정보 단지정보 단지정보

총동수
층수
총세대수
총주차대수
난방방식
난방연료
입주년월

13개동
12/15층
960세대
720대(0.75대)
지역난방
열병합
1976.06

총동수
층수
총세대수
총주차대수
난방방식
난방연료
입주년월

4개동
12층
432세대
864대(2대)
지역난방
열병합
1976.11

총동수
층수
총세대수
총주차대수
난방방식
난방연료
입주년월

6개동
5층
170세대
420대
지역난방
열병합
1977.07

총동수
층수
총세대수
총주차대수
난방방식
난방연료
입주년월

2개동
14층
224세대
448대(2대)
지역난방
열병합
1977.12

현대아파트 6·7차 현대아파트 8차 현대아파트9/`11/12차 현대아파트 10차

단지정보 단지정보 단지정보 단지정보

총동수
층수
총세대수
총주차대수
난방방식
난방연료
입주년월

15개동
14층
1,288세대
1,120대(0.87대)
지역난방
열병합
1979.06

총동수
층수
총세대수
총주차대수
난방방식
난방연료
입주년월

5개동
12층
515세대
-대
중앙난방
열병합
1981.04

총동수
층수
총세대수
총주차대수
난방방식
난방연료
입주년월

27개동
12층/13층
1,924세대
2,800세대(1.46대)
개별난방
도시가스
1983.06

총동수
층수
총세대수
총주차대수
난방방식
난방연료
입주년월

2개동
12층
144세대
192대(1.33대)
개별난방
도시가스
1982.06

현대아파트 13차 현대아파트 14차

단지정보 단지정보

총동수
층수
총세대수
총주차대수
난방방식
난방연료
입주년월

4개동
13층
234세대
-대
지역난방
열병합
1984.07

총동수
층수
총세대수
총주차대수
난방방식
난방연료
입주년월

4개동
13층/15층
388세대
-대
지역난방
열병합
1987.04

표 3-4 . 압구정 현대아파트 구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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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살펴 볼 압구정 현대(구)아파트는 1,2차 단지가 1976년 6월 첫 입주를 

시작해서, 1979년 7차까지 모두 3,076가구의 대단지를 이루어져 있다. 현대아파트

는 1, 2차 단지가 1976년 6월 첫 입주를 시작하여, 1979년 7차까지 모두 3,074세

대의 대단지를 형성하였고, 이어 현대8차 515세대, 10차 144세대와 ‘신현대아파

트’라 불리는 9·11·12차는 1,924 세대로 단일 아파트로는 매우 큰 규모로 건립

되었다. 13, 14차를 마지막으로 전체 6,279세대라는 초대형의 단지가 형성되었다. 

              현대
      한양

그림 3-11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의 도시공간 구성
자료, 포털사이트 daum 지도

 

이 두 단지는 서로 인접해 있으며 전체 세대 규모는 10,000세대가 넘는다. 이들 

아파트데 공급된 단위세대의 규모별 구성을 살펴보면 [표3-5]와 같다. 당시 주택의 

규모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공급된 면적은 매우 다양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심 되는 공급면적인 59㎡, 84㎡, 113㎡를 기준으로 하

였다. 이것은 아파트 단위세대 공급규모는 중소형, 중대형이란 분류로 이해된다. 중

소형은 국민주택 규모로 설명되는데, 국민주택은 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39) 그 이상을 중대형 주택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이 85

㎡이면 공급면적은 114㎡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 기준에 따라 대규모인 두 아

파트단지를 살펴보면, 114㎡이하로 구성된 세대의 비율이 한양아파트가 41.6%, 현

대아파트 13.5%로 이루어져 있다. 즉 중대형의 비율이 한양은 59.4%, 현대는 

39) <주택법>제2조 제3항에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주택이란“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
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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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에 이른다. 이는 아파트가 면적당 가격이 책정되는 소비재이므로 해당 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사람들

이 구입 및 거주하게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단지 단위세대 공급면적 세대수(비율%) 해당 단지

한양
아파트

60㎡이상~90㎡미만 507(24.98%) 1차
90㎡이상~110㎡미만 455(16.67%) 1차 5차
110㎡이상~120㎡미만 519(19.01%) 1차 4차 5차 6차 7차
120㎡이상~130㎡미만 420(15.39%) 1차 3차 5차
130㎡이상~150㎡미만 6(0.21%) 7차

150㎡이상~170㎡미만 312(11.43%) 1차  2차 5차 6차 7차
170㎡이상~190㎡미만 170(6.22%) 3차 6차
190㎡이상~210㎡미만 144(5.27%) 2차
210㎡이상~230㎡미만 194(7.10%) 4차 8차

230㎡ 이상 2(0.73%) 2차
합계 2,729세대(100%) -

현대
아파트

60㎡이상~90㎡미만 -
90㎡이상~110㎡미만 820(13.05%) 3차 14차
110㎡이상~120㎡미만 1,680(26.75%) 5차 8차 9·11·12차 10차 13차
120㎡이상~130㎡미만 117(1.86%) 9·11·12차
130㎡이상~150㎡미만 386(6.14%) 1·2차 4차 6·7차
150㎡이상~170㎡미만 984(15,67%) 6·7차 10차

170㎡이상~190㎡미만 1,294(20.60%) 1·2차 8차9·11·12차
190㎡이상~210㎡미만 390(6.21%) 9·11·12차
210㎡이상~230㎡미만 552(8.79%) 1·2차 6·7차

230㎡ 이상 56(0.89%) 6·7차
합계 6,279세대(100%) -

표 3-5 . 한양아파트 및 현대아파트 단위세대 규모 비율

자료 : 네이버부동산(http://land.naver.com/)

이들 단지가 개발되기 전 강북에서 1971년 공급된 한강아파트 단지로부터 대형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었으며, 유사한 시기에 공급된 여의도 시범아파트(1971년)와 

한양아파트(1975년)에서도 대형 평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압구

정동의 한양아파트와 현대아파트처럼 특정 지역에 대단지로 공급되지는 않았다는 것

이다. 이것은 이 지역이 특수한 사회적 경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대형의 단위세대로 구성되었음은 중산층이 집단적으로 거주

할 가능성을 높여준 것이었는데, 특히 전체적으로는 현대가 12차, 한양이 8차까지 

개별화 되어 있는 단지들의 집합체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아파트 단지명을‘현대’와 

‘한양’이라고 하는 주요 건설사의 이름으로 하고, 공급 시기에 따라 1차·2차라

고만 구분하여, 전체적인 소속감과 지역적 정체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아파트 평면 구성을 통하여서도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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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두 아파트 모두 120㎡이하의 규모에서는 R3+1DK+1L+1B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복도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초기에 건립되었던 현대아파트1·2

차에서는 공급면적 141㎡의 세대도 복도식으로 구성되었지만, 대부분은 중소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120㎡을 기준으로 복도식과 계단식으로 구분되었다. 120㎡미

만~150㎡이하의 규모에서는 R4+1DK+1L+2B, 150㎡이상~170㎡이하에서는 

R4+1DK+1L+2B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 하나는 주방이나 식당에서 진입 가능한 구

조의 식모방들로 사용될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그보다 큰 규모의 단위세대는  

R5+1D+1K+1L+2B로 부부를 위한 방이 2개, 그 밖에 침실이 3개이며 이들 역시 

주방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방이 계획되어 있으며 식당과 주방을 완전히 분리하고 있

다. 이것은 1970년대 이전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중산층들이 단독주택의 특성상 해

야 하는 일들 및 가전기기 발전이 미흡상태에서 생겨난 많은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

하여 식모가 함께 거주하던 생활습관이 아파트로 이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림 3-12 . 한양 7차 151㎡단위세대

   

그림 3-13 . 한양 8차  221㎡단위세대

그림 3-14 . 현대 4차 145㎡단위세대

   

그림 3-15 . 현대 9·10·1차 202㎡단위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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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민간 건설사에 의해 상품화되면서 단위세대의 규모는 가격과 직결하는 

기호가 되었다. 규모의 선택은 ‘가족 세대구성의 특성’에 근거한 선택이 아니라

‘가격 ’에 의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40) 단지 내에 단위세대의 구성은 

지불능력에 의한 경제적 동질집단의 구성 여부를 결정한다.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와 

현대아파트에는 중대형의 단위세대가 많이 공급되면서 중산층의 집단적 거주지가 되

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단지도 초기에는 열악한 교통수단, 지리적 열세, 부대시설

의 부족과 아파트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부족으로 인기가 없었으나, 현대아파트 

3~4차단지의 분양에서부터 주변 여건이 차츰 개선되고, 이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

람들의 만족도가 입소문을 타면서 호평을 받으면서 가격도 상승하였다. 결국 1977

년 후반에는 이 지역의 아파트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였고, 이 주변에는 라이

프주택, 우성, 삼익주택, 한양, 삼호 등 민간 건설사에 의한 아파트 붐이 일어났

다.41) 

40) 아파트가 보편화되면서 단위세대는 3~4인의 핵가족을 중심으로 계획되었고 이에 따라 방은 부부
방+자녀방이라는 기준 속에서 2개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면적에 따라 각각 방의 규모가 
달라졌고, 규모가 커지면 방의 개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하지만 일반적으로 5개를 넘지는 않는다.

41) 한국학 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압구정현대(구)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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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일상생활의 관료적·축약적 구성 

천현숙(2002)42)은 아파트 확산 요인의 하나로 아파트단지가 가지는 경제효율성을 

설명한다. 아파트 단지는 공급자와 조정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아파트를 실제로 생산하는 기업자적 측면에서도 경제성이 높은 형식이기에 

선호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60년대의 폭발적인 경제성장 및 도시의 성장에 

필연적으로 밀집된 도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단지가 공급되었고, 

분명 아파트단지라고 하는 주거형식을 생산 및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본다면, 

효율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 또한 아파트 그 자체가 자산증식의 수단이자 환급성

이 높다는 이유도 아파트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지만, 단순히 내가 살

고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만족이 높지 않았다고 한다면 프랑스 지리학자의 눈에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명명될 만큼 보편적인 주거양식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아파트라는 형식이 핵가족의 생활에 적합한 단독주택의 주요한 기능

들을 실내화하고 좌식생활 대신 입식생활이 가능하게 하고, 설비에 따른 부엌문화 

개선 및 온수의 사용 등을 통해 생활의 편리함이 강조하여 완성된 주거형식이었고, 

그것들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가능했다. 현재까지도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주거환경조건의 측면에서도 단독주택보다 유효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욱 높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43) 단순히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비

교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당장 단독주택지에서는 자가용을 주차하기 위해서 골목

길을 헤매는 경우가 허다하고, 방범의 문제에도 취약하다. 또한 개별적인 주택 관리

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쥐가 드나든다던지, 누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거주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파트는 현대적 설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전문 관

리자가 상주하기에 그런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뿐 아니라 아

파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해 준 요인에는 아파트

가 단지로 구성되면서 함께 계획된 커뮤니티시설과 상가 등의 편의시설과 녹지공간

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42) 천현숙, 「아파트주거문화의 특성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 아파트 주거의 확산 요인을 중심으
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43) 강인호·강부성·박광재·박인석·박철수·이규인, 「우리나라 주거형식으로서 아파트의 일반화 
요인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13 NO.9, 1997 
천현숙, 「아파트주거문화의 특성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 아파트 주거의 확산 요인을 중심으
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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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중산층이 집단 거주지가 될 수 있었던 근원적 배경으로 이

해될 수 있는 ‘아파트단지’라는 새로운 생활양식이 가능하게 된 제도적인 배경과 

그 실제적인 내용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관료적 구성을 이해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제도가 축소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아파트지구와 아파트단지를 통한 일상생활의 관료적 구성

1960년대부터 실험되어 온 아파트는 주거형식으로써 좋은 인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 계획되었던 어린이놀이터, 상가 등을 통해 단지를 자족적인 성격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생활양식이 제공하는 주거양식으로 아파트가 이

해되었는데, 실제 근린생활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는 

1970년대 후반이 되어서 나타났기에 구체적인 생활권 계획으로써 어린이놀이터, 상

가등을 포함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1971년 입주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서도 공

원과 일부의 상가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담은 제도의 시발

점으로 볼 수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이므로 제도적 근거를 둔 것은 

아니며, 1960년대부터 이어져오던 아파트단지를 통한 새롭고 현대적인 생활의 기준

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1972년에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주택 건설 및 공급이 

본 법에 의거하여 운용되도록 하였는데, 이 제도는 아파트 지구의 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며, 근본적으로 주택의 공급을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도시 인프라확보를 단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의 개발을 

유도한 것이었다. 특히 1973년 7월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통하여 

‘부대복리시설’을 규정44)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아파트가 최소한으로 가져야하는 

주거환경의 요소들을 ‘어린이놀이터·시장·공중목욕장·의료시설·집회소·운동

장 체육시설·오물 및 진개수거시설’7개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제정 당시

에는 이러한 복리시설이 단지의 규모에 따른 차등화45)나 인접한 다른 단지와의 연계

성, 혹은 단지규모를 합산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생활권을 고려하는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1978년 10월 18일 전부개정을 통하여 항목의 설치

44) 본 내용과 관련한 제도의 연혁은 [부록④]에 첨부하였다.

45) 이것은 일반적인 생활권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구의 규모와 관계가 있으므로 차등
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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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각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단지 규모가 드러나기 시작하였

다. 즉, 기존 제도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있던 ‘교육시설’, ‘공공시설’, ‘공원 

및 녹지시설’을 포함시켜 개별 아파트 단지를 넘어선 생활권의 개념들을 포함하고

자 하였다. 이것은 1979년 4월 24일에 제정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영향을 

미쳤으며, 1979년 8월 28일에는 ‘교육시설’ 대신 ‘유치원 및 탁아소’설치기준

을, ‘공원 및 녹지시설’을 ‘녹지시설’로 개정하여, 축소된 생활권의 개념으로 

단지를 규정하고자 하였다. 

항목 설치 기준

어린이 놀이터

50세대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세대에 3.3평방미터의 비율로 1개소를 각 세대의 이
용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한 그네, 미끄럼대, 철봉, 모래판 등의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를 초과할 때에는 그 면적을 초과 3세대에 대하
여 3.3평방미터의 비율로 증가한다)   

시장
1,000세대이상일 때 1개소
(단, 1,000m 이내 위치에 시장 있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중목욕장
욕탕시설이 없는 주택 500세대이상을 집단 건설할 때 1개소 (다만, 1,000미터이내
의 위치에 공동욕탕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시설
1,000세대이상일 때 1개소(다만, 1,000미터이내의 위치에 의료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회소
1,000세대에 330평방미터의 비율로 옥내집회시설 1개소(다만, 학교 기타 공중이 
집회할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동장 체육시설
500세대  이상 일때 2세대에 3.3평방미터의 비율로 운동장 1개소(다만 인근에 학교 
기타 운동장이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물및진개수거시설 아파트의 경우에 한하여 다스트슈트시설  

표 3-6 .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 기준

자료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별표1] 부대복리시설 및 복리시설의 종류와 규모의 세부적 기준
(1973.7.12제정 당시 기준)

1979년10월 30일에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이 건설부훈령 

제464호로 발의되면서 생활권 개념을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아파트단지가 하나의 자족적인 생활권 단위

가 되도록 규정하여 왔지만, 이러한 개별 단지들이 인접 및 결합하게 되는 양상을 보

이면서, 본 제도에서는 ‘근린주구’, '주구중심’, ‘지구중심’의 용어정의를 중

심으로 (아파트)지구개발계획은 근린주구 단위로 계획하되 결정된 주구의 범위에 따

라 지구중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 세부적 내용은 아래 [표3-7]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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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어정의46) 계획 건축범위

근린주구

주민들에게 주거 또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도보
공간 내에 설치되도록 구획
된 일단의 범위

반경 400m 이내 또는 
공동주택의 계획 건설 
세대수가 3,000세대 이
내 단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운동시
설, 노인정, 유치원, 학교시설(초,중,고
등학교), 난방, 가스 , 전기, 수도, 하수
도 등의 공급 및 처리시설

주구중심

근린주구 내에 거주하는 주
민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집
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

근린주구내 중심지역에 
1개소 설치
면적은 근린주구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하되 
근린주구 면적의 2/100
이상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난방, 가스 , 전
기, 수도, 하수도 등의 공급 및 처리시
설, 근린공공시설(동사무소, 경찰관, 파
출소, 소방관서, 우체국, 보건소, 기타 
유사용도), 판매시설, 종교시설, 시장·
군수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

지구중심

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필요
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구획된 일단의 범위

근린주구가 3개소 이상 
되는 지구일 경우 지구
의 중심지역에 1개소 지
구중심 설치
면 적 은 지 구 면 적 의 
3/100이상으로 30,000
㎡이상

근린주구와 주구중심의 건축물
단, 공동주택 제외

표 3-7 .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자료 : 건설부훈령464호(1979.10.31)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을 정리.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하여 아파트단지가 단독적으로 개발되는 경우에는 <주택

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통하여 복리시설을 설치하면 되고, 아파트지구에 근거하여 

대규모의 아파트단지들을 계획할 시에는 생활권 개념을 통하여 먼저 지구개발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다시 개별 단지들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적용토록 한 것이

다. 즉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근거로 생활권 개

념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1977년부터 1985년

까지 영동지구 16개단지는 대부분 고층아파트로 채워졌고 이후 아파트지구가 확장

되기 시작하면서 영동지구 접경지까지 강남의 대표 주거유형이자 중산층의 대표적인 

주거형식으로 아파트가 채워지게 되었던 것이다.47)48) 생활권 개념을 포함한 아파트

46) 현재 1995.12.15일자 건설교통부훈령 제128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근린주구”라 함은 당해 주민이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보공간 내에 설치되도록 구획
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주구중심”이라 함은 근린주구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기타생활편익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지구중심”이라 함은 아파트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생활편익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4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특별시, 2001, pp.281~283

48) 영동아파트지구는 근린주구개념을 도입, 16개 근린주구단지로 구분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이미 구획정리계획에 의하여 형성된 간선가로망을 바탕으로 단지를 계획하였고, 환지가 끝난 
토지에 아파트지구를 지정하였다. 건설회사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따라 재환지를 해주는 방식
으로 단지가 조성되어 아파트지구 내에 소규모 필지가 많아졌다. 결국 단지마다 규모가 달라 근린
주구계획을 제대로 구현하기는 어려웠다. 단지의 규모에 따라 1개의 초등학교도 들어갈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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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다른 유형의 주택의 건설을 원척적으로 봉쇄하고, 다양한 세금혜택을 부여하

면서 중산층의 이전의 관료적으로 실행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구분 건설위치 용도(수용대상) 비고

시장

상가 공동주택인근 근린생활시설 1. 규모에 따른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에 관한 규칙에 정하
는 바에 의함
2. 상가의 설치는 기
본계획에서 정하지 
않을 수 있음 

종합상가
주구중심 또는 지구중
심

은행, 슈퍼마켓, 탁아소를 포함
한 백화점

농수산물
유통시장

주구중심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전용판매시설

소매시장
주구중심 또는 지구중
심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판매
시설을 포함한 소매시장

구분 설치계획 대지면적 비고

학교

초등학교
근린주구 1개소마다 
1개교를 기준

15,000㎡이내

중학교
고등학교

근린주구 2개소 이내
마다 1개교 기준

20,000㎡내외, 동일 대지 내에 
중학교와 고등하교를 설치할 경
우30,000㎡내외

구분 설치계획 비고

공공문
화

도서관 6,0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1개소이상 공용의 청사는 가급
적 일정지역에 집약
화 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상 건축이 가
능한 경우

우체국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존에 의함동사무소

파출소

소방관서 지구중심이 설치된 경우에 1개소
관람집회 지구중심이 설치된 경우에 1개소 이상

공원
어린이놀이터
및 녹지시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단계에 
따라 확정

공원 지구면적의 10%이상

의료
약국 및 의원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단계에 
따라 확장

종합병원 또는 
병원

지구중심이 설치된 경우에 1개소

표 3-8 .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자료 : 건설부훈령464호(1979.10.31)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을 정리.

결국 아파트단지는 중산층의 거주지가 되었으며, 자족적인 생활이 가능한 단지를 

구성함으로써 단기간에 많은 주택을 대량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자족적인 

생활은 생활권 개념을 아파트단지와 아파트지구 내에 포함하여 일상생활, 광역생활

단지도 생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들어가는 단지도 생겼다. 전체적으로는 초등학
교 7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가 배치되었으며, 단지의 규모에 따라 근린공원이 들어가지 못
한 곳도 있기는 했으나 많은 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하였다. 
영동지구 내 4개의 아파트지구는 16개의 단지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1976년 10월에 극동
아파트가 최초로 준공되었으며, 1977년에는 도곡 주공아파트·신반포 1차아파트·한양 제1아파트
가, 1978년부터는 대량으로 아파트단지가 준공되었다. 아파트는 1976년~1988년까지 강남구 249
동 17.3천호, 서초구 432동 31.9천호가 준공되었으며 이후 아파트단지 건설은 지구 외곽으로 확
대되었다. 방배동은 삼호아파트·궁전아파트·우성아파트·경남아파트·삼익아파트·소라아파트 
등의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었고, 대치동에 은마아파트[28동 4,424호]가 대단지로 조성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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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지역시설들을 제도로 규정하여 주거지 내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다. 이것

이 바로 일상생활의 관료적 구성이며, 2장에서 르페브르가 자본주의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신도시를 계획하는데 있어 일상을 재단하고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동

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2) 민간건설사에 의한 일상생활의 축약

앞서 일상생활이 국가, 즉 제도에 의해 관료적으로 구성될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

다. 하지만 국가는 최소한의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이며, 건설

사들에게 ‘단지’라는 이름 속에 이 일상생활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

이었다. 결국 아파트단지는 공급 중심의 시대적 상황과 자본주의 사회적 구조 속에

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민간 건설사를 통해 제도화된 일상생활이 축소되

어 나타난 공간적 구성물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권현아(2012)49)의 주장에 동의하

는 것이다. 그는 1970년대 국내 도시주거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지 않

은 상황에서 급격한 근대화와 압축성장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영역이 이원화 된 채 

산업사회와 소비사회의 매커니즘이 동시적으로 중첩되었고, 그로 인해 아파트가 보

편화 및 확산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이후 도시주거 상품화가 진전되면서 아파트가 

브랜드화 되었고, 이 아파트들은 현대적 소비성향의 접점에서 드러나는 일상의 축소

와 왜곡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파트단지에서 드러날 수 있

는 일상생활들이 개인의 다양성과 잠재적 가능성 보다는 보편성에 기반을 둔 계획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도 그에 상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그는 2000

년대 이후 아파트단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이것은 1970년

대 아파트단지가 민간건설사에 의해 공급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루어졌다. 오히려 

1970년대에는 대량공급에 더 큰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상생

활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권현아의 지적대로 2000년 이후에는 상품으로서의 아

파트단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형식들이 등장하였지만, 이 역시도 일상

생활을 축소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49) 권현아, 『한국 도시주거의 상품화와 일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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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아파트단지와 백화점의 공간적 밀착 배경의 제공

민간건설사에 의한 아파트단지는 신분상승과 계층형성의 욕망이 충족시켜 주었으

며,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었다. 사회경제적 동질 집단의 새로운 이름인 ‘아파트 

단지’를 통해 그들의 지위를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중간계층의 공간 욕구에 더욱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50) 결국 아파트단지는 

베블런의 과시적 소비와 보드리야르의 파노플리 효과51)처럼 특정 계급에 속한다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한 사회적 지위의 표현수단으로 소비되기 시작하였다. 박인석은 

아파트 단지 건설에 대하여 기반시설이 허약한 도시공간을 사유의 기반시설을 갖춘 

자족적 아파트단지들로 분절·격리하고 이를 개인이 구매하도록 하는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중간계층의 공간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말한다.52) 극

심한 주택부족과 도심의 기능분산을 위하여 중산층의 관료적 이전이 이루어졌으며, 

대량생산 체제로서 아파트라는 주거형식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결과로 아파트는 소비재가 되었고 중산층의 욕망의 분

출구가 된 것이다. 모델하우스를 통한 상품의 광고와 개인이 경쟁에 참여해야 하는 

분양 추첨식은 이벤트가 되어, 결국 이것은 중산층을 집결시키는 또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한양아파트 분양광고를 보면, 아파트가 “내일의 꿈과 안락한 생활공간”을 

실현시켜주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아파트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이 개인의 내일

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것은 아니기에 이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미 이들이 

제시한 이미지와 자신의 욕망에 종속된 중산층에게 신화가 되었다. 민간의 건설사가 

만들어 놓은 신화에 의지하고 공생하며, 아파트를 통한 계급상승의 꿈을 스스로 염

원하였다. 결국 이 욕망은 삶의 공간, 즉 일상생활에서까지 이어져 나타났다. ‘중산

층’그리고 ‘같은 아파트단지’라고 하는 동일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아를 재확인하

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소비에의 욕망이 발생하였으며, 아파트단지에 드러난 관료

적·압축적 일상생활에서의 단조로움 해결을 위한 욕망도 발생하였다. 현대 소비사

50)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현대 한국의 주거사회학』, 이숲, 2009, p.70 

51) 파노블리 효과(effect de panoplie)는 장 보드리야르가 1980년대에 제시한 개념으로, 어떤 물건
을 사면 자신이 그 특정 집단에 속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으로, 상류층이 되고자하는 신분상승의 
욕망이 소비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을 설명하였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역할놀이가 가능한 소꿉놀이
기구, 의사놀이기구 등의 장난감 세트를 파노블리라고 부른다.

52) 박인석, 『아파트 한국사회-단지공화국에 갇힌 도시와 일상』, 현암사, 2013,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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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후자의 욕망 역시 소비와 결부된 형태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

한 소비에의 욕망은 자신의 지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했으며, 이미지와 기호의 소비

로 귀결되면서 백화점과 아파트단지가 결탁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여기에 

쇼핑시설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영동지구에 등장한 아파트지구가 계획적인 개발로 

이루어지지 못한 시대적 상황은 아파트단지와 백화점의 근접한 위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16 . 한양아파트 분양광고
출처. 동아일보, 1978.5.22

 그림 3-17 . 한양아파트 분양추첨식
출처. 서울신문

1) 중산층 정체성 확인과 차이확인을 위한 소비에의 욕구

조혜정(1992)은 강남 지역의 중산층들에 대하여 “이 지역의 실질적 주인공들은 

자녀들을 착실하게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인생 목표로 하고 있

으며 일상적 삶에서 ‘합리성’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교육수준이 높은 중산층 주부

들이다”고 규정하고, 이 중산층 주부가 ‘학군’과 ‘쇼핑센터’라고 하는 특징적 

공간을 만들었다고 평가한다.53) 아파트단지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동질적인 계층이 

모여 살 수 있게 되었지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는 것에서 나아가 현대 

소비사회에서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은 비슷한 소비 수준과 생활양식

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물론 이들 중산층은 동질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못

하기에 그 다음 과정은 ‘차이’를 만들고자 한다. 이것은 주로 소비를 통하여 이루

어지는데, 차이는 곧 다시 동질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중산층

의 집단적 거주를 만들어낸 아파트 단지와 그로 인한 소비적 일상에 대하여 박철수

는 아파트가 강요하는 삶의 기묘한 동일성,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주부들 간

의 “고단하고 허망한 경쟁”이 있는 집단이라고 평하였다. 이것은 동질성을 강조하

는 아파트단지에서 소비적 경향이 더욱 심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설한

53) 조헤정, “압구정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들 : 문화정치적 실천을 위하여”, 『압구정동:유토
피아/디스토피아』, 현실문화연구, 1992,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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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소비재로서의 아파트가 단지를 구성하게 되면서, 사회·경제적 동질적 집단

을 형성되는 되었는데, 특히 중산층이라는 특수한 계층의 집단적 거주지가 되면서 

소비를 조작하는 일상생활을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설명은 박해천의 『콘크리

트 유토피아』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에서는 최초의 단지식 구성의 아파트였던 

마포아파트를 다룬 조선일보의 한 기사를 언급하였는데, 그 내용은“이웃집 온가족

이 외출하는 것을 창 너머로 본 꼬마들에게 시달리고 냉장고를 들여오는 건넛집을 

바라보고 풀이 죽은 아내를 달랠 길이 없어서 남편으로서의 위신을 지키며 아파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이사 온 지 3개월 만에 이사를 가는 한 중년 신사의 이야

기”가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기사 속에서는 공놀이를 하는 꼬마 아

이들은 색깔만 다를 뿐 비슷한 디자인의 행코트에 털모자를 쓰고 있으며, 어느 집의 

커튼 색깔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 온 아파트의 커튼이 1주일도 안 돼 거의 그 색으로 

바뀌기도 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가 만연하는 공간적 특성으로 

미장원, 이발관, 정육점, 미곡상, 식료품점, 양장점, 음식점, 목공소 등 30개의 점포

가 상가에 자리했고, 이것은 이전의 시민아파트와 구분되는 명확한 상징 같은 것으

로 유행에 민감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마포아파트의 거주자들의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인 것54)으로 이해되었다. 이로 인해 마포아파트

는 다양한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현대적 일상생활의 실험실이자 구경거리로

서는 성공적55)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동질적 집단의 동질적 소

비가 반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박해천의 『아파트 게임』에 

소개된 또 다른 글이다. 

그녀는 18평짜리 계단식 아파트로 이사한다. 생전 처음 갖게 된 내 집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즐거움에 빠져들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자신이 맞은편 집에 살고 있는 철이엄

마를 흉내 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처음 이사 왔을 때 “동화 속에 나오는 방”

처럼 꾸며놓은 그 집 살림살이에서 강렬한 첫인상을 받은 탓이었을까? 그녀는 “가구

의 배치나 커튼의 빛깔”부터 “동치미에 떠 있는 꽃 모양으로 도려낸 당근까지” 철

이 엄마를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후 그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눈치 챈다. 서로 닮은 “상하좌우의 방들”에서 비슷한 표정의 주부들이 비슷한 

형편의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약간의 우월감이라도 내비칠 요량으로 세탁기나 피

아노를 들여놓는 집도 있었지만 그 정도 차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마저도 곧 누군가

가 그대로 따라 할 테니까.

54) 박해천, 『콘크리트 유토피아』, 자음과 모음, 2011, pp.221~222

55) 박해천, 전게서,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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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천, 『아파트게임-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Humanist, 2013, p.25

이러한 반사적 소비는 상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닐 것이다. 여행에 대한 경험, 문화

생활에 대한 경험, 외식 등 소비를 매개로 하는 모든 영역에 확대될 수 있으며, 이들

의 라이프스타일을 규정하게 된다.

영동지구에 관료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주거 형식(아파트+단지)은 편리하고 현대

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유사한 사람들의 집단을 이루어 냈다. 아파트단지는 겉으

로 보기에는 누구나에게 동등한 조건을 내보인다. 개별 가구의 외관은 모두 동일하

며 아파트 단지명과 숫자로 표기된 동만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곳을 알려줄 뿐 내

가 살고 있는 나의 집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조건 속에서 ‘소비’를 통해 자신

을 표현, 확인하는 것이 익숙한 중산층에게 실내장식과 패션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개인이 사회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연출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의 

사용을 통해서 가능해지며 소비에는 이미 자율성, 의미, 주체성, 사적 권리

(Privacy), 자유 등의 특권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56) 즉, 동질적 집단을 

이룰 수 있음에 만족스러워하지만, 인간은 결국 그 속에서도 차이를 획득할 수 있기

를 바라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소비라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통하여 자아정체성

을 형성한다.

이러한 현상은 그 어떤 동질적 집단 속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2008년 입주한 

반포의 자이아파트에는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로 건립된 ‘자이안센터’가 있다. 

이 센터는 단지 외부인에게는 ‘반포 자이’라고 하는 지위를 상징해 주는 것이지

만, 내부인들 내부에서는 그것이 자신들의 지위를 상징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

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내부의 사우나 

출입은 입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 그곳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 거

주민들은 그것을 가사도우미가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내부적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입주민이라도 하더라도 ‘전세’와 ‘자가’ 그리고‘평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

층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불만을 가지는 입주민들이 발생하였다. 결국 소비사회

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동질적 집단으로 상정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중산층의 정체성 확인과 소속감의 형성도 소비가 근거가 되며, 그 각각의 

56) Don, Slater, 정숙경 옮김,『소비문화와 현대성』, 문예출판사, 2000,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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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또다른 차이화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소비재로 대체

된 공간들을 갈구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2) 다양한 지역시설을 통한 도시적 삶에의 욕구

도시가 제공할 수 없었던 일상생활은 제도를 통하여 아파트단지에  포함될 수 있

었고, 민간건설사에 의해 축소되었다. 그에 따라 구성한 아파트 단지는 중산층의 일

상을 그 이전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새롭게 해 주었지만, 최소한의 규정 속에서 만

들어진 것으로 단조롭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라깡이 지적하였듯 

현대 사회는 욕망의 끊임없는 환유의 물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시작은 불만족

으로부터 시작된다. 결코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의 악순환인 것이다.57) 이를테면 아

파트 단지에는 관료적으로 구분된 일상생활 가운데 여가와 관련된 부분에 좀 더 관

심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가의 문제는 전업주부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다. 편리해진 아파트의 전업주부는 공간적 변화와 다양한 기구들의 발전을 통하여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이 줄어들었다. 집안일의 감소 대신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

이들의 교육과 관련한 일상생활의 중심을 이루게 되고, 그 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보

낼 것인가가 중요해졌다. 마당을 상실한 주거공간인 단위세대 안에서 할 수 있는 여

가선용의 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정적인 것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쉼, 뜨개

질, 음악듣기, 그림그리기와 같은 취미생활은 가능할 수 있지만, 동적인 활동은 불가

능하다. 아파트단지 내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획하도록 한 제도는 이

미 중산층의 여가선용적 일상생활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응하고자 라

는 의도로는 볼 수 있으나 이것은 완전히 도시주거가 상품화 되어버린 현재와 비교

해 보았을 때 단조로운 시설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외부공간만 하더라도 당시 아파

트는 소비재로 판매된 것이었지만, 상품을 다양화 할 수 있을 만큼 진화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즉 단지 내부에서의 일상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최근 아파트들은 평

면적 진화를 끝내고 단지 외부공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58) 이것은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이 단조롭다는 비판 속에서 더욱 커진 경향인데, 당시만하더라도 

단지의 외부공간과 일상과의 관계를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다. 생산성에 고민하

57) 주은우,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생활과 현대성의 경험」, 경제와 사회, 2001년 겨울호(통권 제52
호), pp.118~120

58) 권현아의 「한국 도시주거의 상품화와 일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국내의 브
랜드 아파트들의 광고분석을 통하여 건설사라는 아파트단지 생산자측이 일상에 대한 가치를 외부
공간 및 복리시설에 두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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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시기였으니, 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다음 글은 박

철수가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이사한 뒤 변화한 일상생활을 설명하는 글로 아파

트에 살면서 백화점 나들이는 무료함을 보상하기 위한 도피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곳(단독주택)으로 이사 온 뒤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아직까지 백화점에 가본 적이 없

다는 것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낮잠을 즐긴 것은 기껏해야 한두 번에 불과하다. 글쓰

기나 책 읽기를 떠나 서재에 머무르는 시간도 무척 많아졌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런 

변화가 생겼을 터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백화점 나들이는 아파트에서의 무료함을 보상

하기 위한 도피처인 셈이었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다. 낮잠 

시간이 거의 없어진 것 역시 신체의 피곤함보다는 아파트 생활의 무료함이 가져온 연쇄

작용이 아니었을까 의심하게 된다. 서재에 머무르는 시간은 처음으로 나를 위한 공간을 

갖게 되니 자꾸 보듬고 싶어 그리되었다고 하겠다.

박철수, 박인석,『아파트와 바꾼 집』, 도서출판 동녘, 2012, p.272~273

이 글을 통해서도 아파트단지에 의한 일상의 무료함을 해결해야 하기 위하여 ‘쇼

핑’ 혹은 ‘소비’라는 행위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결

국 주거공간에 구성되어지는 일상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던지 

간에 소비와 결합하지 않는다면 현대인은 단조롭다고 느끼게 된다. 르페브르가 지적

하였듯이 축제도 반복되면 결국 일상에 지나지 않지만,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일상생

활은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고, 소비와 결합하는 외부는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

만 자족적 구성에 중점을 둔 단지는 도시와 격리되었으며, 축제도 일상으로부터 분

리 되었다. 소비사회 현대인은 다양한 도시의 시설들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시설들이 나의 일상생활과 가깝기를 원한다.

3) 쇼핑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영동지구의 비계획적 개발

정부 주도적으로 공급된 아파트단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족적인 생활이 가능

하다는 것을 부각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도시의 기반시설들을 정부에서 직접적으

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었다. 특히 현대 도시생활에서 중요한 일상

생활인 소비활동에 대하여서도 단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제정 당시에는 

단지 내에 ‘시장59)’ 을 건립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당시에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와 같은 것들은 도심에 위치해야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주거지의 보편적인 

59) 이것이 점차 제도의 개점으로 상가를 포함하게 되고, 나중에는 판매시설로 변모하였다가, 근린생
활시설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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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위한 쇼핑활동은 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이촌동60)과 영동지역, 여의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아파트단지라는 주거형식

은 단지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쇼핑센터로, 단지 내 상가를 계획에 포함하였다. 이촌

동 한강맨션은 최고층이 5층인 아파트 단지였는데, 모두 2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

고, 가로변의 3개의 동은 상가와 아파트 복합형식(주상복합)으로 1, 2층과 지하1층

을 상가로 사용하고 3,4,5층은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형식이었다. 이후 단지 내에

서 일상생활을 위한 소비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의 지정은 영동지구의 아파트지역 건

립에서 제도화되었다. 영동지구의 일부지역을 아파트지구로 결정하고, <주택건설촉

진법(197212.30)>이 제정되어 아파트 건설, 특히 아파트 단지 건설을 촉진하였고, 

상가포함이 명시된 시행규칙이 1973년 7월에 제정·시행되었다. 그 내용은 시설설

치 대상이 “시장”이며, 세부항목은“1,000세대 이상일 때 1개소(단 1,000m이내 

이치에 시장이 있을 시에는 제외)”였다. 즉, ‘상가’라는 표현도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았으며, 일상적인 소비를 위하여 ‘시장’을 구성토록 한 것이다. 이 당시 

‘시장’에 대한 제도적 정의는 다음과 같았다.

시장법 제2조(정의) 본 법에서 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각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구비하고 구획된 지역에서 매일 다삭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래집하여 물품을 매매교환을 행하는 장소61)

2. 전호의 시설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획된 지역에서 정기 또는 계절적으로 다

60) 한강아파트는 동부 이촌동의 공무원아파트(1966~1969년), 한강맨션아파트(1970년), 한강외인아
파트(1970년), 한강민영아파트(1971년)단지가 4단계개발과정을 걸쳐 형성된 대규모 주거단지로 전
체 3,220세대가 입주하였다. 그 가운데 한강맨션은 주택공사의 1960년대까지 이루어지던 서민용 
아파트개발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최초의 중대형아파트로 660세대가 건설되었으며 총주차대수도 
1,452대로 세대당 약 2.2대가 가능하였다. 한강맨션과 관련한 당시 기사(매일경제, “한강 「맨
션·아파트」기공”, 1969년 10월 23일자, 7면) 를 보면 설비적 특징으로 국내 최초로 중앙공급
식 난방을 사용하였으며, 냉온수공급 욕조･샤워･양변기완비･자동화재경보기가 설치되었다. 단지계
획적으로는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정원과 쇼핑센터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꼽고 있다. 또한 단위
세대는 대형평형(89㎡, 89㎡, 105㎡, 122㎡, 168㎡, 181㎡)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정치인, 부
자, 연예인들이 대거 입주하여 중산층의 삶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장보기는 쇼핑센터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61) <시장법 시행령, 1969.09.29> 
① 시장법 제2조 제1호의 시장은 다음과 각호의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의 벽으로써 구획된 건물.
2. 소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3. 상·하수도 및 변소설비(상수도 시설이 없는 시·읍·면에 있어서는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는 
우물물로 갈음할 수 있다.)
4. 오물처리장의 설치.
5. 시장구역 내의 도로의 포장.
6. 건물 내의 채광과 환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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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래집하여 물품의 매매교환을 행하는 장소62)

3. 20인 이상의 영업자가 각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구비한 동일건물 내에서 물품의 매

매교환을 행하는 장소6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장법(1961.8.31)64)> 제2조

제도를 통해 보면, ‘시장’이라고 하여 전통적인 재래시장처럼 넓은 대지와 노점

상들이 있는 곳 뿐 만이 아니라, 건물로 이루어진 시장과, 20인 이상의 영업자가 한 

건물에서 물품의 매매교환을 행하는 장소도 시장이라는 용도로 설명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것은 국내에서 판매시설(혹은 유통시설)에 대한 다양한 형식적 고려

가 이루어지지 못하던 당시의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다만 대규모로 가로적 공간

을 중심으로 하는 상설 및 정기 전통시장 뿐 아니라, 하나의 건물에서 20개 이상의 

점포가 운집하여 있는 경우도 시장이라고 함으로써, 전후 폐허의 복구와 도시의 확

장 속에서 부족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위한 소비시설에 대응하기 위하여 융통성을 

발휘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후 시대적 조건에 맞춰 

조금씩 변모해 갔으며, 1975년 개정된 기준에는 설치 조건은 동일하나, 1000세대의 

기준보다 작은 아파트단지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2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의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 1점포이고(45평방미터)의 비율의 점포라고 규정하여, 작

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아파트단지들에서는 세대수에 근거하여 이보다 세분화된 쇼핑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동지구 내 잠실의 개발과 함께 새로운 기법의 신도시개발(택지

개발에 의한 용도의 세분화) 등으로 인해 단지 내 상가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 계획된 아파트 단지와 최근 건립되어지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규모와 형식

에서 차이를 보인다. 보통 신도시의 경우 중심상업지역이 형성되기에 단지 내 상가

의 중요성이 낮아지면서 그 규모가 축소되어왔는데, 최근에는 단지형의 폐쇄적인 아

파트단지를 상쇄하기 위해 1970~80년대 계획되어진 연도형 상가들이 활성화 되어 

62) ② 시장법 제2조 제2호의 시장은 전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의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단, 건물이 없는 시장에 있어서는 제2호와 제6호의 설비는 예외로 한다.

63) ③ 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1. 내화구조의 건물
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설비

64) 시장법은 1961년 8월 31일에 제정·시행되어 1986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대신 도소매진흥
법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시장법은 1982년까지 개정된바 없이 지속되었으며, 시장법 시행령은 
1961년 9월 29일 시행되어 1967, 69년에 일부 개정하였지만 1982년 시장법이 전면개정되기 전
까지는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당시 유통전문가들은 우후죽순 쇼핑센터와 백화점이 범람한다
며, 법의 개정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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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 유형이 다시 이루어지고도 있다. 

이렇게 아파트단지 내에서 일상생활을 위한 쇼핑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초

기에는 중요한 점은 1979년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는 백화점의 형식의 쇼핑센터

가 단지 내 상가처럼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한 1)과 2)는 중산층이 소비에

의 욕구가 강한 집단인데, 유사한 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그 양상이 더욱 심

화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아파트단지와 백화점의 관계 맺을 수 있는 결과

를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 아파트단지와 백화점이 도시공간적으로 

서로 밀착할 수 있었던 것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오히려 당시 쇼핑

시설에 대한 이해부족과 영동지구의 비계획적 개발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근거하고 

있다.

두 아파트의 단위세대의 합은 10,000세대에 이르는데 1가구당 4인 가족으로 하면 

이는 40,000의 주민이 거주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

립’에 근거하자면 3,000세대의 근린주구가 3개가 모여 있는 것으로 중심지구가 요

구되는 범위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영동지구의 개발은 앞서 살펴본 <아파

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 개별적인 아파트단지에 적

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주택개발촉진법시행규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압

구정동 일대는 영동지역개발에서도 초기단계부터 이루어져서 전체적인 지구개발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시설

은 대체적으로 주거지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1,2차 생활권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중심이 설치된 곳에는 즉 3차 생활권(광역생활)에 포

함되는 시설-종합병원, 소방관서, 관람집회-을 포함할 수 있었다. 쇼핑이라는 행위 

혹은 유통시설에 대한 규정은 1973.7.12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에는 

단순히 ‘시장’으로만 구분하고 있었다. 1976.09.27 개정을 통해 ‘시장’과 

‘상가’로 구분하였고, 이후 1978.10.18에 ‘시장’이라는 시설을 단지의 규모에 

따라‘소매시장’, ‘종합상가’, ‘상가’로 세분하여 건립하도록 하였다. 이때 

‘종합상가’는 슈퍼마켓 백화점을 포함하고 3,000세대이상인 경우 설치해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정의되어 있는데, ‘종합상가’가  수용할 수 있는 용도는 은행·슈퍼마켓·탁아소

를 포함한 백화점이며 건설 위치는 주구중심 또는 지구중심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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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에서 설명하였듯 ‘백화점’은 근린주구이론 속에서나 생활권 개념에서 광

역생활시설 혹은 3차 생활권(인구규모 200,000~300,000명)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에, 근린주구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이다. 하지만 당시 이 제도에서는 백화점

을 종합상가로 표현되는 시장으로 계획할 수 있게 하고 주구중심(3,000세대, 약 

12,000명) 또는 지구중심(9,000세대 이상, 36,000명)에 설립 가능하도록 한 것이

다. 이는 당시 도시의 발달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쇼핑시설로 이해할 있는 유통시설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그와 관련

된 제도규정도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친숙하고 잡화를 

다루고 있어 교외적인 상황에 적합할 수 있는 백화점이 상가를 대신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후 이 제도는 도시개발법의 제정 등과 함께 정비되면서, 백화점이 아

파트단지 경계 내부에 건립되는 경우는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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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강남 백화점과 아파트단지의 일상생활권

본래 백화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양한 소매품을 판매하는 시설이다. 따라

서 역사적으로 도심이나 도시흐름의 집적지에 위치해 왔으며, 1장에서 전국 백화점

의 현황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에서도 다수의 백화점들이 지하철역에서 직접 진

입할 수 있거나 인접하고 있으며, 민자역사 및 터미널등과 결합한 사례가 많음을 확

인하였다. 이는 2장에서 살펴본 지역시설의 생활권별 분류에서도 설명되는데, 백화

점이 광역생활권 시설로 이해된다는 것은 도보 10~15분 내에서 행해질 수 있는 거

리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상생활권보다 멀리 있어 다른 일상생활권의 사람들

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광역생활시설의 경우 접

근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갤러리아백화점(한양·파르

코 쇼핑센터)와 현대백화점 본점은 접근성보다 근접함이 우세한 입지적 특성을 가지

고 있으며, 접근성이 강화된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도 주변에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다. 한양쇼핑센터는 베드타운으로서의 신시가지 조성에 익숙해 있던 정부가 영동

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의 개발계획을 세세하게 수립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아파트단

지를 자족적으로 즉 일상생활권역으로 조성코자 한 제도적 배경 속에서 일상적 쇼핑

을 위한 시장, 슈퍼마켓 등이 쇼핑센터로 나타났다 이후 백화점으로 변모된 것이며, 

파르코쇼핑센터와 현대백화점 본점은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아니지만, 아파트지구 

내 유휴지에 쇼핑시설을 건립한 것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주구중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터미널이 증축되면서 복합용도개발 되어 개점한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강남의 3대 백화점의 입지 배경과 입지적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백화점이 일상공간에 침투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된 상황

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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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요

대지면적 10,236.8㎡
건축면적  3,115㎡

건 폐 율
연 면 적 20,366㎡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5 

그림 3-19. 한양쇼핑센터(1979)
출처) 건축문화 8311

표 3-9 . 한양쇼핑센터(1979년 개점)
현. 갤러리아 WEST

3.3.1 주구중심시설의 갤러리아백화점 

갤러리아 WEST

갤러리아 EAST

그림 3-18 . 한양아파트단지-갤러리아백화점-주변
범례] ―― ··――  : 단지 경계선     ―――▫ :  최장거리 도보경로

갤러리아백화점은 현재 2개의 동으로 이루어져있다. WEST관으로 불리는 것은 

1979년 한양쇼핑센터로 개점한 건물이며, EAST관은 1985년 파르코쇼핑센터이다. 

이들을 운영하고 있던 한양유통은 1여 년 간의 재단장 후 1990년에 갤러리아백화점

으로 다시 문을 열면서 현재의 WEST관

은 생활관으로 EAST관은 수입 명품점으

로 전문화되어 같은 달 말일에 문을 열었

으며,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두 쇼핑센터의 건립배경을 이해하여, 

아파트단지와의 위치관계와 그것을 생활

권 시설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다.

1977년 6월에 모델하우스 문을 연 한

양아파트 1차는 그 해 12월에 입주를 시

작하였다. 선분양제도의 시대가 아니었

기에 1975년경에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

던 것인데, 1975년 4월 16일 이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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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라고 한다면,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별표1. 부대복리시설 및 복리시

설의 종류와 규모의 세부적 기준]에 따라 시장을 설치해야하는데, 시장은 1,000세대 

이상일 때 1개소를 설치(단. 1,000m 이내 위치에 시장이 있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

니함)해야 하지만, 1차단지가 936세대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

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2·3·4·5차단지가 개별적인 것으로 분리되어 있기에, 시

장 및 상가를 건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1979년 개점한 한양쇼핑센터

는 아파트단지 내 일상적 소비생활의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 내 상가로 건립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도 확인 가능하다. 한양쇼핑센터와 유사하게 개

점한 것이 1981년 뉴코아쇼핑인데, 해당건물은 뉴코아아파트 단지의 필지의 건축물

대장 속에 포함되어 주용도가 상가로 되어 있는 것에 반해, 현재 한양쇼핑센터는 개

별필지로 구별되어 별도의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을 보아 단지 내 상가가 아니라 아

파트지구 내 건립되는 기타 건축물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1978년 3월 착공이 

시작된 한양쇼핑센터가 1977년에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할 때 서울시 아파트지구 

내 아파트 이외의 건축물의 규모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1977년 7월 1일에 제정되었

는데, 최소 대지면적은 300㎡,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00% 이하였기에65)66) 이

에 적합하게 건립되어야 했을 것이므로 4층과 5층에서 건물이 set-back 되었으며, 

내부에서는 1~3층의 매장의 일부를 보이드 해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허용된 용

적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양쇼핑센터가 5층으로 건립한 것을 보면, 

단순히 면적의 확보가 아니라, 층별로 용도를 구분코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단지 내의 상가와 시장 등의 설립기준의 적용은 불필요했던 개별 단지들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었지만, 여의도와 이촌동의 아파트단지 상가(쇼핑센터)가 활성화되고 

있었으며 단지 내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에 한양쇼핑을 건립한 것으로 볼 수 있겠

다. 

마찬가지로 1985년 파르코쇼핑센터도 아파트단지의 상가로 계획된 것은 아니다. 

파르코센터는 한양쇼핑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한양유통이 한양쇼핑센터만으로는 부족

하다는 판단으로 패션전문점으로 문을 연 것이다.67) 당시에는 앞서 한양쇼핑센터에 

65) 서울특별시조례 제1174호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건축조례>, 1977년 7월1일 제정

66) 서울특별시조례 제4893호, 2010년 1월7일 일부개정시행의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지구 내 기타건축물에 대하여서는 건축물의 건폐율(50%이하)
과 건축물의 높이(5층 이하)에 대한 기준만 있어, 용적률의 한계는 250%이하로도 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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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개요
대지면적 8,553.60㎡

건축면적 2,729.16㎡
건 폐 율 31%
연 면 적 15,705.20㎡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4층

그림 3-20. 파르코쇼핑센터
출처) 건축문화 8503

표 3-10 . 파르코쇼핑센터(1985년 개점)
현. 갤러리아EAST)

적용되었던 서울시 조례 <서울특별시아

파트지구건축조례>가 개정되어, 아파트

지구 내에 건립되는 건물 가운데 주거의 

용도가 아닌 경우 ‘건폐율을 50%이하, 

건축물 높이는 5층 이하로 건립’68)해야 

했다. 기준보다 낮은 건폐율은 주차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던 상황이었지만, 지

하주차장이 크게 일반화되지 않던 상황이

었기에, 지하2층을 계획하여 일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외부에 주차장을 마

련하면서 건폐율을 50%에 못 미치게 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69) 이를 통하여 파르

코쇼핑센터는 약 200대의 주차가 가능하

였다. 

한양·파르코 쇼핑센터의 입지를 ‘생활권과 시설’의 측면으로 살펴보면 주구중

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근린주구로 이해되는 1차적 생활권의 규모는  

67) 파르코쇼핑센터 설계자는 해당 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 고층 아파트 단지 내에 처음으로 쇼핑센터가 들어선 것은 지난 ‘78년에 문을 연 한양쇼핑센
터로서, 종래의 백화점 개념을 어느 정도 탈피하여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한 전시공간을 갖추었었
다. 하지만 본격적인 쇼핑센터로서의 체계에는 미흡한 것이었다. 이번에 들어서는 영등스토아(파르
코쇼핑센터)는 바로 옆자리에 나란히 건립되어 상호보완적인 역할로서 지워지는 의미를 갖추었다
고 보겠으며, 강남지역의 문화수준, 소득수준으로 보아 고급화된 상업시설이 필요할 듯하다. 보통 
쇼핑센터나 백화점의 지하1층이 슈퍼마켓인데 반하여 이곳에는 주차장과 헬스클럽을 두어 옆에 있
는 한양쇼핑센터를 의식하였다. 특히 1층에서 3층까지 에스컬레이터로 손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 고급화된 고객의 구미에 맞는다. 이 점은 전체 규모가 4층인점에 비추어 획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층은 전문식당가를 두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급식당의 역할을 대신케 하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주의에 들어서는 쇼핑센터, 백화점의 대두로 얼마만큼 상업기능을 수행할 지는 
의문이다.”, 출처) 건축문화 1985년3월호, p.59

68) 1979년10월31일에 제정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 규정>은 1982.5.17 일부 개정 
되어 건축물의 규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었다.

구분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세대수/헥타르
연립주택 30% 이하 3층 이하 40내지 80

저층아파트 25% 이하 4층 내지 5층 80내지 150
고층아파트 20% 이하 6층 이상 150내지 250

기타 50% 이하 5층 이하

69) 현재는 비어있던 동측부지에 주차장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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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에서 1,000세대~3,000세대의 

단지인데, 한양아파트1차~8차 전체 단지규모가 2,729세대이므로 주구중심의 성격

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근린주구는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

록 주구중심의 반경 400m이내의 범위이다. 한양쇼핑센터와 파르코쇼핑센터는 단지

의 중심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한양아파트단지 내에서는 도보로 이동하여 두 건물을 

이용할 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주구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다. 이 두 쇼핑센터의 주구중심적 성격은 교통인프라를 통한 낮은 접근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두 건물이 모두 사거리 교차지점에 위치하고는 있어 도로의 집

적지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남북의 도로는 한양아파트 단지의 동서 간 경계를 이루

고 있는 내부 도로에 불과하다. 지하철역은 2012년에 개통되었기에 갤러리아백화점

이 가진 접근성은 매우 낮으며, 근접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것은 두 쇼핑센터가 단지 내부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양쇼핑센터와 파르코쇼핑센터는 아파트단지로부터 근접성을 확보하고 있고 특

히 한양쇼핑센터는 아파트단지에 완전히 포함되어 아파트단지의 출입로를 통해 주차

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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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요
대지면적 9,471㎡
건축면적 3,951㎡
건 폐 율 41.72%

연 면 적 48,984㎡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5층

그림 3-22 . 현대백화점(1985년 모습)

표 11 . 현대백화점 압구정점(1985년 개점)

3.3.2 지구중심시설의 현대백화점

A

B

C

그림 3-21 . 현대아파트단지-현대백화점-주변
범례] ―― ··――  : 단지 경계선     ―――▫ :  최장거리 도보경로

위 그림에서 A구역에 해당하는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는 1976년부터 백화점 개점 

해인 1985년까지 1~7, 10, 13차 단지 3,452세대가 입주한 상태로 복리시설 설치 

기준에 근거한 다양한 규모의 상가(1층 상가 5개동과 3층의 주구센터로 불리던 상가

3개동)와 신사시장 등이 있었다. 백화점과 인접한 B구역에서는 신현대아파트로 불리

는 9,11,12차 1,924세대가 1983년 입주

를 마친 상황으로 노선상가가 3개동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즉 현대백화점 압구정

점은 한양쇼핑센터처럼 아파트단지 내 일

상적인 쇼핑생활을 위하여 건립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현대백화점 북측에 인

점한 현대아파트 127동과 백화점은 대지

의 고저차가 있으며, 그 경계부에는 식재

되어 있는 석축으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

서 아파트단지내에서도 반드시 대로변으

로 나와야지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

어 있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의 건립과정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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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
(1976년) 건고시197호

범례: ■주거  ■상업 ■녹지
자료 : 서울시, 1977, 서울도시계획연혁:관계도집

●주구중심시설  ▩지구중심상업시설

그림 3-23. 영동아파트지구 배치계획
자료: 서울시, 1976,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 

김진희(2011)재인용

현대백화점의 모태는 1971년 현대건설의 국내외 지원계열사로 설립한 금강개발산

업이다. 당시 금강개발은 호텔과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백화점을 운영할 정

도는 아니었기에 1977년 도심 백화점인 롯데, 신세계에 이 지역에 백화점 설립을 권

했지만, 고사당하자 금강개발은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통해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하

였다.70) 1983년 3월 건축미관심의를 통과하고 6월에 한국토지개발로부터 현재 현대

백화점 부지를 매입하면서 백화점이 시작되었다.71) 앞서 한양쇼핑센터에서 설명한 

바 있는 아파트지구 내 건립 건축물은 규모의 제한에 따라 지하4층~지상5층으로, 

연면적 48,984㎡(건폐율 41.72%)의 백

화점이 개점한 것이다. 이 시기에 지하4

층의 계획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지상층의 높이제한이 있는 상황이고, 지

하철과 직접적인 연결도 지하2층에서 이

루어져야했기 때문에, 지하2층부터 지상

5층까지 매장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

이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은 계획당시 

기록을 보면 규모의 제한으로 입점하고자 

한 수영장들을 포함하지 못하였다고 한

다. 즉 현대백화점은 규모를 확보하기 위

하여 지상층을 높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하4층까지 건립한 것이다. 

주거환경의 보호적 측면에서 아파트지

구 내 건립되는 건축물에 대한 규모제한

을 두고 있었으며 아파트지구 내에서 상

가개념을 포함한 쇼핑센터보다 더 전문적

인 백화점이 건립될 것은 예측하지 못하

고 있었다. 이미 도심의 롯데백화점(1979

년 개점)을 통해 고층화와 층별의 매장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

고, 아파트지구 내에서는 5층이하로 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

70) 조선비즈, “정주영도 처음엔 말렸던 압구정 현대백화점”, 2012.06.06 

71)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30년사』,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2001,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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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지정에서도 드러난다. 1979년에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에서도 주구중심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1976년 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을 살펴보면, 아파트지구 내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영동지구에는 노선상가를 위한 상업지역

이 중심이 되어 있었기에, 백화점 건립을 예상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즉 1970년 기준으로 상업지역에 허용된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 200%이하, 용

적률 800%이하였기에 영동지구가 신시가지, 혹은 신도시를 위한 종합적 계획의 수

립이 이루어지고 상업지역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주구의 중심에 지정되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대규모의 백화점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노선상

가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었을 뿐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도시

계획국 국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큰 도로변에 노선상가의 형성이 자연스

러운 것이며 상업지역의 집단화는 비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72) 

이러한 한계 속에서 건립된 현대백화점의 입지를 ‘생활권과 시설’의 측면으로 

살펴보면 지구중심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영동지구 내 아파트지구의 개

발계획은 1976년에 수립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영동지구는 구획정리를 통한 환지의 

방식으로 인해 이미 개인 지주 및 건설사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이었

기에 근린주구 개념을 실천코자 하였던 아파트단지개발기본계획은 온전하게 수립 및  

실천되지 못하였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아파트를 배치하고자 하였다. 1982년의 <아

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근린주구의 규모는 

1,000~3,000세대이며, 지구중심은 근린주구가 3개 이상 되는 지구의 중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면, 현대백화점 주변의 현대아파트 전체 단지는 

6,279세대로 구성되어 있기에 2,000세대의 근린주구가 모두 3개인 범위로 이해할 

수 있고, 현대백화점은 지구중심적 시설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입지에 놓여 있는 것

이다. 지구중심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단지(주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심부체 위치하

고 있지는 않아 백화점으로부터 가까운 단지에서는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

고 있지만, 현대아파트 8차 단지로부터는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먼 거리에 위치

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중심적 성격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

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화점 셔틀버스가 주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

72) ㈜두리공간환경연구소, 『서울 시정주역 구술조사』, 서울역사박물관, 2010이며 출처는 김진희, 
「서울 1960-70년대 도시계획에서 「잠실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의 의미」, 서울시립대학교 대
학원 도시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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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3)

여기에 더하여 교통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현대백화점은 갤러리아백화점에 비하여 

접근성이 향상된 곳이다. 갤러리아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사거리 교차지점에 위치하

고 있지만 남북을 지나는 도로는 동호대교와 연결되어 도심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백화점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백화점은 

지구중심적 시설로 계획되었지만 그것을 넘어선 입지적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이었다. 

73) 1980년대 중반이후 백화점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지만, 실제 
1986년 12월 제정된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인근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행이 금지
돼 있지만, 1992년이 되어서 단속이 일부 이루어지다가 1994년에는 이를 양성화시킬 방침(운행대
수, 운행구역의 제한하여 일정범위에서 허용)을 수립하여 1995년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었다. 
하지만 결국 2001년부터 백화점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전면 제한되었음에도, 운행이 이루어지
고 있다. 셔틀버스의 운행제한은 오히려 백화점에 이익을 주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01409575252273 의 아시아경제 신문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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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지구중심·부도심 시설의 신세계백화점

       A

         B

               C

             D

            E

그림 3-25 . 반포,잠원아파트단지-신세계백화점-주변
범례] ―― ··――  : 단지 경계선     ―――▫ :  최장거리 도보경로

신세계백화점은 호남권 고속터미널 및 호텔 등과 복합용도 개발되어 2000년 개점

하였다. 1970년대 영동지구 개발계획에 의거, 고속터미널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이 위

치하고 있던 곳으로 그 기능이 확장되면서 건물의 증축이 이루어진 것이다. 1976년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 [그림 3-23]에서도 지구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영동지구 개발 계획의 수립과 함께 주요기관의 강남 이전을 통해 도심의 기능을 분

산시키면서 인구의 이동을 꾀하고자 가장 먼저 이전되어 온 시설이었다. 1973년 율

산그룹이 터미널 건축허가를 받은 상황이었지만 1979년 그룹이 해체되면서 20년간 

지연되던 호남선의 고속버스터미널이 센트럴시티로 복합용도개발이 이루어졌다.74) 

그 결과 2000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개점하게 되었다. 당시 이미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이 강남 중산층의 소비문화를 상징하며 그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으

며, 강남의 사회적 경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도심의 주요 백화점이던 신

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은 모두 강남지역에 지점을 두지 못하고 있었기에, 율산그

룹과의 장기임대계약75)을 통해 신세계백화점이 강남권에 진출하게 되었고, 롯데 역

74) 1989년 12월 교통영향평가심의 개최를 시작으로 1994년 5월에 대규모소매점 개설 인가, 11월에 
건축허가, 12월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000년 6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고 임시사용승인
이 이루어져 일부 시설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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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요
대지면적 62,088.60㎡
건축면적 25,236.93㎡
건 폐 율 42.62%
연 면 적 266,046.87㎡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33층

(백화점은 지하2층~지상8층) 

그림 3-26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표 3-12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2000년 개점)

시 대치동에 위치한 그랜드백화점을 인수하여 2001년에 개점하였다. 

앞서 두 백화점은 아파트지구 내 위치

한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써 건축물의 규

모가 제한되었지만, 신세계백화점은 도시

계획시설 내에 복합용도개발된 것이므로 

아파트지구와는 별도로 운용되었다. 따라

서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현대나 갤러리아

에 비하여 월등히 커졌다. 거기에 아케이

드, 오토몰, 영플라자의 쇼핑몰, 운동 및 

연회시설, 호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시에 수용가능한 주차대수는 4,000대

에 이른다. 즉  계획시설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어 현재 지하철 3개노선이 

환승할 수 있으며, 도심과의 기능연결을 

위한 반포교, 잠수교와 연결되어 있고, 고속도로 IC와도 인접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교통 인프라의 집적지로 백화점 입지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중요한 점은 백화점 주변의 많은 아파트단지들이다. 

그림 [3-25]에서 확인 가능하듯, 신세계백화점이 포함되어 있는 터미널 블록의 동

서남북 네 방향  모두에 아파트단지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A, D, E 구역의 

아파트단지는 1970년대 이루어진 영동지구개발의 결과물들이며, B와 C 구역은 같은 

시기에 건립되었던 아파트들이 재건축된 것이다.76) 아파트단지의 규모와 생활권의 

측면에서 보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지구중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A구역의 아

파트단지가 약 2,400세대, B구역은 2,841세대, C구역 3,140세대, D구역 3,752세

대, E구역 약 4,200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3개 이상의 근린주구들이 인접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보가능한 거리로 본다면 백화점의 위치는 각 주구들의 중심

75) 개점 당시 신세계백화점은 ㈜센트럴시티로부터 20년 장기임대하기로 하였으나,‘강남’의 중요성
이 커지고, 센트럴시티의 경영이 악화되자, 지분의 60%를 인수하면서 직접경영에 이르렀고, 현재
는 기존의 아케이드, 몰 등의 쇼핑시설들을 백화점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꾸준이 이루어지고 있다.

76) 현재 B, C 구역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자, 주변의 아파트단지들도 재건축
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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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와는 도보 5분 

거리이지만, 실제 이들 단지의 가장 먼 곳에서부터 백화점까지는 약 1km까지 멀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도보를 통한 접근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상생활권의 시설이자 지구중심의 시설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

만 교통인프라의 집적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서 접근성이 높고, 도시계획시설이 위치

하고 있기에 부도심의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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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 아파트단지 일상생활권(圈)에 위치한 백화점

국내 백화점의 입지를 용도지역과 도보이용가능 범위 내에 있는 아파트의 유무로 

분석한 결과 많은 백화점들이 아파트단지와 공간적으로 밀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이것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았다. 

1960년대 이후 서울 도심의 고밀화와 주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강이남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아파트의 공급이 단지

화되어 이 지역에 공간적 결과물이 되었다. 특히 영동지구는 도심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도시 기반 시설들의 설치는 미비하였기에 아파트단지가 도시적 생활을 대신

하는 구성을 이루도록 제도로 규정하였다. 즉 일상이 관료적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복리시설이라는 이름하에 일상생활시설로 구축되어야 할 항목을 어린이놀이터·시

장·공중목욕장·의료시설·집회소·운동장 및 체육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그 최소

기준을 명시하였다. 관료적 일상은 민간건설사에 의해 압축되어 나타났다. 1970년대 

민간건설사들은 포디즘적으로 공급에 중심을 두고 있었기에, 최소한의 규정을 만족

시키는데 급급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70년대에는 영동지역 압구정동의 아파

트단지들에 중산층이라 불리는 새로운 계층들이 집단화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주

거생활을 위한 단위세대는 규모가 컸으며, 핵가족을 상정하고 있었지만, 식모를 두

는 삶으로 규정될 만큼 부의 규모도 컸다. 따라서 이들은 2가지 이유에서 일상에 대

한 새로운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는 단지에 나타난 축소된 일상에 대한 단조로

움을 탈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질적 집단에서 차이 혹은 계층의 소속을 확인

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었다. 여기에 당시 다양한 유통시설과 그 관련 제도가 발달하

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주택의 대량공급이 주요한 목표가 되어, 주거지 배후지에 대

한 계획이 미비하였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이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갤러리아, 현

대백화점이 입지할 수 있게 하였다. 신세계백화점은 과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두 백화점과는 다르지만, 결과로 나타난 도시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파트단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양상은 동일하다.

즉 1979년 한양아파트단지 내 거주민의 욕망을 통하여 개점한 한양쇼핑센터와 

1985년 현대아파트단지와의 관계 속에서 개점한 현대백화점은 각기 아파트단지의 

명칭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여 그들의 일상생활공간임을 강조하였고, 반포자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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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래미안을 중심으로 하는 신세계백화점은 앞선 두 백화점이 가지는 상황과는 다

른 입지적 지위, 즉 교통인프라의 집적이 높고 이미 쌓여진 강남의 사회적 경계 속에

서 부도심적 위치를 가지고 아파트의 등장보다 백화점의 등장이 먼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변 아파트단지 거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중심지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 결국 이들은 백화점이라는 광역권, 고차원권 시설이 갤러리아에서는 주구중심시

설로, 현대백화점에서는 지구중심시설, 신세계백화점에서는 확장적 지구중심시설로 

나타나 일상생활권에 침투하였으며, 이후 많은 신도시 개발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들

이 나타나게 하는 근거가 되었고, 중산층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공간적 지위를 확

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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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산층 일상생활을 위한 백화점의 

지역시설 역할
4.1 강남 백화점의 주요변화와 아파트단지의 관계

4.2 중산층의 일상생활과 백화점

4.3 백화점에 부가된 강남 중산층의 일상생활이라는 기호

4.4 중산층 일상생활을 위한 지역시설로서 백화점의 역할과 의의

4.5 소결

 

3장에서는 중산층이 아파트 단지에 집단으로 거주하게 되면서 “차이와 과시의 욕

망”, “계층소속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회적 배경과 도시계획과 유통시설에 

대한 이해가 미비하였던 시대적 상황이 백화점을 중산층의 일상생활 공간에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신도시와 신시

가지의 확장 속에서 오히려 보편적인 것으로 발전해 왔으며, 많은 백화점들이 아파

트단지의 일상생활권에 위치하고 있다.

4장에서는 이러한 위치적 관계의 형성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보다는 주변 아파트

단지 중산층들을 더욱 많이 집객시켜야 하는 백화점의 숙명이 중산층의 일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중산층의 일상생활과도 관계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여기서 일상생활은 개개인의 미시적인 영역의 측면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르페브르가 지적한 거시적 영역의 일상생활이 사회적 구조

에 의거하고 있기에 중요하고 이를 지지한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내

에 드러난 일상생활시설을 중산층의 일상생활로 대체하여 설명할 것이다. 즉 4장에

서는 아파트단지 일상생활권에 위치한 백화점이 단지 내 일상생활을 보완하거나 새

롭게 만들기 위하여 다른 지역시설들을 포함시켰음을 확인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백화점의 특징들이 중산층의 일상생활이라는 기호와 함께 다른 지역시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여, 지역시설로서 백화점의 의의를 밝히도록 하겠다.



125

4.1 강남 백화점의 주요 변화와 아파트단지의 관계

4장에서는 아파트단지 일상생활과 백화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함을 밝혔지만,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보편적인 이해의 결과물은 아니다. 

전생활백화점과 지역밀착백화점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고자 과정 중에 중산층의 일상

생활을 관료적으로 재단하여 나타난 아파트단지 일상생활과 백화점이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할 수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 백화점과 아파트단지

와 관계하는 제도의 변화와 결과물이라는 측면과 백화점의 전개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백화점의 전개양상은 개점 당시 프로그램적인 측면과 이후의 변화

를 중심으로 이해하였다. 이때 프로그램은 패션 중심의 고급소매점이라는 백화점 본

연의 기능을 위한 공간보다는 그 외의 공간을 중심으로 하였다. 물론 이 역시도 동일

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강남지역에서 주요하게 기능하고 있는 세 백화점

은 아파트단지의 일상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각각의 개점의 배경과 입지적 차이

에 의해 생활권 시설로서의 지위에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또한 세 백화점은 규모

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커 동일한 조건으로 백화점의 프로그램이나 면적을 비교하

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자료의 수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

다. 백화점의 변화에 대하여서는 리뉴얼에 관련된 신문기사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고, 아파트단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례와 백화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드러난 일상생활과 제도적인 제공되고 있는 일상생활에 관련한 내용들

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를 조사 정리한 것이 [표4-1]이다. 

이 표를 구성하면서 아파트단지에 구현된 일상생활과 백화점에 나타난 변화 사이

에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한양쇼핑센터가 개점 당시에는 다

양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과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은 헬스클럽을 포

함, 이후 2000년 이전까지 백화점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고, 2000년 이후에 옥상정

원의 리뉴얼하고나 식품관에 대한 부문들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2000년 직전 갤러리아백화점이 수입명품이라는 것을 통해 이미 패션관

련 소매부문의 큰 변화를 겪었지만, 그 외에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설들을 강화하

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4.2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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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아파트단지 일상과 제도변화
소비적일상에대응하는주변

(소비재로대체된일상)
갤러리아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기타백화점

1973
:<주촉법시행규칙>  제정을 통하여 어린이놀이
터, 시장, 공중목욕장, 의료시설, 집회소, 운동장
체육시설, 오물및 진개수거시설의 설치

　

　
　
　
　
　
　

　
　
　
　
　
　
　
　
　
　
　
　

　
　
　
　
　
　
　
　
　
　
　
　
　
　
　
　
　
　
　
　
　
　
　
　
　
　
　

　

1974 　 　 　

1975 　 　 　

1976 ::현대아파트1~3차입주 　 　

1977
::한양아파트1차입주
::현대아파트4~5차입주

　 　

1978
<주촉법시행규칙>의별표4의전면개정

::한양아파트2~4차입주(수영장포함된상가)
　 　

1979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
:시장설치대신판매시설설치변경하고세분화

::한양아파트5차입주
::현대아파트6~7차입주

　
:한양쇼핑센터개점
(병원및약국,학원,어린이놀이터,식당가,
슈퍼마켓)

　

1980 ::한양야파트6차입주 　 　 　

1981
::한양아파트7차입주
::현대아파트8차입주

:한양아파트  앞 여성전용스포츠헬스클
럽개장

　 　

1982

:공공시설설치조항삭제
:집회소설치조항삭제
:녹지시설대신조경시설로전면개정
:판매시설전문개정을통하여근생위주로변화

::현대아파트10차입주

　 　 　

1983 ::신현대아파트(9,11,12차)입주 　 　 　

1984 ::한양아파트8차입주 　

:슈퍼,  스넥코너 새단장(즉석활어회코
너신설, 정육부위별판매및안내, 호텔식
부페코터신설, 즉석요리코너신설, 휴식
공간이 있는 안락한 스넥프라자)

　

1985 　 　
:파르코쇼핑센터 개점(지하1층 헬스, 사
우나, 3층문화센터포함)

:현대압구정점개점
(문화센터,헬스클럽,사우나,예술극장,미
술관등포함)

　

1986 　 　 　 　 　

1987 　 　 　 　 　

1988 　 　 　 　 :그랜드백화점,  뉴코아백화점 서점설치

1989 　
:편의점시대  개막(세븐일레븐 올림픽선
수촌)

　 　
:삼풍백화점개점(수영장등  대규모 스포
츠센터 포함)

1990 　 　
:갤러리아백화점으로  재오픈(명품관과 
생활관으로 구분)하고 파르코 외관 교체

　 　

1991 　 　 　 　 　

1992 　 　 　 　
:미도파노원점개점(수영장등  대규모 스
포츠센터포함)

1993 　 　 　 　
:애경백화점개점(수영장등  대규모스포
츠센터포함)

1994
:일반목욕장설치조항삭제
:500세대이상<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에의거

:현대아파트건너 창아스포츠센터개장
:실내놀이터의등장

　 　
:미도파본점  6층식당가 푸드코트유사컨
셉

표 4-1 . 아파트단지 일상과 백화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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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설치조항신설

1995 　 　 　 :고전적  외관으로 교체 　

1996 　 　 　 :여름휴가철  열린책방 일시 운영 　

1997 　 　 　 　
:롯데본점,현대무역,  그레이스 푸드코
트

1998 :의료시설설치조항  삭제 　 　 　 　

1999

:청담도서관개관

::공원화+커뮤니티시설강화한아파트단지분양
::폐쇄성극대화된새로운중산층주거지주상복합분
양

　 　 　 :롯데일산점  영화관 복합, 개점

2000 　
:센트럴시티오픈
:코엑스몰오픈

　 　
:신세계강남점개점(VIP라운지. 센트럴
시티와 복합쇼핑 기능 확대)

　

2001 　
:압구정동캘리포니아피트니스센터오픈
:JW메리어트호텔마르퀴스더발스파앤드
휘트니스클럽

　 　 :델리관 입점 　

2002
::도곡타워팰리스1차 입주(게이티드커뮤니티, 스
포츠센터)

:신사동  키즈카페 최초 등장 　 :옥상정원  리뉴얼(유럽풍 공원, 카페)
:델리관입점 5개월 후 식품관 전면 리뉴
얼

:미도파롯데인수노원점수영장영화관대
체
:AK수영장영화관대체(1km거리에서울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2002년개관)
:현대무역센터및기타백화점VIP라운지설
치

2003
::도곡타워팰리스2차 입주(스타슈퍼포함)
::목동하이페리온 입주(현대백화점 목동점 포함)

:강남교보문고개점
:청담동어린이에듀엔터테인먼트복합시
설'키즈봉봉'등장

　 　 　 :롯데본점  델리매장

2004 　 　
:west관외관교체(건축가 벤반버클)
:퍼스널 쇼퍼룸운영

:VIP라운지설치
:옥상정원에북카페겸서점개관
:식품매장재단장(테마형푸드코트,유럽형
네이크아웃형슈퍼마켓)

:VIP라운지확대확장
:키즈카페설치

:롯데본점푸드코트주방변신, 

2005 　
: 강남스포츠문화센터(골프,단전, 댄스,
배드민턴, 수영, 어린이프로그램, 어학
교육)

:1층에서  지하1층 연결별도 에스컬레이
터설치, 고메엠포리엄 오픈,

:식당가리뉴얼 및 확장, 해외유명레스토
랑지점 등 입점
:유럽풍식품매장식생활문화관

　 　

2006 　 　 　 　 　 :롯데일산  옥상생태공원 설치

2007 　 　 　 　 　 　

2008
::공원화된  단지, 자이안센터라는 커뮤니티센터
설치 등을 갖춘 반포자이 입주

　 　
:북카페 폐쇄 후 고객 자율 휴게공간으
로 사용

　 　

2009
:현대아파트주민자치센터마을문고설치

::반포래미안퍼스티지입주
　 　 　

:매장확장
:체험형식품관으로리뉴얼:보이는주방 
:신관2층 명품관 내 페이야드베이커리

　

2010 　 　 　 　 　 　

2011 　 　 　
:토파즈홀(문화센터)백화점 외부에서 오
픈하고 VIP라운지 확대

:프리미엄식품관(딘앤델루카)입점　 　

2012 　
:도산공원애슐린부티크개점
:청담동SSG푸드마켓오픈

:고메이494개점 　 　 　

2013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 주민운동시설의 항목
을 주민공동시설로 통합한 기준신설,

　 :애슐린부티크  개점 :스위티 코너 확대　 :디저트존  리뉴얼 　

2014 　 　 　 　 　

:신세계본점식품관리뉴얼(공산품취급하
는슈퍼마켓줄이는대신최근식품매출주도
하는푸드바,델리,베이커리매장230㎡확
대
:신세계센텀시티점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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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산층의 일상생활과 백화점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영동지역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아파트지구의 지정이었다. 

이것은 도시 중산층의 주거의 형식을 [아파트+단지]로 구성하게 되는 관료적 조치였

다. 특히 ‘단지’는 도시가 제공할 수 없었던 일상생활시설들을 단지 내에 축소하

여 포함시켜 자족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결과물이었다. 단지 내 복리시설을 포함토록 

한 제도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제정에 따른 것이었는데, 1973년 7월 제정 

당시 이 제도에 따르면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시장’, ‘공중목욕탕’, 

‘의료시설’, ‘집회소’, ‘운동장 및 체육시설’, ‘오물 및 진개수거시설’의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해당 제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항목의 변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중산층의 일상, 혹은 도시민의 일상을 ‘쇼핑(구매)활동·여가활

동·공공활동’과 ‘공공서비스’로 구분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결국 최소한

의 일상의 배경이 될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어린이놀이터와 운

동장 및 체육시설, 공중목욕탕은 가장 기본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것이었으며, 공공

활동 즉 커뮤니티를 위한 장소는 집회소라 명명되었다. 집회소를 대신할 수 있는 것

은 학교였지만, 개인들의 소소한 모임이 아닌 ‘집회’를 통해 공공활동의 영역을 

한정지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병원까지도 단지 내에 포함될 수 있

도록 하였다. 물론 이들 역시 1km이내 시설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제도에 의한 규정은 결국 단지의 규모가 정해지면, 그 일상생활을 위한 시

설들은 단지의 규모에 맞게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개별 건설사들에 의해 공급되어

지기에 단지간의 정합성이나 주변과의 정합성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도 

변화의 방향에서도 개별단지의 다양성 확보 및 공급과정에서의 융통성 발휘를 위하

여 점차 그 내용이 축소되어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민간건설사가 소비재로서의 아

파트단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도에 근거하는 것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다. 

즉, 제도가 규정한 관료적 일상생활과 민간건설사에 의해 축약되어진 결과물로서의 

일상생활에 간극이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들과 백화점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중심

으로 4.2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강남의 세 백화점과 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아파트단지와 2000년 이후 새로운 주거형식으로 등장한 주요 아파트단지의 일

상생활, 그리고 백화점에 나타나는 공간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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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한양아파트와 한양쇼핑센터(1979), 파르코쇼핑센터(1985)

한양쇼핑센터와 파르코쇼핑센터의 개점 당시 층별 구성1)은 다음 [표 4-2], [표

4-3]과 같다. 층별 구성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상품군의 분류와 배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니며, 다른 층위의 지역시설, 즉 소매이외의 프로그램,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층 구성 프로그램

옥상층 어린이 놀이터

지상5층 식당가 중화요리 양식 전문음식점 고급음식점

지상4층 병원 학원 이발소, 증권회사, 병원, 한의원, 미술, 피아노, 무용학원, 미장원

지상3층
스포츠 레저 

문화 가정용품

학교재  가구 침대 실내장식 목공예 골동품 화랑 골동품 도자기 자수병풍 
은도금제품 카텐 카펫 지물포 문방구 서적 전기용품 전자대리점 가방 등산 

테니스 골프용품 낚시용품 악기 피아노 음향기수리센터 다방

지상2층
남녀아동의류 
특선양품매장

남성 : 기성복 맞춤 넥타이 잠옷 잠바 바바리 샤쓰 와아샤쓰 
여성 : 기성복 홈웨어 장신구 실크 수영복 양장점 브라우스 란제리

       화운데이션 쉐터 코우트 스커트     
아동 : 아동복 신생아복 유아복 신생아용품 유아용품     

기타 : 메리야쓰 양말 신발 싸롱화

지상1층 특선매장
귀금속 시계 카메라 디피점 구두 핸드백 피혁제품 화장품 크리스탈 매듭 
악세사리 포장코너 라이타 만년필 끽연구 지갑 벨트 은행 휴게실 제과점 

약국 안경

지하1층 수퍼마켓
야채 청과  생선 건어물 정육 세제류 일용잡화 과자 주류 음료 낙농제품 

인삼 반찬 담배 제과점 약국 스넥류 떡 화원

표 4-2 . 한양쇼핑센터 개점 당시(1979년) 층별 구성

자료. 동아일보, 1979.09.19 광고. 특히 광고에 기재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현재 통용되고 있는 표기법
과는 차이가 있다.

한양쇼핑센터의 층별 구성을 같은 해에 개점하고 도심에 위치하고 있었던 롯데쇼

핑과 비교해 보면, 지하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구성은 도심 백화점의 체계보다는 

세분화되지 못하였지만 쇼핑을 위한 점포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양쇼핑센터의 지하1층과 지상 4층에 배치한 일부 프로그램들은 도심의 백화점에

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다. 1971년 개점한 도심의 5층 규모의 코스모스백화점과 

1) 백화점의 영어식 표현인 'department store'는 부문별 조직에 의한 경영을 중시하고, 상품들을 분
류 및 재조직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적 형식을 포함하는 단어이다. 본래 창고와 동일
한 공간적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들을 취급하는 소비공간이었던 ‘그란드 마가쟁 누보
테’라는 프랑스식 백화점을 미국인들의 합리성을 반영하여 층별로 상품의 분류하는 공간적 형식
으로 변모시켰다. 따라서 미국식 백화점의 영향을 받은 국내에서 백화점이라고 하면 각 층에 어떤 
상품들이 모여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남성관, 여성관 등의 
전체 부문이 다른 건물에 배치되어 있다. 1930년 국내에 처음 등장하였던 백화점이기에 부문별의 
구분은 점차 백화점의 고층화와 함께 점차 구체화되어 한양쇼핑센터와 같은 시기에 개점한 롯데쇼
핑에서 거의 완성적인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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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볼 때에도 지하1층과 1층의 약국, 지상4층에 병원, 학원 등을 포함한다는 점

에서 규모의 한계로 이해하기에도 어려운 것들이다.2) 또 하나는 특수한 공간은 옥상

층에 계획된 어린이놀이터이다. 당시 도심의 일부 백화점에서 롤러스케이트장, 주차

장 등으로 옥상을 활용하고는 있었으나, 국내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신세계백화점의 

옥상정원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양쇼핑센터에서는 공개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갖추었음을 강조하였다. 

층 구성 프로그램

옥상층

지상4층 전문식당가
레인보우(경양식), 한류정(한식), 압구정(일식), 올리브하우스(경양식). 징기
스칸, 전주비빕밥, 우동만두, 명동칼국수, 함흥냉면, 커피숍, 아이스크림, 중
화식

지상3층 문화센터, 이벤트홀

지상2층

지상1층 스넥코너
스넥코너(한양스넥, 마미치킨, 토속스넥, 냉면, 미미스넥, 피자그린, 삿뽀로
우동, 짱구만두, 커피은행, 이조떡집, 해태아이스크림

지하1층 헬스 사우나

표 4-3 . 파르코 쇼핑센터 개점 당시(1985년) 층별 구성

자료. 동아일보, 1979.09.19 광고

이후 한양쇼핑센터가 점차 백화점으로 변모하기 시작하면서 근린생활시설들 가운

데 학원 등을 배제하고, 도심 백화점과 유사한 부문별 판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1985년 한양쇼핑센터 길 건너편에 개점한 파르코쇼핑센터는 자연스

럽게 한양쇼핑센터의 기능 일부들을 보완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지하1층에서는 

슈퍼마켓 대신 헬스클럽과 사우나를 운영하였고, 3층에서는 다른 지역 백화점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던 문화센터를 개설하였다. 또한 다양한 식당들을 지상1층과 4층

2) 

   

 RF 롤러스케이트장

5F 식당, 다방, 전시장, 직매장 등

4F 귀금속, 카메라,시계,운동,전기

3F 신사용품 및 여행백류

2F 여성용 및 아동용품

1F 화장품,악세사리핸드백,약국낚시,식품

B1 주차장, 슈퍼마켓

B2 기계실

그림 4-1 . 
도심의 코스모스백화점(1971년) 층별 구성

   

 상층부 오피스

10F 식당가

9F 식당가

8F

7F 가구매장 및 행사매장

6F 가정용품재아

5F 문화용품매장 / 화랑

4F 아동용품 매장 / 유아편의시설

3F 숙녀의류 매장

2F 신사의류 매장

1F 신사숙년잡화매장

B1 식료품매장

B2 주차장

그림 4-2 . 
도심 롯데쇼핑(1979년) 층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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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적 일상생활
(1979)

축약적 일상생활`

파르코쇼핑센터8차 한양아파트
(1981.06~1984.04)

239/90 세대

유치원 및 탁아소
50세대 이상인 경우 1세대당 3.3㎡ 

비율
미설치 : 정확한 이유 확인 불가능 옥상놀이터

공공시설
3000세대 이상시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건축대지 확보
미설치 : 세대규모 불충분 0

어린이놀이터
100세대 미만시 1세대당 3.3㎡
100세대 초과시 초과3세대당 

3.3㎡비율로 가산설치

설치함 -

시장
(소매시장) 5,000세대 이상 1개소

미설치
4층 ： 전문식당가

1층~3층 : 의류 및 잡화, 

표 4-5 . 한양아파트와 파르코쇼핑센터

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은 아파트단지의 일상생활과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임

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일상생활 시설들과의 백화점의 특징을 정리

한 것이 [표4-3], [표4-4]이다. 이를 중심으로 백화점에 나타난 지역시설들을 이해

해 보겠다.

관료적 일상생활
(1976.09~1978.09)

축약적 일상생활`

한양쇼핑센터1~6차 한양아파트
(1977.12~1980.12)

936/296/312/286/343/227 세대

어린이 놀이터
50세대 이상인 경우 1세대당 3.3㎡ 

비율
설치함 옥상놀이터

시장
(시장)1000세대 이상 1개소

(상가)500세대 이상

미설치 : 1000세대 이하의 
개별단지로 분양

5층 ： 식당가
1층~3층 : 의류 및 잡화, 

스포츠레져용품 등의 판매시설
지하1층 ; 슈퍼마켓, 화원, 떡집, 

스넥류

공중목욕장
욕탕시설 없는 주택 500세대이상 

건설시

미설치 : 개별가구 온수공급 
욕탕시설갖춤

-

의료시설
1000세대 이상시 병원, 약국 등 

1개소 설치
미설치 : 세대규모 불충족

4층 : 병원 및 한의원
1층 : 약국

집회소
1,000세대 이상시 100세대당 330㎡ 

옥내집회시설 1개소
미설치 : 세대규모 불충족 -

운동장 및 체육시설
500세대 이상일때 2세대당 

3.3㎡운동장

1차단지가 900세대가 넘어 
해당하지만 인근에 학교에 있을 

경우 미설치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적용

압구정초등학교가 1977년 개교

-

표 4-4 . 한양아파트와 한양쇼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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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가) 1,000~5,000세대 단지
(상가) 100~1,000세대 단지

스포츠레져용품 등의 판매시설

공중목욕장
욕탕시설 없는 주택 1,000세대이상 

건설시

미설치 : 개별가구 온수공급 
욕탕시설갖춤

지하1층 : 사우나

의료시설
300세대 이상시 약국 1개소 설치
500세대 이상시 의원 1개소(단 
단지로부터 1km이내 의원 또는 

병원이 있을 경우 제외)

미설치 : 세대규모 불충족 -

집회소
1동 30세대 이하 15㎡이상

1,000세대 이상시 150㎡에 초과 
1,000세대당 150㎡ 가산설치

설치 -

체육시설
500세대 이상일때 운동장 설치

1,000세대 이상시 정구장 2면이상, 
배구장 또는 수영장 설치

테니스장 설치 지하1층 : 헬스클럽, 에어로빅장

녹지시설
공지면적의 1/10이상 녹지설치

500세대 이상일때 휴게시설 설치
설치 -

노인정
300세대 이상인 경우 100세대 당 

10㎡
설치 -

1) 근린생활시설들의 포함

한양아파트가 분양될 당시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던 항목은 앞서 

언급했듯이, 어린이놀이터, 집회소, 공중목욕장, 운동장 및 체육시설, 시장, 의료시

설이다. 이들은 세대규모에 따라 설치기준이 달라지는데, 한양아파트의 경우 전체세

대가 2,900세대에 이르지만 8개의 단지로 나누어 개발, 입주되었기에 [표4-3, 4]에

서 드러나듯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의료시설도 설치되지 못하였으

며, 시장의 설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인근 1km 이내 거리에 이미 현대아

파트의 상가가 건립되어 있었기에 시장의 건립을 피해갈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도시의 정비가 미비한 상황 속에서 단지 내에서 일상적인 소비생활

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다. 생활권 내에서 

일상적인 소비를 해결할 수 있는 단지 내 상가로서의 기능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따

라서 상가나 시장에 포함되었어야 할 미장원, 이발관, 정육점, 미곡상, 식료품점, 양

장점, 음식점, 목공소 등의 근린생활시설들을 흡수하여 150개의 임대매장으로 구성

한 뒤 한양쇼핑센터의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분산하여 배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미장원·음식점·의원 및 학원은 4층과 5층에, 미곡

상·식료품점·정육점 등은 지하1층에 슈퍼마켓으로 통합되었다. 여기에 1~3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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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다양한 상품들은 단순히 일상생활을 위한 먹거리 중심의 시장으로 머물고 있

었을 소비활동이 패션과 관련된 제품이나 가구 등 집안의 장식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도와주고, 자신을 표현하는 제품들의 구매도 일상생활로서 가능하게 되었다. 개점 

당시에 많은 근린생활시설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한양쇼핑센터를 단지내 상가로 볼 

수 도 있겠지만, 분명 한양쇼핑센터는 제도적에 근거하여 계획된 ‘단지 내 상가’

는 아니었다. 또한 한양슈퍼마켓의 운영을 통해 유통업에 진출한 한양쇼핑이 주체가 

되었기에 온전한 백화점으로 기능하지도 못하였다. 

즉 한양쇼핑센터 개점 당시 도심의 많은 백화점들은 직영체제3)를 유지하고 있었고 

쇼핑센터와 백화점의 제도적 정의는 없던 상태였으나, 백화점들은 스스로가 직영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태생적으로도 백화점은 단일주체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단일한 건물 속에서 운영주체의 의도가 반영된 상품의 선정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곳

이었다.4) 하지만 도심의 백화점이 직영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

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양쇼핑센터는 임대의 비율이 높았던 것이다. 아파트단

지 내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막 유통업에 진출한 한양쇼핑센

터였기에 무리하게 직영하지 않을 수 있었기에 임대라는 형식이 더 유효하였을 수도 

있다. 

단지 내 상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양아파트 단지와의 관계성을 강조하기 위하

3) 국내에서 백화점은 한국전쟁 등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전후(戰後)에 임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았다. 1963년 삼성이 동화백화점(구.미쓰코시백화점)을 인수하여 신세계로 상호를 변경하고, 직
영화의 비율을 점차 높여갔으며 1967년이 넘어서면서 50%를 넘어섰다. 결국 1969년에는 직영체
제로 완전하게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이후 국내 백화점들의 질적·양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
이다. 신세계의 직영화에 자극을 받고 서울시의 직영화 권고 및 제재 조치에 부응하여 서울시내 
각 백화점들은 직영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나, 미도파, 코스모스, 화신, 신신, 시대 백화점 등
이 부분적으로만 직영되었으며, 1973년에는 미도파백화점도 시대백화점과 합병하면서 완전 직영체
제를 갖추고 있었다.
김병도, 주영혁, 『한국 백화점 역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133

4) 김인호는 백화점 출현배경을 6가지로 설명한다. 1) 공업화에 의한 상품교환가치가 강화되고 상거
래가 왕성해짐 2)도시화와 도시인구집중, 교통기관의 발달 3)주식회사제도, 은행 등의 금융발달 4)
노동력증가에 따른 여성사회진출 시작 5)대규모 점포 형성에 필요한 건축기술(쇼윈도용대형유리,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뒷받침 6)신문 및 잡지발행과 매스광고가 가능해진 것이다.백화
점 탄생의 6가지 배경 외에 백화점의 경영자의 등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봉마르셰의 창업자인 부
시코와 같은 경영자의 등장을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단일한 운영주체는 그의 의도가 반영된 소비
공간을 구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김인호, 『백화점의 문화사-근대의 탄생과 욕망의 시공
간』, 살림출판사,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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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양쇼핑센터’라고 명명하고 많은 근린생활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한양쇼핑센

터가 광역시설에 해당하는 백화점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였음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확인할 수 있기다. 임대가 많다는 것은 백화점과 같이 철저하게 공간들

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에 서비스적인 측면과 쇼핑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심의 

백화점보다 질적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양쇼핑센터의 경우 경영주가 

백화점과 같이 쾌적한 쇼핑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우선 제도적 한계로 인한 결과물이긴 하지만 그랜드몰이라 칭한 보이드 공간을 통

해 공간의 통합성 및 개방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가로를 따라 장방형으로 구성된 

평면은 백화점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었지만 한양쇼핑센터는 평면 가운데 에스컬레

이터를 배치하여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로의 규모를 확장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장방형 평면의 한계는 1971년에 개점한 도심의 코스모스백화점에

서도 잘 나타나는데, 에스컬레이터가 1층에서만 측면에 상하행을 배치하였고, 2~4

층까지는 상행과 하행을 분리하여 각 층의 측면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로 인해 매장

은 길이방향으로 길게 만들어졌고, 상점을 일렬로 배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5) 

이 밖에도 외관에 대하여서도 통제성을 가지고 쇼핑센터 전체의 분위기를 강조하

고자 했다. 현재까지도 아파트 계획에서 단지 내 상가는 제도적으로 반드시 설치해

야 한다. 이들은 주로 슈퍼마켓, 베이커리, 세탁소, 치킨점, 부동산, 보습학원들의 

근린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본 구조만을 제공해 왔다. 최근 아파트가 주요한 자산

으로 인식되어 있기에 상가도 단지의 부속품으로서 이해되면서 아파트단지가 가진 

분위기에 적당히 맞추어진 외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개별 점포들은 스스로를 드러

내기 위하여 외관과 창문은 간판으로 뒤덮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양쇼핑센

터외관은 전체성을 강조하며 ‘로고’와 세일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있을 뿐이

지 내부의 개별 상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않고 있어, 분명 백화점으

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광역적 쇼핑시설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였기에 초기에는 임대로 시작하

5) 백화점과 상점가를 의미하는 몰은 그 공간적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백화점이 중
심에 에스컬레이터를 두고 회유성 동선을 가져, 정방형의 평면이 주를 이루지만, 몰은 기본적으로 
선적인 구성에 근거하고 있어 중심성을 가지지 못하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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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곧 지하1층의 슈퍼마켓만 직영하던 것에서 1,2층 매장에 잡화 의류부문에도 

직영비율을 높여 전혀 직영비율을 20%에서 33.3%까지 높였다.6) 한양쇼핑센터가 백

화점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학원 등은 배제되기 시작하였는데, 

대신 파르코쇼핑센터에서 이들의 일부분을 재배치하였다. 특히 1층에 음식점을 구성

하고 이들의 메뉴를 스넥코너로 구성하여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며, 근린생

활시설로 나타나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매일경제, 198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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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 한양쇼핑센터 내부 보이드공간(그랜드몰)
출처)건축문화83년11월호 및 경향신문 1978.11.20 8면 광고

그림 4-4 . 한양쇼핑센터 1층 평면
출처) 건축문화 1983년 11월호

그림 4-5 . 코스모스백화점 내부(1973)
출처) (외관)-건축사 7105  

(내부)-국가기록원:공보처 홍보국 

그림 4-6 . 코스모스백화점 1층 평면
출처) 건축사7105,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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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 한양아파트 내 놀이터

2) 백화점 옥상의 어린이놀이터

아파트단지에는 제도에 근거하여 미끄럼틀과 그네 정도를 갖춘 모래 놀이터가 있

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세대당 면적 비율 뿐 아니라 설치해야하는 시설의 

기준도 있었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설치기준이었다.7) 이것의 결과로 나타난 한양아

파트의 어린이놀이터는 [그림 4-7]에서 확인가능하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

의 가장 큰 변화는 핵가족화이다. 핵가족의 구성은 가장인 아버지, 전업주부인 어머

니, 산아제한에 의한 

1~2명의 자녀로 이루어

져  있다. 농경사회에서 

아버지, 어머니, 젖먹이

를 벗어난 아이 할 것 

없이 각자 일상생활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야했다. 하지만 핵가족에서 어머니는 전업주부라는 직책(집이 곧 직장)과 함께 아이

의 교육에 관련한 의사결정의 역할이 커졌고, 아이들은 학교와 집이라는 공간이외 

남아도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소비할 방법들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과거 단독주택

에서는 현관문을 열면 마당이 있고, 다시 대문을 열면 골목이 나왔다. 마당과 골목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으며, 집에서도 아이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제 아파트에서는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차를 피하여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로 향해야 한다. 이 공간은 유아에게 안전성과 골목길에서 할 수 없는 시설들

(그네, 미끄럼틀 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아의 보호자가 상주해야 하는 공간구

조를 가지고 있다.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이 공간에서 또래집단을 형성할 수 있었겠

7) 1973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어린이놀이터는 “50세대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
세대에 3.3평방미터의 비율로 1개소를 각 세대의 이용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한 
그네, 미끄럼대, 철봉, 모래판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를 초과할 때에는 그 면
적을 초과 3세대에 대하여 3.3평방미터의 비율로 증가한다)”이며, 1979년 개정된 내용의 어린이
놀이터는 “(가)50세대이상 집단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100세대까지는 1세대당 3.3평방
미터, 100세대를 초과할 때에는 330평방미터에 3세대당3.3평방미터의 비율로 가산한다. (나)최소
폭 : 12미터이상, 1개소당 면적 : 150 평방미터이상 (다)거실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5미터이상 띄
어서 설치하여야 한다.(라)어린이 놀이터에는 그네, 미끄럼대, 철봉 및 모래판등의 시설을 갖추어
야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이상이어야 한다.①그네 : 높이 2미터이상으로 조당 3인용으로설치하
되, 200세대마다 1조의 비율로 가산한다.②미끄럼대 : 높이 2미터이상, 상계판의 넓이2평방미터
이상, 활주면의 넓이 50센티미터이상,착지판의 길이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철봉 : 대
형, 중형 및 소형을 1조로 설치하되, 200세대마다 1조의 비율로 가산한다. ④모래판 : 200세대미
만의 경우에는 50평방미터이상의 모래판을 설치하고 2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50평방미터에 100
세대당 10평방미터 를가산한 면적으로 하며, 모래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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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집으로부터 유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놀이터에는 엄마가 함

께 해야 하고, 이들의 또래집단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만한 시설들은 제공되어있

지 않았다. 녹지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이런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할 수 도 있으

나, 조경수의 기능을 강조한 수목 배치가 이루어져 있어, 활용성이 높지는 않다.8)

그림 4-8 . 한양아파트 단지 녹지

한양아파트 단지내 놀이터가 있음에도 한양쇼핑센터 옥상에도 놀이터가 설치되었

는데, 당시 도심 백화점의 옥상에는 신세계가 1972년 다시 설치한 정원이 있었고 코

스모스가 1973년부터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운영하고 있었기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 도심 백화점 옥상정원에 대한 기대는 회의적이었고, 국내에서 최초로 

백화점에 옥상정원을 선보였던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1980년에 이를 폐쇄하였다.9) 

8) 이러한 상황은 지테가 말한 다음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테는 전통적인(전산업시대의) 공적공간의 “이용”에 대한 관찰로부터 원칙을 도축하는 도시계
획 형태를 옹호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가들의 “규격화”되고, “기하학적”인 경향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장된 것이다. 지테가 “근대적인” 공적 공간을 단지 사진을 위한 무대로서만 적
합하다고 공격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누가 그곳에서, 아마도 벤치에 홀로 외로이 앉
아 휴식하려고 할 것인가? 엄청난 차량으로 둘러싸인 광장의 한 가운데에서, 사진을 찍히기 위한 
것처럼 또는 마치 전시되고 있는 것처럼 홀로 떨어져 앉아서 말이다. 근대 도시공간은 전통적인 
“장소”와는 달리 경험적 측면에서 이해될 수 없다. “외관”은 단지 이미지일 뿐 아니라 사진이
며, 사진적 이미지이다. 만일 소쉬르에게 글이 말의 사진이라면, 로스에게 내부는 사진 찍힐 수 
없는 것이며, 지테에게 “근대적” 도시공간은 “장소”의 사진이다. “외부”는 사진적 이미지이
다. 가면은 무엇보다도 사진이다.

베아트리츠 꼴로미냐, 『프라이버시와 공공성』, 문화과학사, 1999, p.46

9) 일본 최초의 백화점으로 알려진 미쓰코시는 오복점인 시절이었던 1907년에 ‘공중정원’이라는 
이름의 옥상정원을 처음 개원하였다. 이 정원의 모습은 ‘이나리신사’를 옮겨 놓은 것처럼 분수
연못, 등나무그늘과 분재 등으로 꾸며져 있었다. 1914년에는 신관을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상5
층1), 지하1층의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건물에 한 단계 발전한 옥상정원이 계획되었다. 옥상정
원은 5층과 6층으로 입체적인 정원이 되었다. 5층에는 사진부아 주방을 제외하고 연못을 두고 식
물을 심었으며, 차실 신사를 배치하여 일본 정원과 유사한 분위기로 꾸몄으며, 파고라, 의자, 분수 
등이 놓여졌다. 계단을 통해 6층의 사진부 옥상으로 올라가면 전망대가 놓여져 있었다. 1919년 
긴자에 위치한 마츠야(松屋)도 ‘옥상 유람소’라 불리는 정원을 만드는 등 일본의 백화점에서는 
옥상정원이 보편화되고 있었으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하쓰다 토오루, 
이태문역, 『백화점-도시문화의 근대』, 논형, 2003, pp.163~165
이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미쓰코시백화점의 분점이 1931년 신축한 현재의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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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1979년 한양쇼핑센터 옥상에는 놀이터가 설치되었고, 당시 

부정적으로 평가받던 백화점 옥상정원에 대한 개념을 점차 부활시켜주는 역할을 하

였다.10) 또한 중요한 것은 한양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는 제도로 규정한 최소한의 

시설들로 마련된 것에 반해 당시 쇼핑센터 옥상에 설치된 놀이터는 다양한 놀이기구

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500평 규모의 어린이놀이터에는 인공폭포가 3개 

있는 바위동산과 미끄럼틀, 그네, 그물놀이, 정글게임, 흔들 목마, 미니카 등 의 기

구가 마련되어 있었기에11) 놀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도

심의 백화점에서 형식적으로 놀이시설을 설치하였던 것과는 다르며, 또한 매일 이용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주부의 일상생활인 장보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편리함

이 부가되는 것이었다. 

그림 4-9 . 한양아파트 내 놀이터
출처. NAVER 부동산

 vs. 
그림 4-10 . 한양쇼핑센터 옥상-놀이터

출처)건축문화,1983년 11월호

어린이 놀이터는 쇼핑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업주부들을 위한 배려에 근거

한 편의시설이었으며 잠정적 소비자가 될 어린이들에게는 추억의 장소로 기억될 만

백화점 본점에 옥상정원을 마련하였다. 이후 백화점이 제기능을 하지 못할 때 옥상정원도 사라졌
다가, 1972년 9월 다시 옥상공원이 설치되었는데, 옥상위에 기암절벽, 폭포, 수족관, 온실, 조류
코너, 통나무집, 비어가든 등을 설치해 서울 시민들에게 휴식과 오락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옥상정
원은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운영되었으므로 시설투자에 비해 영업은 좋지 못했고 결국 
1980년에 문을 닫고 말았다. 김인호, 『백화점의 문화사-근대의 탄생과 욕망의 시공간』, 살림, 
2008(2쇄),p.82 

10) 한양쇼핑센터 개점 이후 여의도 라이프쇼핑, 현대백화점압구정본점, 영동백화점, 그랜드백화점 등
에도 옥상정원의 활용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여기에 유료놀이기구시설을 설치하였다. 옥상은 대부
분 송풍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도 있어 어린이 놀이공간으로는 부적
절한 곳이 많았으며, 또한 건물의 보수 및 관리를 위한 공간인 옥상에서 유료의 시설을 두는 것은 
위법이었다. 이들 대부분 1백~3백원의 동전을 넣으면 2~3분간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과 텀
블링 등의 놀이시설을 갖추었는데 1시간 정도 놀기 위해서는 4, 5천원의 비용이 들었다. 결국 
1989년 서울시는 불법의 놀이시설들에 대해 단속하여 적발하여 3개소(현대백화점 반포레져타운, 
진로도매센터, 농심가)는 고발하였으며, 그랜드백화점,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무역센터점은 시설물 
철거 및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다. 

11) 매일경제, “백화점등 대형쇼핑센터 휴식과 문화의 장 겸비”, 1981.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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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아파트단지 내에도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생각

해 볼 때 백화점 옥상에 설치된 놀이터는 아파트단지에 계획된 일상생활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백화점이 일상생활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3) 스포츠·레져 시설의 포함

1976년 부대시설 기준에서“운동장 및 체육시설”에 관한 내용은 더욱 구체화되

었다. “500세대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되 시설의 종류는 운동장(2,000평방미

터이상), 정구장(1,0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2면 이상), 수영장 또는 배구장(1,000세

대이상인 경우는 2면 이상) 중 1이상으로 한다. 다만, 1,000미터이내에 동종의 시설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물론 테니스장은 중산층의 여가선용을 위한 

것이었겠지만 그 내면에는 스포츠를 일상화시키고자 하는 고도의 전력이 숨겨져 있

었던 것이다. 당시 정부는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었기에,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체육으로서의 가능성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 공적 서비스가 

아닌, 단지 내부의 시설들로 이들을 규정한 것이다. 특히 테니스의 기원을 보더라도, 

유럽의 중산층이 즐겨하던 스포츠이었으므로, 국내 중산층 욕망에 부합시킬 수 있는 

명분도 있었다.12) 게다가 테니스에 필요한 용품은 개인이 구비하면 되고, 다른 스포

츠에 비하여 큰 공간을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테니스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것인데, 국내에서는 

1970년 이후 테니스가 붐을 타고 발전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양아파

트 내에도 테니스장이 체육시설로 설치되었지만, 한양쇼핑센터에서는 일상생활을 위

한 체육시설들을 포함시키고 있지는 못했다. 1985년경에는 한양아파트 앞에 여자전

용 헬스클럽과 사우나가 운영되고는 있었지만, 백화점이라는 특수한 시설 내에 포함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또한 한양아파트에서 도로를 건너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

국 단지 내 일상생활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가 커지면서, 헬스클럽과 사우나가 새

로 생긴 파르코쇼핑센터에 포함되었다. 파르코쇼핑센터에는 문화센터도 포함되어 있

었는데 이것은 현대백화점과 뉴코아백화점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던 것

을 수용한 것이므로 현대백화점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다.

12) 하지만 이보다도 테니스의 발전 기원을 보면 14세기경부터 유럽에서 테니스와 비슷한 경기가 있
었는데, 당시 맨손으로 하던 것을 15세기 부나 라켓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후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596년 프랑스 파리 인구가 30만명 일 때 테니스코트 250개에 달했다고 한다. 19세
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영국 중산층들이 여가시간에 즐길 수 있는 적당한 스포츠로 경기장을 마련
하지 않고서도 넓은 잔디밭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인 테니스가 급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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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현대아파트와 현대백화점(1985년)

현대백화점의 개점 당시 층별 구성은 [표 4-6]과 같다. 이는 한양쇼핑센터보다 더

욱 백화점이 가까워진 형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양쇼핑센터가 개점할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직영비율이 높아진 제도의 변화와 현대

아파트 주변으로 이미 상가들이 많이 건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의 포함

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지하2층에는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포함하였는데, 예술

극장과 문화교실 및 라운지와 음악분수, 여성전용사우나와 헬스클럽은 여가생활을 

반영하고자 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층 구성 프로그램

옥상층 어린이 놀이터, 조각정원

지상5층 식당가 전망식당가, 현대미술관

지상4층
가정용품

스포츠레져
가전제품 주방용품 한식혼수전문점 고미술품상가구 스키 스케이트 

지상3층
유아동

신사의류
유아동복 유아용품 장난감 | 유아휴게실 현대베이비서클

지상2층 숙녀의류

지상1층 잡화 구두 가방 악세서리 

지하1층 수퍼마켓

지하2층 문화센터
예술극장(250석) 문화교실 인공폭포 및 라운지 음악분수 

로얄부티크(하이패션디자이너의상실), 살롱구두점, 여성전용사우나와 
헬스클럽

지하3층 주차장

지하4층 주차장

표 4-6 . 현대백화점 개점 당시(1985년) 층별 구성

현대아파트 단지 전체에 소비활동 관련된 시설을 조사하여 단지상가, 백화점, 쇼

핑센터, 시장으로 구분하고 지도에 표시한 것이 [그림 4-11]이다. 현대백화점은 압

구정신현대아파트와 인접하고 있고 신현대아파트에 속하고 있는 상가가 3개동 형성

되어 있다. 이보다 먼저 아파트단지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현대아파트 1~7차단지인

데, 전체적으로 다양한 층위의 상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로를 따라 1층으로 형

성된 상가와 2~3층으로 주구상가를 포함하고 있었다. 주구상가에는 슈퍼마켓과 수

영장을 포함하는 것도 있었다. 또한 ‘신사시장’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1976년 아파트단지 내에 포함된 것도 있었다. 신사시장은 바닥에 타일을 

깔아서 물청소 등으로 관리하기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구획이 명확하지 않은 점포들

이 줄지어 있으나, 판매 품목의 위계가 없이 다양한 상점들이`` 배치되어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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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의 구성과 유형은 과거와 변함없이 유지되어 재래시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그 역할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부촌의 상징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속해 있지만, 일상적인 소비가 가능하게 하는 장소이며, 동시에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곳으로 남아있다.

그림 4-11 . 압구정 현대아파트 내 소비 시설 현황

주구1동의 상가에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슈퍼마켓이 입점하고 있었고, 가로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상가들은 규모가 1~2층으로 미용실, 베이커리, 공인중개사, 치

킨점, 보습학원, 한의원과 같은 근린생활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구3동에 해당하

는 금강쇼핑센터도 단지 내 상가로 만들어졌지만, 명칭으로도‘쇼핑센터’를 사용하

였으며, 신사시장보다는 정리된 상점들로 구획되어 있다. 1979년 준공되었으며, 연

건평 3,182평에 이르는 이 건물은 현재까지 다양한 근린시설 및 상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대백화점의 본사로도 사용하고 있다. 지하는 1층으로 주차장에 대한 고려

가 있지는 않아, 단지를 위한 편의시설이 목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소비

활동을 위하여 ‘시장’과 ‘쇼핑센터’라는 시설들이 건립되었지만, 임대가 중심

이 되어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는 개별적인 상점들의 집합소로 일상적인 소비활동들을 

수행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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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적 일상생활
(1983)

축약적 일상생활`

현대백화점(1985)8차 한양아파트
(1983.06)
1,924 세대

유치원 및 탁아소
50세대 이상인 경우 1세대당 3.3㎡ 

비율
확인 어려움 -

표 4-8 . 신현대아파트와 현대백화점

그림 4-12 . 신사시장 외부 및 내부 사진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현대아파트의 일상생활과 백화점의 프로그램간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아래 표와 같다. 이를 중심으로 백화점에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공간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관료적 일상생활
(1976.09~1978.09)

축약적 일상생활`
1~7차 현대아파트

(1977.12~1981.04)
960/432/170/224/1,288/515 

세대
어린이 놀이터

50세대 이상인 경우 1세대당 3.3㎡ 
비율

설치함

시장
(시장)1000세대 이상 1개소

(상가)500세대 이상
상가 및 시장(신사시장)의 설치

공중목욕장
욕탕시설 없는 주택 500세대이상 

건설시

미설치 : 개별가구 온수공급 
욕탕시설갖춤

의료시설
1000세대 이상시 병원, 약국 등 

1개소 설치
상가 내에 포함

집회소
1,000세대 이상시 100세대당 330㎡ 

옥내집회시설 1개소
확인 어려움

운동장 및 체육시설
500세대 이상일때 2세대당 

3.3㎡운동장

테니스장 설치
1978년 주구2동 현대상가내 

수영장 포함

표 4-7 . 현대아파트 1~7차 일상생활



144

공공시설
3000세대 이상시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건축대지 확보
미설치 : 세대규모 불충분 -

어린이놀이터
100세대 미만시 1세대당 3.3㎡
100세대 초과시 초과3세대당 

3.3㎡비율로 가산설치

설치함 옥상정원에 일부 기능 포함

시장
(소매시장) 5,000세대 이상 1개소
(종합상가) 1,000~5,000세대 단지

(상가) 100~1,000세대 단지

상가의 설치
5층 ： 전문식당가

1층~4층 : 의류 및 잡화, 
스포츠레져용품 등의 판매시설

공중목욕장
욕탕시설 없는 주택 1,000세대이상 

건설시

미설치 : 개별가구 온수공급 
욕탕시설갖춤

지하1층 : 사우나

의료시설
300세대 이상시 약국 1개소 설치
500세대 이상시 의원 1개소(단 
단지로부터 1km이내 의원 또는 

병원이 있을 경우 제외)

상가에 포함 -

집회소
1동 30세대 이하 15㎡이상

1,000세대 이상시 150㎡에 초과 
1,000세대당 150㎡ 가산설치

설치 -

체육시설
500세대 이상일때 운동장 설치

1,000세대 이상시 정구장 2면이상, 
배구장 또는 수영장 설치

테니스장 설치 지하1층 : 헬스클럽, 에어로빅장

녹지시설
공지면적의 1/10이상 녹지설치

500세대 이상일때 휴게시설 설치
설치 -

노인정
300세대 이상인 경우 100세대 당 

10㎡
설치 -

1) 스포츠·레져시설의 포함

현대백화점이 개점할 당시 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었으

며 아파트단지에는 테니스장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현대백화점 계획단계에서 이러한 

스포츠시설들을 포함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파트지구 내에서 위치해야하는 것으로 

규모에 제약이 크게 있었기에, 수영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을 대신하여 지하1층에 여

성전용헬스장과 사우나를 마련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13) 사우나는 여성전용헬스장

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것이겠지만, 아파트단지 일상생활시설로도 볼 수 있다. 즉 당

시 제도에서도 공동목욕탕의 설치에 관한 항목이 있었는데, 개별욕실과 온수의 공급

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아파트단지 내에 구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중목욕

13) 물론 현대백화점의 스포츠시설에 대한 관심은 이후 ‘반포 현대레져타운’으로 옮겨져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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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었기에, 백화점이 이를 다시 수

용한 것이다.

2) 문화센터의 포함

도심의 백화점인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에서도 전시장, 화랑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문화센터나 소극장이 포함되는 것은 입지적인 특성과 도시적 여건과 관계

한다. 백화점에서 문화관련 시설들을 주로 갤러리과 소극장(객석을 갖추었다고 하기

보다는 다목적 홀)을 중심이 되어 왔었는데, 현대백화점에 앞서 개점하였던 뉴코아

쇼핑센터에서 지상5층을 문화센터로 구성하여 예술극장, 전시장, 취미교실, 화랑 등

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백화점이 문화센터의 원조는 아니

라는 것이다. 다만 뉴코아백화점에 비하여 규모가 커졌으며, 문화교실의 내용적인 

측면도 발전하였기에, 중요하다. 현대백화점의 예술극장은 객석 182석의 소극장으로 

44평 규모의 전시장과 34평의 화랑에서는 각종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취미교실은 

주간 또는 월간으로 꽃꽂이, 요리, 서례, 매듭, 칠보 등 각종 강습회를 유치하였

다.14) 이후 문화센터는 백화점의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어오고 있다.

백화점 내 문화센터의 등장은 단지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

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문화센터는 광역적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지역시설이다. 즉 

이용빈도와 가능범위가 일상생활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심의 백화점에서 

포함되고 있던 갤러리 역시 광역생활시설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들과는 성격이 다르

다. 즉 갤러리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시간적 제약을 두지 않는 반면 문화

센터나 공연장의 경우 백화점이 개점과 폐점시간이라는 한계 내에서 시간표를 가지

고 운영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시간표는 전업주부에서 일상생활을 재구

성할 여지를 부여한다. 이를테면 가장과 학생인 자녀들은 각기 매일 직정과 학교에 

가야한다. 이러한 일상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는 것들이기에 상대적으로 집

을 휴식처나 안식처로 여기도록 만든다. 하지만 중산층 가정의 전업주부에게는 집은 

일터이다. 온전히 안식처가 아닌 반은 일터인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오롯이 혼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하는 비사회적인 일터로서의 일상을 제공한다. 이런 일상을 재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센터인 것이다. 

14) 매일경제. “백화점 등 대형쇼핑센터 휴식과 문화의 장 겸비”, 1981.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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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 여가활용실태 신문기사
출처. 동아일보 1995.11.10 20면

슬래이터(1997)에 따르면 소비자의 욕구, 특

히 중산층의 소비에 대한 욕구는 무제한적이며 

탐욕적이다. 탐욕은 본래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

되지만 사회-경제적 발전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탐욕인 것이다. 노동자는 산업발전에 대한 보상

으로 많은 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많은 시간을 

택하고자 하는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기에 여가

의 상품화, 즉 여가시간을 소비시간으로 재규정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성장을 유지하는데 중요

하다.15) 따라서 주부의 여가시간을 활용할 방법

을 제공한 백화점의 마케팅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를 소비재로 재구성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표에 맞추어진 프로그램을 제

공한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

센터가 순수하게 자아의 문화적인 욕구 혹은 배움의 욕구만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이들은 문화센터를 통하여 새로운 하지만 예상 가능한 경제·사회적 동질

성에 기호적 동질성이 확보되는 타자와의 관계맺음을 위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 

현대에서 공공적인 감각의 장소는 행정기관에 의한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사회

적 관계 내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은 소비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백화점

이라는 자본은 문화를 통해 백화점이 도시 공공공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특히 국내

에서는 문화센터라고 하는 교육에 바탕을 둔 공간을 백화점에 두면서 그 기능을 강

화했지만, 이것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문화센터의 강좌를 

수강한다는 것이 그저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커뮤니티는 소비공간에서 그 활동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므로 문화센터 그 자체가 수익사업은 결코 될 수 없음16)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여 백화점이 일상생활시설로 기능하도록 만들었다.

15) 돈 슬레이터, 정숙경 옮김,『소비문화와 현대성』, 문예출판산, 2000, pp.44~45

16) 문화센터 수강료만 하더라도 대형마트와 비교하였을 때 백화점이 더 싸게 책정되는 경우도 많다. 
백화점에서는 문화센터가 소비의 발신지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한다. 즉 문화센터 그 자체의 수익
보다는 실제 문화센터를 이용한 이후에 일어나는 연쇄적 소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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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고설치에 대응

1993년 경 일부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발적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문고를 설치하고 

있던 것이,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제도로 확립되었

다. 이 가운데 주요한 내용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들은 문고를 설치해야하는 

규정이다. 이 제도의 실행은 3장에서 다루었던 관료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일상을 부

여함에 따라 압축적인 일상을 구성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한

다. 도서관은 일상생활권의 지역시설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임시

방편적인 조치로 아파트 단지 내에 ‘문고’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었다.

1980년대 중반에 입주가 모두 완료된 현대아파트 단지에서는 새로운 복리시설 규

정인 ‘문고설치’를 위하여 새로운 공간을 마련할 수 없었으며, 단지 외부로 확장

된 일상생활공간에서도 도서관이 설치될 여지가 고려되고 있지는 못하였다. 이런 상

황 속에서 1996년 현대백화점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위해 ‘열린 책방’이라는 이벤

트를 실시하게 된다. 이것은 백화점이 약 1,400권의 책을 소장하여 7일간 대출해 준 

것이었는데, 현대아파트 단지 내부와 주변에 이를 대신할 시설이 부재하였기에, 백

화점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백화점 입

장에서는‘7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둠에 따라 재방문해야하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백화점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즉 주변 아파트단지 거주

민들이 쉽게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였기 때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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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타워팰리스와 강남의 백화점

앞서 설명한 두 백화점은 매우 특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파트단지와 백화점이 

서로 중산층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관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에 개

점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도 도시공간적인 위치관계에서 아파트단지와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는 있었다. 하지만 이미 1970년대부터 채워지기 시작한 아파트단지들은 

주변에 다양한 상가와 스포츠시설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세계백화점 개점 

당시에는 이들 아파트단지의 일상생활시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지는 않았

다. 오히려 이후 이 세 백화점들은 인접한 아파트단지가 아닌 다른 아파트단지에서 

드러나는 일상생활과 관계하고 있다. 즉, 이전 시기에는 아파트단지를 통하여 구현

된 일상생활시설들과 그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백화점의 공간들이 나타났다. 아파트

단지의 일상생활시설들은 변화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더욱이 새롭게 등

장하는 아파트단지에서 드러나는 일상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신세계백화점은 이 새로운 요구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를 수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단지들에서 드러날 수 없는 일상생활을 보전(補塡)하는 역할을 수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중산층 일상생활과 백화점의 관계를 이해해보

도록 하겠다.

1999년 이후 서울 내에서 고급주거지를 표방하는 새로운 주거형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나는 초고층 주상복합이 고급주거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주거와 

상업이 단일한 건물로 복합되는 형식은 이미 1970년대 상가아파트를 시작으로 오피

스텔 등을 통해 일반화되었으며, 저층부에는 상업시설을 고층부에는 주거(혹은 업무)

로 이용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초고층 주상복합의 시발점은 1999년 분양되어 

2002년 입주하기 시작한 도곡 타워팰리스인데, 이는 기존 아파트단지와는 다른 구

성을 가지고 있었다. 단위세대는 하나의 엘리베이터홀을 중심으로 4개가 함께 쓰는 

형태로 타워를 구성하여 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초고층으로 건립되어 저층 

상가부에는 단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들이 집결되어 있었다.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주로 일상생활권의 시설들 가운데 도서관, 놀이터, 근린

공원, 수영장, 골프장, 휘트니스센터, 사우나, 연회장, 주민회의실, 코인세탁실, 독서

실, 클럽하우스, 노래방, 영화방, 라운지, 당구장 게스트룸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특히 타워팰리스는 이 모든 것들이 외부인에게 보이지 않게 구성되어 있어, 출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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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제한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또한 2차 타워팰리스에서는 스타

슈퍼라고 하는 고급슈퍼마켓이 개점하였는데, 이것은 백화점의 지하1층의 식품관의 

기능을 확장시키면서도 고급화한 것이었다. 타워팰리스 탐방기를 실은 신문기사를 

통해 새로운 주거형식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집안을 한 바퀴 휘 둘러보고 문을 나섰다. 다른 아파트와 달리 이제 집 보기의 시작

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간쯤에서 내렸다. 다른 아파트단지에선 찾을 수 없는 커뮤니

티 시설이 있는 곳이다. 이들로부터 한눈에 서비스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

다. 예약을 하고 여기서 가족모임을 갖는 모양이다. 2층의 클럽하우스까지 독서실·노

래방·영화방·당구장·유아놀이방·코인센탁실 등 다양한 시설이 있었지만, 게스트룸

이 눈길을 끌었다. 말하자면‘아파트단지 내 여관’으로, 방문한 손님을 재우는 장소다. 

숙박료는 1일 5만원, 손님을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재운다는 발상이 흥미롭다. 또한 

헬스장과 사우나·골프연습장·수영장까지, 정착 집보다 부대시설을 보는데 시간이 훨

씬 많이 걸렸다. 2층은 공용정원 같은 곳으로 차가 다니지 않는다. 적당한 조경 사이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다. 젊은 여성 경비원의 친절한 미소를 발견할 수 있

는 장소이기도 하다. 여기를 지나 상가로 진입하면 외부인은 다시 타워팰리스로 돌아갈 

수 없다. 방문자는 개별 가구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야 타워팰리스에 입장할 수 있다.”, 

경향신문, 2003.11.17, “타워팰리스”, 강내희, 「강남의 계급과 문화」, 황해문화, 2004 

봄, pp.72~73 재인용

1973년 아파트단지를 통하여 일상적 생활시설들을 모두 포함시키도록 한 제도는 

일상생활시설 및 광역생활시설 등의 지역시설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가지에 대

한 임시방편이이었다. 자본에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는 민간건설사들은 이것을 최소

한으로 만족시키는 것에만 급급했었다. 하지만 아파트가 소비재로서의 성격을 강하

게 가지면서 계층의 지위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압축적이었던 일

상들은 소비자의 니즈를 수용하기 위한 모습들도 바뀌었다. 이것이 상품성을 획득하

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 역시 거주자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일상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또 다른 일상의 축소일 뿐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전 아파트단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상

황은 자연스럽게 아파트단지의 복리시설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일상생활시설들이 단

지 내에 계획되도록 한 제도의 기준을 점차적으로 완화시켰다.17) 타워팰리스의 등장

17) 1982년 집회소 설치 조항 삭제
 1994년 일반목욕장설치 조항 삭제
 1998년 의료시설설치 조항 삭제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 주민운동시설의 항목을 주민공동시설로 통합한 설치기준 신설하고 어린
이집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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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은 신세계 백화점이었다. 이것은 신세계백화점이 

타워팰리스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관심의 결과가 바로 타워팰리스

에 위치한 스타슈퍼이다. 즉 신세계 백화점이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신흥 부유층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질 수 있었고, 이것이 백화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

후 신세계 백화점에 드러난 변화는 주변 백화점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1) 식품관의 강화

신세계백화점은 개점 1년 만인 2001년에 식품관의 델리부문을 강화하였고18), 

2002년에는 오픈조리대를 갖춘 식품관으로 리뉴얼하였다. 보통 백화점의 리뉴얼은 

개점 직후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2년 만에 식품관의 변화를 꾀하였

다. 이것은 일본에서 백화점의 지하라는 의미의 데파치카19)가 2000년을 전후로 등

18) 강남점에서의 델리부문 강화의 성공으로 이후 본점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19) ja.wikipedia.org/wiki/デパ地下 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본인이 직접 번역하여 서술
하였음.)
데파치카라는 것은 일본 백화점의 지하층에 있는 식료품매장을 일컫는 통칭(속칭)이다.
[개요]
원래 일본에서 처음으로 지하를 도입한 것은 1936년이며, 장소는 마쓰자카야(나고야)점이다.[1] 
그 후 백화점 지하는 각지에 퍼져 나갔다. 참고로 데파치카라는 명칭이 티비나 잡지 등의 매스미
디어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도큐백화점 도요코점 「도큐푸드쇼」가 개업하서부터
이다.[2]주로 팔리는 음식은 반찬, 도시락, 스취트, 주류등이다. 디저트나 반찬은 유명점의 테넌트
들이 출점하기도 한다. 또 특산물전이 개최되거나 기내(기차)도시락 등이 판매되기도 한다.지하를 
식료품매장으로 하고 있는 백화점이 많은 것은, 장점으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설비가 상층에 
설치하는 것에 비하여 낮은 비용이기 때문이다.[3]실제로 도큐 백화점 본점은 맨 위에 식료품 매
장을 마련한 것이 있지만, 매장 면적이 한정되어 상품을 나르는 수고도 걸리는 바람에 그 후 지하
로 옮겼다.[3] 또 하나의 장점으로 지하철 역과 접속하고 지하 상가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혹은 지
하에 설치된 주차장과 직결되는 일에서 지하의 입점을 넘볼 것이다[3]. 그리고 식품매장에 모은 
고객을 위층으로 보내는 목적이 있다. 이를 분수효과라 부른다.[3] 단 기타센주 마루이나 카시와 
다카시마야, 토부 백화점 우쓰노미야점 등과 같이 1층에 스위트계 점포, 지하1층에 반찬과 신선 
식품 등을 분산시켜 배치하거나 또 지하에는 매장을 마련하지 않고 주차장이나 자전거주차장등의 
공간으로 1층에 식료품매장을 배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하가 아닌 데파치카도 몇몇 존재한다.
[최근의 경향] 
최근에는 데파치카의 기능(식료품)에만 특화된 백화점의 분점 형태도 늘고 있다. 이것들은 쇼핑 센
터 내의 대형 임대의 1개로 들어서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하 같은 예가 있다. 다이마루 푸
드 마켓(다이마루) : 라라 포토 요코하마점(현재는 폐점), 우라와 파르코점
다카시마야 푸드 메종(다카시마야):오오타카의 숲점, 신요코하마점
토큐 푸드쇼(도큐 백화점):후 타코타 마가와 라이즈 쇼핑센터점
도부 우쓰노미야 백화점:도치기점(토치기 시청 신청사 1층에, 식품·선물에 특화된 점포로서 출
점)
[각주]
1.^ 大丸松坂屋百貨店｜沿革
2.^ 日経ビジネス 「成り上がり」スイーツ、ラスクがデパ地下を救うワケ
3.^ a b c d 日本経済新聞 「デパ地下」　なぜ食品売り場は地下にある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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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 고메 임포리엄
출처) 레이디경향 , 2005.11.09 기사

장한 것과 아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데파치카는 델리의 강화와 도시락 판매의 

확대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국내 백화점에서는 이와는 조금 

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슈퍼마켓의 강화와 같은 것들이 함께 이루

어 진 것이다. 이미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식품관에 슈퍼마켓과 다양한 먹거리, 완제

품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2002년 새롭게 등장하였던 타워팰리스에는 단지내 상가

로 볼 수 있는 슈퍼마켓으로‘스타슈퍼’라는 프리미엄 슈퍼가 함께 개점하면서 식

품관에 대한 변화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 프리미엄 슈퍼마켓은 기존 백화점의 식

품관의 기능20)을 거의 유사하게 가지고는 있으나, 유기농을 전문으로 판매를 기본으

로 하는 것이었다. 한양아파트 단지는 자신들의 지

위가 유지될 유사한 슈퍼마켓을 욕망하였을 것이

고, 이에 2005년 8월, 갤러리아 명품관은 고품격 

전문 식품관 “고메 엠포리엄(Gourmet Emporium)”

을 새단장하고 오픈하면서 컨셉있는 식품관으로서 

백화점 식품관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고메 

엠포리엄은 미식가의 맛과 상품을 모아둔 공간이라

는 뜻처럼 오가닉 푸드 전문 매장을 특화하고 세계 

유명 델리와 청담동과 신사동 등에서 이름난 맛집 

14군데를 유치하여 만든 푸드코터 ‘퀴진 고메

(Cuisine Gourmet)', '반찬부티크’, 와인전문숍 

‘비노 494고메’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21) 특히 

1층 외부에서 지하1층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전용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

시설로서의 편의성을 높여주었다. 이들 식품관은 신선한 재료들을 공급하는 것은 물

론 저녁 시간이 되면 할인을 많이 해 주어,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인기가 점차 높아

졌고, 일상생활시설로서의 기능의 강화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식당가에 대한 변모들이 나타났다. 2003년 갤러리아백화점 생활관(현. 

WEST관) 5층에 위치하고 있던 푸드코트를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변화시켰다. 

2005년에는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의 식당가가 리뉴얼되었다. 신세계백화점은 8

20) 슈퍼마켓과 푸드코트 등의 식음시설들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한다.

21) 레이디경향, “트렌디한 식문화 공간으로 새단장한 백화점 식품관을 가다”, 2005.11.09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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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 위치한 식당가를 10층으로 이전하면서 확장하였고, 현대백화점은 테마형 푸드

코트를 설치하고 식당가에 해외유명 레스토랑의 지점을 개점하는 등 리뉴얼하였다. 

이처럼 먹는 것과 관련된 공간들에 대한 변화 및 고급화를 통하여 중산층의 일상생

활시설로 기능코자 하였다.

2) 현대백화점 옥상의 리뉴얼 ‘하늘정원’

 앞서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 아파트단지의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는 일상생활시설

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이 백화점의 옥상이었다. 이후 아파트 단지의 놀이

터가 보편화 되고, 특히 실내놀이터22), 키즈카페23) 등의 소비공간이 도시에 드러나

면서 실외 놀이터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소비시설로 나타난 실내놀

이터는 보모와 보육교사가 있어 주로 보호자는 유아를 두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공

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소비시설로 보호자가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

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영역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키즈카페이다. 키즈카페의 공

간적 특성은 유아와 보호자의 공간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키즈 즉 

유아는 보모가 있는 실내놀이터에서 놀고, 보호자는 간단하게 음료수와 음식 등을 

먹을 수 있는 카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졌다.24) 

또한 백화점 운영자 입장에서는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옥

상이 휴게공간으로 명목상 유지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백화점 옥상의 인기

는 다시 1990년대가 되면서 크게 부각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개장 초부터 옥상을 조각공원 및 휴식처로 사용하여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해 오던 

현대백화점은 2002년이 되면서“유럽풍 공원”을 주제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

식의 공원으로 변모하였다. ‘하늘정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새롭게 꾸며진 옥상정

원은 타일을 대신하여 넓은 잔디밭을 구성하였고, 대나무, 자작나무 등 나무 300여 

그루와 야생화로 가꾼 전원풍 야외카페와 쉼터 등으로 꾸며졌다. 이것은 현대아파트 

22) 실내놀이터는 미국에서 199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1996년부터 등장하고 증가
하였다.

23) 국내 최초의 키즈카페로 알려진 것은 신사동 데이지라는 곳으로 2002년에 개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실내놀이터와 키즈카페의 경우 유아의 보호자들에게 여가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지만, 실외놀이
터에서 유아는 보호자의 끊임없는 관찰이 요구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호자들에게는 오히려 힘든 
공간이 될 수 있다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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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의 자동차가 가득한 외부 공간에 대조되는 2000년 이후의 새로운 주거형식으로 

나타난 정원화, 공원화 된 외부공간으로 인해 중산층의 새로운 욕구의 공간으로 작

용한 것이다. 결국 새로운 형식의 아파트단지에 나타난 일상생활이 백화점 옥상을 

정원으로 변모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85년 개점 당시 “도시 속 자연, 자연 

속 궁전”을 표방해 오던 것은 이제 온전히 실제화 되었다.

이 공간은 강남 아줌마들 사이의  '명소'25)가 되었다고 기사화되고 있으며, 블로거

들에 의해 장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된 옥상정원은 오히려 주변 아파트

단지 중산층들을 위한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강화시켰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이다. 즉 2000년대 새로운 중산층의 아파트단지에서 나타난 외부공간의 공원화는 

일상생활시설의 근린공원이 주거지 내에 편입 시킨 것이었고, 이러한 상황을 수용할 

수 없던 현대아파트단지 내 거주민을 위하여 백화점이 옥상을 변화시킴으로써 근린

공원을 가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15 . 현대백화점 옥상정원(좌. 1985년 모습  / 우.2013년 모습)

3) 문고·도서관의 대체 시설 포함

신세계백화점 주변으로는 압구정동보다 더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이들 모두 영동지구개발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물로 문고의 설치가 어려우며, 

도서관의 건립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세계백화점은 센트

럴시티라는 엔터테인먼트쇼핑몰과 함께 개점하였다. 몰이라는 쇼핑공간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의 상황 속에서 키테넌트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다. 이때 주로 이

용되었던 것이 바로 멀티플렉스와 대형서점이었다. 특히 대형서점은 앞서 언급하였

지만, 도서관에 대한 욕망이 소비와 결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당시 센트럴시

25) 매일경제,“백화점 옥상 도심공원 변신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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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 
현대백화점 5층에 위치한 

북카페 (2004년)

티에는‘영풍문고’가 개점하였었다.26) 백화점에 서점이 들어서는 것이 이때가 처

음은 아니었고 물론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온전한 내부에 서점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백화점공간과 연속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입지적 특징을 가지고 있

기에 백화점에 드러난 시설로 이해하고자 한다.27) 하지만 함께 나타난 서점의 공간

적 변화에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책을 진열하는 곳이 아니라 곳곳에 의자

나 휴게공간을 배치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에는 2004년 북카페가 등장하였다. 이미 

이전에 문고라는 시설에 대응하고자 이벤트로서 책을 대

축해 준 경험이 있었지만, 공간적인 대응은 없었다. 

2000년 이후 강남지역에는 일부의 도서관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홍대 주변의 도시의 소비공간으로 북카페가 

나타나고 있었기에, 일상생활시설로서 도서관 기능에 대

한 요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현대아파트단지에서 도보권으로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있

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04년에는 현대 백화점에서는 

서점과 카페가 결합한 북카페가 옥상정원 한 쪽에 개설

되었다. 바뀐 옥상정원과 북카페는 새로운 일상생활의 

모습을 대변한다. 북카페는 반디앤루니스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 도서관이 진화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그림4-16]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일반 서점이 부문별로 공간이 구획되어 있고, 복잡한 것이 비하여 마치 개인의 

서재처럼 구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다. 이 북카페는 2008

년까지 유지되었는데, 2009년에는 현대아파트단지 내 주민자치센터에 마을문고가 

설립되면서, 현재에는 고객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물론 서점의 규모가 작은 상황

이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겠지만, 일단 마을문고라는 대

체 지역시설이 등장하였고, 이를 또 다른 방향으로 이해해 보면, 도서관을 대체할 서

점보다는 휴식공간에 대한 욕망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점일 것이다. 

26) 서점이 문고나 도서관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다음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일보, “영풍문고 강남점 단골 박미임씨 모녀”, 2000.09.0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
0024749)

27) 실제 이제 이 공간은 신세계백화점의 운영권 내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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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IP라운지의 설치

중산층의 집단적 거주지를 상징하던 압구정동에 위치한 갤러리아백화점은 도시의 

중심지, 혹은 다양한 도시 흐름의 교차지라고 하는 입지적 특성이 무시된 특수한 사

례임을 앞서 3장에서 밝혔다. 이렇게 접근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해당 백화점들이 그 

주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계층의 일상생활의 공간이 될 수 있게 한 주요 원

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반해 2000년에 개점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분명 앞서 

강남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두 백화점과 다른 교통인프라의 상황 속

에 놓여 있다. 강남신세계백화점은 고속터미널과 연결되어 있으며, 3개(개점 당시에

는 3호선과 7호선의 2개 노선의 환승역이었음)의 지하철노선이 중첩되어 있어 서울

시 내에서도 흐름의 집적이 가장 심한 곳28) 가운데 하나이다. 

그림 4-17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이용 범위
출처 : 본인 작성(지하철과 도보 이용 시 10분 이내 거리 중심으로 작성)

이것은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넓어짐을 의미한다. 근린주구 계

획에서 일상권의 범위는 넓게 도보 10~15분 이내의 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될 

수 있지만, 현대에서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발달과 자가용의 보편화로 인해 이들을 

28) 서울시 지하철 노선에서 3개 이상 노선이 환승하는 역으로 고속터미널역, 상봉역, 동대문문화공
원역, 디지털미디어역, 종로3가역 등이 있으며 4개노선이 환승하는 역은 공덕역과 왕십리역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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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도보와 동일한 시간 15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까지도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29) 이것은 데이비드 하비가 지적한 ‘시공간의 압

축’과 일치하는데, 시공간의 압축은 일상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백화점이나 갤러리아백화점의 상황과 동일하게 신세계백화점의 주변으로도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일상생활 공간과는 근접함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속버스터미널 상가(현.고투몰)을 통하면 몇 번의 계단의 오르내림이 있

어도 연속적인 실내 공간을 통해서만으로도 신세계백화점까지 이동할 수 있다. 하지

만 흐름의 집적지라는 특수성은 다른 주거지의 일상공간의 범위를 연장 및 확장시켜 

줄 수 있으며, 이것은 ‘강남’이라는 권역을 넘어서는 것임을 위의 그림 [4-17]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도보 10분이라고 할 때는 반경 1km이내의 공간에 불과하

던 것이 지하철을 이용하면 고속터미널역으로부터 10분 거리에 있는 역으로는 3호

선 금호역과 도곡역, 7호선 숭실대입구역과 청담역, 9호선 노들역으로 최대 4.8km

까지 그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고객의 확보라는 측면에

서 신세계백화점의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현대백화점이나 갤러리아백화점에 비하면 

주변 아파트단지의 일상생활공간의 지위를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도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포자이

반포래미안퍼스티지

한신아파트

 백화점

그림 4-18 . 고투몰-신세계백화점-센트럴시티의 지하1층 공간 관계
출처. 네이버지도 실내지도

이와 더불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교통 흐름의 집적지일 뿐 아니라, 소비시설의 

집적지이기도하다. 신세계백화점 지하1층을 중심으로 고속터미널상가(고투몰)와 센

29) 특히 미국 교외쇼핑센터가 주거지에서부터도 30분 이상 차를 타고 가야하는 상황과는 대조적인 
측면이 바로 지점이다.



157

트럴시티라고 하는 몰이 결속되어 영화관, 대형서점, 쇼핑시설과 일부 식음시설들이 

모여 있다. 이 역시 다양한 층위의 소비시설들이 집적하면서 백화점과는 다른 분위

기의 공간과 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것의 또 

다른 의미는 백화점의 이용객들의 다양한 층위의 혼재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실재로

도 지하1층의 식료품관은 어느 백화점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고속터미널상가에는 

제대로 된 식음시설이 없기에 이곳의 이용객들과 젊은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센트럴

시티의 이용객, 그리고 백화점의 이용객 모두 백화점에서 상대적으로 식음비의 지출

이 낮을 수 있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푸드 코트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신세계백화점을 이용하는 주요하고 특수한 계층에게는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 수 도 있기에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었을 것인데, 2000년 개점 당시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대한 모습이 아파트단지에서 나타나고 있었고 이와 유사한 공

간적 대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1999년 분양을 시작한 타워팰리스는 분

양 시기에서부터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였으며, 2002년 입주를 시작하

였지만, 최고급의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게이티트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었다.30) 따라

서 백화점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적인31) 백화점의 공간들을 이제 멤버쉽을 

부여하여 특정한 계층에게 입장권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32)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백화점이라는 거대한 자본은 소비자의 매출액에 따라 등급과 혜택

을33)을 정하고 있는데 강남지역에서 VIP34)35)로 분류되는 이들은 그 지역민들일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게 라운지라 불리는 특정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

는 것이다. ‘봉 마르셰’는 백화점의 모든 고객, 즉 모든 입점객들이 이용할 수 있

는 휴게공간에 간단한 음료와 쿠키 등을 준비해 두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서

비스가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간에 마련되고,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는 

형태로 변모한 것이다. 이곳은 잘 꾸며진 카페를 연상시키며, 유니폼을 입은 2~3명

의 여자 직원들이 다과와 음료를 준비해 주며, 머무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은 채 시

30) 이러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속성으로 인하여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도 
구할 수가 없다. 일반아파트단지는 부동산, 혹은 거주민에 의해 인터넷상에 다양한 사진과 정보들
을 구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타워팰리스는  관련 정보의 접근에서부터 배제되어 있다.

31) 여기서 공적이라고 함은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지극히 객관적인 사
실을 의미한다. 

32) 우수고객에게는 별도의 멤버쉽 카드가 발행되고, 라운지 입구에서 카드를 인식을 통하여 인증 후 
라운지로 입장할 수 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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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보낼 수 있다. VIP라운지 그 자체는 게이티드 된 공간이지만 실제 이들이 타워

팰리스에 나타난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주거지의 경계 안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유사한 소비적 수준을 가진 경제적 동질집단을 위한 게이티드 공간이 등장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또한 이 공간은 표면적으로 백화점에 드러나는 것이지만, 실제 이

들을 위한 개별적인 음악회, 여행, 강좌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 게이티드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을 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후 백화점에서 VIP라운지는 주요한 공간적 전략이 되어 2002년 현대백화점 무

역센터점 및 기타 롯데백화점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분명 이것은 백화점이 

아파트단지 중산층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었

등급 혜택

롯
데

에비뉴엘
- 전점, 에비뉴엘, MVG 전용주차장 무료이용 및 발렛파킹
- 롯데카드구매시 5% 특별할인
- 에비뉴엘 전용라운지

- 면세점 VIP 할인혜택
- 월간지 <애비뉴엘> 정
  기구독 
- 기념일, 명절 선물 
- 롯데문화센터 50%할인 
- 롯데호텔 할인

MVG
- MVG전용주차장 무료이용 및 발렛파킹(관악, 안양, 중동 
상인점 제외)
- 롯데카드구매시 5% 특별할인
- MVG 전용라운지

신
세
계

트리니티
- 5%상시할인, 식품관 3%할인, 신세계아카데미 50% 할인
- 전용라운지 및 VIP라운지 이용
- 조선호텔 VIP멤버쉽 혜택
- 웰컴기프트증정

- 발렛 파킹 및 무료주차 
- 생일, 명절 선물 
- 테마이벤트 초청
-격월간지<S-Shinsegae  
  Style> 정기구독

퍼스트 프라임 - 5%상시할인, 신세계아카데미 50% 할인
- 퍼스트라운지 및 멤버스라운지 이용퍼스트

아너스 - 5%상시할인, 신세계아카데미 50% 할인
- 멤버스라운지 이용

로얄 - 5%상시할인, 신세계아카데미 50% 할인, 테마이벤트 초청

현
대

쟈스민
4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음

- 전점 클럽 쟈스민라운지이용
- 무료주차, 발렛파킹
- 무료주차(3시간/일), 발렛파킹(월1회)
- 플래티늄 데스크 음료서비스
- 플래티늄 데스크 음료서비스
- 1개점 무료주차(2시간/일)

표 . 국내 주요 3대 백화점 우수고객 혜택

34) 마케팅 용어 가운데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이는 이탈리아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였
던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 1848~1923)가 제시한 이론으로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80:20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백화점에서도 20%의 
핵심고객이 전체 매출의 80%를 기여한다는 원칙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35) 롯데백화점 본점 상위 1%VIP 고객의 소비특성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VIP 고객은 약 5,000명 
정도인데, 1회 방문에 2가지 정도의 제품을 구매했으며, 구매하는 상품의 개별단가는 22만원, 한
달 기준으로 약 7.7회 방문하며 360만원 정도 구매하고 있는데, 이들의 1%가 전체매출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었다. 출처) 정종철, 「VIP 마케팅 전략의 현황과 개선방향」, 전남대학교 산
업협력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08,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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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서만큼은 2004년이 되어서야 나타났다. 현대백화점 압

구정점의 경우 규모면에서 월등히 작았기 때문에, 판매공간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하

기 어려웠을 것이며 2002년 마련한 옥상정원의 카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결국 VIP라운지의 중요성이 커지자 2004년에 설치하

였다. 이후에도 VIP라운지는 계속 확대되어 현재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의 VIP라운지

는 5층 영업면적의 1/4정도의 넓은 면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림 4-19 . 백화점 VIP라운지의 풍경

그림 4-20 .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5층

■로 표시된 공간들이 VIP라운지임.

  그림 4-2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9층

■로 표시된 공간들이 VIP라운지임.

특히 백화점에 나타난 VIP라운지는 해외에서 유례가 없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므

로 더욱더 아파트단지와의 관계 속에서 백화점의 변화양상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시

켜 준다. 즉 2000년 전후 세계적으로 공항을 중심으로 VIP라운지가 등장하고 있었

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백화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패션을 중심으로 백화점

이 운영되는 미국이나 파리의 경우에도 VIP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지만, 카페를 대체

하는 라운지는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예약에 한해 퍼스널 쇼퍼(Personal Shopper)

를 이용할 수 있으며 VIP라운지와 유사한 공간에서 상품들을 구경할 수 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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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2007년경이 되어서야 VIP라운지가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백화점을 참조점

으로 한 것이다. 이처럼 백화점이 VIP라운지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아파트단지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났던 게이티트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이것

은 단순히 공간을 형성시켜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VIP들만을 위한 특별강좌를 마

련하여 그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VIP라운지는 그러

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공간적 표출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거주한다는 사실보다는 같은 소비적 수준, 문화적 수준을 가지

고 있는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중산층의 욕망이 드러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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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반포 자이·래미안과 강남의 백화점

2000년을 전후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아파트단지 내에 포함되어 하나의 상품

으로 구성되자, 입주자들은 그들의 자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폐쇄적인 단지를 

구축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 아파트단지의 새로운 형식의 시발점

이 되었다.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고급주거를 표상하면서 등장하였고, 2002년 목동에 

현대가 건립한 주상복합건물에는 백화점이 함께 계획되었고, 2008년 건국대학교의 

운동장부지였던 곳에 아파트단지 및 상업시설과 주상복합이 건립되면서 아파트, 노

유시설과 롯데백화점과 쇼핑몰(멀티플렉스 포함)이 함께 계획되었다. 이제 이러한 백

화점이 일상 공간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그들의 일상을 재현코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화의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나타난 2000년대 전후의 아파트단지가 새로운 일

상생활을 가능하도록 한 상황을 신세계, 현대나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보전해주고자 

했음을 4.2.3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신세계백화점 주변에 위치하고 있던 1970년대 

아파트단지들이 재건축되어,36) 아파트단지 내의 일상생활들은 더없이 풍족해졌고, 

이러한 아파트단지와 백화점이 다시 도시공간적으로 결합하게 된 것이다. 재건축 아

파트단지 가운데 중심이 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역세권이면서 도보로 백화점 10분

권 내에 있는 아파트들로37) 반포 자이와 반포 래미안이 대표적이다. 영동지역 개발

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동안 거의 이루어졌기에 2000년을 넘어서면서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재건축아파

트는 압구정동·청담동이라는 중산층 주거지로의 강남의 사회적 경계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포 래미안과 반포 자이에는 새로운 중산층들이 집중되고 있

다.38) 반포 자이를 대표로 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39) 

36) 재건축 단지로는 반포래미안퍼스티지 2,444세대, 반포 자이 3,410세대, 잠원 브라윤스톤 83세
대, 반포리체 1,119세대가 있고, 재건축되지 않은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37) 현재 고속터미널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가 압구정동
보다 높다. 관련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중앙일보, “[이슈 클릭] 동별 전셋값 1위
는 역삼동, 아파트로는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2013.11.27

38) 이 재개발아파트단지들의 거래가는 현재 그들의 지위를 대변할 것인데,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2013년 기준 강남3구 아파트 가운데 반포 래미안퍼스티지의 단위면적당 전세가가 
최고가에서 거래되고 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242215&cloc=joongang|article
|related_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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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 반포 자이 전경
출처. 한국경제 신문

반포자이는 반포주공3단지의 

재건축의 결과물로 3,410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등장하여 2009년 

입주를 시작하였다. 본래 반포주

공 3단지는 69㎡, 84㎡의 중소

형으로만 구성된 2,400가구의 단

지였지만 재건축을 통하여 단지

의 규모 및 단위세대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개방감을 극대화하

기 위하여 44개의 타워동으로 구

성되었으며, 세대구성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최소 84㎡에서 최대 301㎡로 단지 전

체가 중대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산층 거주지의 요건을 마련하였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이전과 다른 일상생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시작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공사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었던 지하주차장이 보편화되고, 지상에는 자동차 통행이 없는 공원으로 계획

되었으며 복리시설들이 강화되어 온 상황이었고 앞서 살펴본 대로 주상복합에서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로서의 주거단지가 등장하였다.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이 

두 양상이 결합되어 나타났다. 자이안센터40)라고 하는 입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계획

되어, 그간 압축적으로 나타났던 단지 내 복리시설들이 더없이 풍부하게 나타났으

며, 이들 시설 입구에서는 입주증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게이티드 커뮤

니티시설이 되도록 하였다. 단지 내부에는 2.4km에 이르는 산책로와 다양한 나무와 

수(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초등학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아파트단지는 그들

만의 새로운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이자 지위를 표출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39) 이러한 양상은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도 나타난다. 두 백화점 모두 주변의 
아파트단지들이 재건축되었는데, 잠실점은 본래 테마파크, 쇼핑몰, 스포츠센터 등과 결합한 대규모 
복합시설인데, 재건축아파트들이 확장되면서 대형마트와 전문점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유명 음식점
들이 포함되고도 있으나, 강남점의 경우에는 규모적인 측면과 일상생활의 대응적 측면이 미비하여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현대백화점의 무역점이나 잠실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40) 자이안센터는 약 9,000㎡ 규모로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포함), 수영장, 고급 피트니스센터, 사우
나, 어린이실내놀이터, 실버룸, 키즈룸, 독서실, 게스트룸, 클럽하우스, 까페테리아, 테라피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입주민 인증 과정을 통과해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이갤러리에서는 주기적으
로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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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 반포 자이 조감도 및 단지 내부 복리시설

신세계백화점은 아파트단지와 근접성을 가지고 시작하긴 했지만, 아파트단지의 경

계부에 있던 현대백화점이나 경계 내에 위치한 갤러리아와는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

다. 하지만 이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새로운 중산층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신세계

백화점이 아파트단지 일상생활권에 온전하게 편입되었다. 물론 재건축이전에도 아파

트단지가 위치하고 있었으나,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재건축을 통하여 새로운 중산층

의 거주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세계백화점은 반포 자이에서 축소되어진 일상생활시설로서의 상점이

나 음식점, 슈퍼마켓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이것은 다시 주변의 백

화점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렇게 새로운 형식의 아파트 단지가 나타나기 전까

지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 단지는 중산층의 지위를 상징해 왔지만, 새로운 아파트 

단지 내 드러난 복리시설이나 지상공원화 등의 모습은 자신들의 공간 속에서 구현하

기는 어려웠다. 대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현대와 갤러리아백화점에 나타난 일부의 

변화들은 그 주변 아파트단지에 나타난 새로운 일상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주는 역

할을 지속해서 수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

다.

1) 식품관과 식음시설 관련 변화

반포자이의 자이안센터처럼 복리 및 커뮤니티시설이 복합되어 하나의 건물로 나타

났지만, 이들에게 슈퍼마켓, 근린생활시설, 음식점과 같은 일상생활을 위한 소비시

설들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결국 백화점에서는 이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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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 신세계백화점 딘앤델루카

변화가 나타났는데, 아파트단지에 구현된 일상들에 드러나지 못한 부분과 차이에의 

욕구가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식품관 및 식음과 관련된 리뉴얼들이 이 시

기에 많이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은 2009년 체험형 식품관으로 

리뉴얼하였고, 2011년네는 ‘딘앤델루카’라

는 프리미엄 식품관인 입점하였다. 딘앤델루카

는 세계 각국의 엄선된 고급 식재료와 차별화

된 조리식품, 패키지 푸드 등을 제공해주었다. 

이 고급 식품관은 뉴욕 소호의 문화적 아이콘

으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드라

마 ‘섹스 앤 더 시티’의 배경으로 등장하여 뉴요커의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곳

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 딘 앤 덴

루카가 가진 기호를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 중산층의 욕구에 잘 부합할 수 있다.

 

그림 4-25 . 갤러리아백화점 고메이 494

그림 4-26 . 갤러리아백화점 Roof Top의 테이스팅룸

2012년에는 갤러리아백화점이 고메이 엠포리엄을 발전시킨 고메이494를 입점시

켰다. 이것은 식품마켓(Grocery)과 식음시설(Restaurant)을 유기적으로 접목한 국

내 최초의 '그로서란트(Grocerant)' 콘셉트 매장을 추구한다. 고메이 494의 영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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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523㎡가 확대된 3,227㎡이며, 식음공간의 구성비가 전체면적의 57%로 강화하

여 좌석의 수가 113석에서 300석으로 증가하였다. 식품관이 단순히 식품과 관련된 

상품을 사는 곳이 아니라 식음 공간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식품관 매장과 서울 곳곳

의 맛집 위주 23개 입점 레스토랑을 연결해 직접 구입한 고기를 바로 옆 레스토랑에

서 먹을 수 있게 해 주었고, 구입한 식재료를 다듬고 구워주는 '컷앤베이크(Cut & 

Bake)'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원스톱' 식문화 서비스를 선보였다. 15년 이상 같은 콘

셉트를 유지해 온 식품관의 정형을 바꿔 신개념 공간을 제안하면서 "최고급 재료를 

사용한 '푸드 부티크'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에는 옥상에 ‘테이스팅룸’

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의 음식점이 문을 열었다. 이 자리는 1980년대까지 위치하

고 있던 어린이놀이터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욕구들은 이미 실

내놀이터와 키즈카페 등으로 대체되었고, 식음과 관계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상

생활시설을 배치하였다.

 

식품관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하게 나타난 것은 식음공간에 관련된 것이다. 2009

년 신세계백화점은 명품관 내에 페이야드라고 하는 베이커리를 입점시키는 실험을 

실행하였다.41) 앞서 딘 앤 델루카가 그랬듯 페이야드도 미국의 인기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 등장한 여자주인공 캐리가 좋아했던 뉴욕의 고급 디저트 카페이다.  

42) 이후 2012년에는 신세계 강남점 6층 남성 명품관에 있는 카페를 마련하였고, 매

장과 매장사이의 통로를 마치 노천카페처럼 문 전체를 열고 닫을 수 있게 하였으며 

테이블은 이들 공간을 점유하였다. 이러한 풍경의 효과는 명품관이 가지고 있는 매

장의 쇼윈도가 혹은 파사드로 인해 거리의 풍경을 재현해 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남성용 전문점이라는 특수한 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 때문에 공간의 인

지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이 공간에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이것은 

이 공간이 가진 공간적 지위(명품관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아우라와 남성용전문점이

라는 덜 번잡한 공간)를 일반적인 가격보다 훨씬 높은 음료나 베이커리를 구입하고 

자리를 점유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지위로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41)머니투데이, “롯데백화점, 패션형 두프공간 ‘패리쉬’ 오픈”, 2002.10.24 기사에 따르면 소매
매장에 카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카페는 간단히 요기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신세계 백화점에 등장한 페이야드는 명품관이라는 백화점내에서도 특수
한 공간적 지위가 있는 곳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주목해야한다.

42) 쿠키뉴스, “명품관에 진출한 ‘뉴요커풍빵짐’... 신세계강남점 리뉴얼 ‘페이야드’입점”,
 2009.05.18 페이야드는 2008년 신세계 본점에 먼저 입점 되었었는데, 이때 VIP전용 트리니티라
운지 옆에 위치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운영했던 카페보다 6배가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166

속성은 게이티드된 공간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입주증이 가진 소비기호와 음료와 

베이커리를 구입하는 행위에서 얻는 효과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4-27 . 신세계 강남점 페이야드(좌.2010년 모습 우.2014년 모습)
출처) (좌)blog.naver.com/vdparis  (우)blog.naver.com/puresky706

●

그림 4-28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6층 남성관에 위치한 베키앤누보

이처럼 해외 유명한 카페나 식품관을 유치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최근에는 국내의  

유명 빵집 및 음식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시설이라고 하더

라도 새로운 것을 찾고자하는 중산층의 욕망이자, 차별화를 선호하는 기호 때문이

며, 백화점의 방문 이유가 된다. 오히려 백화점의 패션과 관련한 상품들은 직구43)라

고 하는 새로운 유통채널로 인하여 판매율이 낮아지는 반면, 이처럼 먹는 것들과 관

련한 부문의 매출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는 식음부문만큼 일상생활을 점유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게 본다면, 아파트단지 내의 일상생활시설들이 

커뮤니티 시설로 통합되어 풍부해진 반면, 상가 등이 축소되면서, 백화점에 대한 의

존도를 높혔기 때문이고, 결국 백화점들은 이들 중산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식품관 및 식당, 카페 등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43) 직구는 직접구입이라는 용어의 줄임말로, 최근 인터넷을 통한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행
위를 뜻한다. 해외 쇼핑포털사이트나 해당 브랜드의 쇼핑몰, 백화점 쇼핑몰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
고, 배대지라고 하는 배송대행업체를 통하면 7~10일 안에 내가 구매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백화점 상품은 피팅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 매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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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 갤러리아백화점 애슐린브띠크

그림 4-30 . 센트럴시티 내 반디 앤 
루니스(2013)

2) 문고와 관련된 시설

2013년 갤러리아백화점에서는 ‘애슐린 

부티크’가 EAST관 3층에 문을 열었는데, 

애슐린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 잡지 

및 관련서적 및 차를 파는 특수한 형태의 북

카페이다. 이 공간은 앞서 신세계백화점 지

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형서점보다 

공간의 규모가 작고, 진열된 책의 수가 작아

서 사실상 공간의 정체가 모호하다. 부티크

라는 명칭 속에서 이곳에 대한 지위가 이미 

부여되어 있지만, 특수한 계층을 상정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도서관이나 문고와 

같은 공간에 대한 요구는 동일하지만 역시

나 차별적인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욕망은 

새로운 형식의 공간을 구현되어 나타난다. 

앞서 설명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엮여있

던 영풍문고는 2012년에 반디앤루니스44)라

는 업체로 변경되어 재개점하면서 좀 더 자

유로운 분위기를 구성하는 것으로 변화되었

다. 이는 새롭게 등장한 중산층 아파트단지

인 반포 자이에서의 일상생활을 소비화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영풍문고

는 문고나 도서관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제 이미 단지 내 제도가 규정한 

문고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욕망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반디앤

루니스에는 책을 좀 더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공간들과 카페 등을 마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의 서점이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단지의 

일상생활시설로 역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4) 반디앤루니스 홈페이지에서 센트럴시티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서울의 관문에서 문화의 관문으로”.
 반디앤루니스 센트럴시티점은 최첨단 도서검색 시스템과 넓은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에게는 
엄마, 아빠와 함께 책을 고르며 즐거워하는 공간으로, 연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책을 
고르고, 설레며 기다리는 약속장소로, 직장인에게는 다가올 앞날의 성공과 행복을 준비하는 공간
으로 저자와의 만남, 강연회, 전시회,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연중 상시 개최하여, 서울의 관
문 센트럴시티에서 문화의 관문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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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중산층 일상생활과 백화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백화점에 나타난 소매판매 이외의 공간적 특징들이 아

파트단지에 구현된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방향이 결정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1) 아파트단지에 구현된 일상생활에 

대응 2) 새로운 아파트단지에 구현된 일상생활의 보전(補塡) 3) 광역적 지역시설을 

통한 새로운 일상생활의 제공의 측면으로 설명하겠다.

1) 아파트단지에 구현된 일상생활에 대응

이미 아파트단지 내에 일상생활을 위한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에 대한 불만족은 백화점 내의 일상생활 시설들을 변모시키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시설로 배제되었던 시설들에 대한 욕구 역시 백화점 내 일상생활 시설

들을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1970년대 아파트단지들을 민간건설사에 의하여 축약

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에 구현된 일상생활에 더 고급화된 공간과 

시설로 일상생활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양쇼핑센터는 개점 당시에 아파트단

지에 축소되어져 나타나야할 시장이나 상가가 부재하였고, 결국 다양한 근린생활시

설들을 포함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2008년 나타난 아파트단지와 백화

점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반포자이에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들이 등장해 있

었지만, 상가의 기능은 축소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백화점은 식품관이나 식

당, 카페와 같은 공간들을 확장하고 있다. 

2) 새로운 아파트단지에 구현된 일상생활의 보전(補塡)

2000년 이후 새로운 형식의 아파트단지에 구현된 일상생활들은 제도가 축소됨에

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가 소비재로서 가치상승을 위하여 일상생활을 풍부하게 해 

줄 부대·복리시설을 마련해주고 있다. 지하주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아파트단지는 

공원으로 조성되었고, 분명 욕탕시설이 없는 아파트단지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공동(공중)목욕장은 설치된 아파트단지가 거의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

서 1994년 조항자체가 삭제되었다. 그런데, 사우나로 이름 붙여진 시설이 아파트단

지 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어린이놀이터는 면적에 대한 부분이 제도에 남겨져 

있지만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을 설치할 것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다양한 형식의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운동시설 역시 최소의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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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여 테니스장 마련에 머물고 있던 것이 실내골프장, 피트니스클럽 등으로 확대

되었다. 이런 시설들은 이제 커뮤니티시설로 단지 내에서 하나의 건물에 통합되어 

나타났다. 1970년대 건립된 아파트단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다. 단지 외부는 이미 주차장으로 포화된 상황이며, 커뮤니티 시설들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백화점에서는 이런 특정 부분에 대하여 대응하고자 해 왔다. 이에 해당

하는 것이 바로, 북카페, 옥상정원의 변화, VIP라운지, 매장 내 위치한 카페 등이다.  

3) 광역생활시설을 통한 새로운 일상생활을 제공

백화점은 비단 일상생활을 위한 지역시설들을 포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 

문화센터와 소극장, 멀티플렉스와 같은 등의 광역생활시설을 포함하여 문화적인 측

면의 강화하고자 하였다. 광역적 생활시설들을 이들은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하겠지만, 사실상 이와 같은 광역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에는 일상생

활을 재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문화센터, 소극장, 멀티플렉스는 시

간표에 근거하여 프로그램들이 작동하는 곳이다. 따라서 특정한 강좌를 듣기 위하여

서는 주기적으로 백화점을 방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의 방문은 결국 다른 소

비를 촉진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45) 

결국 백화점은 아파트의 일상생활을 보완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해 왔기에, 결국 

소비재로서 아파트의 공간분화 과정과 백화점의 공간분화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매우 폐쇄적으로 보이는 백화점들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변화의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백화점이 중산층의 일상생

활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백화점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매출

을 높이고자하는 목적 때문이다. 즉 단순히 백화점에서 특별하게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상품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매일 백화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마케팅에서는 샤워효과, 분수효과라고 하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간들이 지하1층과 최상층에 배치하도록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통한 흐름의 분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과 관계한다.

45) 최근에는 유모차족으로 불리는 엄마와 아이의 문화센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이들
을 문센족이라고 칭하고 있다. 문센은 문화센터의 줄임말이다), 문화센터에서 아이를 위한 프로그
램을 듣는다는 것보다, 육아로 힘든 주부들을 백화점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이들만의 커뮤니
티가 형성되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연관 사건들을 통하여 매출을 진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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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강남 중산층의 일상생활이라는 기호의 부여와 확산

4.3.1 강남 중산층의 일상생활의 기호로 백화점

유통시설이자 판매시설로 백화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

되어진다.46)

1)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취급상품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일괄구매(0ne-stop 

shopping)와 비교구매가 가능하다.

2) 백화점의 상품은 자체의 검사를 통과한 양질의 것이며, 교환 반품, 수리가 가능하기

에 고객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3) 백화점은 판매와 동시에 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행을 창조하고 보급하여 소

비자의 욕구에 부응한다.

4) 쾌적한 쇼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백화점은 

단순히 물건만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즐거움을 함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볼거리를 제

공하고 냉난방시스템, 주차장, 휴게실, 이벤트홀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생활문화의 전당으로 생활문화를 제안하여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한다.

이 가운데 5)의 항목은 앞서 설명한 전생활백화점이 가지는 표면적인 목적이 될 

것이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쇼핑이라는 행위에 중심을 두지만 이외의 도시의 

광역생활시설들로서 가능한 문화, 복지, 스포츠 등을 포함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백화점은 다양한 상징을 갖고 있는 기호

이다. ‘소비의 전당’이라는 본래의 의미에 더해 ‘도시오아시스’, ‘입장료 없는 

생활유원지’,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등 다양한 상징성이 있다.47) 하지만 백화

점이 다른 판매시설과의 가장 큰 차이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보들리야르가 이미 

지적하였듯이 “백화점에서 기초적 컨셉트는 바로 ‘분위기’이다.”(Baudrillard, 

1988, 31) 따라서 백화점 상품공급자들은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요인들을 코드화하기보다는 단지 분위기를 창출하면서 구매의 충돌을 느끼게 한다. 

‘분위기’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고, 현대인들은 바로 이 ‘참여’

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갖는다. 특히 백화점은 탄생 그 순간부터 분위기에 대한 고민

의 결과물들이었다. 백화점은 박람회가 상시적인 것으로의 변용된 것이고,48) ‘빛과 

46) 5개로 정리해 놓은 백화점의 특성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김병도, 주영혁, 『한국 백화점 역사』, 2006, 서울대학교 출판부, p.10 

47) 김인호, 『백화점의 문화사-근대의 탄생과 욕망의 시공간』, 살림, 2006,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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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결합을 가능하게 철과 유리의 사용에 의 투명한 디스플레이는 모더니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선의 스펙터클 공간은 박람회에서 사람들이 경험한 것

과 동질한 것이었다.49) 이후 전기를 이용한 인공조명으로 밤에도 스펙터클한 효과를 

만들어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이었다.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품의 

진열방식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으며, 인테리어의 변화에도 민첩하게 대응한다. 즉

‘백화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백화점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바로 그 이미지를 기호화한 것인데 대개 화려함, 깨끗함, 고급스러움, 다양

함, 새로움, 행복함 등의 긍정적인 것들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호를 소비하기 위하

여 백화점에 가는 것이다. 따라서 백화점은 이런 수식어와 어울리는 공간이어야 한

다.50) 서울 4호선 이수역에 위치한 태평백화점과 브랜드백화점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단순히 ‘백화점’이라는 이름만을 듣고 그 곳을 방문했을 

때, 브랜드백화점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시시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세계

와 롯데 양자의 비교에서도 더 ‘백화점답다’는 의미에는 보통 신세계를 떠올린

다.51) ‘백화’라고 하는 본연의 기능에 더 충실한 브랜드는 사실 롯데이다. 하지만 

백화점이 단순히 많은 상품을 취급한다는 그 사실 보다는 그 곳이 가지고 있는 고유

의 분위기가 더 중요한데, 롯데는 MD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느껴진다

는 평이 일반적인 것은 각기 백화점의 브랜드마다 다른 기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백화점을 선택하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

백화점의 선택 요인에서 중요한 것은 교통과 관계된 접근성의 문제로 알려져 있지

만, 자가용이라는 개인의 이동이 더욱 편해진 상황 속에서는 브랜드별로 가지는 분

위기와 이미지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위기에 대한 비교는 다른 업태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바로 대형마트와 백화

점이 비교될 수 있다. 대형마트는 백화점에 대적하는 업태로서 식료품과 슈퍼마켓의 

48) 요시미 순야, 『박람회-근대의시선』, 이태문 역, 논형, 2004, p.106

49) 요시미 순야, 『박람회-근대의시선』, 이태문 역, 논형, 2004, p.106

50) 사실 이러한 기호로 가득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백화점이 노력은 ‘통제’에 기반하고 있어, 통
제의 공간으로도 이해된다.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과 친절한 미소, 그리고 고전적 디자인의 차용을 
통한 압도적인 분위기(이는 고급스러움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그 고급스러움이 익숙하지 못한 사
람들에게는 압도적인 분위기로 느껴지도록 한다), 개별 브랜드의 표출방식의 통제 등 모든 공간이 
통제에 기반하고 있다.

51) 동아일보, “[백화점 비교평가]‘후발’ 신세계 서비스 선두”, 2000.11.8 
 시사저절, “에비뉴엘은 세련됐고, 신세계는 친절했다”, 20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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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강화하여 나타난 업태였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점차 백화점을 모방하여 마트

에서 이제는 의류 및 잡화 등을 다양한 부문으로 상품의 영역을 확장하였고, 백화점

의 고유성이라고 생각되어지던 문화센터도 개설하고 있다. 하지만 백화점이 가진 특

수한 분위기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기에 유사한 상품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있어도 

백화점의 분위기는 확실히 더 특수하다. 아래 대형할인점의 식료품관과 백화점의 식

료품관을 비교해 볼 때 동일한 물건을 취급하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분위기의 차이

는 쉽게 인지할 수 있다. 

그림 4-31 . 이마트 식품관
  

그림 4-32 . AK백화점수원점 프리미엄식품관

그림 4-33 . 창고형 할인점의 내부 
- 높은 진열 및 보관

  
그림 4-34 . 대형마트의 내부

- 낮은 진열장과 시식코너

특히 국내 소비자들은 분위기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형할인점

이라는 업태가 등장할 당시에 프랑스에서 온 ‘까르푸’, 미국의 ‘코스트코’가 오

랜 역사를 자랑하며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해외에서 온 것들에 대한 선호도

가 높았던 우리나라였지만 결국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 의해 까르푸는 철수하게 된

다. 까르푸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현지화실패로 일컬어지는데, 그 현지화라는 것은 

공간에 대한 태도의 차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52) 까르푸는 창고형할인점을 표방하

52) 코스트코는 해외 상품들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주었기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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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는데, 실제의 공간도 창고와 같았다. 오로지 고밀의 경제성이 지배하는 공간

이었고 소비자는 상품을 구경한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미리 사기로 한’ 계획된 상

품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집적되어 있는 대용량의, 박스채로의 물건을 카트에 싣는

다. 하지만 국내 대형할인점들은 상품을 박스에서 분리하였으며, 그것들과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서 전시한다. 시선은 높은 곳을 향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진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트라고 하는 새로운 경험의 층위를 즐기면서, 상품을 구경하고, 여

기에 더하여 각종 시음 및 시식 이벤트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특별세일을 

하는 장소에서는 ‘시장’의 분위기를 모사하여 큰 목소리가 사람을 유인하기도 하

지만, 시장이 가진 분위기와는 결코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결국 각각의 판매시설들

은 나름의 분위기와 기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백화점은 다른 소비시설에 대비하여 항상 더 고급스럽고 새롭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이것은 ‘강남’의 중산층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백화점은 새로운 기호를 더 추가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강남중산층의 일상생활시설'이다. 백화점이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지만, 이를 넘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

는 MD의 변화 등이 먼저 나타나는 곳이 강남의 백화점인 것에서도 증명된다. 물론 

갤러리아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은 그들 스스로가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백화점을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산층들의 기호를 고려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상품에 새로운 지위가 부여되도록 하며, 나아가 

이들 지역 백화점의 외관이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도록 만든다. 지금부터 그 부분

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국내 할인점인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도 각각 창고형할인점을 선보이고 있다.



174

4.3.2 동일한 파사드의 백화점

백화점의 부여된 강남 중산층의 일상생활시설이라는 기호는 백화점의 파사드의 반

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래 건축물은 또 하나의 상품이 되어 기호를 발신할 수 

있는데, 강남지역의 백화점의 외관은 상징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시

설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백화점에서 강남백화점과 동일한 형식의 파사드가 나타나고 

있다. 벨은 소비문화와 소비경제에서는 외양의 훌륭함만이 현실이며, 이 세계는 외

관중심의 세계라고 말한 바 있다.53) 근본적으로 이는 상품, 특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상품들-패션, 성형-이 중요해졌음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이 말은 건축에서도 

유용하다. 하우크가 설명하는 ‘상품미학’ 역시 교환가치 실현을 위해 ‘미’로서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바로 외양이며, 결국 이것이 그 상품을 보는 사람 속에서 그것

을 소유하고픈 욕망이나, 사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을 설명한다. 상품

의 가용성에 대한 가치보다 그것이 아름답냐 라는 새로운 기준으로‘디자인’이라는 

명명된 것이 중요해졌다. 상품의 생산과 동시에 사용가치의 외양이 생산되어야 하며 

오히려 상품 그 자체보다 외양 즉 이미지가 더 중요해진다. 때론 외양의 변경을 통하

여 상품을 인위적으로 노후화시키고, 새로운 외양을 통해 다시 소비되도록 해야 하

는 것이 소비사회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백화점의 외피는 선물의 포장지와 같은 것으로 내부의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지만 

포장지가 내용물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백화점은 스스로 

포장지를 선택한다. 따라서 주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고려하지 않은 채 독립적인 

외관이 드러났으며, 이것이 특정한 지역의 중산층의 지위를 표상하게 되었다. 그리

고 이것은 2000년대 초 즉 ‘강남’의 사회적 경계가 확고해진 시점 이후에 백화점

의 외관의 복제가 중산층의 아파트단지를 표방하는 곳의 백화점에서 나타났었다. 비

용절감이 중요한 대형마트의 경우 표준화를 도입하여 같은 브랜드의 마트는 외관이 

거의 유사하고 브랜드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되어 멀리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백화점의 경우 마트에 비하여 도시 내 양적인 분포가 적어서 브랜드별 아이

덴티티를 추구해야하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분위기를 중요시해야 하는 본연

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외관을 굳이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

53) Bell, Daniel, 김진욱옮김,『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문학세계사, 1990, p,103, 주은우, 「자
본주의 사회의 일상생활과 현대성의 경험」, 경제와 사회, 2001년 겨울호(통권 제52호), p.1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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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강남 중산층의 일상생활이라는 기호는 다른 지역의 중산층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물론 최근에는 색채나 재료적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지도록 하여 아

이덴티티를 부여하고, 2000년대 초 나타났던 복제의 양상은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는 않지만, 강남의 백화점은 중산층의 일상생활을 표상하는 기호로 이해된다. 따라

서 지금부터는 브랜드별로 파사드에 드러난 양상들을 통하여, 중산층의 일상생활시

설이라는 기호가 된 백화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1) 현대백화점

전국 현대백화점의 지점들의 파사드와 입지유형은 [표 4-6]과 같다. 이들 가운데 

2000년 전후에 개점한 4개의 지점-울산동구점(1999), 미아점(2001), 목동점

(2002), 중동점(2003)-에서 본점의 파사드 복제가 나타나면서, 주변의 컨텍스트가 

완전히 무시된 채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백화점의 형태와 파사드에 구현되었다. 

울산동구점(2000년)       미아점(2001년)          목동점(2002년)       중동점(2003년)

그림 4-35 . 현대백화점 파사드 유형 1 - 고전적 양식의 차용

이들의 입지적 특성을 살펴볼 때 먼저 울산동구점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현대백

화점처럼 밀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주변에 현대아파트가 대규모의 단지를 형

성하고 있다. 사실 이 백화점은 현대백화점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다. 울산에서 현대

와 관련된 대규모 공장들이 세워졌고 여기에는 사원아파트와 그들의 편의를 도와줄 

쇼핑센터가 위치해 있던 곳이었다. 이후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이 본점이 되고 지점으

로 남겨져 있던 것을 다시 신축한 것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현대’라고 하는 상징

성은 매우 강한 것이었으며 압구정점의 외관을 차용하는 것이 이들의 자부심을 향상

시켜주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미아점은 반경 200m 이내에는 아파트단지는 아

니지만 저층의 주거지들이 밀집해 있었으며, 미아점 개점 당시 주변 재개발이 이루

어질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다.54) 이를 통해 2003년 3월 현대백화점으로부터 도보 8

54) 매일경제, “공덕·아현동, 답십리4동, 길음2동 일대 재개발구역 지정”, 1995.6.14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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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1985)-유형[H] 무역센터점(1988)-유형[I] 부산점(1995)-유형[A]

천호점(1997)-유형[A] 신촌점(1998)-유형[I] 울산점(1998)-유형[D]

울산동구점(2000)-유형[D] 미아점(2001)-유형[B] 목동점(2002)-유형[D]

중동점(2003)-유형[D] 킨텍스점(2010)-유형[D] 대구점(2011)-유형[A]

충청점(2012)-유형[L]}

표 4-9 . 전국 현대백화점 2013년 파사드및 입지유형

주1. 각 사진은 구글이미지를 통하여 검색하였으며 출처는 다음과 같다.

     본점- , 무역센터점-머니투데이 2013.02.27, 부산점-닥터아파트, 신촌점, 킨텍스점-패션채널

     동구점, 목동점-www.visitkorea.or.kr, 미아점-메뉴팡, 천호점-IPARK 블로그,

     대구점-영남일보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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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거리에 길음동부센트레빌이 건립되어 1,377세대가 입주하였다. 이후에는 서울시

의 뉴타운개발 계획이 수립되면서 2003년 11월 서울시 1차(시범) 뉴타운으로 지정

되었고 지금까지 현대백화점과 근접한 지역은 아니지만 아파트단지로 변모하고 있음

을 앞서 3.1.1에서 확인하였다.55) 목동점은 현대하이페리온이라는 주상복합과 결합

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목동은 제2의 강남을 표방하며 개발되었었는데,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주상복합아파트로 백화점, 

멀티플렉스 영화관, 스포츠센터 등이 한 곳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백화점은 3개

의 타워의 주거동(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의 8층에서 구름다리로 백화

점과 직접 연결되었고, 백화점이 온전하게 주거단지에 포섭된 것이다. 그리고 현대

백화점 압구정점의 고전적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중동점은 1990년~1994

년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구현된 신시가지에 포함되어 있다. 즉, 이전 시기 

서울 영동의 아파트지구 개발은 이후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에서 상업지와 주거지를 

분리하여 상업지가 주거지역으로부터 공유되도록 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구성된 상업지역에는 영동의 아파트지구에서 중산층의 일상생활의 기호가 된 백화점

이 건립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는 이전 시기 아파트지구에서 중산층의 일

상생활시설이 된 백화점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자. 스스로 해당 지역이 중산층의 

거주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획에 의한 것이다.

무역센터1988년개점  → 무역센터 1996년  → 무역센터점 2012년 

   천호점 1997년         킨텍스점 2010년     대구점 2011년    충청점 2012년

그림 4-36 . 현대백화점 파사드 유형 2 - 현대적인 파사드

55) 다세대를 중심으로 한 저층주거지가 아파트단지로 개발되면서 이 지역으로 중산층들의 새로운 거
주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재개발방식은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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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2010년 이후 개점한 킨텍스점, 대구점, 충청점과 리노베이션이 이루

어진 무역센터점은 압구정점의 장식적인 외관의 재현하는 경향에서 완전히 벗으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킨텍스점은 전체적으로 기존의 좌우대칭적인 파

사드를 유지하면서 짙은 회색의 석재가 사용되었다. 대구점, 충청점과 무역센터점에

서는 좌우대칭형에서 탈피하고 있으며, 색채는 갈색계열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함으로써 'H'자를 기호화하였던 것으로부터 

탈피하고 모서리를 견고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육중한 무게감을 느끼게 하려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이다. 킨텍스점은 일산 신도시 개발을 통한 상업지구에 위치하여 아파

트단지와 근접하고, 대구점은 도심에 건립되었다. 충청점은 청주 지웰시티라고 하는 

대규모 이전적지개발에 나타난 것으로 아파트단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구정점의 외관은 더 이상 재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내부적으로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의 고전적 외관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실제 무역센터점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고, 롯데백화점 강남점 주변의 

아파트단지 주민들 뿐 아니라, 반경 400m이내는 아니지만 1km이내 새롭게 등장한 

아파트단지가 생겨나고 이들 거주민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부도심지에 위치한 무

역센터점이 일상생활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결국 무역센터점과 충청점의 유사한 파

사드를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강남 백화점의 파사드가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신세계백화점

다음은 신세계 백화점이다. 우선 신세계를 강하게 상징하는 파사드부터 살펴보도

록 하겠다. 이들은 주로 갈색 계열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1984년 영등

포지점(위의 사진, 현 상태의 리노베이션 전)에서 시작되었다. 영등포점은 신세계의 

첫 번째 지점이었는데, 신세계측에서 추후의 또 다른 지점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통

일성을 원하고 있었다.56) 고민의 결과는 모서리를 둥글게 하면서 가지게 되는 조형

성과, 2가지 색채의 타일을 통해 강한 띠를 형성하도록 하면서 불필요한 외창을 없

앴으며, 창이 필요한 부분은 타일과 유사한 색의 창틀과 유리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느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본점의 고전적인 재료와 양식에서 드러나

는 중후한 분위기를 영등포점에서는 비교적 값이 싼 타일을 이용하여 massive한 볼

56) 에이엔씨, 『한국의 현대건축-상업건축Ⅰ』,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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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점-유형[A] 2. 영등포점(1984)-유형[B] 2‘. 영등포점(2008)57)

3. 광주점(1997)-유형[B] 4. 인천점(1997)-유형[B] 5.강남점(2000)-유형[D]

 6. 마산점(2000)-유형[A] 7. 본점신관(2005) 8. 경기점(2007)-유형[D]

9. 센텀시티점(2009)-유형[L] 10. 충청점(2010)-유형[D] 11. 의정부점(2012)-유형[I]

표 4-10 . 전국 신세계백화점 2013년 파사드 및 입지유형

주1. 각 사진은 구글이미지를 통하여 검색하였으며 출처는 다음과 같다. 

     본점, 센텀시티점, 충청점, 의정부점, 광주점-신세계백화점홈페이지(www.shinsegae.com)

     본점신관-http://blog.naver.com/madeinshin, 경기점-해안건축 홈페이지(www.haeahn.com)

     마산점-건축사신문, 영등포점-『한국의 현대건축-상업건축1』, 인천점-세계일보 2012-12-27

륨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설계자는 조형적인 형태와 입면의 강판 수평띠를 통한 

개성이 통일성의 디자인 요소가 되도록 계획하였지만, 이후의 신세계백화점에서 영

57) 영등포점은 경방필백화점이 타임스퀘어로 확장하면서 임대영업울 하고 있으며, 해당이미지의 좌
측이 기존의 신세계 영등포점이며, 우측에 보이는 것은 경방필백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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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포점의 흔적은 2000년도에 개점한 강남점에서 단일한 색채와 가는 수평띠의 홈으

로 수정 표현되고 있다. 강남점은 신세계백화점의 아이덴티티를 강력하게 가지게 되

는데, 정면을 세 부분으로 분절하여 가운데는 짙은 색의 유리를 좌우에는 브라운의 

패널을 사용하여 형태적으로 강한 대칭성을 가지도록 구성하였으며, 모서리는 날카

롭게 각이 져있다. 이것은 신세계가 표출하고자 하는 이미지-고급, 소수, 중후-가 

건축화된 것이며 연결되어 있는 호남고속터미널에도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표현되면

서 터미널의 이미지가 격상되기에 이른다. 

강남점(2000)
                    

영등포점(1984)
       ⇩

  

        경기점(2007)               센텀시티점(2009)      영등포점(2008)
그림 4-37 . 신세계백화점 파사드 유형 1 

강남점의 파사드는 이후 경기점(2007)에서는 크기가 조금 다를 뿐 거의 동일하게 

재현되었다. 경기점은 전형적인 신도시계획에서 나타나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관

계를 맺고 있다. 경기점이 위치하고 있는 신도시는 죽전지구로, 개발 당시에는 분당 

제2의 강남이라 불리던 분당의 남쪽 끝자락과 인접하고 있어, 죽전은 제2의 분당으

로 묘사되곤 하였다. 이것은 강남이 가지고 있는 중산층의 일상생활들에 닮고자 하

는 욕망을 설명하는 것이며, 결국 백화점의 파사드에 그러한 욕망이 직접적으로 드

러내면서 더욱 강한 기호성을 가지게 되었다. 영등포점과 센텀시티점에서는 색채가 

좀 더 밝게 표현되고 전체적으로 조금 완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영등포점과 

센텀시티점이 복합쇼핑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등포점은 인

접하고 있던 경방필백화점이 복합쇼핑몰(타임스퀘어)로 변모하기 위하여 공사가 이

루어지고 있던 중에 경방필백화점의 운영을 맡게 되면서 신세계 영등포점도 리노베

이션이 이루어졌다. 파사드는 이미 신세계 백화점의 주요한 특징으로 자리잡은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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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1999년 이후 
신세계백화점 로고 

점이나 경기점의 대칭적 형태를 가지고 오고, 색채에 있어서는 이미 계획이 끝난 타

임스퀘어의 파사드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영등포점의 입지적 

상황은 3.1에서 살펴보았듯 반경 200m 이내에는 아파트단지가 위치하지 않지만 반

경 400m이내에는 아파트단지가 나타나고 있다. 공업지역이었던 이 지역은 현재 영

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고 있으며, 일부 공장이전적지에 아파트단

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센텀시티점의 경우 단독백화점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적으로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레져스포츠, 몰, 백화점은 모두 수평

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강력한 대칭적 형태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백화점

에서 대칭적 형태를 가지고 몰과 스포츠레져동이 각각 덧붙는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

다. 센텀시티점 역시 주변지역에 새로운 중산층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센텀시티 

특구로 다양한 용도가 복합되어 있으며, 주거도 포함되어 있어, 백화점과 바로 인접

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변으로 주상복합의 아파트단지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흰색, 미색, 은색의 무채색으로 표현

되고 3등분의 대칭적인 형태가 아닌  지점들로는 광

주점, 인천점, 마산점, 충청점, 의정부점이다. 인천

점에서 최근 증축된 건물과 의정부점에서 파사드를 

3등분하고는 있지만 앞서 설명한 사례들과의 통일

성은 크지 않다. 이들은 ‘신세계’라는 상징성을 

건축물 파사드나 옥상에 설치된 대형광고판에 붙어 

있는 로고에서 읽을 수 있다. 이들 로고는 앞서 살펴본 사례들의 파사드에도 동일하

게 드러나지만, 앞서 설명하였던 형태와 색채적인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전통

성을 강조하는 브랜드가 바로 신세계로, 이를 파사드에 담고자하는 노력은 보인다.

그림 4-39 . 신세계 미아점 그림 4-40 . 신세계 천호점 그림 4-41 . 신세계 영동점
  

그런데 이 지점들의 공통점은 신세계가 직접 출자하여 대지를 매입하고 백화점을 

지은 것이 아니라 주로 건물을 장기로 임대한 것들로 터미널이나 역과 복합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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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이다. 마산점은 성안백화점을 신세계가 인수하여 외관교체 및 내부 리모델

링 후 2000년 개점한 것이며,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점은 광주점, 인천

점, 강남점, 충청점, 의정부점이다.58) 이러한 양상은 다른 백화점으로 운영되던 것

을 신세계백화점이 인수하여 운영하다 폐점된 미아점, 영동점, 천호점에서도 확인가

능하다.59) 즉, 신세계는 백화점의 부동산에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경영방식을 취하

고 왔었기에 건물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부여 의도가 크게 없다가 2000년 개점한 

강남점에서 강한 상징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임대 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점

이 가진 아이덴티티를 주요 지점, 특히 새로운 중산층 주거지가 형성되는 곳에 인접

하여 위치한 백화점에 동일한 파사드를 표현하였던 것은 ‘강남’이라는 지역적 상

징성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60)  

3) 갤러리아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은 현재 6개의 지점의 백화점이 있으며 수원점, 타임월드점, 진주

점, 동백점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분위기이다. 이들의 입지적인 특징 가운데 아파트

단지와 관계가 있는 것은 센터시티점, 타임월드점, 명품관이지만 실제 이들의 파사

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수원점을 제외한 세 지점은 모두 지방백화점

들을 인수61)한 것으로 교차로에 위치한 타임월드점과 진주점은 수원점과 유사해보이

지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인 것은 아니며 대지적 조건을 수

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명품관서관과 센터시티점은 현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명품관 EAST관은 고전적 디자인을 차용하였다. 명품관 EAST관은 파르코

58) 1995년 광주점 - 금호그룹으로부터 터미널부지 20년 장기임대
 1997년 인천점 - 인천시로부터 터미널부지 20년 장기임대
 2000년 강남점 - ㈜센트럴시티로부터 20년 장기임대
 2010년 충청점 - 천안버스터미널부지에 ㈜아라리오로부터 장기임대
 2012년 의정부점 - 코레일부지 30년 장기임대

59) 미아점은 서울의 파레스백화점(19)을 1995년에 인수하여 1988~2006년까지 운영하다가 현재 이
마트로 업태가 변경되었고, 영동점은 영동백화점(1983)을 1993년부터 짧은 기간 운영, 천호점은 
천호동의 목산백화점(구.유니버스백화점(1982))을 인수하여 1992~2000년까지 운영하다 현재 이
마트로 영업 중이다, 

60) ‘강남’의 중요성은 백화점 간의 경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신세계는 2012년에 ㈜센트럴
시티의 지분 60%를 인수하면서 직접 경영에 이르며, 2013년에는 인접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통해 표면적으로도 강남점에 대한 중요성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이후 이곳
이 신세계타운으로 공간적 재편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61) 동백점은 동양백화점 본점이며, 타임월드점은 동양백화점 타임월드점이다.
 진주점은 개점도 하지 못한 파레제백화점을 인수하여 20년간 임대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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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1985년 개점)을 1990년에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으로 변경하고, 이후 

1997년에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하였다. 명품관에 대한 이미지를 고전적인 파사드

로 표현해 냈으며, 이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층부에는 아치형 기둥

을 연속 배치하였고, 좌우대칭의 파사드를 구성하고 페디먼트를 활용한 입구로 디자

인 되었다. 

명품관 서관(1990)-유형[H] 명품관 동관(1990)-유형[H] 수원점(1995)-유형[A]

타임월드점(2000)-유형[D] 동백점(2000) 진주점(2007)-유형[A]

센터시티점(2011)-유형[C]

표 4-11 . 전국 갤러리아 백화점 2013년 파사드 및 입지유형

주1. 각 사진은 구글이미지를 통하여 검색하였으며 출처는 다음과 같다. 

     명품관 서관 - 한국지엠 톡 BLOG, 명품관 동관 - 스카이 데일리 2013.04.10, 

     수원점 - 중부일보 2013.08.27,  타임월드점-굿모닝충청2013.06.26, 동백점-대전시중구청홈페이지, 

     진주점 - 창원일보2013.04.22

현대적인 파사드를 가진 두 백화점 가운데 먼저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명품관 

WEST관은 본래 한양쇼핑센터(1979)이었던 것을 1989년 한양유통이 인수하고, 1년

간의 재단장공사를 거쳐 재개점한 것이었다.62) 이후 압구정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은 

62) 한양쇼핑센터(1979)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지하2층, 지상5층으
로 연면적은 20,366㎡에 불과하였다. 한양유통이 운영하던 한양쇼핑센터를 1985년 한국화약(현.
한화)가 인수하였고, 1990년에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새단장 하였다. 이때 수직적 증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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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백화점에도 반영되었으며, 2004년에 UN스튜디오의 벤 반 버클(Ben van 

Berkel)이 외관과 내부를 리노베이션 하였다. 갤러리아는 디자인의 고급화를 선언하

면서 기존 정면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금속의 기초 구조 위에 지름 83cm의 유리디

스크 4,330개를 부착하였으며, 이 디스크들은 낮에는 햇빛을 받아 은색으로 반짝거

리며 밤에는 LED 조명이 더해져 시시각각 변화하도록 했다. 이것은 국내에서는 거

의 처음으로 선 보인는 미디어파사드였으며, 이를 디자인한 UN스튜디오의 벤 반 버

클은 한국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회활동이 보통 6시 이후에 시작되고 쇼핑도 이 시간

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며, 야간의 파사드의 기능이 중요함을 밝혔고,63) 이후 다른 

건물들에서도 미디어파사드가 나타나고 있다.

센터시티점은 갤러리아라는 이름을 걸고 건물을 세운 유일한 지점으로 명품관 서

관의 리노베이션 디자인을 담당하였던 벤 반 버클이 다시 기용되었다. 2중의 수직 

멀리언을 사용하여 매스감을 강조하면서도 곡면을 일부 활용하여 단조로움을 줄였

다. 또한 230,000개의 LED 조명을 파사드 안쪽에 설치하여 미디어아트를 연출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명품관 서관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다. 원래 천안 구도심 고

속터미널에 위치하고 있던 갤러리아백화점은 신시가지 센터시티가 형성되면서 이전

하였다. 센터시티는 아산 KTX역과 초고층의 주상복합이 들어서 있어 새로운 중산층

의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었다. 센터시티점은 압구정에 위치한 명품관 서관

의 외관이 유사하게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명품관을 디자인한 세계적인 엘리트 건축

가를 다시 기용하여, 동질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개점과 관련된 기사에는 “천안 신규점은 갤러리아 명

품관을 디자인한 세계적인 디자인 벤 반 버클이 디자인 설계를 맡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동일한 건축가가 디자인 하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센터시티점을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이 가진 기호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강남지역이 가

진 사회적 경계에 대한 욕망이 백화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센터

연건평 7,071평의 지하2층 지상5층의 규모로 지하1층 식품매장 주차장, 1층 잡화, 2층 숙녀의류, 
3층 신사 아동의류, 4층 가정용품 5층 식당가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고급 주거지라는 특수성에 압
구정로데오거리와 같이 상징적인 소비의 장소로 성장하고 명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같은
해 인접해 있던 갤러리아백화점 동관(기존 파르코쇼핑센터)를 명품관이라는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백화점간의 경쟁이 고급화로 이어지면서 기존 명품관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동관의 건물이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게 이른다.

63) 월간 INTERIOR 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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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점 역시 새로운 중산층의 집단적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이들의 욕망은 

강남중산층의 일상과 그들의 백화점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2 . (좌)명품관 WEST관    (우)센터시티점
출처. (좌)두산백과   (우)월간 INTERIORS

 

그림 4-43 . 명품관 WEST관 미디어파사드
출처. www.design.co.kr

그림 4-44 .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미디어파사드
출처. 월간 INTERIOR 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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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 슈니발렌을 사기 
위한 줄

4.3.3 상품에 새로운 지위 부여와 확산

백화점의 상품은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것이 백화점에서 가

장 중요할 수 있다. 백화점의 상품은 사용적 가치와 교환적 가치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지만 최근에는 강남의 백화점에 입점한 상품이라는 상징성에 의한 교환

적 가치가 중요해졌다. 상품의 사용적 가치보다는 교환적 가치가 중요한 극단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슈니발렌’이라는 과자점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에 입점한 것은 2012년이었다. 당시 ‘독일전통과

자’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망치로 깨서 먹는다는 하

나의 이벤트를 제공하는 상점이었다. 슈니발렌의 인

기는 매우 높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살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블로그 포스팅들을 살펴보면, ‘...강남

신세계에 갔는데, 긴 줄을 서 있어서 무언가 가보니 

슈니발렌이었다..’그래서 구매하게 되었다. 맛에 대

항 평가는‘그럭저럭’, ‘옛날에 먹어본 소라과자 

맛’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즉 ‘강남 신세계라

는 중산층의 일상의 공간에 갔는데, 거기서 줄을 서 

있어 호기심이 발동하였고, 가서 보았더니, 과자점이

었다. 호기심은 곧바로 상품의 구매로 이어졌지만, 맛

은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독일전통식‘이라고 하는 허상에 대한 욕구와 

망치로 과자를 깨서 먹는다는 이벤트는 ‘한 번 먹을 

볼 만하다.’ 혹은 ‘선물할만하다’라는 가치를 부

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는 ‘강남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 먹는 과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과자가 전통 독일식 과자가 아니라 독일 로텐

부르크 지방의 과자를 모티브로 국내에서 개발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슈

니발렌에 몰려들었던 줄은 급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백화점에서는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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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에서 줄 서서 사야하는 과자점’이 입점하면 다시 줄을 서는 풍경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강남에 위치한 백화점들은 상품에도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백화점

이 상품에 새로운 기호를 입혀주는 역할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러한 영향력으로 인해 국내 백화점은 다른 나라 백화점보다 품목구성이 다양해

지는 이유가 된다. 물론 이러한 특성의 배경에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도 백화점 외

에 믿을 수 있으면서 다양한 제품의 비교가 가능한 업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식품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할인점들이 

등장하였고, 또 가전이나 가구 분야에서도 전문할인점들이 성장하면서 백화점이 보

유한 이러한 경쟁 우위는 이전만하지 못하다. 따라서 백화점이 고유하게 가질 수 있

는 강점이 패션분야로 주력상품의 범위가 좁혀져 국내 백화점도 서구 백화점의 모습

을 닮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강남 중산층

의 소비적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백화점이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을 포함하고 

있고, 쉽게 품목의 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가전제품의 경우, 

‘백화점 전용’이 있으며, 실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도, 홈쇼핑이나 마트

에서 파는 거랑 백화점거랑 다르다는 인식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해외의 제품

들을 전문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이 강남의 백화점인 것이다. 즉 백화점이 가진 고

유의 특성에 특정 지역의 특정 집단의 일상생활과 결부하여 백화점의 이미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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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중산층 일상생활을 위한 지역시설로서의 백화점 역할

과 의의

4.4.1 지역시설로 전생활백화점의 의미

4.2에서 백화점에 드러난 지역시설적 프로그램과 공간과 아파트단지 일상생활시설

을 분석하여 백화점과 아파트단지의 중산층 일상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한

양쇼핑센터를 시작으로 백화점은 중산층의 일상생활의 장소가 되었으며, 현대백화점

에서는 문화센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상에 좀 더 조직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였

다. 그러면서 이들은 스스로도 ‘전생활(全生活.Whole Life Store)’지칭하였는데, 

백화점이 물건을 파는 매장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레저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증권·부동산 상담 등이 가능한 백화점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를 다시 생활권과 시

설의 의미로 재해석하자면, 생활권 범주로 구분될 수 있는 도시의 시설들의 영역을 

이탈하여, 한 곳에 집중하였다는 의미이다. 즉 일상생활권의 시설들과 광역생활권의 

시설들이 백화점을 거점으로 결합하여 전방위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백화점은 중산층의 욕구를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시설이다. 이 당시 전생활

백화점이 될 수 있었던 것 역시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백화점이 아직 채워지지 못한 

도시의 다른 기능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이후 다른 아파트단지나 주거지 주변의 백화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서울 시내

에서 한양쇼핑센터 이후 단지 내에 백화점 형식으로 상가가 설립된 경우는 뉴코아쇼

핑센터(1981, 1983년), 삼풍쇼핑센터(1989년)가 있다. 또한 이 영향으로 아파트단

지 내의 상가는 아니지만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문을 연 백화점들이 있었다. 파레스

백화점, 목산백화점, 영동백화점, 그랜드백화점이 이에 해당한다. 주거단지 형성의 

초기에는 일상생활시설들을 많이 포함시키고자 하였는데, 그랜드백화점64)과 삼풍쇼

64) 1986년 개점한 대치동의 그랜드백화점(현. 롯데백화점 강남점)은 지하1층에 사우나, 지상1~3층 
매장으로 구성하고 4~6층은 스포츠레져시설을 두었다. 4층에는 볼링장, 당구장을 5층에 스케이트
장, 6층에 수영장, 체련장 등을 두고 있었다. 수영장 풀의 규모는 25m×17m×1.5m였으며 유아
용 풀을 따로 두어 가족적 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결국 1998년부터 롯데와 매각
협상을 벌여 1999년도 8월에 롯데에 인수되었으며 2개층 증축 및 매장수리와 파사드리뉴얼을 통
해 2000년 6월에 롯데백화점 강남점으로 재개관하였다. 스포츠레져 기능은 사라지고 매장이 확대
되면서 1층-패션잡화, 2층-수입부틱, 3층-숙녀정장 및 숙녀화, 4층-유니섹스 및 영캐쥬얼, 5층
- 신사의류 및 남성잡화, 6층-골프 및 스포츠캐주얼, 8층-식당, 패밀리레스토랑 9층 옥탑층은 
이벤트행사장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스포츠레져시설 보다 소비성향이 패션 등에 더 부각되고 있음
을 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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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센터는 여가활동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확장을 시도하였고, 수영장과 스포츠센터를 

수용하였다. 그랜드백화점이나 삼풍쇼핑센터는 현대와 갤러리아(한양쇼핑센터)에 비

하여 그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일상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체육관이나 수영장이 

주변부에 없었기에, 수영장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센터를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들의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주변의 주차문제와 소음 문제 등을 야기하여 주민들의 불

만을 야기하였으며, 이에 맞춰 단지 내 상가에 대한 시설기준들도 점차 축소되었다. 

매장

매장

수영장

스포츠센터
식당가

매장
매장

매장

매장
매장

주차장
주차장

그림 4-46 . 삼풍백화점 단면도 : 아파트지구 내 아파트이외 건물 높이 제한에 
따라 고층화하지 못하고 두 개의 동을 연결한 형태로 계획되었다.

그림 4-47. 애경백화점 / 상계백화점 / 건영옴니백화점

여기에 소비문화가 더욱 발달할수록 백화점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높아졌으며, 주

차문제와 면적 증대의 문제 등은 아파트단지 내에 백화점이 건립되기 어려웠다. 백

화점이라는 특수한 업태가 아파트 단지 내에 계획되는 것은 더 이상 보편화될 수 없

는 것이었다. 대신 도시설계를 통한 개발방식으로 인해 주거지와 상업지의 입체적인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과 같은 대규모 소비시설은 상업지에

만 건립될 수 있었기에, 단지 내 상가와 관련제도는 과도한 규모로 커지는 것을 막고

자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내에서는 많은 

백화점들이 개점하였다. 건영백화점, 해태백화점, 미도파백화점 상계점65) 등이 해당

65) 1980년에 개정된 건축법 제 8조 2와 동시행령 제11조 2에 의해1) 도시설계제도가 처음 도입되었
는데 잠실에서 주거와 상업의 용도지역을 구분한 입체적 개발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이후의 택
지개발지구에도 적용되어 상계지구, 중계지구, 목동지구 등의 신시가지에 대규모 공원과 단지와 
공공시설 및 상업지역을 연계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계획개념이 적용되었
다.1) 이들 중심상업지에서 각각 롯데잠실, 미도파 상계점(현.롯데), 건영옴니, 행복한세상과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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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 전생활백화점을 설명하는 
기사

매일경제, 1989.01.01 22면

한다. 이들 백화점에서도 수영장, 영화관 등을 포함하여 소비적 일상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즉 One-Stop Shopping이라는 한 곳에서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는 기능에서 더 나아가 

일상생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시설과 

기능을 갖춘 곳이 되었다. 물론 이러한 기능

들은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백화점이 

등장한 이후 조금씩은 계속 나타나고 있었지

만, 도시의 인프라가 갖추어진 않은 상태에

서 주거지의 도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해외 백화점에서 문화레져시

설들과 복합하는 경우도 거의 나타나지는 못

했다. 미국의 교외형 쇼핑센터가 이와 유사

한 기능을 수용하였지만, 주거지와 도보권에 

위치한 백화점에 이러한 시설들을 포함하는 

것은 특수한 것이었다. 이는 아파트단지 자

족적인 생활 마련을 위한 규정 속에 수영장이나 헬스클럽과 같은 운동시설이 포함되

어 있었고, 이들을 적극 장려하는 정부의 입장은 결국 소비재로 전환되어 백화점에

서 나타난 것이었다. 백화점은 이제 중산층의 일상에서 중요해졌다. 다음 기사를 살

펴보면 백화점이 얼마나 중요한 일상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범례:■아파트■상업■녹지

그림 4-48. 상계지구토지이

용

목동이 개점하였다. 백화점의 위상은 바뀐 제도에서도 나타났다. 기
존 <시장법>에서 백화점 시설기준이 냉·난방 등의 설비측면에 있었
지만, 1986년 신설된 <도·소매진흥법>에서는 주차시설 및 문화행사
시설이 추가되었다. 이는 마이카시대를 반영한 것이며, 쇼핑시설이 
문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이처럼 백화점발달이 성
숙기에 들고 신시가지 등에서 상업지역이 지역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백화점이 주요 계획시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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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에 사는 P씨는 요즘 휴일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를 개발했다.

가족과 함께 마땅히 갈 곳이 떠오르지 않으면 무조건 백화점으로 가는 것이다. 백화점

에서 아내가 쇼핑을 하거나 전신미용을 위해 에스테틱에 들러 마사지를 하고 지점토 공

예강좌를 듣는 동안 아이들은 백화점 옥상의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이는 하거나 실내 수

영장에서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신은 옥상 테니스장이나 볼링장을 들

르거나 사우나에서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를 푸는 것이다. 그리고 3~4시간 후 가족들

을 백화점 8층에 마련된 식당가에서 만나 모처럼 외식을 하고 함께 돌아오는 것이다. P

씨가 이 방법을 개발하기 전에는 가족끼리 갈등이 적지 않았다. 아이들의 취향에 맞추

면 아내가 불만이 있었고, 아내의 쇼핑취미에 맞추면 아이들이 따라 나서지 않았다. 그

러나 무엇보다 불편한 것은 자신이었다. 일요일을 꼼짝없이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다 보

면 좋아하는 여가활동 한번 즐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게 얼마전 초대형 백화점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백화점이 물건만 파는게 아니라 그야말

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생활의 거점이 된 것이다. 이른바 전생활 백화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경제, “가족공간 - 전생활백화점”, 1989.01.01 22면

백화점이 이렇게 중요한 일상생활의 시설이 된 것에는 결국 아파트 단지와 결합하

게 만들 제도적 한계와 중산층이라는 특정한 집단들의 욕망이 결부되어 백화점이 아

파트단지 일상생활권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백화점은 전혀 낯선 곳도 

아니며, 전혀 새로운 곳도 아니다.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교외적 성격 지

역에 개발된 주거지와 밀착하면서 나타났던 전생활 백화점이 도심백화점에서도 나타

났다. 1995년 현대백화점이 부산점을 개점하였을 때 지상7~9층에 문화센터 및 스

포츠센터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1990년대 대구 도심 백화점에서도 문화센터를 개설

하고 있었다. 아래 표는 대구의 도심에 위치한 백화점의 1980년대 광고로 이러한 상

황을 잘 보여준다. 우선 광고 속 주인공은 잘 차려입은 주부이다. 주부는 문화센터 

참여와 식자재 구입이라는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옷을 잘 갖추고 등장한

다. 또한 이 주부는 소비자이기 이전 꿈을 실현하는 주체임을 강조하고, 그 주체가 

다시 소비활동까지 이어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강남지역 중산층의 일상생활과 

결합한 백화점은 이제 중산층을 욕망하는 모두의 일상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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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NA: 아름다운 나의 꿈과  작은 나의 
기쁨들. 소중한 행복을 가꿔가는 나의 하
루 하루. 
남 NA: 고객의 행복이 바로 동아의 기쁨
입니다. 
여 NA: 동아백화점 동아쇼핑

“나의 꿈” “나의 생활”

“나의 패션” “나의 가족”

표 4-12 . 1990년대 도심 백화점 TV광고 
: 문화센터에서의 일상을 꿈을 펼치는 공간이 됨을 강조하고 있음

이처럼 전생활백화점은 마케팅적으로는 생활의 편리함을 부가하고 원스톱쇼핑의 

확장개념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하지만, 지역시설이라는 도시건축으로 이해하자면 일

상생활시설과 광역생활시설의 통합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

히 쇼핑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일상생활시설과 광

역생활시설들 충족되지 않으면서 나타난 사회적 산물이며,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족

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한 제도적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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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지역시설의 수용과 확산

1) 영화관

1990년대 말부터 멀티플렉스라 불리는 영화관들이 도시 곳곳에 건립되고 있었다. 

1999년 롯데백화점 일산점이 상층부에 영화관을 함께 계획하여 개점하였다. 국내 

최초의 복합쇼핑몰이라는 호칭과 함께 강변역에 테크노마트가 1998년 문을 열었는

데, 이때 멀티플렉스가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멀티플렉스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

었다. 2002년 1월 말 백화점에 있던 일상생활시설 스포츠센터는 CGV영화관 10개

관으로 대체되었다. 스포츠센터는 백화점 개점시부터 지속되고 있던 것이었다. 애경

백화점(현.AK프라자, 브랜드명교체 2009년)은 구로역에 기반을 두고 공장이전적지

로 남겨 있던 곳에 건립되었기에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어도 아파트단지와의 

관계성을 가지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1993년 개점당시, 강남지역의 백화점들로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한 전생활 백화점으로 기능하기 위해 헬스, 에어로빅, 볼링, 수영장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센터라는 일상생활권시설을 포함하고 있었다. 구로구민

을 위한 구로구민체육센터가 백화점 개점과 같은 해에 개관하였기에 수영장 등의 시

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애경백화점이 위치한 지역과는 직선거리로도 약 2.6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는 아니지만 백화점 인근 주거지의 

주민의 일상생활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구로구민체육센터
(1993)

AK프라자(1993)

서울시립구로
청소년수련관(2002)

그림 4-50 . 애경백화점과 스포츠관련 공공시설

하지만 백화점과 영화관이 결합하는 상황 속에서 특히 애경백화점으로부터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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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곳에 ‘서울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이라는 또 다른 광역생활을 위한 지역시

설이 백화점으로부터 약 1km 거리에 개관하였다. 이 공공시설에는 수영장 및 유아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강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포츠센터가 영화관으로 대체되었다. 애경백화점은 주변지역이 

일상생활시설, 광역생활시설 등을 포함하지 못한 상황 속에 그 역할을 대신해서 수

행하였던 것이다. 개점 초기에는 일상생활시설을 지원하였지만, 그 일상생활시설이 

대체될 수 있는 공공재가 등장하면서, 그 자리에 지역 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새로

운 지역시설들을 다시 포함하여 일상을 도시적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애경백화점 뿐 아니라 많은 백화점에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영등

포점이 멀티플렉스를 설치하였고, 신세계백화점 역시 확장하면서 멀티플렉스를 두었

다. 

2) 옥상정원의 확대

2002년에 새로운 아파트단지의 일상생활을 보전해주고자 나타난 현대백화점 압구

정점의 옥상정원 리뉴얼 이후 기존 백화점과 새롭게 개점한 백화점에서는 전보다 적

극적으로 정원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서는 옥상정원의 활용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후 1990년대 개발된 

신시가지에 위치한 다른 백화점들에까지 옥상정원이 재고(再考)되기 시작하여 롯데

백화점 일산점(1999년 개점)과 노원점(1992년 개점) 등도 옥상정원을 생태적인 환

경으로 변모시키기에 이르렀고, 이는 [표 4-13]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다. 브랜

드에 따른 특성이 나타나는데, 롯데는 미니동물원과 생태공원 등을 주로 사용하고, 

현대는 하늘공원으로 칭한 잔디밭과 수목들을 중심으로, 신세계는 생태놀이터, 테마

파크, 정원, 조각공원 등을 지역적 특색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2004년 롯데백화점 일산점은 옥상을 생태공원으로 계획하고 일상생활시설인 놀이

터를 중심으로 미니동물원, 테마파크, 생태공원 등의 광역생활시설적인 프로그램들

을 기획하고, 조경 및 분수 등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고 다양하게 계획하였다. 신세계

백화점 센텀점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하여 공룡을 주제로 한 공원을 조성하였으

며, 롯데백화점 광복점은 해변이라는 입지적 특수성을 활용하여 전망대로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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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도시 백화점명 개점년도 명칭 프로그램
위치(층) 

/ 
전체층수

동일층에 있는 다른 
용도

롯  데
(31)

1

서울

본점 1979.12 

본점 신관 1988.01 

2 잠실점 1988.11 

3 영등포점 1991.05 옥상공원
전망대, 잔디광장, 워터
가든

F11/F11

4 청량리점 2010.08 옥상공원
층별도면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F9/F9

5 관악점 1997.10 

6 강남점 2000.06 

7 노원점 2002.09 

8 미아점 2006.12 

9 스타시티점 2008.10 

10 김포공항점 2011.12 하늘정원 해당층이 나오지 않음. F6/F6

11 부천 중동점 2010.06 옥상공원 옥상꽁원, 옥상전망대 F11/F11 메이B헤어

12 구리 구리점 2010.06 옥상공원 옥상공원 F9/F9 롯데문화센터

13 일산 일산점 1999.10 
자연생태

공원

텃밭가꾸기, 우리풀꽃 
정원, 생태연못, 
우리자연 학습로, 

잔디광장, 우리꽃 정원

F11/F11

14 안양 안양점 2002.05 

15 안산 안산점 2010.06 

16 안양 평촌점 2012.03 

17 성남 분당점 1999.04 

표 4-13 . 2013년 국내 백화점 옥상정원현황

가족단위의 쇼핑객들을 위하여 미니동물원을 설치하였다. 롯데 광복점의 경우에는 

국내 최초의 seaside 백화점으로 계획되었다. 해변이라는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옥상정원을 미니동물원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곳과 함께 전망대로서 기능하도

록 하였다. 정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옥상이라는 느낌을 배제하기 위하여 높은 

벽을 쌓고 수목이나 정원과 어울리는 담장을 계획하였지만, 전망대 기능의 공간에는 

벽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주변경관과의 경계를 없애고자 하였다. 또한 카페를 별도로 

두어, 여가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4-51 . 롯데백화점 광복점 옥상정원의 모습
출처)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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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산

부산본점 1995.12 

19 동래점 2001.11 

20 광복점 2009.12 옥상정원 전망대 F11/F11 고객상담실

21 센텀시티점 2007.12 햇살공원

생태습지, 잠자리 연못, 
개구리 연못, 자연학습
원, 전망파고라, 자연습
지원, 소리 놀이터, 햇살 
동물농장,
EVENT공연장, 덤불숲

F10/F10

22
대구

대구점 2003.02 

23 상인점 2004.02 옥상공원 해당층이 나오지 않음. F8/F8

24
인천

부평점 1999.08 옥상공원 가족공원 F7/F7

25 인천점 2002.08 
SKY 

PARK
해당층이 나오지 않음. F10/F10

26 대전 대전점 2000.03 

27 광주 광주점 1998.09 

28 울산 울산점 2001.08 
SKY 

PARK
해당층이 나오지 않음. F9/F9

29 전주 전주점 2004.05 옥상공원

동물농장, 
어린이도서관, 

옥상무대, 어린이 
놀이터

F9/F9

30 포항 포항점 2000.12 

31 창원 창원점 2002.02 옥상공원
공원자체 프로그램은 

명시되지 않음.
F9/F7

헤어샵, 점행사장, 
사은행사장, 플레이
타임(키즈놀이터+카
페), 

현  대
(13)

1

서울

압구정본점 1985.12 하늘정원 노천카페 F6/F6

2 무역센터점 1988.09 하늘정원
문화센터, 갤러리H, 동
호회라운지, 클럽자스민 
자스민 블랙, 

3 천호점 1997.10 하늘정원 F13/F13 루비홀

4 신촌점 1998.10 

5 목동점 2002.08 하늘정원 F7/F7
토파즈홀, 갤러리H, 
밀탑(커피＆음료)

6 미아점 2001.08 

7 부천 중동점 2003.08 

8 일산 킨텍스점 2010.08 

9 부산 부산점 1995.08 

10 대구 대구점 2011.08 하늘정원 F9/F9

토니앤가이(미용실), 
라마르피부과/성형외
과, 토파즈홀, GK네
일케어, 스킨케어룸, 
클럽 쟈스민, 갤러리
H, 라바짜

11 청주 충청점 2012.08 
Sky 

garden
F7/F7

아이벨르, Style 
Avenue3380, 토파
즈홀, 클럽쟈스민

12
울산

울산점 2000.00 

13 동구점 1977.08 하늘공원 F6/F6
문화센터, 갤러리 H, 
미용실, 쟈스민룸

신세계
(10)

1 서울

본점 1963.11 
Trinity 
Garden

인터넷창 상에 이미지만 
나와있음.

F6/F6

본점신관 2006.08 옥상정원 F11/F14
스시카페, 포타이, 
라이스가든, 델리, 
레드8＋,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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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2 강남점 2000.10 

3 영등포점 1984.05 
Sky 
park

F10/F10

퍼스트라운지, 커뮤
니티 라운지, 폴주니
어, 하나투어, 사은
행사장, 신세계카드
센터, 신세계포인트
센터, 맴버스 라운
지, 

4 용인 경기점 2007.03 

5
의정
부

의정부점 2012.04 

6 부산 센텀시티 2009.03 

7 인천 인천점 1997.11 

8 광주 광주점 1995.08 

9 마산 마산점 2000.08 
Sky 
park

F8/F8

아이스크림, 한식, 
면전문, 쌈밥정식, 
커피숍, 고객서비스
센터, 고객상담실, 
양식, 일식, 중식, 한
식

10 천안 충청점 2010.12 
Sky 
park

F5/F6

토담, 강남교자, 미
타, 사은행사장, 아
름다운보리밥, 메콩
타이, 문화홀, 신세
계카드센터, 맴버스
라운지, 컨시어지, 
퍼스트라운지, 운보
찻집, 치폴라로쏘

이러한 옥상정원의 인기는 빅데이터66)로 나타날 정도인데, 2012년 2월에서 2013

년 9월 13일까지 수집한 블로그, 커뮤니티, 트위터, 카페 등의 온라인 매체에 올라

온 2만 여개의 백화점 관련 글 가운데 아이와 동반하여 외출한 장소와, 연관 행위와 

감정 등에 대한 분석한 빅테이터에 따르면, 일부러 옥상공원을 방문했다고 밝힌 것

이 65%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주로 이들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품목도 커피와 음

료, 식사 및 간식 등의 식음에 관련된 것으로 백화점 이용자체를 일상생활 속의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기업 등의 오

피스빌딩이나 다른 지역시설에서도 옥상정원을 활용하기에 이르고 있다.67) 

66)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개인적 자료들이 쌓이고 있고, 이것은 ‘빅데이터’로 불린다. 빅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사회적 공통 관심사 및 의견 개진, 마케팅 등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본문의 자료는 tapacross.tistory.com : 빅데이터 인사이트에서 수집한 백화점 옥상
정원에 관련한 것이다.

67) 이를테면 국립중앙박물관 한식당 옥상을 정원으로 구성한 거울못 휴게공간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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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 백화점 옥상정원을 방문한 동기 및 쇼핑 내용
출처. tapacross.tistory.com : 빅데이터 인사이트

3) 다른 지역시설에 나타나는 식음공간 및 북카페

2000년 이후 백화점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식품관 및 식음공간의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파트단지의 커뮤니티시설의 강화의 양상과 대비적으

로 근린상가가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 나타는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백화을  

일상생활시설로 기능하게 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되었고, 다른 지역시설들에서도 식

음공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국립중앙박물관은 개장 당시 푸드

코트, 한식당, 레스토랑, 분식점 및 M카페, 모란, 전통찻집, take-out 커피점 등의 

다양한 식음공간들이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

하여 제공되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백화점이 구경과 먹거리를 제공하여 일상생

활시설이 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대형마트에서도 

매장의 리뉴얼과 함께 푸드코트에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 대형마트의 푸드

코트는 셀프서비스를 기반에 두고 대형 식당에서 자신이 선택한 음식을 가져와서 먹

는 형식이었는데, 최근에는 푸드코트와 개별식당의 중간적인 성격의 공간들이 혼재

된 양상을 보이는 것들이 있어, 식음부문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카페는 1990년대 초 서울시에 등장하였다. 당시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이는 결국 아파트단지 내에 문고를 설치하는 제도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북카페의 

북카페가 백화점이 등장한 것은 2004년인데, 일부 도서관에서도 북카페가 나타나고

는 있었지만, 백화점에서 북카페가 등장한 이후에는 좀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

다. 북카페는 이제 도서관에서 필수적인 공간이 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68) 

68) 대전일보, “삼성디스플레이 태조산수련관 북카페 개관”, 2014.7.2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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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결

4장에서는 아파트단지와 백화점의 관계를 중산층의 일상생활이라는 측면으로 고찰

하였다. 

아파트단지는 중산층의 일상생활을 위한 시설들이 축약되어 있고, 실제 이들의 일

상생활권 내에 위치한 백화점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해 주

었다. 주거중심의 지역 개발로 인해 적정한 수준의 지역시설들이 계획되지 않은 채 

개발되기 시작한 아파트단지의 삶에 대응하고, 아파트단지 내 일상생활 시설들을 보

완하기 위한 공간들이 백화점의 복합적 소비시설의 경향으로 나타난 것이었고, 이들

의 지위와 함께 이것이 일반적인 백화점의 특성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었다. 2000년 

이후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아파트 형식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백화점에는 몇 가지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로 형성된 아파트단지들이었는데, 아파트가 

중산층의 새로운 지위를 표현해주는 소비재가 되면서 단지 내의 일상생활시설들은 

더없이 풍부해졌고, 외부공간은 공원으로 계획되기 시작하였다. 현대아파트와 한양

아파트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구조인데, 그들의 일상생활 범위 내에 위치

한 백화점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백화점의 특성들은 중산층의 일상생

활공간으로 백화점을 이해시켰고, 사회적 경계로서 강남지역의 중요성이 커지자 백

화점에 대한 새로운 기호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상품의 지위도 이들 백화점에 있으

면 새로워지게 되었으며, 백화점의 외관은 중산층의 지위를 표현하는 물적 대상이 

되어 다른 지역, 특히 주거지역 주변 혹은 주거와 함께 밀착하게 되는 경우 동일한 

외관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며 그 지위를 표현하고 있다.

결국 백화점은 많은 고객들을 집객 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해야하며, 이

를 위해 아파트단지 일상들을 보완하기위한 공간 구성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결국 일상생활시설 즉 근린생활시설들이 많은 편이며, 특히 음식이나 식료품과  같

은 요소들이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아파트단지의 일상생활이 더욱 풍부하게 

구성되어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상생활과 본질적인 인간의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광역적 시설의 포함 경우에는 주거지 주변에서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

분들을 해결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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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소비사회에서 백화점은 끊임없는 중산층의 욕구를 수용하거나 욕망을 불러일으키

는 곳이어야 한다. ‘상품의 물신화의 공간’, ‘상품의 신전’으로 불리는 백화점

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것은 MD, 즉 상품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현대사

회의 시공간의 압축은 새로운 상품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기에 매우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해외 유수의 백화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백

화점이 중산층의 일상생활과 좀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에 덜 

구애 받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본 연구는 이 긴밀한 관계라는 것이 2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도시공간적 측면에서 중산층의 대표적인 주거형식으로 등장한 아파트라는 주

거지와 백화점이 밀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백화점은 광역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지로부터 일정거리로 떨어져있어야 하지만, 1970~80년

대  서울의 압축적 성장은 백화점이 아파트단지 내에도 건립될 수 있는 시대적 특수

성을 남겼다. 이로써 강남 아파트단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2개의 백화점(갤러리아, 

현대)이 생겼다. 이후 도시의 구조가 완성될 즈음 고속버스터미널이 재개발되어 백

화점, 호텔 등과 복합용도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앞선 2개의 백화점과는 

근원적으로는 다르게 출발한 것이지만 아파트단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상생활권 

내에 백화점이 위치하고 있다. 즉, 아파트단지와는 명확한 경계를 가지지만 도보로 

10분 이내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는 세대 범위가 매우 넓다. 이로써 백화점과 아파

트단지의 물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후 많은 신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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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계획에서 유사하게 나타나, 국내 백화점의 특수성 유지하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백화점이 수용하는 시설의 측면이다. 아파트단지에는 중산층의 일상이 

관료적, 압축적으로 재단되어 있었고, 백화점은 일상생활공간 내에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집객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단

지내 일상생활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광역적 

생활시설들을 포함시켜 집객효과를 높이고자 문화센터를 도입하였다. 2000년 이후

에는 새로운 중산층의 주거형식이 등장하게 되면서부터는, 새로운 일상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백화점의 변모가 나타나고 있다. 타워팰리스는 관료적 

일상을 압축하는 것에 있어 새로운 형식을 등장시켰다. 바로 게이티드 커뮤니티라는 

큰 틀 속에서 다양한 복리시설(일상생활시설)들을 포함시킨 것이었으며, 라운지, 클

럽하우스와 같은 공간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것의 등장(분양시점) 이후 개

점한 신세계백화점에서도 게이티드 커뮤니티, 즉 다른 계층과 혼재되지 않은 상황과 

공간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

다. 또한 스타슈퍼라고 하는 고급화된 식품관은 이들 세 백화점에도 영향을 미쳐 재

단장 하도록 만들었다. 2008~9년에는 신세계백화점과 인접한 2개의 주공아파트 단

지가 재건축되었는데, 기존 단지보다 세대수 및 단위세대의 규모가 커지면서, 새로

운 중산층 주거지로 등극하였다. 이 가운데 반포 자이가 있는데, 반포자이에서도  타

워팰리스와 유사한 커뮤니티시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상가에 있어서는 이들의 욕

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커뮤니티시설은 강화되었지만, 근린생활시설들이 많이 

배제된 상태였다. 이에 대한 욕구는 주변 백화점에 영향을 미쳐, 백화점에서 일상생

활시설로 기능하는 식품관 및 식당가를 재구성하는데, 특히 그들의 지위를 상징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관 및 식당들은 앞서 설명한 게이티드 

된 공간과 결합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카페가 기존 층과 식당층에 존재

하지 않고, 다른 매장 내에 보이는 것 등이 해당한다. 쇼핑으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

한 휴식공간으로서의 식음공간은 있어 왔지만, 명품관 내에 위치한 카페는 명품관이 

가진 지위와 공간적 위압감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며, 쇼핑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브런치를 먹기 위해 모이며, 높은 가격대로 인해 지불가능계층들의 커뮤니

티 공간이 된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애슐린 부티크라는 북카페도 있는데, 이 역시 

게이티드를 기반으로 하면서 문고의 기능을 함께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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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강남 백화점은 중산층의 주거 형식인 아파트단지와 공간적 

및 시설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백화점이 강남 중산층의 일상생활을 상징

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일상에서의 지위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으로 

공간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백화점이 단순히 쇼핑을 위해 기

능하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단지의 일상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져야 함을 설

명하고, 더불어 향후 백화점의 방향을 예측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진

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특성은 백화점에 강남지역 중산층의 일상생활이라는 기호가 

더해지면서 다른 지역시설들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쳤다. 백화점에 나타난 다양

한 지역시설들은 분명 도시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통하여 중산층의 일

상생활시설로서의 지위가 확보되면, 다른 지역시설에서도 유사한 형식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산층의 일상생활시설을 위한 지역시설로 백화점이 가지는 의

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와 백화점의 관계를 통하여 백화점의 지역시설로서의 역할과 

의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해외 백화점이나 유통계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함께 고찰한 것은 아니기에, 특정 시설의 등장에 대하여 아파트단지와의 관계성으로

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백화점을 지역시설로 고찰하고자 한 것

과 아파트단지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주거형식과의 관계성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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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①] 전국 백화점의 용도지역 및 주변 현황

- 출처 : 백화점을 중심으로 반경 200m, 400m의 범위를 확인하고자 네이버지도의 지적편집도
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특히 용도지역은 상업·주거·준공업의 개략적인 부분을 
확인하였다.

- 범례 :  - 반경 200m,  - 반경 400m

          - 중심상업,  - 일반상업,  - 일반주거,  - 준공업

롯데본점·에비뉴엘·영플라자 롯데 잠실점

롯데 영등포점 롯데 청량리점

롯데 관악점 롯데 강남점

표 1 . 주요백화점의 주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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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노원점 롯데 미아점

롯데 건대스타시티점 롯데 김포공항점

롯데 부천중동점 롯데 구리점

롯데 일산점 롯데 안양점

표 2 . 주요백화점의 주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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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안산점 롯데 평촌점

롯데 분당점 롯데 부산본점

롯데 동래점 롯데 광복점

롯데 센텀시티점 롯데 대구점

표 3 . 주요백화점의 주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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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상인점 롯데 부평점

롯데 인천점 롯데 대전점

롯데 광주점 롯데 울산점

롯데 전주점 롯데 포항점

표 4 . 주요백화점의 주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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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창원점

현대 압구정본점 현대 무역센터점

현대 천호점 현대 신촌점

현대 목동점 현대 미아점

표 5 . 주요백화점의 주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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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동점 현대 킨텍스점

현대부산점 현대 대구점

현대 충청점 현대 울산점

현대 울산동구점

표 6 . 주요백화점의 주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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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본점 신세계 강남점

신세계 영등포점 신세계 경기점

신세계 의정부점 신세계 센텀시티점

신세계 인천점 신세계 광주점

표 7 . 주요백화점의 주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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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마산점 신세계 충청점

갤러리아 명품관 갤러리아 수원점

갤러리아 센터시티점 갤러리아 진주점

갤러리아 타임월드

표 8 . 주요백화점의 주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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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 구로본점 AK 수원역점

AK 분당점 AK 평택점

AK 원주점 고양 그랜드백화점

서울 아이파크백화점 서울 디큐브백화점

표 9 . 주요백화점의 주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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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화점 대백 프라자

창원 대동백화점 창원 대우백화점

거제 디큐브백화점 부산 대우백화점 센트럴스퀘어점

대전 SAY백화점 춘천 M백화점

표 10 . 주요백화점의 주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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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②] 2013년 롯데 백화점 파사드 현황

본점(1979) 잠실점(1988) 영등포점(1991)

부산본점(1995) 광주점(1998) 부평점(1999)

일산점(1999) 분당점(1999) 강남점(2000)

포항점(2000) 대전점(2000) 동래점(2001)

울산점(2001) 안양점(2002) 인천점(2002)

표  . 전국 롯데백화점 2013년 파사드-1

주1. 각 사진은 구글이미지를 통하여 검색하였으며 출처는 다음과 같다. 

     본점,잠실점,강남점-위키피디아(롯데백화점), 영등포점-한경닷컴20102.12.29, 일산점-패션채널, 

     부산본점-롯데백화점홈페이지, 부평점-blog.naver.com/jw88jkt, 일산점-패션채널, 포항점-대구신

     문2009.08.04, 대전점-www.visitkorea.or.kr, 동래점-지역정보포털, 울산점-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

     회, 안양점-olpost.com, 인천점-blog.naver.com/brend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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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점(2002) 노원점(2002) 대구점(2003)

상인점(2004) 전주점(2004) 미아점(2006)

센텀시티점(2007) 건대스타시티점(2008) 광복점(2009)

청량리점(2010) 안산점(2010) 중동점(2010)

구리점(2010) 김포공항점(2011) 평촌점(2012)

표 . 전국 롯데백화점 2013년 파사드-2

주1. 각 사진은 구글이미지를 통하여 검색하였으며 출처는 다음과 같다. 

     창원점-CNBNEWS 2012.09.27, 노원점-두산백과, 대구점-edaily2011.05.26, 

     상인점, 미아점-www.visitkorea.or.kr, 전주점-머니투데이2012.01.25, 광복점-국제신문
2010.08.16    안산점, 김포공항점-롯데백화점홈페이지, 평촌점-파이낸셜뉴스20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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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구분 항목 내용

1
1973.
07.12
제정

[별표1]
부대복리시설 
및 복리시설
의 종류와 규
모의 세부적 
기준

어린이
놀이터

50세대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세대에 3.3평방미터의 비율로 1개소를 각 세대
의 이용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한 그네, 미끄럼대, 철봉, 모래
판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를 초과할 때에는 그 면적을 초
과 3세대에 대하여 3.3평방미터의 비율로증가한다)   

시장
1,000세대이상일 때 1개소
(단, 1,000m 이내 위치에 시장 있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중
목욕장

욕탕시설이 없는 주택 500세대이상을 집단 건설할 때 1개소 (다만, 1,000미터
이내의 위치에 공동욕탕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
시설

1,000세대이상일 때 1개소(다만, 1,000미터이내의 위치에 의료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회소
1,000세대에 330평방미터의 비율로 옥내집회시설 1개소(다만, 학교 
 기타 공중이 집회할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동장
체육시

설

500세대  이상 일때 2세대에 3.3평방미터의 비율로 운동장 1개소(다만 인근에 
학교 기타 운동장이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물및
진개수
거시설

아파트의 경우에 한하여 다스트슈트시설  

2

1975.
04.16
일부
개정

[별표1]
부대복리시설 
및 복리시설
의 종류와 규
모의 세부적 
기준

어린이놀이터, 공중목욕장, 의료시설, 집회소, 운동장, 오물 및 진개수거시설 상동

시장
1,000세대이상일 때 1개소(다만, 1,000미터이내의 위치에 시장이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세대이상 1,000세대미만의 경우에는 200세대당 1점포
(45평방미터 기준)의 비율의 점포     

우편함
500세대이상일 때 1개소(다만, 500미터이내에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976.
09.27
일부
개정

[별표4]
국 민 주 택 과 
부대시설 및 
복 리 시 설 의 
건설기준

어린이
놀이터

(가)50세대이상 집단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100세대까지는 1세대당 
3.3평방미터, 100세대를 초과할 때에는 330평방미터에 3세대당3.3평방미터의 
비율로 가산한다. (나)최소폭 : 12미터이상, 1개소당 면적 : 150 평방미터이상 
(다)거실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5미터이상 띄어서 설치하여야 한다.(라)어린이 
놀이터에는 그네, 미끄럼대, 철봉및 모래판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이상이어야 한다.①그네 : 높이 2미터이상으로 조당 3인용으로설치하
되, 200세대마다 1조의 비율로 가산한다.②미끄럼대 : 높이 2미터이상, 상계판
의 넓이2평방미터이상, 활주면의 넓이 50센티미터이상,착지판의 길이 60센티
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철봉 : 대형, 중형 및 소형을 1조로 설치하되, 
200세대마다 1조의 비율로 가산한다. ④모래판 : 200세대미만의 경우에는 50
평방미터이상의 모래판을 설치하고 2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50평방미터에 
100세대당 10평방미터를가산한 면적으로 하며, 모래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이
상으로 한다.

집회소
1,000세대이상일 경우에는 1,000세대 당 330평방미터의 비율로 옥내에 1개소
를 설치해야한다. 다만 인근 1,000미터 이내에 학교 기타 공중이 집회할 시설
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중
목욕장

욕탕시설이 없는 주택 1,000세대이상을 집단 건설할 때 1개소 (다만, 1,000미
터이내의 위치에 공동욕탕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동장 
및

체육
시설

500세대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되 시설의 종류는 운동장(2,000평방미터
이상), 정구장(1,0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2면이상), 수영장 또는 배구장(1,000
세대이상인 경우는 2면이상) 중 1이상으로 한다. 다만, 1,000미터이내에 동종
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 등

(가)시장 : 1,000세대이상인 경우에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00미
터이내에 시장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상가(슈퍼마켓 및 점포를 포함한다) 500세대이상일 경우에 1개소를 설치하
되(다만, 인근1,000미터이내에 시장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건축연면적은 66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텔레 공동주택에 한하여 동별로 텔레비죤 공청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 13 . 아파트단지 부대복리시설 기준
  *주1. 1~6<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7~11<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12~19<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2. 날짜는 시행일 기준이며, 제정·전면개정의 연혁과 일부개정의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음.

[ 부 록 ③] 아파트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설치 제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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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공청
시설

오물
수거
시설

아파트에 한아여 매 세대마다, 다스트 슈트를 설치해야한다.

의료
시설

1,000세대이상인 경우에 병원(의원을 포함한다), 약국 등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00미터 이내에 의료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977.
07.10
일부
개정

[별표4]
국 민 주 택 과 
부대시설 및 
복 리 시 설 의 
건설기준

시장

(가)시장 : 1,000세대이상인 경우에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00미
터이내에 시장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상가(슈퍼마켓 및 점포를 포함한다) 500세대이상일 경우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하되(다만, 인근1,000미터이내에 시장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다른
항목

모두 동일함.

5

1978.
10.18
전부
개정

[별표4]
부대복리시설 
및 복리시설
의 종류별 설
치기준

교육
시설

탁아소 또는 유치원 : 단지내 주택의 규모가 1,0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개소이상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야한다.
초등학교: 단지내 주택의 규모가 3,0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개소를 설
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다만 인근 4km이내 초등학교 시설이 있
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다.
중고등학교: 단지내 주택의 규모가 5,000세대이상인 경우 한하여 1개소를 설
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 10km이내에 중고등학교 시
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
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 단지내 주택의 규모가 3,000세대이상인 경우에 각
각 150㎡이상의 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어린이
놀이터

○면적 : 단지내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까지는 세대당 3.3평방미터의 비율로 
설치하며, 100세대초과시에는 초과 3세대 당 3.3평방미터의 비율로 가산 설치
하여야 한다.
○위치 : 단지내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최소폭 : 9m이상이어야 한다.
○1개소당 최소면적 : 150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장소 : 거실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5m이상 띄어야 한다.
설치종목 :
(1)그네 : 단지내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까지는 1조(높이2m이상으로 조당 3인
용)를 설치하여야 하며 100세대 초과시 200세대마다 1조의 비율로 가산 설치
하여야 한다.
(2)미끄럼대 : 단지내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까지는 1조 (높이 2m이상 상게판
의 넓이 2평방미터이상, 활주면의 넓이 50cm이상, 착지판의 길이 60cm이상, 
활주면 2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100세대초과시 200세대마다 1조의 비율로 
가산 설치하여야 한다.
(3)철봉 : 단지내 주택의 규모 100세대까지는 1조(대형, 중형 및 소형)를 설치
하여야 하며 100세대초과시 200세대마다 1조의 비율로 가산 설치하여야 한다.
(4)모래판 : 모래판의 모래는 30cm이상의 두께로 설치하여야 한다.
(5)씨이소오 : 300세대마다 1조의 비율로 설치하여야 한다.
(6)공중변소 : 1개 놀이터당 대변기 및 소변기 각 2인용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단지내에 일반의 이용에 공할수 있는 공중변소 시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7)휴게소 : 1개 놀이터당 휴게용 의자 6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용 식
수 3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음수기 : 1개 놀이터당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의료
시설

○약국 : 단지내 주택의 규모 300세대까지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300세
대초과시 500세대마다 1개소의 비율로 가산 설치하여야 한다.
○병원 : 단지내 주택의 규모 1,000세대이상일 때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로부터 2km이내에 병원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원 : 단지내 주택의 규모 500세대이상일 때,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병원시설이 단지내 또는 인근 1km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공동
목욕탕

세대별 욕탕(냉온수) 시설이 없는 주택이 1,000세대이상일 때 1개소를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인근 1km이내에 공동목욕탕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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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다.

운동장
및

체육
시설

○운동장 : 단지내 주택의 규모 500세대까지 165㎡ 500세대초과시 300세대
마다 100㎡의 비율로 가산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운동장의 면적이 660㎡이상
일 때에는 정구장, 배구장,수영장등의 체육시설로 병용할 수 있으며 인근 1km
이내에 학교 등의 공중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정구장 : 단지내 주택의 규모 1,000세대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면이상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내에 배구장 또는 수영장, 기타의 체육시설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구장 : 단지내 주택의 규모 1,000세대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개소이상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내에 정구장 또는 수영장 기타의 체육시설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영장 : 단지내 주택의 규모 1,000세대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내에 정구장 또는 배구장 기타의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집회소

○1동의 주택 30세대까지 15㎡ 30세대초과 10세대마다 5㎡의 비율로 가산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실 설치면적이 위의 면적이상일 때에는 동별 집회소
를 따로 설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단지내 주택의 규모가 1,000세대이상일 때에는 1,000세대당 150㎡의 비율
로 옥내에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 1km내에 학교운동장, 새마을
회관, 기타 공중이 집회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저
수시설 
비상급
수시설

○가입시설을 한 공동저수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내 주민에게 상수도를 최소 1일
간 급수가능하도록(세대당 1톤이상) 옥상또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하고 비상급
수시설 1개소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오물 및
 진개 
수거
시설

○오물수거 시설 : 오물청소법의 규정에 의한 설치 기준에 따른다.
○진개수거시설 : 다스트슈트 설치 ((1)규격 : (단위 : mm) 5층이하의 공동주
택 슈트 : 500× 600이상(내부간격) 저장소 : 1,500 × 2,000 × 1,200(높
이)이상 6층이상의 공동주택 슈트 : 600 × 700이상 저장소 : 1,800 ×2,500 
× 1,200(높이)이상 (2)슈트내부마감 : 슈트의 내부면은 오물이 걸리지 아니
하도록 면을 매끈하게 마감처리하여야 한다.(3)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옥상 악
취배기시설 및 최하층의 개폐식 악취방지시설등을 하여야 한다. (4)저장소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고 슈트로부터 3m이내의 위치에 청소전용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원
및

녹지
시설

○단지내 주거용 건축물 이외의 대지면적 10분의1이상을 공원 또는 녹지시설
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500세대이상 1,000세대까지는 1개소이상의 휴게소시설을 설치하고, 1,000
세대초과시 1,000세대마다 1개소의 비율로 가산 설치하여야 한다.(2)휴게용 의
자 또는 벤치 : 20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3)잔디와 화단 : 2분의1이상 면적
에 식재하여야 한다. 

TV공정
시설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
저탄장
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연탄 온돌 또는 연탄보일러 난방시설인 때 에 한하여 단지
내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세대별로 구획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별 
저탄장시설을 따로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인정

○단지내 주택의 규모 500세대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00세대 당 10㎡의 비율
로 가산 설치하되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오락실 : 33㎡이상이어야 하며, 장기, 바둑 등의 오락기구 각 2식이상
(2)변소 : 남, 녀용 변소 각 2개소이상
(3)급수시설 : 1개소이상

시장

소매시장 :
 가. 단지내 주택의 규모가 5,0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소매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기준 : 시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용도 :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생활필수 식료 및 의류품 판매
    (2)문구류 : 완구류, 다과류, 운동기구류품 판매
    (3)기타 입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및 용역의  
    제공 장소, 다만, 부동산소개소, 주점유흥음식점등은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라. 면적 : 단지내 주택의 규모 5,000세대까지 건축면적의 합계가 1,0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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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10,000㎡이하이어야 하며, 5,000세대초과시에는 1,500㎡이상 15,000㎡  
 이하이어야 한다.
 마. 건설 및 공급 : 당해 주택사업의 준공시까지 완공하고 공급 및 공급조건은  
 주택공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생활필수식료 및 의류품 판  
 매장은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 또는 임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상가 :
가. 슈퍼마켓, 백화점을 포함하며 단지내 주택의 규모가3,000 세대이상인 경우
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기준 : 시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용도 : 소매시장의 예에 따른다.
라. 면적 : 건축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5,000㎡이하이어야 한다.
마. 건설 및 공급 : 소매시장의 예에 따른다.

상가 :
가. 단지내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이상인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기준 : 종합상가의 예에 따른다.
다. 용도 : 소매시장의 예에 따른다.
라. 면적 : 건축면적의 합계가 100㎡이상 3,000㎡이하이어야 한다.
마. 건설 및 공급 : 소매시장의 예에 따른다.

6

1979.
05.20
일부
개정

[별표4]
부대복리시설 

및 
복리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

오물 및
 진개 
수거설

삭제

나머지 항목은 이전과 동일

<주택건설촉진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주택건설기준에관한
규칙>을 1979.4.24 제정하여 1979.5.20에 시행하면서 기존 관련 제도인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이 동시에 실
행되다가 1979.08.22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별표4]를 삭제하면서부터 <주택건설기준에관
한규칙>에 근거하였으며, 이 제도 역시 같은 날 개정을 통하여 복리시설들을 개별조항으로 구체화하였다.

7

1979.
08.22
일부
개정

<주택건설기준
에관한규칙>

제22조
유치원
탁아소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500세대이상인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탁아소 또
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
하여야 하며, 그 확보된 대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단지안의 
다른 용도의 건축물 안에 탁아소 또는 유치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9.8.22]

제23조
공공시설

3,0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동사무소, 파출소 및 우체국을 건
축할 대지를 각각 150평방미터이상씩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의무자에게 분
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8.22]

제24조
어린이
놀이터
시설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그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3.3평방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상의, 100세대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330평방미터에 100세대를, 초과하는 3세대이내마다 3.3평방미터
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어린이놀이터는 1개소의 면적이 150평방미터이상이고, 폭이 9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거실이 있는 외벽면으로부터 5미터이상 띄어서 설
치하여야 한다.
③어린이놀이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어린이놀이터에는 주변에는 상록수를 식재하여 차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8.22]
[별표5]<신설 1979.8.22>
놀이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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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설치기준

그네

미끄럼대

철봉

모래판
시소

공중변소

음수기
긴의자

Ｏ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1조(높이2미터
이상인 3인용을 말한다.이하 같다)이상
Ｏ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조에100
세대를 초과하는 200세대이내마다 1조의 비율로 가산한  수이상
Ｏ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1대(높이2미터
이상, 상계판의 넓이 2평 방미터이상, 활주면의 너비0.5미터이상, 
착지판의 길이 0.6미터이상, 활주면 2개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
Ｏ단지안의 주택을 규모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대에100
세대를 초과하는 200세대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이상
Ｏ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1조(대·중및 
소형 철봉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
Ｏ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조에100
세대를 초과하는 200세대마다1조의 비율로 가산한 조수이상
Ｏ그네, 미끄럼대 및 철봉의 주변 에는 두께 0.3미터이상
Ｏ단지안의 주택의 규모 300세대마다 1조의 비율로 산정한 조수이
상
Ｏ어린이 놀이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위치에 수세식 공중변소(대
변기 1개, 소변기 2개 및 세면기1개이상을 갖춘 것)1개이상
Ｏ1개소의 놀이터마다 음수기 1개
Ｏ1개소의 놀이터마다 5인용 긴의자 6개이상

제25조
의료시설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시설용 건축물
을 건축할 대지를 확보하여 의료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판매용 건
축물의 건축계획에 포함하여 건축하고, 이를 의료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
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규모가 3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약국 1개소이상
2. 주택의 규모가 5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의원 1개소이상. 다만, 단지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위치에 의원 또는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9.8.22]

제26조
공중

목욕탕

냉·온수를 공급하는 목욕시설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1,000세대이상 건설하
는 단지에는 공중목욕탕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공중목욕탕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위치에 공중
목욕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9.8.22]

제27조
체육
시설

①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165평방미터에 500세대를 초과
하는 300세대이내마다 100평방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이상의 운동장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위치에 학교 및 공공운동장
(유료로 사용하는 운동장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0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정구장(2면이상의 것을 말한
다)·배구장 또는 수영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
장의 면적이 660평방미터이상인 경우에는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운동장에 
정구장, 배구장 또는 수영장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9.8.22]

제28조
집회소

① 아파트에는 1동의 세대수가 3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15평방미터이상, 30세
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평방미터에 30세대를 초과하는 10세대이내마다 5
평방미터의 비율을 가산한 면적이상의 동별집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등의 지하층이 동별집회소 기준면적이상이고, 그 지하층에 집회소의 시설
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집회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1,0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150평방미터에 1,000세대를 초
과하는 1,000세대이내마다 150평방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이상의 공동집회
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동의 지하층의 공동집회소 기준면적이상이고 그 
지하층에 집회소의 시설을 하는 경우와 단지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위치에 공
동집회소기준면적이상의 새마을회관, 강당 기타 집회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
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공동집회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9.8.22]

제29조
비상저수

시설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세대당 1톤(비상지하수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3톤)이상의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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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녹지시설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공지면적의 10분의1이상의 녹지시설을 하여야 하
며, 주택의 규모가 5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안에 휴게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규모가 1,00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1개소, 1,000세대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1,000세대를 초과하는 1,000세대이내마다 1개소의 비율로 계산한 휴게
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의 휴게소에는 5인용 긴의자 5개이상을 설치하고, 휴게소의 2분의1이
상의 면적에 잔디 및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3. 단지안의 도로 또는 통로의 양측 및 휴게소에는 단지면적 1,000평방미터이
내마다 1개소의 비율로 휴지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8.22]

제31조
텔레비전
공청시설

공동주택에는 동별로 텔레비젼 공청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8.22]

제32조
공동

저탄장

연탄온돌 또는 연탄보일러식 난방방식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는 동별 또는 
층별로 세대별로 구획된 공동저탄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별 전용면
적안에 저탄용 창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9.8.22]

제33조
노인정

①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세대이내마다 10평방미
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상의 노인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30평방미터
를 초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노인정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25평방미터이상의 오락실
2. 장기 및 바둑등의 오락시설
3. 남·여용 각 1개소이상의 변소 및 세면시설
4. 1개소이상의 급수시설
[본조신설 1979.8.22]

제34조
판매
시설

①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상가 및 
슈퍼마켓등의 판매시설을 당해주택 준공시까지 건설하여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판매시설은 식료품, 의료품, 문구류, 다과류 및 운동기구 기타 
생활필수품과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판매장, 이·미용원, 약국 및 병·의원등을 주된 용도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 
소개업, 주점 및 유흥음식점의 용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9.8.22]
[별표6] <신설 1979.8.22>
판매시설의 설치기준

단지내주택규모 종류 판매장건축물 규모 등
시설기

준

  100세대이상
1,000세대미만

상가
세대당2㎡이상4㎡이하로서 5층 이하. 
다만 판매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은 예외로한다 시장법

규정
따름1,000세대이상

5,000세대미만

종합상가
(슈퍼마켓 또는 

백화점)

연면적2,000㎡이상
8,000㎡이하 5층이하

5,000세대이상 소매시장

연면적 3,000㎡이상15,000㎡이하로
서 5층이하에 소매시장.
다만 연면적5,000㎡이하의 상가 또는 
종합상가설치할 수 있다

8

1982.
05.25
일부
개정

<주택건설기준
에관한규칙>
1982.06.05

시행
1982.05.25

개정시행

제22조
유치원
탁아소

공동주택대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500세대이상인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탁
아소 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확보된 대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단지
안의 다른 용도의 건축물 안에 탁아소 또는 유치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1982.5.25>
[본조신설 1979.8.22]

제23조
공공시설

 삭제  <1982.5.25>

제24조 
어린이

① 어린이 놀이터는 영 별표4 제2호 다목의 기준에 따라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
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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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5.25>
②어린이놀이터는 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폭을 6미터이상, 1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9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1
층 외벽면으로부터 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5>
③어린이놀이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규모가 5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공중 변소 및 음수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2.5.25>
④어린이놀이터에는 주변에는 상록수를 식재하여 차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8.22]
[별표5] ]<개정 1982.5.25>
놀이시설의 종류·시설기준 및 설치기준

시설기준 설치기준

그네 높이 2미터이상인 2인용 그네

Ｏ대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50세
대 이하인 경우에는 2종(100세대
이하인경우에는 4종)의 높이시설 
각 1조이상을 설치한다.
Ｏ대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
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세대
를 초과하는 200세대이내마다 4
종의 놀이시설을 각1조의 비율로 
가산한 수 이상을 설치한다.
Ｏ놀이시설의 주변에는 모래 두께 
0.3미터이상인 모래판을 각각 설
치한다.

미끄럼대

높이 2미터이상, 상계판 넓이 
2제곱미터이상, 활주면의 너비 
0.5미터 이상, 착지판의 길이 
0.6미터이상, 활주면 2개이상

철봉 대·중 및 소형의 철봉

시소
시소판의 높이 0.5미터이상, 

시소판의 길이 3미터이상, 시소판 
3개이상

정글짐
높이 2.5미터이상, 

폭4미터이상(원형인경우에는 
폭2.5미터이상)

래더 높이 1.5미터이상, 폭1미터이상

회전무대
무대의 높이 0.3미터이하, 
무대판의 직경 2미터이상

모래판
넓이 6제곱미터이상, 모래두께 

0.3미터이상
Ｏ1개의 놀이터마다 1개소 이상

공중변소
수세식으로서 대변기 1개, 소변기 

2개 및 세면기 1개이상

Ｏ1개의 높이터마다 1개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어린이놀이터로부
터 100미터이내에 이용이 가능한 
공중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음수기 1인용
Ｏ1개의 높이터마다 1개이상을 
설치한다.

긴의자 5인용

Ｏ1개의 높이터마다 대지안의 주
택의 규모가 50세대이상인 경우
에는 6개, 50세대미만인 경우에
는 3개이상을 설치한다.

제25조
의료
시설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시설용 건축
물을 건축할 대지를 확보하여 의료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판매용 건
축물의 건축계획에 포함하여 건축하고, 이를 의료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공급하
여야 한다. <개정 1982.5.25>
1. 주택의 규모가 5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약국 1개소이상
2. 주택의 규모가 1천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의원 1개소이상. 다만, 대지의 출입
구로부터 통행거리 1킬로미터이내의 위치에 의원 또는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공중

목욕탕

냉·온수를 공급하는 목욕시설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1,000세대이상 건설하
는 대지안에는 공중목욕탕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공중목욕탕의 설
치희망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이
내의 위치에 공중목욕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5.25>
[본조신설 1979.8.22]

제27조
체육
시설

①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165제곱미터에, 500세대를 초
과하는 300세대이내마다 100제곱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이상의 운동장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1킬로미터이내에 학교 및 
공공운동장(유료로 사용하는 운동장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30

②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정구장·배구장 또는 수영장중 1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른 운동장의 면적
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정구
장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
집회소

삭제

제29조
공동저
수시설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세대당 3톤(지하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톤)
이상의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5>
[본조신설 1979.8.22]

제30조
조경
시설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주택의 규모가 5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녹지안에 다음의 휴게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1. 주택의 규모가 1천세대이하인 경우에는 1개소, 1천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천세대이내마다 1개소의 비율로 가산한 휴게소를 설치하여야 한
다.
2. 1개소의 휴게소에는 5인용 긴의자 5개이상을 설치하고, 휴게소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잔디 및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3. 대지안의 도로 또는 통로의 양측 및 휴게소에는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이내마
다 1개소의 비율로 휴지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5.25]

제31조
TV공정
시설

공동주택에는 동별로 텔레비젼 공청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8.22]

제32조
공동

저탄장

연탄온돌 또는 연탄보일러식 난방방식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는 동별 또는 층
별로 세대별로 구획된 공동저탄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별 전용면적안
에 저탄용 창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9.8.22]

제33조
노인정

①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세대이내마다 10제곱미터
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상의 노인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2.5.25>
②제1항의 노인정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25평방미터이상의 오락실
2. 장기 및 바둑등의 오락시설
3. 남·여용 각 1개소이상의 변소 및 세면시설
4. 1개소이상의 급수시설
[본조신설 1979.8.22]

제34조
판매
시설

① 영 별표4 제2호 나목의 판매시설은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주택준공
시까지 건설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300미
터이내에 영 별표4 제2호 나목에 적합한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제1항의 판매시설은 식료품·의류품·문구류·다과류 및 운동기구 기타 생활
필수품과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판매장으로 
한다.
③제2항의 판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에는 근린생활시설중 이용원·미용원·약
국·병원·의원과 관리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는 시설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5.25]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별표4]<신설 1981.8.24, 1982.5.20,.1983.4.30>
주택의 건설 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
2.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나.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매세대당 0.6제곱미터이상 4
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의 판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이 설치기준 이상의 판매시설이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1985.
06.22
일부
개정

<주택건설기준
에관한규칙>
1985.06.22

시행

아래 기재되지 않은 항목들은 위의 내용과 동일함

제22조
유치원
또는

새마을
유아원

①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대지면적은 세대당 0.3제곱미터이상 0.9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하되, 그 최소면
적은 3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대지안의 다른 용도의 건축
물안에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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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이 있는 건축물에는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 의한 독서실, 예·체능계강습소 및 기술계강습소(사무
관리분야에 한한다)를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
원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1이내이어야 한
다.
[전문개정 1985.6.22]

제23조
공공시설

삭제  <1982.5.25>

제24조
어린이
놀이터
시설

① 어린이 놀이터는 영 별표4 제2호 다목의 기준에 따라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이
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5.25>
②어린이놀이터는 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폭을 6미터이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9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건축
물의 1층 외벽면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5, 1985.6.22>
③어린이놀이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동
주택의 규모가 5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놀이터안에 수세식 공중변소(대변기1, 
소변기2, 세면기 각1개이상) 및 음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
터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에 이용가능한 공중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6.22>
④어린이놀이터에는 주변에는 상록수를 식재하여 차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8.22]
[별표5] <개정 1985.06.22>
놀이시설의 종류별 규격 및 설치기준(제24조 제3항 관련)

시설기준 설치기준

그네 높이 2미터이상인 2인용 그네 Ｏ5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2종이
상, 10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4종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100세
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내의 증가마다 1종의 시설을 추
가하되, 그네·미끄럼 또는 시소
를 우선하여 설치하고, 같은 장소
에서 동일시설의 중복은 피한다.
Ｏ놀이시설의 주변에는 모래 두께 
0.3미터이상인 모래판을 각각 설
치한다.
Ｏ놀이터에는 파고라 및 5인용 
긴의자6개(50세대 미만인 경우에
는 3개이상)이상을 설치한다.

미끄럼대

높이 2미터이상, 상계판 넓이 
2제곱미터이상, 활주면의 너비 
0.5미터 이상, 착지판의 길이 
0.6미터이상, 활주면 2개이상

시소
시소판의 높이 0.5미터이상, 

시소판의 길이 3미터이상, 시소판 
3개이상

기타
놀이
시설

어린이의 유희·건강·안전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고 
모험 창조적인 놀이가 가능한 

시설

모래판
넓이 6제곱미터이상, 모래두께 

0.3미터이상
Ｏ1개의 놀이터마다 1개소 이상

제25조
의료
시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를 확보하여 의료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의료
시설을 판매시설의 건축계획에 포함하여 건축하고, 의료시설을 운영하고자 하
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5, 1985.6.22>
1. 그 규모가 5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약국 1개소이상
2. 그 규모가 1천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의원 또는 병원 1개소이상. 다만, 대지
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1킬로미터이내의 위치에 의원 또는 병원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9.8.22]

제26조
일반

목욕장

① 세대별로 냉·온수물 공급하는 목욕시설을 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1천세
대이상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일반목욕장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일
반목욕장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일반목욕장을 판매시설의 건축계획에 
포함하여 건축하고 일반목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그 
대지면적은 세대당 0.2제곱미터이상 0.6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하되, 그 최소
면적은 3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목욕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이용원·미용원 및 탁구
장·태권도장·헬스클럽등의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목욕
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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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개정 1985.6.22]

제27조
체육
시설

①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재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안에 배드민턴장·배구장·농구장 또는 정구장등을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1킬로미터이내에 학교 또는 공공운
동장(유료로 사용하는 운동장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천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
장시설외에 수영장 1개 또는 정구장 1면을 설치하여야 하며, 2천세대이상인 경
우에는 2천세대를 넘는 1천세대마다 정구장 1면이상을 추가 설치하거나, 소년
축구장 또는 소년야구장을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5.6.22]

제31조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공동주택에는 동별로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젼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
판매
시설

① 영 별표4 제2호 나목의 판매시설은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주택준공
시까지 건설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300미
터이내에 영 별표4 제2호 나목에 적합한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판매시설은 식료품·의류품·문구류·다과류 및 운동기구 기타 생
활필수품과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판매장으
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에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제조장·장의사 및 동물병원을 제외한다)·병원 및 관리사무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시설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 연면
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판매시설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이 2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85.6.22>
[전문개정 1982.5.25]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별표4]
<신설 1981.8.24, 1982.5.20,.1983.4.30,1984.11.03>
주택의 건설 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
2.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나.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매세대당 0.6제곱미터이상 
4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의 판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
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이 설치기준 이상의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주택건설기준
에관한규칙>
1986.07.12

시행

제22조
유치원
또는

새마을
유아원

①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
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의 설치희망자에
게 분양하거나,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을 관리사무소의 건축계획에 포함하여 
건축하고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
다. 다만, 공동주택 대지안의 다른 용도의 건축물안에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
을 설치하거나, 그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이내의 위치에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의 대지면적은 세대당 전용면
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0.3제곱미터이상 0.9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0.1제곱미터이상 
0.3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하되, 수도권정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
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이하 "시·군지역"이라 한
다)의 경우에는 0.2제곱미터이상 0.6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그 
최소면적은 315제곱미터(원아수가 30인이하인 경우에는 270제곱미터)이상이어
야 한다. <신설 1986.6.11>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이 있는 건축물에는 사설
강습소에관한법률에 의한 독서실, 예·체능계강습소 및 기술계강습소(사무관리
분야에 한한다)를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외
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5.6.22]

제24조
어린이

 ① 어린이 놀이터는 영 별표4 제2호 다목의 기준에 따라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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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시설

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대지의 이용상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5.25, 1986.6.11>
②어린이놀이터는 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폭을 6미터이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9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건축
물의 1층 외벽면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5, 1985.6.22>
③어린이놀이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동
주택의 규모가 5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놀이터안에 음수기를 설치하여야 한
다. <개정 1986.6.11>
④어린이놀이터에는 주변에는 상록수를 식재하여 차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8.22]
[별표5]<개정1985.06.22, 1986.6.11>
놀이시설의 종류별 규격 및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시설기준 설치기준

그네 높이 2미터이상인 2인용 그네 Ｏ5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2종이
상, 10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4종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100세
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내의 증가마다 1종의 시설을 추
가하되, 그네·미끄럼 또는 시소
를 우선하여 설치하고, 같은 장소
에서 동일시설의 중복은 피한다.
Ｏ놀이시설의 주변에는 모래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인 모래를 깔아야
한다.
Ｏ놀이터에는 파고라 및 5인용 
긴의자6개(50세대 미만인 경우에
는 3개이상)이상을 설치한다.

미끄럼대

높이 2미터이상, 상계판 넓이 
2제곱미터이상, 활주면의 너비 
0.5미터 이상, 착지판의 길이 
0.6미터이상, 활주면 2개이상

시소
시소판의 높이 0.5미터이상, 

시소판의 길이 3미터이상, 시소판 
3개이상

기타
놀이
시설

어린이의 유희·건강·안전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고 
모험 창조적인 놀이가 가능한 

시설

모래판
넓이 6제곱미터이상, 모래두께 

0.3미터이상
Ｏ1개의 놀이터마다 1개소 이상

제25조
의료
시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를 확보하여 의료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의료
시설을 판매시설의 건축계획에 포함하여 건축하고, 의료시설을 운영하고자 하
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5, 1985.6.22, 1986.6.11>
1. 그 규모가 5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약국 1개소이상. 다만, 대지의 출입구로
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의 위치에 약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그 규모가 1천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의원 또는 병원 1개소이상. 다만, 대지
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1킬로미터이내의 위치에 의원 또는 병원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9.8.22]

제26조
일반

목욕장

① 세대별로 냉·온수를 공급하는 목욕시설을 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1천세
대이상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일반목욕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매세대당 0.3제곱
미터이상 0.6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
망자에게 분양하거나, 매세대당 0.2제곱미터이상 0.4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
정한 일반목욕장을 건축(판매시설의 건축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하여 그 시설
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목욕장은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주택준공
시까지 건설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목욕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
항의 근린 생활시설중 제3호·제4호(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및 제5호의 시설
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목욕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6.6.11]

제27조
체육
시설

①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재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안에 배드민턴장·배구장·농구장 또는 정구장등을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1킬로미터이내에 학교 또는 공공운
동장(유료로 사용하는 운동장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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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천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
장시설외에 수영장 1개 또는 정구장 2면을 설치하여야 하며, 2천세대이상인 경
우에는 2천세대를 넘는 1천세대마다 정구장 1면이상을 추가 설치하거나, 소년
축구장 또는 소년야구장을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6.6.11>
[전문개정 1985.6.22]

제29조
공동
저수
시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
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지하저수조 또는 지하양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6.6.11>
1. 지하저수조는 세대당 3톤(다만, 시·군지역에 있어서는 2톤으로 하고, 고가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0.3톤이내의 고가수조저수량을 포함한다)이
상으로 하고, 50세대마다 1대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비상전원 및 이
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수양수시설은 일일양수량이 세대당 0.1톤이상이어야 하고, 세대당 0.3
이상의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하고, 세대당 0.3톤이상의 저수조를 설치하어야 
하며,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 및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
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하저수조·고가수조 및 지하양
수시설에 있어서의 저수조는 당해 저수조를 2개이상의 칸막이로 구획하여 청소
등의 관리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5.6.22]

제30조
조경시설

(이전과 동일)

제31조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이전과 동일)

제32조
저탄
시설

① 연탄온돌 또는 연탄보일러식 난방방식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는 동별 또
는 층별로 세대별로 구획이 된 공동저탄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별 전
용면적 부분 또는 발코니에 저탄용 창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저탄용창고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6.6.11]

제33조
노인정

 ①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세대인 때에는 15제곱
미터이상, 100세대를 넘는 때에는 15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당 
0.1제곱미터(시·군지역의 경우에는 0.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노인정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더한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를 넘는 때에는 
330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1986.6.11>
②제1항의 노인정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6.6.11>
1. 25제곱미터이상의 오락실(300세대이상의 공동조택인 경우에 한한다)
2. 장기 및 바둑 등의 오락시설
3. 삭제  <1986.6.11>
4. 1개소이상의 급수시설
[본조신설 1979.8.22]

제34조
판매
시설

① 영 별표4 제2호 나목의 판매시설은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주택준공
시까지 건설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300미
터이내에 영 별표4 제2호 나목에 적합한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판매시설은 식료품·의류품·문구류·다과류 및 운동기구 기타 생
활필수품과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판매장으
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에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장, 자수업 및 장식품제조장, 커튼 및 휘장제조장, 표구 
및 표구제품제조장, 조화 및 관련제품제조장, 섬유제품인 인형제조장 기타 이
와 유사한 제품의 제조장외의 제조장과 장의사 및 동물병원을 제외한다)·병원 
및 관리사무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시설외의 용도로 사용하
는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판매시설외
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85.6.22, 1986.6.11>
[전문개정 19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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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별표4] 전과 동일

제36조
공중
변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 설치하는 관리사무소·어린이놀이터·체육시설 
및 노인정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수세식 공중변
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에 다음 각호의 기준이상의 
공중변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관리사무소의 공중변소에는 
대변기 1개이상, 소변기 2개이상 및 세면기 1개이상
2. 2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관리사무소의 공중변소에는 
대변기 2개이상, 소변기 3개이상 및 세면기 2개이상
3.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의 공중변소에
는 대변기 1개이상, 소변기 2개이상 및 세면기 1개이상
4. 1천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공중변소에는 대
변기 2개이상, 소변기 2개이상 및 세면기 2개이상
[본조신설 1986.6.11]

11

1989.
7.27
일부
개정

<주택건설기준
에관한규칙>
1989.7.27

시행

제22조
유치원
또는

새마을
유아원

 ①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
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의 설치희망자
에게 분양하거나,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이내의 
위치에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이 있거나, 제4조제1항제2호 다목의 공동주
택으로서 대지안에 탁아소 또는 유아교육시설이 있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의 대지면적은 세대당 전용면
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0.3제곱미터이상 0.9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0.1제곱미터이
상 0.3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하되, 수도권정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이하 "시·군지역"이
라 한다)의 경우에는 0.2제곱미터이상 0.6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한다. 이 경
우 그 최소면적은 315제곱미터(원아수가 30인이하인 경우에는 270제곱미터)이
상이어야 한다. <신설 1986.6.11>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지정된 대지에 설치하는 유치원 또는 새
마을유아원에는 탁아소·노인정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독
서실, 예·체능계강습소 및 기술계강습소(사무관리분야에 한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1989.7.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또는 새마을 유아원은 당해 주택의 준공(법 제
3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 준공을 제외한다)시까지 건설되어야 
한다. <신설 1989.7.27>
[전문개정 1985.6.22]

제24조
어린이
놀이터
시설

① 어린이 놀이터는 영 별표4 제2호 다목의 기준에 따라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30제곱미터이상(시·군지역의 경우에는 220제
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대지의 이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5.25, 1986.6.11, 1989.7.27>
②어린이놀이터는 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폭을 6미터이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9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건축
물의 1층 외벽면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5, 1985.6.22>
③어린이놀이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동
주택의 규모가 5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놀이터안에 음수기를 설치하여야 한
다. <개정 1986.6.11>
④어린이놀이터에는 주변에는 상록수를 식재하여 차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영 별표4 제2호 다목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말한다. <신설 1989.7.27>
[본조신설 1979.8.22]

제25조
의료
시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를 확보하여 의료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의료
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5, 1985.6.22, 1986.6.11, 1989.7.27>
1. 그 규모가 5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약국 1개소이상. 다만, 대지의 출입구로
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의 위치에 약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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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규모가 1천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의원 또는 병원 1개소이상. 다만, 대지
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1킬로미터이내의 위치에 의원 또는 병원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9.8.22]

제26조
일반

목욕장

① 세대별로 냉·온수를 공급하는 목욕시설을 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1천세
대이상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일반목욕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매세대당 0.3제곱
미터이상 0.6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
망자에게 분양하거나, 매세대당 0.2제곱미터이상 0.4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
정한 일반목욕장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9.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목욕장은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주택준공
시까지 건설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지정된 대지에 설치하는 일반목욕장에는 건축
법시행령 부표 제4항의 근린 생활시설중 제3호·제4호(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다) 및 제5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목욕장외의 용도로 사용
하는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1989.7.27>
[전문개정 1986.6.11]

제27조
체육
시설

① 500세대이상(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
는 대지안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재곱미터를 더
한 면적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안에 배드민턴장·배구장·농구
장 또는 정구장등을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1킬로미터이내에 학교 또는 공공운동장(유료로 사용하는 운동장을 제
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7.27>
②1천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
장시설외에 수영장이나 로울러스케이트장 1개 또는 정구장(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핸드볼·배구장·농구장 또는 씨름터
로 대체할 수 있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2면을 설치하여야 하며, 2천세대이상
인 경우에는 2천세대를 넘는 1천세대마다 정구장 1면이상을 추가 설치하거나, 
소년축구장 또는 소년야구장을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6.6.11, 
1989.7.27>
③사업주체가 국가등인 경우로서 5천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
에는 사회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3천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 그 시
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연면적 6천제곱미터이상의 사회체육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1989.7.27>
[전문개정 1985.6.22]

제29조
공동
저수
시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
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지하저수조(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체의 기술진단에 따라 건
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하양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5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지하양수시설을 하여
야 한다. <개정 1986.6.11, 1989.7.27>
1. 지하저수조는 세대당 3톤(다만, 시·군지역에 있어서는 2톤으로 하고, 고가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0.3톤이내의 고가수조저수량을 포함한다)이
상으로 하고, 50세대마다 1대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비상전원 및 이
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수양수시설은 일일양수량이 세대당 0.2톤이상(시·군지역의 경우에는 
0.1톤이상)이어야 하고, 세대당 0.3이상의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하고, 세대당 
0.3톤이상의 지하저수조를 설치하어야 하며,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 및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하저수조·고가수조 및 지하양
수시설에 있어서의 저수조는 당해 저수조를 2개이상의 칸막이로 구획하여 청소
등의 관리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5.6.22]

제30조
조경시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그 대지면적의 1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녹
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이 전체세대수의 3분
의 2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9.7.27>
②주택의 규모가 5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녹지안에 다음의 휴게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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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규모가 1천세대이하인 경우에는 1개소, 1천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하는 1천세대이내마다 1개소의 비율로 가산한 휴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의 휴게소에는 5인용 긴의자 5개이상을 설치하고, 휴게소 면적의 2분
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잔디 및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3. 대지안의 도로 또는 통로의 양측 및 휴게소에는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이내
마다 1개소의 비율로 휴지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5.25]

제31조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공동주택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젼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
여야 한다. <개정 1989.7.27>

제32조
저탄시설

(이전과 동일)

제33조
노인정

(이전과 동일)

제34조
판매
시설

① 영 별표4 제2호 나목의 판매시설은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주택준공
시까지 건설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300미
터이내에 영 별표4 제2호 나목에 적합한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판매시설은 식료품·의류품·문구류·다과류 및 운동기구 기타 생
활필수품과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판매장 
및 그 부속용도인 시설(주차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1989.7.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판매시설외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주택 또는 주차
시설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며,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린
생활시설의 바닥면적은 판매시설의 바닥면적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판매시설
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시설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89.7.27>
[전문개정 1982.5.25]

[별표4]<신설 1981·8·24, 1982·5·20, 1983·4·30, 1984·11·3, 
1988·6·16>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
2.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나.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매세대당 0.6제곱미터이상 
4제곱미터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인구20만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이하 시·군지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0.4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의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이 설치기준 이
상의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공중
변소

(이전과 동일)

1979. 4월 제정, 5월 시행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은 1991.4.12에 폐지되고, 1991.1.15에 제정된 <주택건
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1991.3.16에 시행, 이제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1조, 제41조, 제41조의 2, 제
43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대지조성
기준, 주택자재의 품목과 그 등록의 기준및 절차와 우량주택자재의 인정절차등에 관하여 위이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12
1991.
3.16
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

제5장
복리시설

제46조
어린이
놀이터

① 5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지안이나 단지와 
접하여(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한한다)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 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준공(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 준공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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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매세대당 3제곱미터(시·군 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2. 1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
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1제곱미터(시·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
만, 1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어린이놀이터 주변에는 상록수를 식재하여 차폐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면적
이 150제곱미터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탁아시
설 및 주민운동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
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
터이상 떨어진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
의료
시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의료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의료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약국 1개소이상
2. 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의원·보건소지소 또는 병원(이하 
"의원등"이라 한다)1개소와 약국 1개소이상. 다만, 주택단지의 출입구로부터 통
행거리 800미터이내에 의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지에 의원등을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
일반

목욕장

① 세대별로 온수가 공급되는 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1천세대이
상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일반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매세대당 0.3제곱미
터이상 0.6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
자에게 분양하거나 매세대당 0.2제곱미터이상 0.5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정
한 면적의 일반목욕장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당해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800미터이내에 동일기준이상의 
일반목욕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목욕장은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주택의 
준공시까지 개설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된 대지에 설치하는 일반목욕장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1이내의 범위내에서 구매시설·생활시설·의료시설 또는 주민
운동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제50조
구매
시설

①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매세대당 0.3제곱미터(시·
군지역은 0.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제4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구매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구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이내에 동일면적이상의 구
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구매시설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매시설의 면적을 500제곱미터
로 할 수 있다.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100세대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시설은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주택의 준
공시까지 개설되어야 한다.
④구매시설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
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1조
생활
시설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가. 이용원·미용원
나. 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기원
다.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방아간·생활용품수리점·사진관
라. 학원(예능·가정·사무 또는 독서계열에 한한다).
마. 금융·보험기관·부동산중개업사무소등 소개업소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시걸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거주자의 생활편익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생활시설은 매세대당 3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활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생활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는 당해 생활시설의 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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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50조제4항의 규정은 생활시설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면적(구매시
설이 있는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2조
유치원

둥

①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새마을유아원 또는 
탁아시설(이하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매세대당 0.6제곱미터
(시·군지역은 0.4제곱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매세대당 0.6제곱미터(시·군지역은 0.4제곱미터)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분양된 대지에 유치원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의 유치원 등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당해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에 동일규모이상의 
유치원등이 있거나 당해 단지에 탁아 또는 유아교육시설이 있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등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바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의 준공시까지 건설되어야 한다.
1. 유치원등의 유원장·교실·유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실에는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이 확보되도록 할 것
2. 주택·관리사무소·도서실·입주자집회소·거주자의 가정의례 또는 부녀회 
등의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노인정·학원(예능·가정·사무 
또는 독서계열에 한한다)·사회복지관 및 주민운동시설외의 시설은 이를 유치
원등과 3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할 것
3. 유치원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때에는 유치
원 등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변소 등을 다른용도의 시설(사회복지관을 제외
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유아교육 또는 보육환경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제53조
주민
운동
시설

 ① 500세대(독신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
적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베드민턴장·배구장·농구장 또는 정구
장을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외에 수영장 또는 로울러스케이트장 1개소이상 또는 정구장(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1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핸
드볼장·배구장·농구장 또는 씨름터로 대체할 수 있다) 2면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2천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소년축구장 또는 소년야구장을 1개소이상 추가
로 설치하거나 2천세대를 넘는 1천세대마다 정구장 1면이상을 추가로 설치하
여야 한다.
③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도
시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하 "국
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5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인접한 
2이상의 주택단지에 국가등이 건설하는 주택의 세대수의 합계가 5천세대이상
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천세대를 넘는 5천세대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시설외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3천제곱미터이상 확
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연면적이 6천제곱미터이상인 생
활체육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54조
근린공공
시설대지

 3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등 
근린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비대지를 500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55조
노인정

①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5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
는 매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노인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
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정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
며, 노인의 건강증진·오락·취미활동·작업등을 위한 시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부속정원·변소 및 급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도서실(독서실을 포함한다)·
입주자집회소·거주자의 가정의례 또는 부녀회 등의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13 1992. <주택건설기준 제46조 ① 5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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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일부
개정

등에관한규정>
제5장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면적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지안이나 단지와 
접하여(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한한다)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 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준공(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 준공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매세대당 3제곱미터(시·군 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2. 1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
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1제곱미터(시·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
만, 1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어린이놀이터 주변에는 상록수를 식재하여 차폐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면적
이 150제곱미터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보육시
설·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
(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
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
한다)으로부터 3미터이상 떨어진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④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
의료
시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의료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의료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약국 1개소이상
2. 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의원·보건소지소 또는 병원(이하 
"의원등"이라 한다)1개소와 약국 1개소이상. 다만, 주택단지의 출입구로부터 통
행거리 800미터이내에 의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지에 의원등을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
일반

목욕장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일반목욕장의 면적은 매세대당 0.5제곱미터의 비율로 산
정한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제50조내지 제55조
에서 같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공중위생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동법의 최소시설기준에 해당하는 면
적을 당해 일반목욕장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7·25]

제50조
구매
시설

①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매세대당 0.3제곱미터(시·
군지역은 0.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의 구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이내에 동
일면적이상의 구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구매시설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매시설의 면적을 500제곱미터
로 할 수 있다.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100세대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시설은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주택의 준
공시까지 개설되어야 한다.
④구매시설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
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1조
생활
시설

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생활시설은 매세대당 3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생활시설의 면적이 300제
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생활시설의 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②제50조제4항의 규정은 생활시설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면적(구매시
설이 있는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2조
유치원

둥

①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과 
보육시설(이하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매세대당 0.6제곱미터
(시·군지역은 0.4제곱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매세대당 0.6제곱미터(시·군지역은 0.4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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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분양된 대지에 유치원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의 유치원 등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당해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에 동일규모이상의 
유치원등이 있거나 당해 단지에 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사회
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등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바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의 준공시까지 건설되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 유치원등의 유원장·교실·유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실에는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이 확보되도록 할 것
2. 유치원등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할 것
3. 유치원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때에는 유치
원 등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변소 등을 다른용도의 시설(사회복지관을 제외
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유아교육 또는 보육환경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제53조
주민
운동
시설

① 500세대(독신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
적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베드민턴장·배구장·농구장 또는 정구
장을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외에 수영장 또는 로울러스케이트장 1개소이상 또는 정구장(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1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핸
드볼장·배구장·농구장 또는 씨름터로 대체할 수 있다) 2면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2천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소년축구장 또는 소년야구장을 1개소이상 추가
로 설치하거나 2천세대를 넘는 1천세대마다 정구장 1면이상을 추가로 설치하
여야 한다.
③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도
시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하 "국
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5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인접한 
2이상의 주택단지에 국가등이 건설하는 주택의 세대수의 합계가 5천세대이상
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체육청소년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체육을 위한 시설과 청소년시설(이하 "생활체육 
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3천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 그 시
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이상인 생활
체육시설등을 건축하여 이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로부터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택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창문이나 출입구등이 없는 측벽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제목개정 1992.7.25]

제54조
근린공공
시설대지

(이전과 동일)

제55조
노인정

①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5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
는 매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노인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
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정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
며, 노인의 건강증진·오락·취미활동·작업등을 위한 시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부속정원·변소 및 급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 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
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14 1993. <주택건설기준 제46조  ① 5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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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일부
개정

등에관한규정>
제5장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한 면적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안이나 단지와 접하여(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한한다)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 공원이 이 영의 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한 동별사용검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 1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매세대당 3제곱미터(시·군 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2. 1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
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1제곱미터(시·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
만, 1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어린이놀이터 주변에는 상록수를 식재하여 차폐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면적
이 150제곱미터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보육시
설·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
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이상 떨어진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④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
의료
시설

(이전과동일)

제49조
일반

목욕장
(이전과동일)

제50조
구매
시설

제50조 (구매시설등) 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구매시설 및 생활시설(이하 "구
매시설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합계는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
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구매시설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구매시설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3·9·27>
②삭제  <1993·9·27>
③삭제  <1993·9·27>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매시설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
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제목개정 1993.9.27]

제51조
생활
시설

삭제  <1993·9·27>

제52조
유치원

둥

① 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
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
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되, 당
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건설하여야 한다.
1. 유치원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유원
장·교실·유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실에는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이 확
보되도록 할 것
2. 유치원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진 곳
에 이를 배치할 것
3. 유치원과 다른 용도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때에는 유치원
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변소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
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유아교육·보육환경등이 보호될 수 있도
록 할 것
[전문개정 199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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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주민
운동
시설

① 500세대(독신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
적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베드민턴장·배구장·농구장 또는 정구
장을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외에 수영장 또는 로울러스케이트장 1개소이상 또는 정구장(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1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핸
드볼장·배구장·농구장 또는 씨름터로 대체할 수 있다) 2면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2천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소년축구장 또는 소년야구장을 1개소이상 추가
로 설치하거나 2천세대를 넘는 1천세대마다 정구장 1면이상을 추가로 설치하
여야 한다.
③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도
시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하 "국
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5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인접한 
2이상의 주택단지에 국가등이 건설하는 주택의 세대수의 합계가 5천세대이상
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체육을 위한 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생활체
육 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3천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이상인 생
활체육시설등을 건축하여 이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
정 1992·7·25, 1992·12·31, 1993·3·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로부터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택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창문이나 출입구등이 없는 측벽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제목개정 1992.7.25]

제54조
근린공공
시설대지

(이전과 동일)

제55조
노인정

①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5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
는 매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노인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
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정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
며, 노인의 건강증진·오락·취미활동·작업등을 위한 시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부속정원·변소 및 급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 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
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④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30인이상의 영유아
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
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에 동일규모이상의 보육시설이 있거나 당해 주택단지안에 동일규
모이상의 보육시설이나 그와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9·27>

15

1999.
9.29
일부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

제5장
복리시설

제46조
어린이
놀이터

① 5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미만의 주택을 건
설하는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안이나 단지와 접하여(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
입할 수 있는 경우에한한다)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 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사용검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 1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매세대당 3제곱미터(시·군 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2. 1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1제곱미터(시·군지역은 0.7제곱
미터)를 더한 면적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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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
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
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8·27>
③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
보육시설·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
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
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
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
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④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8>
⑤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6·6·8>
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외국인공동주택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등 주민
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9.9.29>

제48조
의료시설

삭제  <1998·8·27>

제49조
일반

목욕장

삭제  <1994·12·30>

제50조
근린
생활
시설
등

 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며, 같은용도의 시설이 2
개소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5조에서 같다)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6·6·8, 1999.9.29>
②삭제  <1993·9·27>
③삭제  <1993·9·27>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
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
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9.9.29>
[제목개정 1994.12.30]

제51조
생활시설

삭제  <1993·9·27>

제52조
유치원

둥

① 2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
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
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60이상인 경우
4. 당해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보육시설·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
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
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
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9.29]



245

제53조
주민
운동
시설

①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
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의 외벽 각 부분
으로부터 5미터(창문이나 출입구등이 없는 측벽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인접
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를 설치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9.29]

제54조
근린공공
시설대지

삭제  <1999.9.29>

제55조
노인정

 ①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5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노인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
미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정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
며, 노인의 건강증진·오락·취미활동·작업등을 위한 시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부속정원·화장실 및 급
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③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 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
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④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30인이상의 영유아
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주택
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29>
1. 당해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2. 당해주택단지안에 보육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이상인 경우
4. 당해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등으로서 보육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
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16

2003.
04.22
일부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

제5장
복리시설

제46조
어린이
놀이터

(이전과 동일)

제48조
의료시설

삭제  <1998·8·27>

제49조
일반

목욕장

삭제  <1994·12·30>

제50조
근린생활
시설 등

(이전과 동일)

제51조
생활시설

삭제  <1993·9·27>

제52조
유치원등

(이전과 동일)

제53조
주민운동

(이전과 동일)



246

시설

제54조
근린공공
시설대지

삭제  <1999.9.29>

제55조
노인정

등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2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
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4.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당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
며, 노인의 건강증진·오락·취미활동·작업등을 위한 시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부속정원·화장실 및 급
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2003.4.22>
③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 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
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④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30인이상의 영유아
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주택
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29>
1. 당해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2. 당해주택단지안에 보육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이상인 경우
4. 당해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등으로서 보육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
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제목개정 2003.4.22]

17

2005.
7.1
일부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

제5장
복리시설

제46조
어린이
놀이터

①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안이나 단지와 접하여(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 사용검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까지 설치될 예정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2005.6.30>
1.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매 세대당 3제곱미터(시·군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2.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
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시·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
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
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
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8.27>
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
보육시설·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
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
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
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④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8>
⑤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6.6.8>
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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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9.9.29>

제48조
의료시설

삭제  <1998.8.27>

제49조
일반

목욕장
삭제  <1994.12.30>

제50조
근린
생활
시설
등

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
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5조에서 같다)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6.6.8, 1999.9.29>
②삭제  <1993.9.27>
③삭제  <1993.9.27>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
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
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9.9.29>
[제목개정 1999.9.29]

제51조
생활시설

삭제  <1993.9.27>

제52조
유치원

둥

①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
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9, 2005.6.30>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
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보육시설·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
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
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9.29]

제53조
주민
운동
시설

①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
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
시설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은 국
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의 외벽 각 부분
으로부터 5미터(창문이나 출입구 등이 없는 측벽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 인
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
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를 설
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9.29]

제54조
근린공공
시설대지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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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노인정

등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2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
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4.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당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
며, 노인의 건강증진·오락·취미활동·작업등을 위한 시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부속정원·화장실 및 급
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2003.4.22>
③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
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
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
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④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
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
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29, 2003.11.29, 2005.6.30>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안에 보육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
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보육시설의 설치
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2005.6.30>

18

2011.
12.8
타법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

제5장
복리시설

제46조
어린이
놀이터

①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
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
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해당 단지 안이나 단지와 접하여(해당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2005.6.30, 2005.12.9, 2009.10.19, 2009.10.19>
1.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매 세대당 3제곱미터(시·군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2.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
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시·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
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
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
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8.27>
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
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
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
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
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2011.12.8>
④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8>
⑤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6.6.8>
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
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9.9.29>

제48조
의료시설

삭제  <199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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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일반

목욕장
삭제  <1994.12.30>

제50조
근린생활
시설등

(이전과 동일)

제51조
생활시설

삭제  <1993.9.27>

제52조
유치원

둥

①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
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9.10.19>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어린이집·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
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
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1999.9.29]

제53조
주민운동

시설
(이전과 동일)

제54조
근린공공
시설대지

삭제  <1999.9.29>

제55조
노인정

등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
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4.22, 
2006.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
정 2006.1.6>

1.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
[일반 거주자와의 교유(交遊)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남녀로 구분된 실을 확보할 것
3.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③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
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
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
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④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500세
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7, 
2009.10.19, 2011.12.8>
1. 삭제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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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주택단지안에 어린이집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어린이집의 설치
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단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
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2005.6.30, 2006.1.6, 
2007.3.27, 2007.7.24, 2008.2.29, 2009.10.19>

19

2013.
12.18
일부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

제5장
복리시설

제46조
어린이
놀이터

삭제  <2013.6.17. >

제48조
의료시설

삭제  <1998.8.27>

제49조
일반

목욕장
삭제  <1994.12.30>

제50조
근린
생활
시설
등

 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
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3.9.27. , 1994.12.30. , 1996.6.8. , 1999.9.29. , 2013.6.17. >
② 삭제  <1993.9.27. >
③ 삭제  <1993.9.27. >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
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
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 1994.12.30. , 1999.9.29. >
[제목개정 1999.9.29. ]

제51조
생활시설

삭제  <1993.9.27. >

제52조
유치원

둥

①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
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9. , 
2005.6.30. , 2009.10.19. >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삭제  <2013.6.17. >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
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
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 2011.12.8.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
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
[전문개정 1999.9.29. ]

제53조 삭제 <201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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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
시설

제54조
근린공공
시설대지

삭제 <1999.9.29. >

제55조
노인정

등
삭제 <2013.6.17. >

제55조
의 2
주민
공동
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
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
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
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
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
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
적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
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
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그 밖에 건
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
치할 것
[본조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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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is of this research is a hypothesis that department store is relevant 

to apartment complex by looking at facts such as major brands of department 

store are located not in the city center, but in Apgujeong-dong, and how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s are not concentrated in this area as well as 

that there are laundry services in some department stores. This hypothesis 

attempts to prove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geographic proximity 

of department stores and apartment complexes, and the lifestyle of middle 

class who reside in the apartment complexes which are closely located to 

department stores. 

 

In 1970s, it was the national goal to provide a massive amount of 

residential spaces and development of Yeongdong (Gangnam) area began. The 

residential spaces under such objective were created mostly in the form of 

apartment complexes. Also, residential area construction was prioritized over 

urbanization; thus, facilities necessary for living had to be built within the 

complex. As a result, welfare-related facilities such as playground, town hall 

related to the basic right of assembly, hygiene related facilities such as public 

bath house, sports facilities including swimming pool, tennis court, and 

shopping-related facilities such as marketplace. These bureaucratic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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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were mostly done by private construction companies. The lifestyle 

within the compressed apartment complexes were manifested in desire to 

break free from mundaneness of apartment life as well as in desire to 

consume in order to set oneself apart from the people in the same apartment 

complex. The marketplace, which was built to support the residents’ 

shopping was vaguely defined; thus, it was possible to construct more 

sophisticated version of shopping facilities such as shopping mall and 

department store. As a result, such sophisticated facilities such as department 

stores which served wider public began to penetrate apartment complexes. 

 

Galleria Department Store, and Hyundai Department Store, the then 

Hanyang Shopping Center, was built within this context. The department 

stores replaced most of the living facilities, and wider-ranged living facilities 

were replaced by consumer goods and  began to be a part of department store 

goods. As new apartment types for middle class emerged after 2000, a few 

changes took place in department stores. The apartments began as a gated 

community; however, as they became the new symbol of middle class status, 

the living facilities within the complexes became abundant while the external 

spaces became parks. However, Hyundai and Hanyang Apartment are not 

adaptable to these changes; thus, the department stores became the 

alternative. The roof garden was turned into a park, and book cafes 

functioned as bookstores, and VIP lounge was built as characteristics of gated 

communities strengthened. 

 

As department stores became more of living facilities for middle class, and 

Gangnam area represented a certain social class, it gave new characteristics 

to department stores. In other words, products were given new status by 

being sold in these department stores, and the exterior represented the 

middle class status.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class and department stores is important 

since it affects later-built department stores as well as other local facilities. 

For example, AK Plaza in Guro originally included sports center to provid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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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facility to the local community; however, similar facilities were built 

later for the general public, and department stores in Gangnam started to 

merge with movie theaters, so the sports center were turned into a movie 

theatre. Book cafes which first appeared as a part of a department store are 

now in most of libraries. The reason why more food-related facilities are 

built in department stores is relevant to the changing trend of museums and 

art gallery. VIP lounges are now frequently used as a marketing tool by 

telecom and credit card companies. Such facts explain the function of 

department store as a regional facility as follows. 

 

Within the context of relationship with apartment complex, department 

stores have attempted to function as one of living facilities. As a result, they 

not only provide shopping function, but also serve as a cultural center, sports 

center, meeting and dining place, and et cetra. Such efforts of department 

store have affected other local facilities and they will continue to adapt to the 

changes in apartment complex type and the surroundings. Department stores 

appear to be enclosed and non-changing; however, they continually change 

to meet the demands of middle class, and they will continue to provide 

facilities needed by the local community.1) 

Keyword : Department Store, Middle Class, Everyday Life, Apartment Complex, 
        Regional Facility

Student Number : 2004-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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