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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 내부시가지(Inner City)의

구조특성에 관한 연구

황 준 하

서울 학교 학원 건축학과

청계천 일 의 단일 도심 구조였던 서울이 강남, 여의도 등을 포함

한 다핵 구조의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중심지의‘사이’에 놓인 내부시

가지는 폭발적 인구 증가로 인해 수많은 불량주거지들로 뒤덮이게 되었다. 

이후 내부시가지의 쇠퇴현상이 두되고 각종 정비사업과 자생적 변

화가 누적되면서, 오늘날 서울의 내부시가지는 불규칙한 가로망에 아파트단

지로 표되는 폐쇄조직, 저층 고밀의 주거지, 거  규모의 오피스와 주상복

합빌딩, 상업지가 뒤섞인 집합체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 내부시가지는 단면적으로 일정한 구조적 패턴을 보이

며, 이는 간선도로에 의해 구분되는 도시조직 단위로 나타난다. 각 단위도시

조직은 간선도로로부터 점차 높아지는 지형을 가지며, 도시조직의 성격에 

따라 전면조직․배후조직․중간조직으로 구분된다. 전면조직은 간선도로변에 인

접한 조직들로, 업무 및 상업지의 성격을 가진다. 배후조직과 중간조직은 아

파트단지와 저층고밀주거지에 의해 구분되며, 특히 중간조직은 가로변에 인

접한 시설들이 주변조직의 성격에 반응하여 변화하는 유연성을 보인다.

보편적 단면구조와 함께 드러나는 서울 내부시가지의 또 다른 구조

특성은 중심가로가 단위도시조직의 내부에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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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의 내부화 현상은 여타 세계 도시들이 보이는 내부시가지 양상과는 

달리 서울 내부시가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중심가로는 전면조직과 중

간조직의 사이에 평행형으로 형성되거나 중간조직의 내부에 확장형으로 형

성된다. 각 중심가로는 전면조직의 업무지와 중간․배후조직의 주거지 모두에 

요구되는 상업지 및 두 이질조직 간의 완충지로 기능한다.

지난 50여 년의 시간동안 서울 내부시가지가 겪어온 변화는, 서울

의 전례 없이 빠른 성장만큼이나 급격하게, 그리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었다.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 서울 내부시가지의 현재는 그로 인해 발생

한 구조적 보편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서울 내부시가지의 도시조직은 쉴 새 

없는 변화 속에서도 항상 공존의 방식을 찾아왔으며, 도시적 활기를 적절한 

위치에 형성해왔다. 그리고 그 활기는 오늘날 단위도시조직의 이면에 집적

되어 있다.

주요어 : 내부시가지, 도시조직, 간선도로, 이면도로, 중심가로

학  번 : 2012–2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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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는 구성원의 욕구에 반응하고, 변화한다. 영역이 확장되거나 축

소되고, 도시적 지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며, 가로가 생겨나고 지워진다. 다

양한 규모로 프로그램이 변화된다. 중심지가 쇠퇴되기도, 비어있던 곳이 도

시 최고의 번화가로 탈바꿈되기도 한다. 도시의 변화는 도시가 어떤 공간이 

가장 이 도시에 적합한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 선택들의 축적은 도시경관을 정의하며, 나

아가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따라서 도시의 크고 작은 변화를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은 지난 50여 년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성장 속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부작용들을 야기했다. 그 중 가장 만연한 

문제는 개발의 주요 계획 상지들이 아닌 그것들의‘사이’에서 발생했다.

청계천 일 의 단일 도심 구조였던 서울이 강남, 여의도 등을 포함

한 다핵 구조의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사이’에 해당하는 내부시가지1) 

는 폭발적 인구 증가2)로 인해 수많은 불량주거지들로 뒤덮이게 되었다.

이후 내부시가지의 쇠퇴현상이 두되고 각종 정비사업과 자생적 변

화가 누적되면서, 오늘날 서울의 내부시가지는 불규칙한 가로망에 아파트단

지로 표되는 폐쇄조직, 저층 고밀의 주거지, 거  규모의 오피스와 주상복

합빌딩, 상업지가 뒤섞인 집합체로 존재하게 되었다.

1) 내부시가지(Inner City)는 도시의 도심(CBD)과 부도심(Subcenter) 사이에 위

치하여, 공업․상업․주거시설이 혼재된 영역을 의미한다. 자세한 정의는 2장 1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2) 서울의 1955년 인구는 약 157만 명, 1992년 인구는 1,097만 명으로 50여 년

간 약 7배의 증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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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 내부시가지의 경관

(마포구 도화동 일대)

그러나 평면적으로 불규칙한 조직의 형상과 혼재된 프로그램의 구성

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서울의 내부시가지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부분 유

사한 경관을 형성한다. 이는 곧 서울 내부시가지에 전반적인 특성이 내재되

어 있음을 암시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 내부시가지에 내재된 구조특성

을 도출하고 그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서울 내부시가지의 현황에 관해 구체

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이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도시공간구조와 도시조직을 파악하

는 한 가지 시각으로 기능함으로써, 현재 혹은 앞으로의 도시 변화를 긍정

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 내부시가지가 가진 구조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우선

으로 하였다. 먼저 내부시가지의 개념과 서울의 시가지 형성과정을 고찰하

고, 서울 내부시가지의 범위를 정의하였다. 서울 내부시가지의 사례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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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석하여 구조특성을 도출하였고, 각 구조특성의 요인을 파악하였다.

서울 내부시가지 중 금호동 일 , 노량진동 일 , 도화동 일 , 동

선동 일 , 상도동 일 , 서교․동교동 일 , 행당․왕십리동 일 를 사례 상

지로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각 분석에 따라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수치지형

도, 항공사진, 건축물 장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

다. 또한 관련된 법규와 제도, 문헌, 사례 상지의 역사적 사료 등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진행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내부시가지의 정의와 역할에 해 알아보고 그 개념

을 고찰한다. 또한 서울의 시가지 확산과정과 주요 도시계획을 살펴봄으로

써 서울의 도시공간구조를 파악한다.

제 3 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토 로 서울의 중심지와 내부시가지

의 범위를 설정한 후, 서울 내부시가지에 해당되는 사례 상지(금호동 일

, 노량진동 일 , 동선동 일 , 도화동 일 , 상도동 일 , 서교․동교동 일

, 행당․왕십리동 일 )를 선정 및 분석한다.

제 4 장에서는 사례 상지 분석에서 드러나는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특성을 도출하고, 특성의 구체적 내용을 고찰한다. 또한 각 구조특성의 

발생요인과 요인의 작용 과정을 살펴본다.

제 5 장에서는 위 과정들을 통해 살펴본 오늘날 서울 내부시가지의 

모습을 정리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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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에 

관한 이해

- 내부시가지의 정의와 성격

- 서울의 도시공간구조

- 서울의 중심지

↓

서울 내부시가지의 

사례 상지 분석

- 내부시가지의 범위 설정 및 사례 상지 

선정

- 각 사례 상지의 가로․건축물 용도 현황 

및 양상 분석

- 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가로․중심가로 도

출 및 분석

- 각 용도에 따른 가로와의 관계 및 양상 

분석

- 분석 전반을 드러내는 도시조직의 단면도 

작성

↓

서울 내부시가지의 

도시조직 구조 

연구

- 구조특성 도출

- 구조특성의 발생요인 및 요인의 작용 과

정 연구

표 1 연구의 구조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도시공간구조와 내부시가지

제 2 절 서울의 도시공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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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도시공간구조와 내부시가지

1. 내부시가지의 정의

내부시가지(Inner City)는 도시의 중심업무지구(CBD)를 둘러싼, 소

규모 공업․상업․주거시설이 혼재된 지역을 의미한다. 도시 활동의 핵인 도심

은 아니고 근년(近年)에 개발된 신시가지도 아닌 그 중간부의 략 고도성장

기 이전에 시가지화 된‘기성시가지’를 의미하며, 서울을 상으로 할 경우 

략 1960년  중반 이전, 즉 근 화 시기 이전에 조성된 시가지들이 해당

된다(서울도시계획포털). 내부시가지의 외곽에는 부도심을 포함한 외부시가

지(Outer City)가 위치한다. [그림 2]는 이와 같은 도시공간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도시공간구조

(John Ormsbee Simonds, Garden Cities 21, 1993)

내부시가지에 한 중점적 언급이 시작된 곳은 영국이었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장 먼저 도시의 현 화가 이루어진 국가이다. 그만큼 

내부시가지의 슬럼화 또한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되었으며, 1970년  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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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한 문제점이 도시계획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1972년부터 런던, 

리버풀, 버밍엄 등의 도시 쇠퇴지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1

977년에는 내부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정책백서 Policy for the Inner City

를 발간하고, 1978년에는 지역법 Inner Urban Area Act를 제정한다. 낙

후된 이미지의 개선을 위해 Slum이라는 단어 신 Inner City로 지칭하였

다는 설도 존재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1960년 부터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며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자 이에 한 문제가 논의되기 시

작하였다.

이후 내부시가지는 줄곧 쇠퇴하고 낙후된 도시조직의 의미를 내포하

는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내부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실제로 서울의 경우 내부시가지 재개발사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쇠퇴와 재생에 관하여 주로 다루어졌던 선행 연구들과 달리 내부시가지의 

현재와 특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내부시가지의 성격

과거 공업․상업․주거시설이 혼재하던 내부시가지는 공업시설이 도시 

외곽이나 도시 밖으로 이주하는 도시의 현 화 과정에서 주거지와 그에 요

구되는 상업지가 부분을 점유하는 양상으로 변모한다. 또한 도심지에 비

해 작은 규모의 가로 너비와 건물들로 조직이 구성된 내부시가지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간선도로에 보행자 중심의 상업가로가 형성되어 중심가로

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3]과 같이, 일반적으로 이 상업지는 간선도로와 같은 단위 도

시조직의 최 외곽 가로를 따라 형성된다. 이는 상업시설들이 인구 유동량에 

반응하는 특성상 인구 유동이 높고 공공적․개방적 성격을 지닌 가로에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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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3 런던 내부시가지(Inner London)의 간선도로를 따라 형성된 중심가로

내부시가지에 형성된 상업가로는 일차적으로 인근 주거지의 커뮤니

티 형성 장소로 기능하며, 규모 확 나 매력도에 따라 인근 주거지를 넘어

서 도시 전체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장소로 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심가

로는 도시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행위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큰 

장소적 의미를 갖는다.

제 2 절 서울의 도시공간구조

1. 서울의 시가지 확산과정

1) 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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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가지가 발달한 곳인 청계전 일 의 지형을 1

8세기경 제작된 수선전도를 통해 살펴보면, 북악산, 인왕산, 남산 등의 산지

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평지 내부에 동서 방향의 청계천 본류와 남북 방

향들의 지류가 그리드에 가까운 패턴으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시

가지 형성에 매우 적합한 조건이었다. 이러한 지류를 따라 도로 또한 격자

형 패턴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동세기에 제작된 도성도를 통해 확인이 가

능하다. 당시 형성된 격자형의 가로는 오늘날 종로-청계천로-을지로-퇴계

로 순의 동서축 가로들과 그 가로들을 잇는 남북축 가로들로 현존한다.

그림 4 조선시대 청계천 일대의 하계망과 가로망

(좌: 수선전도, 우: 도성도)

청계천 일 의 도성 외부에도 어느 정도 취락들이 발달하면서 서울 

곳곳에 거주지들이 생겨났다. 도성 근처의 성저십리3)에 주택이 분배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한강을 통한 유통과 상업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나루터를 

중심으로 취락이 번성하였다. 취락의 단위는‘방’으로 불렸으며, 오늘날의 

마포역 일 인 용산방이 가장 인구가 밀집된 방으로 번성하기도 하였다.

3) 도성 외부로 10리 안에 해당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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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용산합병경성시가전도, 1911

2) 일제강점기

도성 외부로의 시가지 확장은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강점 초기에는 일본인 주거지의 형성과 인근 한성부 관내의 시가지 합

병이 이루어졌다. 한일병합 후 일본인들의 이주가 가속화됨으로 인해 일본

인 주거지가 남산 일 의 구릉지에 형성되었으며, 일제강점 초기의 표적 

시가지 확장인 용산과 영등포 일 의 경성 합병이 진행되었다.

용산 일 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나루터 중심으로 한 취락 중 가

장 발달하였던 지역이나, 일본인의 

거주가 주로 이루어지던 곳은 아니

었다. 그러나 인천 호리히사상점堀

久商店의 경성-인천 간 증기선 운행

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한강을 이

용한 상업이 발달하고, 1904년 러

일전쟁으로 인한 철도의 부설 및 

군사기관의 입지가 이루어지면서 

일본인 이주자가 급격히 증가하였

다. 이에 새로 개간된 지역이 지금

의 신용산 지역이다. 그러나 철도

와 군사기관 등의 토목건축공사가 

원인으로 작용한 발달이었기에 보

통의 상업지만큼 구매자가 많지 않

아 부지 경영이 어려워졌고, 이주

자 증가 시기부터 경성과 용산을 통합하고자 했던 유지들과 관헌에 의해 용

산민단은 경성민단에 병합되었다.4)

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경성발달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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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일 의 경우 공업용지로 본격적 시가지화가 이루어진 지역이

었다. 1899년 9월 경인선이 완공되고 영등포역이 입지함으로써 이 일 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그로 인해 1910년 영등포 지역으로 군소재지가 이전

되며 이 일 에 공업시설들이 입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제의 1931년 만

주침략 감행 후 한반도 기지화를 위한 공업화의 일환으로 공업시설들이 입

지해 있던 영등포가 공업용지로 조성되며 영등포 일 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일본인 이주자가 많고 재정이 확보된 지역으로 발돋움하였다. 1935년 조선

총독부의 영등포 지역을 포함시킨 행정구역 확장안과 시가지간선도로망 발

표에 영등포읍회의 반 가 일기는 하였으나, 국가차원의 개입으로 인해 잠

식되고, 결국 1936년 경성부 행정구역 확장안이 최종 결정되고 적용되면서 

영등포 일 는 경성에 포함되게 되었다.

영등포와 함께 1읍 8면 71개리 전부와 5개리 일부를 포함한 경성

부 행정구역 확장이 적용됨으로써 서울의 면적은 3.5배로 증가했다. 1936

년의 확장은‘거 도시’ 서울의 출발점이었다. 또한 행정구역 확장과 더불

어 서울의 시가지 확장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경성시가지계획의 입안이 이루

어졌다.5)

경성시가지계획은 서울의 도시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 빼놓을 수 없

는 최초의 근 적 도시계획이다.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됨으로써 

1936년에 경성시가지계획이 수립되었다. 25년 뒤를 목표로 한 장기적이고 

거 한 계획이었기에 실제로 모두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이후의 서울의 

시가지 확장에 한 기준이 되었다.

5) 염복규, 서울은 어떻게 계획되었는가, 살림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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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성시가지계획가로망도, 1938

경성시가지계획의 기본적 구상은 도로망을 부설하고 구획을 정리하

는 것이었다. 1936년 12월 모두 220개 노선으로 이루어진 가로계획이 발표

되었다. 계획의 도로는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준간선도로, 기타 지선도로

로, 노폭에 따라 광로(50m), 로(34~24m), 중로(20~10m)로 구분되었다. 

현재의 세종로가 유일하게 광로로 계획되었고, 부분 주간선도로와 준간선

도로는 로, 지선도로는 중로로 계획되었다. 이 도로망 계획은 당시 경성의 

노폭 12m이상 도로가 47개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획기적인 일이었으며, 강

북 지역 시내 계획간선도로망의 근간이 되었다.6)

구획정리사업은 십 수 년에 걸쳐 새로 경성에 병합된 지역들의 주

거 가능 면적 중 75% 정도를 모두 주택지와 공장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예맥출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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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이는 구상 정도에 그치는 것이었다. 또한 1937년 용도지역제

가 계획되고 1939년 최종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경성부 전 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 미지정의 네 지역으로 분류하여 지정한 것이었다.

경성시가지계획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의 시가지 확장 방식

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광복 후의 도시계획 또한 이

에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전쟁으로 인

한 자금난과 광복 등으로 인하여 완전히 진행되지는 못하였으나, 경성시가

지계획은 서울의 개발이 근  자본주의에 입각한 도시계획에 의해 이루어지

게 되는 시발점이었다.

3) 한국전쟁 이후

광복 직전의 1940년  초에 서울의 인구는 공업지역 형성과 도시화

로 인한 노동력 수요, 경제적 여유를 위해 도시로 진출하는 유입인구에 의

해 이미 백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경성시가지계획에서 예측한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후에도 강점기의 피난민과 전쟁으로 인해 몰

락한 농촌의 이농민들이 서울로 유입되면서 서울의 인구는 폭등하였다. 이

렇게 급증의 수준을 넘어 폭발에 가까운 인구 유입은 필연적으로 주택난을 

야기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폐허에 가까워진 서울의 시가지를 복구하

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당시 주거지 신설이나 도로망과 같은 도시계획은 한

계를 넘어선 일이었다. 턱없이 부족한 주거지에 정착하지 못한 빈민층은 당

시 시가지의 미개발지역이나 시 경계 외곽에 무허가 판잣집이나 천막집을 

짓고 거주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시 경계 내부의 불량주택지를 철거하고 현

재의 미아동 일 와 홍제동 일 , 신림․봉천동 일  및 시흥동 일 , 상계․중
계동 일 , 거여동 일  등 산지사면에 철거민 정착지를 조성하였으나, 토지

만 제공하였을 뿐 주택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기에 철거민 정착지 일 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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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무허가지로 뒤덮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무허가 불량주

거지는 시가지와 동떨어진 곳에 폭등하는 인구를 배치한 것일 뿐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춰진 시가지 확장의 개념으로 보기 어려웠다.

인구 폭등으로 따른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주거지의 개

발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중화였다. 

시내버스가 서울에서 처음 운행된 것은 1928년이었으나, 이후 오랫동안 노

선부족과 값비싼 요금으로 인해 전차가 표적인 중교통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노선과 전차역에 의해 운행되는 전차의 한계에 비해 도로건설과 버

스의 정류장 운행은 매우 자유로운 방식을 취할 수 있었기에, 1957년에는 

전차보다 많은 이용객을 확보하게 되는 등 버스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

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외곽지의 개발과 버스노선의 연장, 그로 

인한 인구 유입이 반복되면서 서울은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불광동 일 , 도봉동 일 , 면목동 일 와 같은 외곽지로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4) 1960년  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급급하던 서울의 도시계획은 1962

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분리 및 제정에 의해 

본격적인 다핵도시로서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여의도와 강남 지역의 개발이었다.

여의도는 1968년 준공된 윤중제에 의해 침수 피해를 벗어나고 명확

한 경계를 갖게 된 약 90만평 너비의 땅이다. 이미 시가지화 되어 있던 서

울의 한 가운데라는 지리적 이점과 계획의 폭발적인 추진력에 의해 여의도

의 시가지화는 빠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한국의 맨해튼이라 

불리는 부도심으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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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 는 강북지역의 학교․중심시설 건축 금지, 입시 학원과 주

요 중․고등학교의 강남 이전 등 정권의 전폭적 추진에 의해 급격한 신시가지 

조성을 겪는다. 이에 제방 건설로 인한 한강 범람의 제어가 가능해지고, 27

개의 한강 교량이 건설되며, 지하철 2호선이 이례적으로 순환선으로 건설되

는 등 강남 일 는 새로운 부도심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이후 서울의 최 외곽지에 해당하는 상계동, 일원․수서동 일 의 개발이 이루

어지고, 2013년 현재 서울의 마지막 농경지로 불리던 마곡동 일 의 개발이 

진행 중에 놓이게 됨으로써 서울은 산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시가지화 되

기에 이른다. 이상 서울의 시가지 범위 변화를 현재 서울의 영역 위에 나타

내 보면 [그림 7]과 같다.7)

그림 7 서울의 시가지 확장 과정

7)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http://www.wamis.go.kr)의 토지피복분류자료 

및 김동실의 논문(2008)을 바탕으로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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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의 도시계획과 중심지

1960년  이후 서울은 본격적인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다핵의 도시

공간구조를 구상하기 시작한다. 주요 도시계획들의 도시공간구조 구상 변화

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1960년대 이후 서울 도시계획들의 도시공간구조 구상

(자료: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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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계획연도 도심 부도심 기타 지점 비고

서울시재정비계획

(1963년)
기존 도심

영등포․성수동․길음동․망
우역․응암동․말죽거리․천
호동․구로동․불광동․수색

역․수유동 (11지역)

도시기본계획

(1966년)
기존 도심

영동․영등포․은평․창동․천
호 (5지역)

용산 - 도심과 연계한 

정치행정 중심지

도시기본계획조정

(1970년)
기존 도심

미아․영동․영등포․은평․천
호․청량리․화곡 (7지역)

영동지역 - 행정기능 

일부 담당

여의도 - 입법기능담당 

및 새로운 업무지구

부분적

법정계획

시정종합계획

(1972년)
기존 도심

미아․영동․영등포․은평․천
호․청량리․화곡 (7지역)

서울도시기본계획(안)

(1978년)
기존 도심

미아․영동․영등포․은평․천
호․청량리․화곡 (7지역)

부도심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구상

서울도시개발 장기구상

및 중기계획

(1980년)

기존 도심
미아․영동․영등포․은평․천
호․청량리․화곡 (7지역)

역세권과 한 지역, 지

구의 중심지 개발

2000년 를 향한

서울시도시기본계획

(1990년)

기존 도심
신촌․영동․영등포․잠실․청
량리 (5지역)

지구중심 (58지역)
최초

법정계획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

(1997년)

기존 도심

영동․영등포․용산․청량리

/왕십리 (4지역)

(2011년 이후 수색을 

추가한 5지역)

지역중심 (11지역)

지구중심 (54지역)
법정계획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2006년)

기존 도심

상암/수색 ․영동 ․영등포 ․
용산․청량리/왕십리 (5

지역)

지역중심 (11지역)

지구중심 (53지역)
법정계획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2013년)

기존 도심․ 여의도

/영등포․ 강남 (3

지역)

용산․청량리/왕십리․창동

/상계․상암/수색․마곡․가
산/ 림․잠실 (7지역)

지역중심 (12지역)

지구중심 (조정중)
조정중

 : 법정계획

표 2 1960년대 이후 서울 도시계획들의 도시공간구조 구상

(자료: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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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1960년 부터 지속적인 다핵도시와 그 중심들을 구상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부도심으로 지정되었던 지역들을 통해 서

울의 중심지 양상을 알 수 있는데, 이미 시가지가 번화한 곳이나 새로운 중

심지로 의도된 곳을 부도심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법정계획(도시기

본계획)으로 지정된 계획들의 부도심 선정은 부분 같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 지역이 서울의 실질적인 부도심 기능지에 해당함을 의미

한다. 해당 지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도심
구 부도심 영등포, 청량리

신 부도심 영동8), 여의도*

* 여의도의 경우 영등포 일 에 포함된 부도심 지역이었으나, 도시조직의 성격과 

개발 단계가 상이하므로 따로 구분하였다.

표 3 역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공통 지정된 부도심 지역

구 부도심에 속하는 영등포와 청량리의 경우 기차역을 중심으로 시

가지가 형성된 곳이다. 영등포역이 1899년에, 청량리역이 1911년에 개업된 

이후 각각 구시가지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신시가지 개발 이후 새

로운 중심지로 행정․금융․업무 기능이 집중됨에 따라 구 부도심들은 쇠퇴 양

상에 접어들고 현재 서울은 기존 도심, 강남 일 , 여의도 일 의 3중심지 

구조를 보이게 되었다. 이는 2013년 9월 발표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 

도심지 선정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구 부도심들이 아직 교통중심지나 상업

밀집지로써 어느 정도 부도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본 논문에서는 

구 부도심에 해당하는 영등포와 청량리 일 는‘중심내부시가지’로 정의하

여 내부시가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신 부도심에 해당하는 여의

도와 강남 일 를 부도심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8) 영동은 강남 일 의 옛 지명이다.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던 1970년  초에는 현

재의 동작․관악․서초구가 모두 영등포구에 속했기 때문에, 강남 일 를 가리켜 영등

포 동쪽이란 뜻의 영동으로 지칭하였다.



제 3 장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

제 1 절 서울 내부시가지의 범위

제 2 절 사례 대상지 선정

제 3 절 사례 대상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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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서울 내부시가지의 범위

그림 9 서울 도시공간구조의 지역유형화

앞서 살펴본 내부시가지의 정의와 서울의 시가지 확산 과정 및 중

심지 설정, 그리고 선행연구9)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의 도시공간구조

를 설정해 보면 [그림 9]와 같다. 내부시가지의 외곽 경계는 선행연구의 기

준을 따랐으며, 도심과 부도심, 중심내부시가지의 영역은 2010년도 기준 토

지이용현황의 상업․업무시설 입지현황과 가로망을 참고로 하여 설정하였

9) 이상 (1996)는 근 화 이전까지의 시가지 범위를 내부시가지, 근 화 이후 조

성된 시가지를 외부시가지로 구분하였으며, 1950년 까지 적용되었던 도시계획 구

역(총독부 고시 제180호)을 경계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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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2장1절에서 언급된 도시공간구조의 정의와 달리 여의도 일 는 내부

시가지 내에 위치하는데, 이는 내부시가지 형성 이후 개발된 여의도의 특수

성에 기인한다.

제 2 절 사례 대상지 선정

분석을 위해 서울 내부시가지 7곳을 사례 상지로 선정하고, 각각

의 상지마다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1.56㎢ 넓이의 권역을 설정하였다. 

사례 상지의 선정 기준과 선정된 사례 상지는 다음과 같다.

선정 기준 상지 인접 간선도로 인근 지하철역

- 서울 내부시가지

- 녹지, 공업지,

중심내부시가지 

(청량리 ․영등포) 

제외

- 간선도로에 면하

는 일정 넓이의 

권역

(1.3㎞×1.2㎞)

1. 금호동 일
금호로․동호로․독
서당로

금호역

2. 노량진동 일
노량진로․
장승배기로

노량진역

3. 도화동 일
마포 로․백범로․
만리재로

공덕역․
마포역

4. 동선동 일
동소문로․보문로․
아리랑로

성신여 입구

역

5. 상도동 일
상도로․
양녕로

숭실 입구역․
상도역

6. 서교․동교동 일

신촌로․양화로․연
희로․동교로․월드

컵북로

홍 입구역

7. 행당․왕십리동 일
왕십리로․
고산자로

행당역 ․왕십리

역․상왕십리역

표 4 선정 기준 및 선정된 사례 대상지

10) 중심지의 경계 설정을 위한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경계 설정에 관

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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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사례 대상지의 지리적 위치

제 3 절 사례 대상지 분석

첫 번째로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각 사례 상지 내 건축물의 용도

를 분류하였다. 건축법상 분류되는 건축물의 주 용도는 매우 다양하나, 분석

의 간결성을 위해 건축법상의 주 용도를 업무․상업․주거․기타의 네 가지로 재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내부시가지의 부분이 업무․상업․주거시

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분석에 사용된 용도와 각각에 포함되는 

건축법상의 주 용도는 [표 5]와 같다. 한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용도를 포함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주 진입 층의 용도를 주 용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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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구분 건축법상의 주 용도

업무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상업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주거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기타 주 용도 시설

표 5 용도 구분의 기준

이후 각 사례 상지의 활성가로를 도출하였다. 주거지를 제외한 시

설이 주 출입구를 면하는 구간이 전체 연장의 5할 이상인 가로를 선정하고, 

해당 가로의 연장에서 주거지나 시설의 배면이 연속적으로 면하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를‘활성가로’로 정의하였다.

각 도로의 구분은 도로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도로명 부여의 

원칙이 연속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도로명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

한규정」에 의해 도로의 구간별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도로의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표 6]과 같다.

① 도로폭․도로방향․교통량 및 교통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

려하여 가급적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② 강․하천 등과 같은 지형․지물이나 시설물을 이용하여 그 

경계를 설정할 것

표 6 도로를 구간별로 나누는 기준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 2002)

활성가로를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로 구분하고, 각 가로의 인접시설 

수를 통해 단위조직의 내․외부 현황을 분석하였다. 가로에 주 출입구가 면하

는 건축물을 인접시설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하나의 시설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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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출된 활성가로 각각의 인접상업시설수와 길이를 통해 단

위길이(100m)당 상업시설수를 분석하였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가로 내 상

업시설의 비율이 높고 연속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수치가 높게 나타난 

상위 2개 가로를 해당 권역의 중심가로로 도출하였다.

이후 구분된 활성가로 각각에 인접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의 현황을 

분석하고, 각 시설과 가로관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상업시설의 경우 복합용

도에 따른 세분화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거시설의 경우 아파트단지

와 저층고밀주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의 내용, 즉 간선도로와 중심가로, 지형, 건축

물의 용도, 토지이용현황 등을 나타내는 해당 권역의 단면도를 작성하여 각 

상 사례지의 도시조직 현황을 알아보았다. 이상의 분석과 각 분석의 기준 

및 방법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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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종류 분석의 기준 및 방법

용도 분류 - [표 5]의 기준에 따라 해당 권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

활성가로 도출

- 가로의 연장은 도로명을 기준으로 함

(단, 중간에 90도 이상 꺾이거나 평행하는 경우는 분리)

- 모든 가로의 연장은 설정된 권역 내로 제한

- 주거 외 시설이 주 출입구를 면하는 구간이 연장의

5할 이상에 해당하는 가로를 선정하고, 해당 가로의 연장에서 

주거지나 시설의 배면이 연속적으로 면하는 구간을 제외한 나

머지를‘활성가로’로 정의

- 시장 구역은 하나의 가로로 분석

단위도시조직의 

내․외부 현황 

분석

- 도출된 활성가로를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접 시설 현황 분석

- 가로에 주 출입구가 면한 시설을 인접시설로 봄

중심가로 도출

- 활성가로 각각의 인접 상업시설 현황 분석

- 이를 통해 단위길이(100m)당 상업시설수 수치 분석

- 수치가 높은 상위 2개 가로를 중심가로로 정의

업무시설 분석 - 활성가로 각각의 인접 업무시설 현황 분석

상업시설 분석

- 진입층 기준으로 분류된 상업시설을 복합용도에 따라

세분화 ( 상업 / 상업+업무 / 상업+기타 / 상업+주거 )

- 활성가로 각각의 인접 상업시설의 세부용도 현황 분석

주거시설 분석

- 주거지를 저층고밀주거지와 아파트단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면적 현황과 양상 분석

- 저층고밀주거지는 그에 속하는 시설들의 건축면적 합계,

아파트단지는 단지에 속한 필지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함

단면도 작성
- 간선도로와 중심가로, 지형, 건축물의 용도, 토지이용 현황

을 포함한 단면도 작성

표 7 분석의 종류와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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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호동 일대

그림 11 금호동 일대의 주출입층용도 및 활성가로

금호동 일 는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접 간선도로로는 

동호로와 독서당로, 금호로가 지나가고, 지하철 금호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

다. 과거‘서울 한강변 최후의 달동네’라 불렸을 정도로 불량주거지가 오랫

동안 유지되어 왔으나, 현재는 절반 이상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단지로 변화

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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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주거지의 오랜 지속이 암시하듯 금호동 일 는 비교적 고지 에 

위치하여 상권이나 업무지 형성이 다른 사례 상지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간선도로가 가로변의 시설들과 반응하지 못하는 구간이 많은데, 이는 지형

의 경사로 인해 간선도로가 가로변과 단차를 두고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2 금호동 일대의 간선도로와 인접시설

(좌: 동호로, 우: 독서당로)

활성가로 간선도로 이면도로

길이 1,847 m 1,868 m

상업시설 95 (60%) 196 (94%)

업무시설 53 (34%) 2 (1%)

주거시설 5 (3%) 9 (4%)

기타시설 5 (3%) 2 (1%)

합계 158 (100%) 209 (100%)

상업시설수/100m 5.14 10.49

표 8 금호동 일대의 활성가로현황

활성가로의 길이는 간선도로가 1,847m, 이면도로가 1,868m 로 비

슷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이면도로의 단위길이 당 상업시설의 개수가 10.49

개로 간선도로의 5.14개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금호동 일 는 활

성가로의 연속성이 낮고 분리된 경향을 보이며, 매봉길, 한림말3길, 장터길

과 금남시장이 각각 주변의 활성가로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동호로의 경우 전체 사례 상지 중 유일하게 활성가로에 속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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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로, 이는 앞서 언급한 지형으로 인한 가로와 가로변 시설 간의 단

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3 금호동 일대의 활성가로 및 중심가로

중심가로는 독서당로에서 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심가

로와 독서당로가 만나는 지점에 금남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중심가로의 총 

길이는 1,171m로 낮게 나타나며, 중심가로에 면하는 상업시설의 수는 139

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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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금호동 일대의 업무시설현황

업무시설은 간선도로인 독서당로와 금호로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

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독서당로변에 가장 많은 업무시설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면도로의 업무시설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업무시설의 개별 규모가 부분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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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금호동 일대의 상업시설현황

상업시설의 경우 중심가로인 장터길과 금남시장에 상업전용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매봉길과 한림말3길은 상업․주거 복합용도시설이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선도로변의 상업시설은 상업․업무의 복합용

도 시설의 비율이 이면도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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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금호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유형 저층고밀주거 아파트단지

개수 2,564 채 18 개

면적 205,809 ㎡ 489,009 ㎡

표 9 금호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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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 일 의 주거시설은 아파트단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저층고밀

주거지에 비해 약 2.5배 넓은 것으로 드러났다. 4개 단지를 제외한 아파트

단지가 2000년  이후 준공되었으며, 이를 통해 규모의 주거지 정비가 이

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중 6개 단지는 2012년에 준공되었는데, 이

는 주거지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파트단지는 저층고밀주거지의 사이사이에 혼재된 양상을 보이며 

다른 사례 상지에 비해 주거시설이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경향을 보이는

데, 이 또한 간선도로의 단차로 인한 낮은 접근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금호동 일 의 도시조직 단면도는 

[그림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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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량진동 일대

그림 18 노량진동 일대의 주출입층용도 및 활성가로

노량진동 일 는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접 간선도로로

는 노량진로와 장승배기로가 지나가고, 인근 지하철역으로는 1․9호선 환승역

인 노량진역이 있다. 한강변 도선장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까

지도 노량진수산시장을 통해 수산물 종합유통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

선장에 의해 물량 창고와 객주, 숙박, 시장 등이 형성된 지역을 도진취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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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는데, 노량진 또한 서울 도진취락의 하나였다.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기차역인 경인선 노량진역이 수산시장의 

남측에 위치하였으나, 지금은 수도권 전철만 운행되고 있다. 이후 1900년에 

한강철교, 1917년에 한강 인도교가 건설되면서 급속히 번화하게 된 곳이다. 

1970년  신시가지 개발과정으로 인한 도심지 사설학원들의 반강제적 이주

와 1974년 지하철 노량진역의 개통이 맞물리게 되면서 학원가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후 학원가가 점점 확 되어 현재의 노량진동 일 는 학원중심지

가 형성되어있는 특징을 가진다. 

활성가로 간선도로 이면도로

길이 2,047 m 1,549 m

상업시설 92 (54%) 146 (90%)

업무시설 40 (23%) 9 (6%)

주거시설 2 (1%) 4 (2%)

기타시설 37 (22%) 4 (2%)

합계 171 (100%) 163 (100%)

상업시설수/100m 4.49 9.42

표 10 노량진동 일대의 활성가로현황

이로 인해 간선도로변에는 주로 형 학원건물들이 입지해 있는데, 

특히 노량진로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노량진 일  활성가

로의 간선도로는 기타용도시설의 비율이 타 사례 상지에 비해 높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활성가로는 간선도로가 2,047m, 이면도로가 1,549

m로 분석되었으며, 이면도로가 간선도로에 비해 약 2배 정도 상업화 된 것

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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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노량진동 일대의 활성가로 및 중심가로

중심가로는 노량진로의 이면에 확장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만

양로14길의 경우 노량진로에 수직으로 접한 만양로와 노량진로를 잇는 형태

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만양로의 경우 간선도로는 아니나 중로에 해당

하는 도로로(15m) 비교적 높은 위계를 가진 이면도로이다. 이를 통해 금호

동 일 처럼 위계가 상 적으로 큰 도로들을 연결하는 형태로 이면도로가 

형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중심가로의 총 길이는 675m이며, 

중심가로에 면한 상업시설의 수는 77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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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노량진동 일대의 업무시설현황

업무시설은 간선도로변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며, 장승배기로에 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량진로에 인접한 업무시설은 9개로 그 

길이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타

시설로 분류된 학원이 주로 노량진로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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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노량진동 일대의 상업시설현황

상업시설은 복합용도 구분에 따라 명확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상업전용시설이 활성가로 중 이면가로변에 밀집되어 나타나고, 간

선도로변에는 상업․업무 및 상업․기타의 복합용도시설이 이면도로에 비해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배후 주거지에 가까워질수록 상업․주거 복합용

도시설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적인 상업시설의 분포가 

중심가로 주변․장승배기로변․노량진수산시장 일 의 세 권역으로 분리되어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41 -

그림 22 노량진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유형 저층고밀주거 아파트단지

개수 2,020 채 12 개

면적 192,524 ㎡ 266,929 ㎡

표 11 노량진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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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은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면적이 저층고밀주거지에 비해 약 

1.4배 넓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파트단지의 형성은 주로 2000년 안팎으

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이 일  또한 주거지 정비가 

규모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노량진 일 의 아파트단지는 서로 인접하

여 규모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저층고밀주거지의 배후지에 주로 입

지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의 한강변이 부분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 일 의 

한강변에는 2개의 아파트단지 외에 주거시설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이 철로와 고가차로로 둘러싸여 고립된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는 노량진수산시장과 수도자재관리센터 등 주로 

규모 운송이 요구되는 시설이 입지해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노량진동 일 의 도시조직 단면도는 

[그림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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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화동 일대

그림 24 도화동 일대의 주출입층용도 및 활성가로

도화동 일 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접 간선도로로는 

마포 로와 백범로, 만리재로가 있다. 지하철 마포역과 공덕역이 인근에 위

치한다. 공덕역은 지하철 5․6호선과 공항철도, 개통을 앞둔 신 경의선이 교

차하는 역사로, 서울역․왕십리역과 함께 서울의 4개 노선 환승역 중 하나이

다. 백범로의 남측으로 평행하여 나타나는 공지는 과거 경의선 철로가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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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폐선부지이다. 세 간선도로 또한 모두 공덕역이 위치한 공덕오거리에

서 접하면서, 교통의 요지로 기능하는 지역이다.

이 일 는 조선시 부터 상권이 발달한 곳이었다. 한강을 통한 나루

터 중 하나였던 마포진에 해당하였다. 배로 들여온 물자를 도성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나무장, 제제소, 새우젓도가, 포집, 객주, 색주, 

당주 등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마포진은 1900년  전차와 철도의 발달에 의

해 몰락하여 사라지게 된다. 일제강점기에는 1910년경 전차노선이 개통되었

고, 이로 인해 나루터 인근에 위치했던 취락이 선로를 따라 확장하게 된다. 

1936년에는 경성시가지계획에 의해 처음으로 계획적 가로가 형성되고 토지

구획의 정리가 이루어졌다. 이후 전역에 이르는 불량주거지의 형성과 정비,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단지인 마포아파트의 입지, 1979년 마포로재개발계

획에 의해 시작된 마포 로 변의 지속적인 고층화, 지난 십여 년 동안의 백

범로 변의 재개발과정 등 오늘날 서울 내부시가지가 겪은 변화 양상이 뚜렷

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활성가로 간선도로 이면도로

길이 2,054 m 2,986 m

상업시설 46 (61%) 215 (89%)

업무시설 30 (39%) 20 (8%)

주거시설 0 (0%) 2 (1%)

기타시설 0 (0%) 4 (2%)

합계 76 (100%) 241 (100%)

상업시설수/100m 2.24 7.20

표 12 도화동 일대의 활성가로현황

활성가로는 간선도로가 2,054m, 이면도로가 2,986m로 이면도로에 

더 길게 형성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단위길이 당 상업시설의 수 또한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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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도화동 일대의 활성가로 및 중심가로

중심가로는 마포 로에 평행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심가

로로 도출된 도화길과 삼개로는‘마포나루길’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 일  

상권 연합에 의해 브랜드화 되어, 축제․임시장터와 같은 지역 커뮤니티활동

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로이다. 중심가로의 길이는 655m이며, 중심가로에 

면한 상업시설의 수는 71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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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도화동 일대의 업무시설현황

업무시설은 주로 마포 로변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포 로의 경우 도심재개발사업의 일환인 마포로재개발계획의 꾸준한 

이행에 의해 거의 모든 가로변의 가구가 합필되고 형시설이 들어선 양상

을 보인다. 독막로의 경우 타 상지의 이면도로에 비해 업무시설의 입지가 

비교적 많이 이뤄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폐선 이전 경의선 철로에 

의해 일 의 경계가 형성되어 독막로가 마포 로에서 이어지는 간선도로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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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도화동 일대의 상업시설현황

상업시설의 경우 중심가로인 도화길과 삼개로, 공덕시장, 토정로에 

상업전용시설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선도로변에는 상업․업무 복

합용도시설이, 주거지 인근의 가로변에는 상업․주거 복합용도시설이 입지하

여 그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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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도화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유형 저층고밀주거 아파트단지

개수 1,850 채 19 개

면적 147,953 ㎡ 501,107 ㎡

표 13 도화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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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동 일 는 1962년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단지인 마포아파트단

지가 들어선 지역이며, 표적인 1970년 의 불량주거지였다. 그만큼 주거

지의 정비 또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아파트단지의 체적인 형성 시기

가 다른 사례 상지에 비해 10여년 앞서고, 아파트단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저층고밀주거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 또한 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단지들이 매우 규모로 인접하여 나타나며, 마포 로의 배후지에 

평행하여 나타나는 것이 이 일  아파트단지의 특징이다. 간선도로인 백범

로 동측구간의 경우 주거지가 인접해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앞선 금

호동 일 와 마찬가지로, 백범로의 해당 구간이 과거 인접시설의 형성시기

에 차로와 보도 간의 레벨 차이를 가지며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화동 일 의 도시조직 단면도는 

[그림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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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선동 일대

그림 30 동선동 일대의 주출입층용도 및 활성가로

서울시 성북구에 속한 동선동 일 는 간선 동소문로에 인접한 지역

으로, 지하철 성신여 입구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해 있는 곳이다. 2014

년에는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개통이 예정에 있다.

성신여 입구역 일 는 성북구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지역이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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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동 일 의 상권은 동소문로의 남측 이면도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던 유

흥가로 유명한 지역이었으나, 1985년 지하철역이 개통되면서 1990년 부터 

급속한 업종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당시 들어서기 시작한 보세 의류점들과 

음식점들은 1990년  중반에는‘제 2의 명동’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급속히 늘어났다.

활성가로 간선도로 이면도로

길이 2,737 m 2,961 m

상업시설 183 (63%) 314 (95%)

업무시설 70 (24%) 2 (1%)

주거시설 34 (12%) 8 (2%)

기타시설 4 (1%) 7 (2%)

합계 291 (100%) 331 (100%)

상업시설수/100m 6.69 10.60

표 14 동선동 일대의 활성가로현황

활성가로의 길이는 간선도로가 2,737m, 이면도로가 2,961m로 비

슷하게 형성되어 있다. 활성가로가 동소문로의 남측에 주로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성신여자 학교의 입지에 의해 형성된 상권이라고 볼 수 

있다. 단위길이 당 상업시설의 개수는 간선도로가 6.69개, 이면도로가 10.6

0개로 역시 이면도로가 더 활성화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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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동선동 일대의 활성가로 및 중심가로

동선동 일 의 중심가로는 동소문로의 남측 이면에 십자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동소문로에 수직한 가로인 동소문로22길은 다른 활성가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업화 수치를 보인다. 이 일 가 급격히 번화하기 

시작할 때 상권이 들어서기 시작한 곳 또한 이 동소문로22길이다.‘하나로

거리’라 불리며 학가의 중심가로로 기능하고 있는 가로와 일치한다. 두 

번째로 높은 상업화를 보이는 동소문로20나길이 동소문로22길에 교차한 형

태로 나타나는 것 또한 동소문로 22길에서 확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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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가로의 총 길이는 641m이며, 중심가로에 면한 상업시설의 수는 101개로 

분석되었다.

그림 32 동선동 일대의 업무시설현황

업무시설의 경우 이 일 를 가로지르는 간선도로인 동소문로변에 입

지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른 간선도로인 아리랑로와 보문로에

도 어느 정도의 업무시설들이 입지해 있으며, 내부 조직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56 -

그림 33 동선동 일대의 상업시설현황

상업시설의 경우 부분의 가로에 상업전용시설이 높은 비율로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일 가 전체적으로 번화한 상업지임을 보

여준다. 특히 동소문로와 성신여자 학교 사이에 형성된 상업지에 상업전용

시설이 매우 밀집하여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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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동선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유형 저층고밀주거 아파트단지

개수 3,318 채 14 개

면적 266,813 ㎡ 363,297 ㎡

표 15 동선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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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은 아파트단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저층고밀주거에 비해 약 

1.4배 높게 나타났다. 이 중 북서측의 한 단지가 압도적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음이 드러나는데, 이는 1998년에 준공된 한신아파트로 경사지에 형성된 

아파트단지의 표적 사례이다.

동선동 일 의 아파트단지들 또한 다른 사례 상지와 마찬가지로, 

단위조직의 배후지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도로로 인한 레벨차이가 

발생한 동소문로의 북동쪽 구간에 주거시설들이 인접해 있는 것 또한 타 사

례 상지와 비슷하게 드러났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동선동 일 의 도시조직 단면도는 

[그림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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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도동 일대

그림 36 상도동 일대의 주출입층용도 및 활성가로

상도동 일 는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하철 상도역과 

숭실 입구역, 간선도로 상도로와 양녕로에 인접한 곳이다. 상도로의 북쪽으

로 중앙 학교와 숭실 학교가 위치한다. 이 일 는 기복이 심한 구릉지에 

속하며 협곡의 형태를 띤다. 상도로는 그 협곡을 따라 형성된 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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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가로 간선도로 이면도로

길이 1,957 m 1,347 m

상업시설 100 (53%) 106 (75%)

업무시설 65 (34%) 7 (5%)

주거시설 21 (11%) 20 (14%)

기타시설 4 (2%) 8 (6%)

합계 190 (100%) 141 (100%)

상업시설수/100m 5.11 7.87

표 16 상도동 일대의 활성가로현황

활성가로는 간선도로가 1,957m, 이면도로가 1,347m로 나타났다. 

사례 상지 중 활성가로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이 일 가 가장 번화 정도가 낮은 지역임을 암시한다.

단위길이 당 상업시설의 수는 이면도로가 약 1.5배 정도 높은 것으

로 드러났다. 또한 상도로의 남쪽으로는 상권이 거의 형성되지 않고, 주로 

상도로와 평행한 이면도로와 학교 인근 가로에 활성가로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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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상도동 일대의 활성가로 및 중심가로

중심가로는 상도로와 평행한 상도로37길 및 흑석로로 분석되었다. 

상도로37길은 근린상업시설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인근 주거지의 수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흑석로의 경우 주 교통로인 양녕로에서 중앙 학

교로 접근하는 가로이다. 중심가로에 면한 상업시설의 수는 76개, 중심가로

의 길이는 849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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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상도동 일대의 업무시설현황

상도동 일 의 업무시설은 매우 단순한 양상을 보이는데, 거의 모든 

시설이 간선도로인 상도로를 따라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녕로를 

기준으로 상도로의 동측구간에는 작은 규모의 업무시설이, 서측구간에는 큰 

규모의 업무시설이 주로 입지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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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상도동 일대의 상업시설현황

상업전용시설은 중심가로인 상도로37길에 밀집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상도로41길과 흑석로에는 주로 상업․주거 복합용도시설이 인접해 있는

데, 주거지에 가까운 가로의 일반적 현상이 이 일 에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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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상도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유형 저층고밀주거 아파트단지

개수 2,511 채 10 개

면적 249,057 ㎡ 336,134 ㎡

표 17 상도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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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일 의 아파트단지는 저층고밀주거지에 비해 약 1.4배 넓은 

면적에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10년 내 상도로 숭실 입구역과 상도역 

사이 구간의 배후지에 규모로 재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

게 재개발된 아파트단지는 한 개 단지가 매우 넓은 면적으로 구성되며, 이 

일  아파트단지 면적의 부분을 차지한다. 다른 사례 상지와 마찬가지

로 저층고밀주거지는 간선도로와 아파트단지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상도동 일 의 도시조직 단면도는 

[그림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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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교․동교동 일대

그림 42 서교․동교동 일대의 주출입층용도 및 활성가로

서교․동교동 일 는 소위‘홍 ’로 불리는, 내부시가지의 번화가 중 

하나이다. 다른 사례 상지에 비해 상업시설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용도 분석에서 보이듯 많은 가로가 상업시설을 인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화로, 신촌로, 연희로, 동교로, 월드컵북로 등 비교적 많은 간선도

로가 이 일 를 지나가며, 지하철 홍 입구역이 인근에 위치한다. 홍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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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원래 1984년 개통되어 2호선 단선으로 운행되어 왔으나, 2010년 공항

철도, 2012년 경의선이 개통되어 3개 노선 환승역이 되었다.

서교․동교동 일 의 상권은 홍익 학교의 영향으로 화방, 작업실, 미

술관련 서점, 갤러리, 미술학원 등 미술관련 시설들이 입지하고 그에 요구되

는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미술․음악 관련 예술인들이 

모여들며 상권 또한 점점 성장하였다. 그러나 지하철 개통과 상권의 유명세

로 인해 지가가 높아져 예술 관련 시설은 사라지거나 배후지로 밀려나고 현

재는 상권이 부분을 차지하게 된,‘소호현상’을 겪은 지역이다.

활성가로 간선도로 이면도로

길이 4,054 m 7,948 m

상업시설 160 (51%) 495 (76%)

업무시설 133 (42%) 42 (6%)

주거시설 9 (3%) 46 (7%)

기타시설 12 (4%) 74 (11%)

합계 314 (100%) 657 (100%)

상업시설수/100m 3.95 6.23

표 18 서교․동교동 일대의 활성가로현황

이 일  활성가로의 길이는 간선도로가 4,054m, 이면도로가 7,948

m로 나타났다. 번화가임을 보여주듯 다른 사례 상지에 비해 활성가로가 

매우 긴 길이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익  정문에서 시작되는 와

우산로에 미술학원과 갤러리 등 교육․문화 시설이 집중되어 배후 주거지의 

가운데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다른 사례 상지들과 구별되는 특징

이다.



- 70 -

그림 43 서교․동교동 일대의 활성가로 및 중심가로

중심가로는 양화로에 평행한 형태의 어울마당로와 이에 이어진 와우

산로29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울마당로는 당인리선의 폐선 부지에 해당

되는 도로이다. 폐선부지가 그 로 포함됨에 따라 다른 사례 상지의 중심

가로에 비해 넓은 폭을 가지고 있으나, 폭의 부분이 보도에 해당되어 보

행 친화적 성격을 띤다. 넓은 폭의 보도에서는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행위

가 발생하며,‘홍  걷고싶은거리’란 명칭으로 환경조성사업이 이루어지기

도 하였다. 홍익로를 기준으로 어울마당로의 남쪽 구간에는 당인리선 당시 



- 71 -

철길 사이에 무허가로 조성되었던 가건물들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주로 의

류판매시설로 개조되어 이 일 의 쇼핑거리로 기능하고 있다. 중심가로의 

길이는 1,273m, 중심가로에 면한 상업시설의 수는 139개로 나타났다.

그림 44 서교․동교동 일대의 업무시설현황

서교․동교동 일  업무시설의 성격은 그 입지에 따라 분명히 구분되

는 경향을 보인다. 이 일 에서 가장 큰 위계를 가지는 간선도로인 양화로

를 따라 매우 큰 규모의 업무시설들이 입지해 있으며, 양화로변을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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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업무시설이 양화로 기준 북쪽 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그림 45 서교․동교동 일대의 상업시설현황

상업전용시설의 경우 남측의 양화로와 홍익 학교 사이 이면조직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의 저층고밀주거지를 관통하는 와우산

로29길과 와우산로27길에 상업․주거 복합용도시설이 주로 형성되어, 다른 

사례 상지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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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로를 기준으로 북측 지역의 경우 동교로27길에 상업․주거 복합

용도시설이 주로 형성된 것을 제외하면 복합용도시설의 종류가 매우 불연속

적이고 다양하게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위계의 도로들이 

중첩됨으로써 일  가로의 성격 구분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6 서교․동교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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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저층고밀주거 아파트단지

개수 2,724 채 4 개

면적 306,068 ㎡ 14,988 ㎡

표 19 서교․동교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서교․동교동 일 는 전체 사례 상지 중 유일하게 저층고밀주거지

의 면적이 아파트단지보다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

단지의 입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거지는 부분이 저층고밀주거

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 일 가 내부시가지의 

규모 재개발 시기 이전에 이미 상업화되었기 때문이다. 일  업무시설과 

학의 영향으로 원룸․하숙집의 수요가 높아 단일필지규모의 재건축이 활발

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주거지의 자생적 정비 또한 이 일 의 주거지가 

부분 저층고밀주거 형태로 유지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서교․동교동 일 의 도시조직 단면

도는 [그림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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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당․왕십리동 일대

그림 48 행당․왕십리동 일대의 주출입층용도 및 활성가로

행당․왕십리동 일 는 서울시 성동구의 한 지역으로, 왕십리로와 고

산자로가 교차하고, 상왕십리역과 왕십리역, 행당역이 인근에 위치한다. 왕

십리역은 1911년 경원선의 철도역으로 개업한 후 지하철의 개통, 철도의 개

편 등을 거친 후 현재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전철 중앙선과 분당선의 4개 

노선이 환승하는 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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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일 는 조선시 부터 주거지가 형성된 곳이다. 1970년  까

지는 공업지와 주거지, 농업지가 뒤섞여있던 곳이었으나, 지하철과 전철노선

의 개통이 이어지면서 점차 교통결절지로 변모하였다. 2002년 기계․금속업

종이 몰려있던 일 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완료 막바지에 있으

며, 2008년에는 왕십리 민자역사가 개장하여 일 의 중심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등 많은 정비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주거지의 정비 또한 상당부분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재개발된 아파트

단지와 간선도로 사이 지역에는 여전히 저층고밀의 노후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활성가로 간선도로 이면도로

길이 2,829 m 3,560 m

상업시설 100 (60%) 330 (85%)

업무시설 54 (32%) 10 (3%)

주거시설 5 (3%) 36 (9%)

기타시설 8 (5%) 12 (3%)

합계 166 (100%) 388 (100%)

상업시설수/100m 3.54 9.27

표 20 행당․왕십리동 일대의 활성가로현황

이 일 의 활성가로는 총 6,389m로, 사례 상지 중 서교․동교동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활성가로 중 간선도로의 길이는 2,829m, 이면도

로의 길이는 3,560m로 분석되었다. 단위길이 당 상업시설의 개수는 활성이

면도로가 활성간선도로에 비해 약 2.6배정도 높으며, 이를 통해 다른 사례 

상지들과 마찬가지로 도시조직 내․외부의 성격에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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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행당․왕십리동 일대의 활성가로 및 중심가로

중심가로는 두 가로 모두 왕십리로에 수직한 왕십리로21길과 왕십

리로24길에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왕십리로21길은 일  남측으로 형성

된 규모 아파트단지와 왕십리로를 잇는 교통로이며, 왕십리로24길은 왕십

리로 북측의 주거지와 유흥가 사이에 위치한 길이다. 두 중심가로 모두 성

격이 다른 도시조직 사이의 완충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

심가로의 길이는 763m, 중심가로에 면한 상업시설의 수는 78개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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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행당․왕십리동 일대의 업무시설현황

업무시설의 경우 부분이 간선도로인 왕십리로와 고산자로변에 입

지해 있으며, 개별 규모가 큰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전체적으로 두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왕십리역 인근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면도로변에는 업무시설이 거의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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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행당․왕십리동 일대의 상업시설현황

간선도로변의 상업시설은 왕십리로에 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상업․업무 복합용도시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면도로변의 상업

시설은 왕십리로21길과 왕십리로22길에는 상업전용시설이, 무학봉길과 왕십

리로24길에는 상업․주거 복합용도시설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등 가로변 상

업시설의 구성이 비교적 뚜렷한 구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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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행당․왕십리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유형 저층고밀주거 아파트단지

개수 2,806 채 20 개

면적 220,674 ㎡ 403,984 ㎡

표 21 행당․왕십리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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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왕십리동 일  또한 아파트단지의 면적이 저층고밀주거지에 비

해 훨씬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서측의 공지에 예정된 왕십리뉴타운이 준

공되면 이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단지는 왕십리로를 기준으로 남측 지역의 배후지에 주로 형성

되어 있는데, 배후로 갈수록 그 규모가 거 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단지의 

준공년도를 통해 2000년  초에 주거지의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행당․왕십리동 일 의 도시조직 단

면도는 [그림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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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특성과 발생요인

제 1 절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특성

제 2 절 구조특성의 발생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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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특성

서울 내부시가지의 사례 상지 7곳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 

내부시가지의 시가지 구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이 존재함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1. 보편적 단면구조

그림 54 서울 내부시가지의 간선도로와 단위도시조직

(성동구 일대)

서울 내부시가지의 첫 번째 구조특성은 도시조직의 단면구조가 일정

한 양상으로 드러나며, 그것이 간선도로에 의해 구분되는 도시조직 단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단위도시조직의 도시조직 구조는 시설의 용도와 규모에 

의해 전면조직, 배후조직, 그 사이 중간조직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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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서울 내부시가지의 보편적 단면구조

전면조직은 간선도로변에 형성된 업무․상업지와 그에 인접하여 상업

화된 이면조직이다. 연속된 업무․상업시설로 구성되며, 업무시설의 저층부가 

상업시설로 이용되는 상업․업무 복합용도시설의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난다.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이 활발히 일어나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낮다. 교통

이 발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간선도로변을 따라 개별규모가 

큰 업무시설들이 입지하고 단위도시조직의 내부로 전면조직이 침투하는 양

상을 보인다. 

배후조직은 상 적 고지 에 속하며, 동선동, 상도동, 서교․동교동 

일 와 같이 학교 캠퍼스가 위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분은 아파트단지

로 구성된 양상을 보인다. 이 아파트단지들의 형성은 2000년  이후 활발히 

이루어졌다. 

중간조직은 저층고밀형태로 나타나며, 다세 ․다가구주택이 부분을 

차지한다.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또한 중간조직 내의 

가로변 시설들은 주변과 반응하는 유연성을 보이는데, 전면조직에 근접한 

가로변 시설들은 주로 상업전용시설, 내부 가로변 시설들은 주로 상업․주거 

복합용도시설로 변모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내부 가로 중 유동인구가 많

아 상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진 가로에는 상업전용시설이 입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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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

일

전면

조직

74,071 ㎡

( 4.75 % )

중간

조직

383,424 ㎡

( 24.58 % )

배후

조직

534,285 ㎡

( 34.25 % )

노량진동

일

전면

조직

111,438 ㎡

( 7.14 % )

중간

조직

428,773 ㎡

( 27.49 % )

배후

조직

266,929 ㎡

( 17.11 % )

각 사례 상지의 전면․배후․중간조직을 구분하고, 각 조직이 해당 

권역에서 차지하는 면적 및 비율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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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동

일

전면

조직

247,145 ㎡

( 15.84 % )

중간

조직

326,883 ㎡

( 20.95 % )

배후

조직

501,107 ㎡

( 32.12 % )

동선동

일

전면

조직

104,764 ㎡

( 6.72 % )

중간

조직

647,492 ㎡

( 41.51 % )

배후

조직

425,433 ㎡

( 2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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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일

전면

조직

68,908 ㎡

( 4.42 % )

중간

조직

555,286 ㎡

( 35.60 % )

배후

조직

478,679 ㎡

( 30.68 % )

서교․동교동

일

전면

조직

280,065 ㎡

( 17.95 % )

중간

조직

739,451 ㎡

( 47.40 % )

배후

조직

65,908 ㎡

( 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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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왕십리동

일

전면

조직

170,036 ㎡

( 10.90 % )

중간

조직

446,618 ㎡

( 28.63 % )

배후

조직

403,984 ㎡

( 25.90 % )

표 22 각 사례 대상지의 전면․배후․중간조직

2. 중심가로의 내부화

서울 내부시가지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구조특성은 이면조직의 상

업화 비율이 간선도로변보다 높고 중심가로 또한 이면도로의 일부에 형성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심가로의 내부화 현상은, 런던․파리․도쿄 등 해외 도시들

의 내부시가지 내 중심가로가 간선도로변을 따라 형성되는 것과는 달리 서

울 내부시가지에서만 드러나는 특징이다.

앞서 분석한 사례 상지들의 전면․배후․중간조직과 간선도로․중심가

로의 위치, 각각의 가로공간을 정리해 보면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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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와 중심가로의 위치
가로공간

(A: 간선도로, B: 중심가로)

사례 상지

금호동 일

노량진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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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동 일

동선동 일

상도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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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교동 일

행당․왕십리동 일

표 23 각 사례 대상지의 간선도로와 중심가로

평행형 확장형 복합형

도화동 일

상도동 일

노량진동 일

행당․왕십리동 일

동선동 일

서교․동교동 일

표 24 간선도로와의 관계에 따른 중심가로 유형

중심가로는 간선도로와의 관계에 따라 평행형과 확장형, 그리고 두 

유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사례 상지를 

이에 따라 구분하면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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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의 중심가로는 [그림 56]과 같이, 평행형 중심가로는 전면조

직과 중간조직의 사이도로에, 확장형 중심가로는 중간조직의 주거지 내부도

로에 형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중심가로가 전면조직의 업무시설과 중

간 및 배후조직의 주거시설 모두에 요구되는 상업지, 혹은 두 도시조직의 

완충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6 서울 내부시가지의 중심가로 내부화

중심가로가 단위도시조직의 내부에 형성된다는 것은 곧 지역 일 의 

활기가 단위도시조직의 이면에 중심하여 발생함을 의미한다. 휴먼스케일에 

적합한 이면가로의 가로공간은 보행 친화적 성격을 가지며, 휴식, 담소, 모

임, 산책 등 교통목적 외의 행위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지역 구성원의 커뮤

니티 형성에 기여한다.

특히 동선동 일 의‘하나로거리’나 서교․동교동 일 의‘홍 걷고

싶은거리’, 도화동 일 의‘마포나루길’처럼 상업화가 활발히 일어나 상징

성을 갖게 된 중심가로는, 각 지역의 중심뿐만 아닌 도시 전체의 활기가 집

중되는 장소로 기능하기도 한다. 즉, 지역 내․외의 구성원들을 소통시키고 

도시조직의 연속을 형성하는 중추로 역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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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중심가로의 지역 내외 커뮤니티 장소 역할

(좌: 도화동 일대‘마포나루길’, 우: 서교․동교동 일대‘홍대걷고싶은거리’)

제 2 절 구조특성의 발생요인

도출된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특성이 각각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구조특성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도출하

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구조특성 구조특성의 발생요인

보편적 단면구조

- 지형으로 인한 단위도시조직의 형성

- 용도지역제로 인한 도시조직의 변화

- 주거지 정비로 인한 도시조직의 변화

이면조직의 활성화
- 간선도로변 규제로 인한 상업시설의 이면 집중

- 혼합용도 허용으로 인한 주거지의 상업화

표 25 구조특성에 따른 발생요인

1. 보편적 단면구조의 요인

1) 지형으로 인한 단위도시조직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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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서울 내부시가지의 경계와 서울의 경사분석도

[그림 58]11)과 같이 서울 내부시가지는 부분 구릉지에 해당한다. 

초기도심이 분지 형태의 청계천 일 에 입지함으로써, 내부시가지 형성은 

필연적으로 주변의 구릉지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각 사례 상지의 지형

과 간선도로 현황을 정리해 보면 [표 26]과 같다.

11) 1:5000 수치지도를 바탕으로 수치표고모형(DEM: Digital Elevation Model)

을 제작․분석하여 경사분석도를 작성하였으며, 경사도 5°미만은 평지, 5°이상 20°

미만은 구릉지, 20°이상은 산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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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

일

노량진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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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동

일

동선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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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일

서교․동교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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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왕십리동

일

표 26 각 사례 대상지의 지형과 간선도로

[표 26]에서 드러나듯, 서울 내부시가지의 지형은 시가지가 확산되

는 중추인 교통로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래 시가지 형성에 

가장 유리한 지형은 연속적으로 넓게 펼쳐진 평지이다. 평지의 경우 가로망 

계획, 토지 구획, 건축물 입지 등에 지형적인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사지의 경우 주 교통로인 간선도로가 [그림 59]와 같이 상 적 저

지 를 따라 형성되며, 주변의 경사지에 시가지가 형성된다.

그림 59 지형에 의해 결정되는 주 교통로의 평․단면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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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형성된 간선도로는 시가지를 구분하는 경계로 작용하게 되었

다. 또한 한국전쟁 후 급증하는 인구와 그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거듭된 노폭확장공사는 간선도로로 인한 시가지 단절의 심화를 가져왔

다. 결국 서울 내부시가지의 부분은 간선도로에 의해 구분된 단위도시조

직의 집합체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각 단위도시조직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점차 높아지는 지형을 따라 시가지가 입지하는 단면구조를 갖게 되었다. 즉, 

지형과 단위도시조직의 형성은 서울 내부시가지가 보편적 단면구조를 갖게 

되는 첫 번째 요인이 되었다.

2) 용도지역제로 인한 도시조직의 변화

단위도시조직의 전면조직은 상업․업무시설로 구성되는 양상을 보이

는데, 이는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 분류에 전반적인 영향을 받았다. 용

도지역제에 의한 지역 분류는 도시 전체의 자생적 변화 양상을 결정짓는 원

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제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초기 용도지역은 주거․공업․녹지․혼합지역의 4개로 구분되는 

것이었다. 이후 변화과정을 겪으며 오늘날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은 도시․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며, 그 중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

역으로 구분된다.

용도지역제의 목적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집단화하고 이질적 시설

의 혼재를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지정하고 있다. 건축법상으로 구분되는 건축물의 주 용도는 매우 다양하나, 

상업․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 용도를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로 보고 이를 정리해 보면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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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용도 용도

용도지역

주거 상업

전용 일반
준

주

거

중

심

상

업

일

반

상

업

근

린

상

업

유

통

상

업

1종 2종 1종 2종 3종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 등

공공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등

종교집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판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여객․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항만종합여객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허용   조례에 의한 허용  조례에 의한 제한적 허용  불허용

표 27 용도지역에 따른 상업․업무시설의 허용 여부

[표 27]을 통해 상업․업무시설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에 일부가 허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용도지역 구

분에 따라 용도지역에 따른 상업․업무화의 강도를 설정해 볼 수 있으며, [표 

28]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상업지역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이 일반상업지

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부분의 시설이 허용됨에 따라 하나의 구분으로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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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업 준주거
3종․2종

일반주거

제1종

일반주거
전용주거

상업․업무화 강도 높음 <---------------------------------> 낮음

표 28 용도지역에 따른 상업․업무화 강도

[표 28]에서 구분한 용도지역 중 상업․업무화 강도가 높은 용도지역

을 서울시 전체 및 각 사례 상지에 나타내 보면 [그림 60], [표 29]와 같

다. 전체 지도에는 주 용도의 업무시설 허용 범위를 기준으로 3․2종일반주거

지역까지의 용도지역을, 각 사례 상지에는 전체 용도지역을 표시하였다. 

그림 60 서울의 간선도로망과 상업․업무화 강도가 높은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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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

일

노량진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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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동

일

동선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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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일

서교․동교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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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왕십리동

일

표 29 각 사례 대상지의 용도지역과 간선도로

이와 같이 용도지역의 지정은 간선도로망과 깊은 관계에 있으며, 상

업․업무화 강도가 높을수록 간선도로에 가깝게 지정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특히 간선도로에 인접한 1-2가구와 이면조직이 용도지역의 지정에 의해 구

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용도지역계획 기본원칙에서 위의 용도지역

들과 간선도로가 관련된 지정원칙들을 정리하면 [표 30]과 같으며, 이를 통

해 용도지역의 지정이 인구유동과 도시 활동의 집중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

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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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정원칙

일반적 고려사항 

(상업지역)

- 상업지역 입지는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현황과 

계획을 감안하고 사람과 물자의 유동량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

일반상업지역

-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

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

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 자동차에 의한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 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도시고속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이 바

람직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 주간선도로보다는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 도시

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중 주차․승하차․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

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을 함께 입지시키는 것이 

용이한 지역

준주거지역
- 주택지를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역 주변의 주

택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간선도로 설치 등 교통 환경이 양호하며 역세권내에 포

함된 지역

표 30 용도지역 지정원칙의 간선도로 관련 사항

(자료: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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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제 도입 이후 유지되어온 노선상업지역12)의 

지정 또한 서울 전역의 30개 간선도로변에 95㎞에 이루어져 있는 등(2010

년 기준)13), 용도지역제는 간선도로변의 도시조직이 상업․업무시설로 구성되

는 주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렇게 간선도로변을 따라 형성된 상업․업무지는 

곧 단면구조의 전면조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림 61 용도지역제로 인한 도시조직의 변화

3) 주거지 정비로 인한 도시조직의 변화

1962년 불량지구개량사업이 포함된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서

12) 1975년 건축법 개정에 의해‘ 지가 도로에 연하여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

역’으로 용어가 변경되면서 노선준주거지역 등도 이에 포함

13) 윤영민, 노선상업지역의 운영특성이 도시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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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내부시가지의 주거지는 정비사업에 의한 극심한 변화과정을 겪어왔다. 

서울 내부시가지의 부분이 기성시가지에 해당하고, 수많은 불량주거지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주거지 정비사업의 사업주체와 사업시행방식을 구

분하면 [표 31]과 같다.

사업주체 사업시행방식

공공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건설방식14))

 뉴타운사업

민간  재건축사업15)

표 31 서울 내부시가지의 주거지 정비사업

서울의 정비사업은 1960년  초의 무허가판자촌에 한 철거정비 

및 집단이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유입되고 

이를 수용할 만큼의 주택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무허가 판자촌이 

급증하게 되는데, 이때의 무허가주택지는 부분 내부시가지 지역에 형성된 

것이었다. 이에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에서 불량지구개량사업을 포함시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주정착지를 조성하고 철거하는 방식은 무허가주

택지를 도시 외곽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다.

14)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주택건설방식과 현지개량방식으로 나뉘는데, 현지개량

방식의 경우 도시조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외

15) 2002년 도시정비 관련 제도들이 모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그 이후로는 재건축사업 또한 공공의 성격을 띠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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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서울 내부시가지의 경계와 무허가주택지 분포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 기본계획 중간보고서, 1995)

이후 197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도시계획사

업으로 규정되면서 서울의 주거지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

한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91년 지정된 2개 구역을 시작으로 지속적 진행

이 이루어져 왔으나, 1997년 이후 현지개량방식의 진행이 주를 이루게 되어 

침체상태에 놓인 상태이다. 뉴타운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하나로 2002

년 이후 활발히 진행되다 현재는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을 제외한 부

분이 지정 해제된 상태이다. 이상의 서울 주거지 정비의 누적현황을 정리해 

보면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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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인가구역(개) 면적(㎡)

주택재개발사업

(1973-2003)
313 22,339,658

주거환경개선사업

(1991-2003)
86 3,246,708

뉴타운사업

(2002-2006)
25 14,235,000

재건축사업(아파트)

(1987-2003)
888 2,363,082

표 32 정비사업에 따른 서울시 주거지 정비 현황

(자료 : 서울특별시,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04

       서울연구원, 지도로 본 서울, 2007)

서울의 주거지 정비사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부분이 전면철거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의 부분이 아파트단

지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아파트단지의 시초는 1962년 준공된 마포아파트이다. 19

30년 준공된 회현동 미쿠니아파트에 의해 처음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단지 

형태로 등장한 것은 마포아파트가 처음이었다. 경제적 원인에 의해 초기계

획과 달리 낮은 건폐․용적률로 형성된 마포아파트는 오히려 단지라는 개념과 

아파트라는 낯선 주거 유형에 해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시행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한 각

종 소․ 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축, 특히 1970년 최초로 중앙 온수난방시스

템을 도입함으로써 변화하는 문화생활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선보인 한강맨

션아파트의 등장으로 인해 본격적인 아파트 붐이 일어나게 된다.16)

1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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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

일

이후 신시가지․신도시의 주거지가 부분 아파트단지로 형성되는 등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게 되면서, 서울 내부시

가지의 주거지 정비 또한 아파트단지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서울 내부시가지에 들어선 아파트단지들의 부분은 간선도로에서 

가장 먼 상 적 고지 에 형성되었다. 상 적 고지 가 부분 개발제한이 

해제된 미개발지나 무허가주택지에 해당하는 곳이고, 전면조직과 중간조직

에 비해 지가가 떨어져 사업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각 사례 상지의 지형과 아파트단지의 입지 현황을 비교해보면 [표 

33]과 같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으로 인해 형성된 아파트 단지가 

부분 상 적 고지 에 입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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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동

일

도화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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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동

일

상도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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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교동

일

행당․왕십리동

일

표 33 각 사례 대상지의 지형과 아파트단지

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저층고밀주거지는 부분 자생적 변화에 

의해 다세 ․다가구주택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겪었다. 다세 ․다가구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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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층이 부분 단독주택에 두세  이상 세를 들어 동거하는 현

상에서 비롯된 주거 유형이었는데, 1985년과 1990년에 각각 다세 ․다가구

주택의 법제도 도입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지하실․인접 지 경계선과의 

거리․높이․옥외계단 면적산정 등에 관한 규제 완화와 소형 세 의 건축물 건

설에 해 국민주택금융 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정부 지원이 시행되면서, 이 

시기 저층고밀주거지에 활발한 다세 ․다가구 주택의 건축이 이루어졌다.17)

이와 같은 주거지의 정비 및 변화에 의해 서울 내부시가지의 주거

지는 상 적 고지 의 아파트단지와 다세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저층고밀주

거지로 이분되었으며, 단면구조의 배후조직과 중간조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림 63 주거지 정비로 인한 도시조직의 변화

17) 서울연구원, 일반주택지역 정비모델 개발,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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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토지이용 현황 동양적 상업활동의 공간형식은 서구와 같은 광장형이 아닌 노선형으로, 

시민 생활 편익과 구매, 위락, 문화적 서비스 공간이 신․구시가지(강남․강
북)를 막론하고 부분 노선형으로 분포․입지하는 전통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노선으로 위요된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접근성과 선

택성을 제공하나, 이러한 노선상가형성이 유효한 것은 어느 정도 노선양

측의 교호접촉 작용과 공간적 일체성이 성립되는 소로나 세로에서 가능

하다. 그러나 노선상업의 번영 즉 노폭확장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2. 중심가로 내부화의 요인

1) 간선도로변 규제로 인한 상업시설의 이면 집중

1990년 최초의 법정계획인「2000년 를 향한 서울시도시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서울 내부시가지의 간선도로변에 관

한 규제는 도심재개발사업에 포함된 마포 로변18)을 제외하면 가로 미화나 

주거시설의 금지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였다.

또한 간선도로변에는 소규모 시설의 상점가로 구성된 중심가로가 형

성되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의해 토지이용의 방향이 설정되면서 서울 내

부시가지의 간선도로와 이면도시조직은 구성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중심가로 내부화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표 34]는 기본계획 내의 관

련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18) 도심재개발사업은 197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규정되고 1973년 최초로 도심부 내 11개 지역이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

정되면서 시작된 도심지 정비사업이다. 1979년 마포 로 일 가 도심지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재개발사업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미국 카터 통령 방한 행

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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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상가가 간선도로 양측에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은 그 역사성과 

지역적 지명성, 그리고 배후지역과의 얽힘 등으로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 등의 계획적 미개발지에서도 

전통적 형식을 답습하여 간선가로변에 노선상업을 지정함은 간선교통 소

통을 방해할 뿐 아니라, 간선도로의 교통흡인을 가중시키는 유발효과까지 

있어 바람직스럽지 않고, 일체적 상업지역의 분위기도 형성될 수 없는 

결함을 갖고 있다.

토지이용의 

과제

로변 노선상업지역의 지정을 지양하고 상업지역 지정 없이 노선상가를 

소로이하의 도로변에 자연발생적 근린생활시설로서 형성하게 하고 자동

차 등의 통과를 억제하는 등 도시전체교통소통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국

지교통소통을 저해하지 않음으로써 보행자활동과 노선상가의 활성화를 

가할 필요가 있다.

토지이용 

계획의

기본방향

한국적 토지이용의 특징은 노변이용과 그 혼합성에 있고 이런 것들이 한

국적 urbanity를 형성하고 있어 교통부문의 장애요인이 되는 간선가로변

의 상업적 이용은 되도록 억제하고 이면도로 등의 노선상업이용을 권장

표 34 서울시도시기본계획(1990)의 노선상가 계획방향

(자료: 서울특별시, 2000년대를 향한 서울시도시기본계획, 1990)

내용을 통해 당시 간선도로변이 중심가로로 기능하고 있었고, 인구 

및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간선도로변에 상업시설을 금지하고

자 하는 의도가 토지이용 계획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관련 내용이 19

97년 수립된「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수정되기 전까지, 이러한 기

본계획의 토지이용 방향은 1990년  전반에 걸쳐 서울 내부시가지의 변화

에 영향을 미쳤다. 상업시설들은 간선도로변 다음으로 접근성이 좋은 이면

가로변에 주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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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주거․상업지역

1934
- 전면도로폭원의 1.5배 + 8m 이하

- 31m 이하

1961
- 전면도로폭원의 1.5배 + 8m 이하

- 35m 이하

1967 - 전면도로폭원의 1.5배 + 8m 이하

1970 - 전면도로폭원의 1.5배

1992

- 전면도로폭원의 1.5배

- 상업제한완화구역의 경우 전면도로폭원의 3배까지 허용

-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 제공 시,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1999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 최고높이 미지정시 전면도로폭원의 1.5배

표 35 상업지역의 높이제한 규정 변천

[표 35]와 같이 상업지역에 관한 높이규제 또한 상업시설들이 이면

조직에 집중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현재는 높이의 제한이 가로구역에 따

라 지정되거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도로사선제한의 범위가 

축소된 상태이나,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건축물의 높이 규제가 

최초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 도로사선제한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도로

사선제한에 의해 기본적으로 간선도로변 시설의 규모가 가장 클 수밖에 없

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간선도로변의 노폭확장은 간선도로변과 이면도

로변 시설 간의 규모차이를 더욱 심화시켰다. 따라서 간선도로변에는 주로 

규모 업무시설의 입지가 이루어졌고, 상업시설은 상 적으로 이면조직에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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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간선도로변 규제로 인한 상업시설의 이면 집중

2) 혼합용도 허용으로 인한 주거지의 상업화

중심가로의 내부화에는 용도지역제의 성격 또한 큰 원인으로 작용했

다.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제는 토지의 현실적이고 유연한 이용을 위해 지역 

내에 이종시설을 어느 정도 용인하며, 주거지역 또한 주거시설에 필연적으

로 요구되는 상업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표 36]을 통해 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살펴보면, 전용

주거지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시설을, 일

반주거지에는 전용주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음식

점 그리고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소매시장․상점을, 준주거지에는 단란주점을 

제외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과 판매 및 영업시설 전부를 허용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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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 따른 허용 여부는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조례에 의한 허용이

나 제한적 허용 여부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조례에서는 위임된 용도를 

부분 허용하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순으로 강도에 

따른 상업시설의 허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 용도 용도

용도지역

주거

전용 일반 준

주거1종 2종 1종 2종 3종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 등

공공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등

종교집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판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여객․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항만종합여객

 허용   조례에 의한 허용  조례에 의한 제한적 허용  불허용

표 36 용도지역에 따른 상업시설의 허용 여부

주거지역의 혼합용도 허용은 곧 주거지역 내 시설의 용도변경에 어

느 정도의 유연성과 탄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주거지역 내 시설이 

인접 환경에 따라 상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이는 작은 필지와 

소규모 시설로 구성된 중간조직에서 주로 발생했다.

중간조직의 시설들은 인접한 도시조직의 성격에 따라 상업화 되었

다. 전면조직과 맞닿은 시설들은 이면조직으로 집중된 상업시설들과의 반응

에 의해 상업전용시설로 변경되었다. 내부 가로변의 시설들은 주거지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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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근린생활시설 위주의 상업시설로 변경되었는데, 해당 가로의 상업화 

정도에 따라 상업전용시설의 입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작용

들이 반복되면서, 전면조직과 중간조직을 구분하는 이면도로에는 평행형 중

심가로가, 중간조직의 내부에는 확장형 중심가로가 형성되었다.

그림 65 혼합용도 허용으로 인한 주거지의 상업화



제 3 절 소결

이상의 연구를 통해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특성과 구조특성의 발생

요인을 알아보았다. 서울 내부시가지의 도시조직은 보편적 단면구조, 중심가

로의 내부화로 도출되며, 지형, 용도지역제, 주거지 정비사업, 간선도로변의 

규제 등이 특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특성은 간

선도로에 의해 구분되는 도시조직 단위로 나타나며, 이는 전면조직, 중간조

직, 배후조직으로 구분된다. 중심가로는 전면조직과 중간조직의 사이 가로에 

간선도로와 평행한 형태로 형성되거나 중간조직의 내부 가로에 간선도로에

서 확장하는 형태로 형성된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적 양상을 정리하면 

[그림 6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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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적 양상



제 5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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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부시가지의 모습은 불규칙적으로 보인다. 미로형 가로망과 

복잡한 지형으로 인해 도시조직의 파악이 어려워 보이며, 업무와 상업, 주거

시설이 서로 뒤엉켜 혼재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서울 내부시가지의 단면구조는 일정한 구조적 패턴을 보이

며, 이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도시조직 단위로 나타난다. 각 단위

도시조직은 간선도로로부터 점차 높아지는 지형을 가지며, 도시조직의 성격

에 따라 전면조직․배후조직․중간조직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보편적 단면구조

는 서울 내부시가지가 가지는 첫 번째 구조특성이다.

전면조직은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조직들로, 업무 및 상업지의 성격

을 가진다. 배후조직과 중간조직은 아파트단지와 저층고밀주거지에 의해 구

분되며, 특히 중간조직은 가로변에 인접한 시설들이 주변조직의 성격에 반

응하여 변화하는 유연성을 보인다.

보편적 단면구조는 지형에 의한 단위도시조직의 형성, 용도지역제와 

주거지 정비에 의한 도시조직의 변화에 의해 발생했다.

서울 내부시가지의 부분이 구릉지에 해당됨에 따라 상 적 저지

를 따라 주 교통로인 간선도로가 형성되었고, 간선도로의 거듭된 노폭확장

은 도시조직을 간선도로 단위로 단절하였다. 결국 각 단위도시조직은 간선

도로를 중심으로 점차 높아지는 지형을 따라 시가지가 형성된 단면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용도지역제의 인구유동과 도시 활동의 집중도에 근거한 지역 분류는 

간선도로변을 따라 상업․업무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전면조직

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각종 주거지 정비사업과 관련 규제는 서울 내

부시가지의 주거지를 고지 의 아파트단지와 다세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저

층고밀주거지로 이분했으며, 이는 배후조직과 중간조직을 구분하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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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서울 내부시가지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구조특성은 중심가로가 단위

도시조직의 내부에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심가로의 내부화 현상은 

여타 세계 도시들이 보이는 내부시가지 양상과는 달리 서울 내부시가지에

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중심가로는 전면조직과 중간조직의 사이에 평행형으로 형성되거나 

중간조직의 내부에 확장형으로 형성된다. 각 중심가로는 전면조직의 업무지

와 중간․배후조직의 주거지 모두에 요구되는 상업지 및 두 이질조직 간의 완

충지로 기능한다.

중심가로의 내부화는 간선도로변 시설의 규제와 용도지역제의 혼합

용도 허용으로 인해 발생했다.

최초의 법정계획인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은 당시 급속한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간선도로변 상업시설을 금지하는 토지이용 

방향을 제시하였고, 도로사선제한은 간선도로변에 규모 업무시설이 입지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이면조직의 상업시설 밀도가 간선도로

변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용도지역제의 혼합용도 허용은 주거지의 용도변경에 유연성과 탄성

을 제공했다. 용도변경은 작은 필지와 건축물로 구성된 중간조직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중간조직의 시설들은 인접한 도시조직의 성격에 반응하여 상업

화되었다. 전면조직과 맞닿은 시설들은 이면조직으로 집중된 상업시설들과

의 반응에 의해 상업전용시설로 변경되었다. 내부 가로변의 시설들은 주거

지에 요구되는 근린생활시설 위주의 상업시설로 변경되었는데, 해당 가로의 

상업화 정도에 따라 상업전용시설의 입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

은 작용들이 반복되면서, 전면조직과 중간조직을 구분하는 이면도로에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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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 중심가로가, 중간조직의 내부에는 확장형 중심가로가 형성되었다.

지난 50여 년의 시간동안 서울 내부시가지가 겪어온 변화는, 서울

의 전례 없이 빠른 성장만큼이나 급격하게, 그리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었다.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 서울 내부시가지의 현재는 그로 인해 발생

한 구조적 보편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서울 내부시가지의 도시조직은 쉴 새 

없는 변화 속에서도 항상 공존의 방식을 찾아왔으며, 도시적 활기를 적절한 

위치에 형성해왔다. 그리고 그 활기는 오늘날 단위도시조직의 이면에 집적

되어 있다.

그러나 간선도로로 인한 도시적 활기의 불연속, 상업가로 외의 완충

지 부재와 같은 문제점은 여전히 서울 내부시가지가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한 고려와 개선은, 양적 성장만을 거듭해 온 

서울이 질적으로 풍부한 도시로 거듭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

져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도시의 부분을 구성하고 구성원의 일상을 담아

내는 장소는 중심지가 아닌 내부시가지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모든 서울 내부시가지의 도시조직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상지들에서도 드러나듯 각 지역의 활성화 정도가 다르고 지

역에 따른 특성이 존재하며, 이는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다. 수

변 공간, 철도, 소규모 평지 등의 환경 변수 또한 고려되지 못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는 서울 내부시가지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구조특성을 밝히는 

데 그 의의를 두며, 본 논문을 기초자료로 추후 서울 내부시가지에 관한 활

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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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ner City Seoul

Junha Hwang

Dep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Seoul has undergone a change from monocentric city 

to multiple nuclei city, inner city, an‘intermediate’area between 

urban centers was covered with urban squatter areas due to 

population explosion. Since then decline of inner city Seoul came 

to the fore, various maintenance businesses and autogenous 

alterations have accrued to that. Accordingly, inner city Seoul has 

became aggregation of closed tissues such as apartment complex, 

HDLR(high-density low-rise) residential area, gigantic office 

buildings, apartment & stores buildings, and commercial area.

However, inner city Seoul has a regular pattern of urban 

tissue, which represents urban tissues categorized based on 

arterial road. Each urban tissue, which characterized by uprising 

contour from the arterial road,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 of urban tissue : front 

tissue, middle tissue, and back tissue. Front tissue h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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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of business and commercial area. Back and middle 

tissue can be divided by the extent of how much low rise can be 

formed with high density. Especially, the middle tissue has flexible 

buildings which have relations with road, program of that 

buildings is chang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adjacent tissue.

Another characteristic of inner city Seoul represented with 

regular pattern of urban tissue is, of course, high street is formed 

at inside of urban district divided by arterial road. Such 

phenomenon, which occurs in high street,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nly happening in the inner city Seoul, not in other 

cities of the world. High street can be formed as parallel type 

between front tissue and back tissue. Each of these functions as 

commercial district area and buffer zone needed to business area 

in front tissue and residential area in middle or back tissues.

Changes of inner city Seoul, which lasted over the last 50 

years, were rapid and uniform. The present throughout this 

dissertation reveals the uniform structure happened by exorbitantly 

fast speed in today’s world. Nevertheless, inner city Seoul pave 

the way to coexist and be formed proper place vigorously. And 

this vitality can be found in the back side of the urban tissue 

today.

Keywords : Inner City, Urban Tissue, Arterial Road, Local Road,

Keywords : High Street

Student Number : 2012-2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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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 내부시가지(Inner City)의

구조특성에 관한 연구

황 준 하

서울 학교 학원 건축학과

청계천 일 의 단일 도심 구조였던 서울이 강남, 여의도 등을 포함

한 다핵 구조의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중심지의‘사이’에 놓인 내부시

가지는 폭발적 인구 증가로 인해 수많은 불량주거지들로 뒤덮이게 되었다. 

이후 내부시가지의 쇠퇴현상이 두되고 각종 정비사업과 자생적 변

화가 누적되면서, 오늘날 서울의 내부시가지는 불규칙한 가로망에 아파트단

지로 표되는 폐쇄조직, 저층 고밀의 주거지, 거  규모의 오피스와 주상복

합빌딩, 상업지가 뒤섞인 집합체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 내부시가지는 단면적으로 일정한 구조적 패턴을 보이

며, 이는 간선도로에 의해 구분되는 도시조직 단위로 나타난다. 각 단위도시

조직은 간선도로로부터 점차 높아지는 지형을 가지며, 도시조직의 성격에 

따라 전면조직․배후조직․중간조직으로 구분된다. 전면조직은 간선도로변에 인

접한 조직들로, 업무 및 상업지의 성격을 가진다. 배후조직과 중간조직은 아

파트단지와 저층고밀주거지에 의해 구분되며, 특히 중간조직은 가로변에 인

접한 시설들이 주변조직의 성격에 반응하여 변화하는 유연성을 보인다.

보편적 단면구조와 함께 드러나는 서울 내부시가지의 또 다른 구조

특성은 중심가로가 단위도시조직의 내부에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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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의 내부화 현상은 여타 세계 도시들이 보이는 내부시가지 양상과는 

달리 서울 내부시가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중심가로는 전면조직과 중

간조직의 사이에 평행형으로 형성되거나 중간조직의 내부에 확장형으로 형

성된다. 각 중심가로는 전면조직의 업무지와 중간․배후조직의 주거지 모두에 

요구되는 상업지 및 두 이질조직 간의 완충지로 기능한다.

지난 50여 년의 시간동안 서울 내부시가지가 겪어온 변화는, 서울

의 전례 없이 빠른 성장만큼이나 급격하게, 그리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었다.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 서울 내부시가지의 현재는 그로 인해 발생

한 구조적 보편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서울 내부시가지의 도시조직은 쉴 새 

없는 변화 속에서도 항상 공존의 방식을 찾아왔으며, 도시적 활기를 적절한 

위치에 형성해왔다. 그리고 그 활기는 오늘날 단위도시조직의 이면에 집적

되어 있다.

주요어 : 내부시가지, 도시조직, 간선도로, 이면도로, 중심가로

학  번 : 2012–2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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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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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는 구성원의 욕구에 반응하고, 변화한다. 영역이 확장되거나 축

소되고, 도시적 지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며, 가로가 생겨나고 지워진다. 다

양한 규모로 프로그램이 변화된다. 중심지가 쇠퇴되기도, 비어있던 곳이 도

시 최고의 번화가로 탈바꿈되기도 한다. 도시의 변화는 도시가 어떤 공간이 

가장 이 도시에 적합한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 선택들의 축적은 도시경관을 정의하며, 나

아가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따라서 도시의 크고 작은 변화를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은 지난 50여 년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성장 속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부작용들을 야기했다. 그 중 가장 만연한 

문제는 개발의 주요 계획 상지들이 아닌 그것들의‘사이’에서 발생했다.

청계천 일 의 단일 도심 구조였던 서울이 강남, 여의도 등을 포함

한 다핵 구조의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사이’에 해당하는 내부시가지1) 

는 폭발적 인구 증가2)로 인해 수많은 불량주거지들로 뒤덮이게 되었다.

이후 내부시가지의 쇠퇴현상이 두되고 각종 정비사업과 자생적 변

화가 누적되면서, 오늘날 서울의 내부시가지는 불규칙한 가로망에 아파트단

지로 표되는 폐쇄조직, 저층 고밀의 주거지, 거  규모의 오피스와 주상복

합빌딩, 상업지가 뒤섞인 집합체로 존재하게 되었다.

1) 내부시가지(Inner City)는 도시의 도심(CBD)과 부도심(Subcenter) 사이에 위

치하여, 공업․상업․주거시설이 혼재된 영역을 의미한다. 자세한 정의는 2장 1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2) 서울의 1955년 인구는 약 157만 명, 1992년 인구는 1,097만 명으로 50여 년

간 약 7배의 증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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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 내부시가지의 경관

(마포구 도화동 일대)

그러나 평면적으로 불규칙한 조직의 형상과 혼재된 프로그램의 구성

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서울의 내부시가지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부분 유

사한 경관을 형성한다. 이는 곧 서울 내부시가지에 전반적인 특성이 내재되

어 있음을 암시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 내부시가지에 내재된 구조특성

을 도출하고 그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서울 내부시가지의 현황에 관해 구체

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이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도시공간구조와 도시조직을 파악하

는 한 가지 시각으로 기능함으로써, 현재 혹은 앞으로의 도시 변화를 긍정

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 내부시가지가 가진 구조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우선

으로 하였다. 먼저 내부시가지의 개념과 서울의 시가지 형성과정을 고찰하

고, 서울 내부시가지의 범위를 정의하였다. 서울 내부시가지의 사례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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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석하여 구조특성을 도출하였고, 각 구조특성의 요인을 파악하였다.

서울 내부시가지 중 금호동 일 , 노량진동 일 , 도화동 일 , 동

선동 일 , 상도동 일 , 서교․동교동 일 , 행당․왕십리동 일 를 사례 상

지로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각 분석에 따라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수치지형

도, 항공사진, 건축물 장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

다. 또한 관련된 법규와 제도, 문헌, 사례 상지의 역사적 사료 등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진행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내부시가지의 정의와 역할에 해 알아보고 그 개념

을 고찰한다. 또한 서울의 시가지 확산과정과 주요 도시계획을 살펴봄으로

써 서울의 도시공간구조를 파악한다.

제 3 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토 로 서울의 중심지와 내부시가지

의 범위를 설정한 후, 서울 내부시가지에 해당되는 사례 상지(금호동 일

, 노량진동 일 , 동선동 일 , 도화동 일 , 상도동 일 , 서교․동교동 일

, 행당․왕십리동 일 )를 선정 및 분석한다.

제 4 장에서는 사례 상지 분석에서 드러나는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특성을 도출하고, 특성의 구체적 내용을 고찰한다. 또한 각 구조특성의 

발생요인과 요인의 작용 과정을 살펴본다.

제 5 장에서는 위 과정들을 통해 살펴본 오늘날 서울 내부시가지의 

모습을 정리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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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에 

관한 이해

- 내부시가지의 정의와 성격

- 서울의 도시공간구조

- 서울의 중심지

↓

서울 내부시가지의 

사례 상지 분석

- 내부시가지의 범위 설정 및 사례 상지 

선정

- 각 사례 상지의 가로․건축물 용도 현황 

및 양상 분석

- 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가로․중심가로 도

출 및 분석

- 각 용도에 따른 가로와의 관계 및 양상 

분석

- 분석 전반을 드러내는 도시조직의 단면도 

작성

↓

서울 내부시가지의 

도시조직 구조 

연구

- 구조특성 도출

- 구조특성의 발생요인 및 요인의 작용 과

정 연구

표 1 연구의 구조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도시공간구조와 내부시가지

제 2 절 서울의 도시공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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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도시공간구조와 내부시가지

1. 내부시가지의 정의

내부시가지(Inner City)는 도시의 중심업무지구(CBD)를 둘러싼, 소

규모 공업․상업․주거시설이 혼재된 지역을 의미한다. 도시 활동의 핵인 도심

은 아니고 근년(近年)에 개발된 신시가지도 아닌 그 중간부의 략 고도성장

기 이전에 시가지화 된‘기성시가지’를 의미하며, 서울을 상으로 할 경우 

략 1960년  중반 이전, 즉 근 화 시기 이전에 조성된 시가지들이 해당

된다(서울도시계획포털). 내부시가지의 외곽에는 부도심을 포함한 외부시가

지(Outer City)가 위치한다. [그림 2]는 이와 같은 도시공간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도시공간구조

(John Ormsbee Simonds, Garden Cities 21, 1993)

내부시가지에 한 중점적 언급이 시작된 곳은 영국이었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장 먼저 도시의 현 화가 이루어진 국가이다. 그만큼 

내부시가지의 슬럼화 또한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되었으며, 1970년  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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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한 문제점이 도시계획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1972년부터 런던, 

리버풀, 버밍엄 등의 도시 쇠퇴지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1

977년에는 내부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정책백서 Policy for the Inner City

를 발간하고, 1978년에는 지역법 Inner Urban Area Act를 제정한다. 낙

후된 이미지의 개선을 위해 Slum이라는 단어 신 Inner City로 지칭하였

다는 설도 존재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1960년 부터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며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자 이에 한 문제가 논의되기 시

작하였다.

이후 내부시가지는 줄곧 쇠퇴하고 낙후된 도시조직의 의미를 내포하

는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내부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실제로 서울의 경우 내부시가지 재개발사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쇠퇴와 재생에 관하여 주로 다루어졌던 선행 연구들과 달리 내부시가지의 

현재와 특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내부시가지의 성격

과거 공업․상업․주거시설이 혼재하던 내부시가지는 공업시설이 도시 

외곽이나 도시 밖으로 이주하는 도시의 현 화 과정에서 주거지와 그에 요

구되는 상업지가 부분을 점유하는 양상으로 변모한다. 또한 도심지에 비

해 작은 규모의 가로 너비와 건물들로 조직이 구성된 내부시가지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간선도로에 보행자 중심의 상업가로가 형성되어 중심가로

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3]과 같이, 일반적으로 이 상업지는 간선도로와 같은 단위 도

시조직의 최 외곽 가로를 따라 형성된다. 이는 상업시설들이 인구 유동량에 

반응하는 특성상 인구 유동이 높고 공공적․개방적 성격을 지닌 가로에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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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3 런던 내부시가지(Inner London)의 간선도로를 따라 형성된 중심가로

내부시가지에 형성된 상업가로는 일차적으로 인근 주거지의 커뮤니

티 형성 장소로 기능하며, 규모 확 나 매력도에 따라 인근 주거지를 넘어

서 도시 전체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장소로 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심가

로는 도시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행위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큰 

장소적 의미를 갖는다.

제 2 절 서울의 도시공간구조

1. 서울의 시가지 확산과정

1) 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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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가지가 발달한 곳인 청계전 일 의 지형을 1

8세기경 제작된 수선전도를 통해 살펴보면, 북악산, 인왕산, 남산 등의 산지

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평지 내부에 동서 방향의 청계천 본류와 남북 방

향들의 지류가 그리드에 가까운 패턴으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시

가지 형성에 매우 적합한 조건이었다. 이러한 지류를 따라 도로 또한 격자

형 패턴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동세기에 제작된 도성도를 통해 확인이 가

능하다. 당시 형성된 격자형의 가로는 오늘날 종로-청계천로-을지로-퇴계

로 순의 동서축 가로들과 그 가로들을 잇는 남북축 가로들로 현존한다.

그림 4 조선시대 청계천 일대의 하계망과 가로망

(좌: 수선전도, 우: 도성도)

청계천 일 의 도성 외부에도 어느 정도 취락들이 발달하면서 서울 

곳곳에 거주지들이 생겨났다. 도성 근처의 성저십리3)에 주택이 분배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한강을 통한 유통과 상업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나루터를 

중심으로 취락이 번성하였다. 취락의 단위는‘방’으로 불렸으며, 오늘날의 

마포역 일 인 용산방이 가장 인구가 밀집된 방으로 번성하기도 하였다.

3) 도성 외부로 10리 안에 해당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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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용산합병경성시가전도, 1911

2) 일제강점기

도성 외부로의 시가지 확장은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강점 초기에는 일본인 주거지의 형성과 인근 한성부 관내의 시가지 합

병이 이루어졌다. 한일병합 후 일본인들의 이주가 가속화됨으로 인해 일본

인 주거지가 남산 일 의 구릉지에 형성되었으며, 일제강점 초기의 표적 

시가지 확장인 용산과 영등포 일 의 경성 합병이 진행되었다.

용산 일 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나루터 중심으로 한 취락 중 가

장 발달하였던 지역이나, 일본인의 

거주가 주로 이루어지던 곳은 아니

었다. 그러나 인천 호리히사상점堀

久商店의 경성-인천 간 증기선 운행

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한강을 이

용한 상업이 발달하고, 1904년 러

일전쟁으로 인한 철도의 부설 및 

군사기관의 입지가 이루어지면서 

일본인 이주자가 급격히 증가하였

다. 이에 새로 개간된 지역이 지금

의 신용산 지역이다. 그러나 철도

와 군사기관 등의 토목건축공사가 

원인으로 작용한 발달이었기에 보

통의 상업지만큼 구매자가 많지 않

아 부지 경영이 어려워졌고, 이주

자 증가 시기부터 경성과 용산을 통합하고자 했던 유지들과 관헌에 의해 용

산민단은 경성민단에 병합되었다.4)

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경성발달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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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일 의 경우 공업용지로 본격적 시가지화가 이루어진 지역이

었다. 1899년 9월 경인선이 완공되고 영등포역이 입지함으로써 이 일 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그로 인해 1910년 영등포 지역으로 군소재지가 이전

되며 이 일 에 공업시설들이 입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제의 1931년 만

주침략 감행 후 한반도 기지화를 위한 공업화의 일환으로 공업시설들이 입

지해 있던 영등포가 공업용지로 조성되며 영등포 일 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일본인 이주자가 많고 재정이 확보된 지역으로 발돋움하였다. 1935년 조선

총독부의 영등포 지역을 포함시킨 행정구역 확장안과 시가지간선도로망 발

표에 영등포읍회의 반 가 일기는 하였으나, 국가차원의 개입으로 인해 잠

식되고, 결국 1936년 경성부 행정구역 확장안이 최종 결정되고 적용되면서 

영등포 일 는 경성에 포함되게 되었다.

영등포와 함께 1읍 8면 71개리 전부와 5개리 일부를 포함한 경성

부 행정구역 확장이 적용됨으로써 서울의 면적은 3.5배로 증가했다. 1936

년의 확장은‘거 도시’ 서울의 출발점이었다. 또한 행정구역 확장과 더불

어 서울의 시가지 확장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경성시가지계획의 입안이 이루

어졌다.5)

경성시가지계획은 서울의 도시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 빼놓을 수 없

는 최초의 근 적 도시계획이다.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됨으로써 

1936년에 경성시가지계획이 수립되었다. 25년 뒤를 목표로 한 장기적이고 

거 한 계획이었기에 실제로 모두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이후의 서울의 

시가지 확장에 한 기준이 되었다.

5) 염복규, 서울은 어떻게 계획되었는가, 살림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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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성시가지계획가로망도, 1938

경성시가지계획의 기본적 구상은 도로망을 부설하고 구획을 정리하

는 것이었다. 1936년 12월 모두 220개 노선으로 이루어진 가로계획이 발표

되었다. 계획의 도로는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준간선도로, 기타 지선도로

로, 노폭에 따라 광로(50m), 로(34~24m), 중로(20~10m)로 구분되었다. 

현재의 세종로가 유일하게 광로로 계획되었고, 부분 주간선도로와 준간선

도로는 로, 지선도로는 중로로 계획되었다. 이 도로망 계획은 당시 경성의 

노폭 12m이상 도로가 47개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획기적인 일이었으며, 강

북 지역 시내 계획간선도로망의 근간이 되었다.6)

구획정리사업은 십 수 년에 걸쳐 새로 경성에 병합된 지역들의 주

거 가능 면적 중 75% 정도를 모두 주택지와 공장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예맥출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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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이는 구상 정도에 그치는 것이었다. 또한 1937년 용도지역제

가 계획되고 1939년 최종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경성부 전 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 미지정의 네 지역으로 분류하여 지정한 것이었다.

경성시가지계획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의 시가지 확장 방식

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광복 후의 도시계획 또한 이

에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전쟁으로 인

한 자금난과 광복 등으로 인하여 완전히 진행되지는 못하였으나, 경성시가

지계획은 서울의 개발이 근  자본주의에 입각한 도시계획에 의해 이루어지

게 되는 시발점이었다.

3) 한국전쟁 이후

광복 직전의 1940년  초에 서울의 인구는 공업지역 형성과 도시화

로 인한 노동력 수요, 경제적 여유를 위해 도시로 진출하는 유입인구에 의

해 이미 백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경성시가지계획에서 예측한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후에도 강점기의 피난민과 전쟁으로 인해 몰

락한 농촌의 이농민들이 서울로 유입되면서 서울의 인구는 폭등하였다. 이

렇게 급증의 수준을 넘어 폭발에 가까운 인구 유입은 필연적으로 주택난을 

야기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폐허에 가까워진 서울의 시가지를 복구하

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당시 주거지 신설이나 도로망과 같은 도시계획은 한

계를 넘어선 일이었다. 턱없이 부족한 주거지에 정착하지 못한 빈민층은 당

시 시가지의 미개발지역이나 시 경계 외곽에 무허가 판잣집이나 천막집을 

짓고 거주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시 경계 내부의 불량주택지를 철거하고 현

재의 미아동 일 와 홍제동 일 , 신림․봉천동 일  및 시흥동 일 , 상계․중
계동 일 , 거여동 일  등 산지사면에 철거민 정착지를 조성하였으나, 토지

만 제공하였을 뿐 주택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기에 철거민 정착지 일 도 모



- 16 -

두 무허가지로 뒤덮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무허가 불량주

거지는 시가지와 동떨어진 곳에 폭등하는 인구를 배치한 것일 뿐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춰진 시가지 확장의 개념으로 보기 어려웠다.

인구 폭등으로 따른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주거지의 개

발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중화였다. 

시내버스가 서울에서 처음 운행된 것은 1928년이었으나, 이후 오랫동안 노

선부족과 값비싼 요금으로 인해 전차가 표적인 중교통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노선과 전차역에 의해 운행되는 전차의 한계에 비해 도로건설과 버

스의 정류장 운행은 매우 자유로운 방식을 취할 수 있었기에, 1957년에는 

전차보다 많은 이용객을 확보하게 되는 등 버스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

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외곽지의 개발과 버스노선의 연장, 그로 

인한 인구 유입이 반복되면서 서울은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불광동 일 , 도봉동 일 , 면목동 일 와 같은 외곽지로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4) 1960년  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급급하던 서울의 도시계획은 1962

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분리 및 제정에 의해 

본격적인 다핵도시로서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여의도와 강남 지역의 개발이었다.

여의도는 1968년 준공된 윤중제에 의해 침수 피해를 벗어나고 명확

한 경계를 갖게 된 약 90만평 너비의 땅이다. 이미 시가지화 되어 있던 서

울의 한 가운데라는 지리적 이점과 계획의 폭발적인 추진력에 의해 여의도

의 시가지화는 빠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한국의 맨해튼이라 

불리는 부도심으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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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 는 강북지역의 학교․중심시설 건축 금지, 입시 학원과 주

요 중․고등학교의 강남 이전 등 정권의 전폭적 추진에 의해 급격한 신시가지 

조성을 겪는다. 이에 제방 건설로 인한 한강 범람의 제어가 가능해지고, 27

개의 한강 교량이 건설되며, 지하철 2호선이 이례적으로 순환선으로 건설되

는 등 강남 일 는 새로운 부도심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이후 서울의 최 외곽지에 해당하는 상계동, 일원․수서동 일 의 개발이 이루

어지고, 2013년 현재 서울의 마지막 농경지로 불리던 마곡동 일 의 개발이 

진행 중에 놓이게 됨으로써 서울은 산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시가지화 되

기에 이른다. 이상 서울의 시가지 범위 변화를 현재 서울의 영역 위에 나타

내 보면 [그림 7]과 같다.7)

그림 7 서울의 시가지 확장 과정

7)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http://www.wamis.go.kr)의 토지피복분류자료 

및 김동실의 논문(2008)을 바탕으로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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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의 도시계획과 중심지

1960년  이후 서울은 본격적인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다핵의 도시

공간구조를 구상하기 시작한다. 주요 도시계획들의 도시공간구조 구상 변화

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1960년대 이후 서울 도시계획들의 도시공간구조 구상

(자료: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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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계획연도 도심 부도심 기타 지점 비고

서울시재정비계획

(1963년)
기존 도심

영등포․성수동․길음동․망
우역․응암동․말죽거리․천
호동․구로동․불광동․수색

역․수유동 (11지역)

도시기본계획

(1966년)
기존 도심

영동․영등포․은평․창동․천
호 (5지역)

용산 - 도심과 연계한 

정치행정 중심지

도시기본계획조정

(1970년)
기존 도심

미아․영동․영등포․은평․천
호․청량리․화곡 (7지역)

영동지역 - 행정기능 

일부 담당

여의도 - 입법기능담당 

및 새로운 업무지구

부분적

법정계획

시정종합계획

(1972년)
기존 도심

미아․영동․영등포․은평․천
호․청량리․화곡 (7지역)

서울도시기본계획(안)

(1978년)
기존 도심

미아․영동․영등포․은평․천
호․청량리․화곡 (7지역)

부도심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구상

서울도시개발 장기구상

및 중기계획

(1980년)

기존 도심
미아․영동․영등포․은평․천
호․청량리․화곡 (7지역)

역세권과 한 지역, 지

구의 중심지 개발

2000년 를 향한

서울시도시기본계획

(1990년)

기존 도심
신촌․영동․영등포․잠실․청
량리 (5지역)

지구중심 (58지역)
최초

법정계획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

(1997년)

기존 도심

영동․영등포․용산․청량리

/왕십리 (4지역)

(2011년 이후 수색을 

추가한 5지역)

지역중심 (11지역)

지구중심 (54지역)
법정계획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2006년)

기존 도심

상암/수색 ․영동 ․영등포 ․
용산․청량리/왕십리 (5

지역)

지역중심 (11지역)

지구중심 (53지역)
법정계획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2013년)

기존 도심․ 여의도

/영등포․ 강남 (3

지역)

용산․청량리/왕십리․창동

/상계․상암/수색․마곡․가
산/ 림․잠실 (7지역)

지역중심 (12지역)

지구중심 (조정중)
조정중

 : 법정계획

표 2 1960년대 이후 서울 도시계획들의 도시공간구조 구상

(자료: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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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1960년 부터 지속적인 다핵도시와 그 중심들을 구상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부도심으로 지정되었던 지역들을 통해 서

울의 중심지 양상을 알 수 있는데, 이미 시가지가 번화한 곳이나 새로운 중

심지로 의도된 곳을 부도심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법정계획(도시기

본계획)으로 지정된 계획들의 부도심 선정은 부분 같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 지역이 서울의 실질적인 부도심 기능지에 해당함을 의미

한다. 해당 지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도심
구 부도심 영등포, 청량리

신 부도심 영동8), 여의도*

* 여의도의 경우 영등포 일 에 포함된 부도심 지역이었으나, 도시조직의 성격과 

개발 단계가 상이하므로 따로 구분하였다.

표 3 역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공통 지정된 부도심 지역

구 부도심에 속하는 영등포와 청량리의 경우 기차역을 중심으로 시

가지가 형성된 곳이다. 영등포역이 1899년에, 청량리역이 1911년에 개업된 

이후 각각 구시가지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신시가지 개발 이후 새

로운 중심지로 행정․금융․업무 기능이 집중됨에 따라 구 부도심들은 쇠퇴 양

상에 접어들고 현재 서울은 기존 도심, 강남 일 , 여의도 일 의 3중심지 

구조를 보이게 되었다. 이는 2013년 9월 발표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 

도심지 선정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구 부도심들이 아직 교통중심지나 상업

밀집지로써 어느 정도 부도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본 논문에서는 

구 부도심에 해당하는 영등포와 청량리 일 는‘중심내부시가지’로 정의하

여 내부시가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신 부도심에 해당하는 여의

도와 강남 일 를 부도심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8) 영동은 강남 일 의 옛 지명이다.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던 1970년  초에는 현

재의 동작․관악․서초구가 모두 영등포구에 속했기 때문에, 강남 일 를 가리켜 영등

포 동쪽이란 뜻의 영동으로 지칭하였다.



제 3 장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

제 1 절 서울 내부시가지의 범위

제 2 절 사례 대상지 선정

제 3 절 사례 대상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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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서울 내부시가지의 범위

그림 9 서울 도시공간구조의 지역유형화

앞서 살펴본 내부시가지의 정의와 서울의 시가지 확산 과정 및 중

심지 설정, 그리고 선행연구9)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의 도시공간구조

를 설정해 보면 [그림 9]와 같다. 내부시가지의 외곽 경계는 선행연구의 기

준을 따랐으며, 도심과 부도심, 중심내부시가지의 영역은 2010년도 기준 토

지이용현황의 상업․업무시설 입지현황과 가로망을 참고로 하여 설정하였

9) 이상 (1996)는 근 화 이전까지의 시가지 범위를 내부시가지, 근 화 이후 조

성된 시가지를 외부시가지로 구분하였으며, 1950년 까지 적용되었던 도시계획 구

역(총독부 고시 제180호)을 경계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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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2장1절에서 언급된 도시공간구조의 정의와 달리 여의도 일 는 내부

시가지 내에 위치하는데, 이는 내부시가지 형성 이후 개발된 여의도의 특수

성에 기인한다.

제 2 절 사례 대상지 선정

분석을 위해 서울 내부시가지 7곳을 사례 상지로 선정하고, 각각

의 상지마다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1.56㎢ 넓이의 권역을 설정하였다. 

사례 상지의 선정 기준과 선정된 사례 상지는 다음과 같다.

선정 기준 상지 인접 간선도로 인근 지하철역

- 서울 내부시가지

- 녹지, 공업지,

중심내부시가지 

(청량리 ․영등포) 

제외

- 간선도로에 면하

는 일정 넓이의 

권역

(1.3㎞×1.2㎞)

1. 금호동 일
금호로․동호로․독
서당로

금호역

2. 노량진동 일
노량진로․
장승배기로

노량진역

3. 도화동 일
마포 로․백범로․
만리재로

공덕역․
마포역

4. 동선동 일
동소문로․보문로․
아리랑로

성신여 입구

역

5. 상도동 일
상도로․
양녕로

숭실 입구역․
상도역

6. 서교․동교동 일

신촌로․양화로․연
희로․동교로․월드

컵북로

홍 입구역

7. 행당․왕십리동 일
왕십리로․
고산자로

행당역 ․왕십리

역․상왕십리역

표 4 선정 기준 및 선정된 사례 대상지

10) 중심지의 경계 설정을 위한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경계 설정에 관

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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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사례 대상지의 지리적 위치

제 3 절 사례 대상지 분석

첫 번째로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각 사례 상지 내 건축물의 용도

를 분류하였다. 건축법상 분류되는 건축물의 주 용도는 매우 다양하나, 분석

의 간결성을 위해 건축법상의 주 용도를 업무․상업․주거․기타의 네 가지로 재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내부시가지의 부분이 업무․상업․주거시

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분석에 사용된 용도와 각각에 포함되는 

건축법상의 주 용도는 [표 5]와 같다. 한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용도를 포함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주 진입 층의 용도를 주 용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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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구분 건축법상의 주 용도

업무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상업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주거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기타 주 용도 시설

표 5 용도 구분의 기준

이후 각 사례 상지의 활성가로를 도출하였다. 주거지를 제외한 시

설이 주 출입구를 면하는 구간이 전체 연장의 5할 이상인 가로를 선정하고, 

해당 가로의 연장에서 주거지나 시설의 배면이 연속적으로 면하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를‘활성가로’로 정의하였다.

각 도로의 구분은 도로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도로명 부여의 

원칙이 연속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도로명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

한규정」에 의해 도로의 구간별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도로의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표 6]과 같다.

① 도로폭․도로방향․교통량 및 교통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

려하여 가급적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② 강․하천 등과 같은 지형․지물이나 시설물을 이용하여 그 

경계를 설정할 것

표 6 도로를 구간별로 나누는 기준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 2002)

활성가로를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로 구분하고, 각 가로의 인접시설 

수를 통해 단위조직의 내․외부 현황을 분석하였다. 가로에 주 출입구가 면하

는 건축물을 인접시설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하나의 시설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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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출된 활성가로 각각의 인접상업시설수와 길이를 통해 단

위길이(100m)당 상업시설수를 분석하였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가로 내 상

업시설의 비율이 높고 연속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수치가 높게 나타난 

상위 2개 가로를 해당 권역의 중심가로로 도출하였다.

이후 구분된 활성가로 각각에 인접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의 현황을 

분석하고, 각 시설과 가로관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상업시설의 경우 복합용

도에 따른 세분화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거시설의 경우 아파트단지

와 저층고밀주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의 내용, 즉 간선도로와 중심가로, 지형, 건축

물의 용도, 토지이용현황 등을 나타내는 해당 권역의 단면도를 작성하여 각 

상 사례지의 도시조직 현황을 알아보았다. 이상의 분석과 각 분석의 기준 

및 방법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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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종류 분석의 기준 및 방법

용도 분류 - [표 5]의 기준에 따라 해당 권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

활성가로 도출

- 가로의 연장은 도로명을 기준으로 함

(단, 중간에 90도 이상 꺾이거나 평행하는 경우는 분리)

- 모든 가로의 연장은 설정된 권역 내로 제한

- 주거 외 시설이 주 출입구를 면하는 구간이 연장의

5할 이상에 해당하는 가로를 선정하고, 해당 가로의 연장에서 

주거지나 시설의 배면이 연속적으로 면하는 구간을 제외한 나

머지를‘활성가로’로 정의

- 시장 구역은 하나의 가로로 분석

단위도시조직의 

내․외부 현황 

분석

- 도출된 활성가로를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접 시설 현황 분석

- 가로에 주 출입구가 면한 시설을 인접시설로 봄

중심가로 도출

- 활성가로 각각의 인접 상업시설 현황 분석

- 이를 통해 단위길이(100m)당 상업시설수 수치 분석

- 수치가 높은 상위 2개 가로를 중심가로로 정의

업무시설 분석 - 활성가로 각각의 인접 업무시설 현황 분석

상업시설 분석

- 진입층 기준으로 분류된 상업시설을 복합용도에 따라

세분화 ( 상업 / 상업+업무 / 상업+기타 / 상업+주거 )

- 활성가로 각각의 인접 상업시설의 세부용도 현황 분석

주거시설 분석

- 주거지를 저층고밀주거지와 아파트단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면적 현황과 양상 분석

- 저층고밀주거지는 그에 속하는 시설들의 건축면적 합계,

아파트단지는 단지에 속한 필지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함

단면도 작성
- 간선도로와 중심가로, 지형, 건축물의 용도, 토지이용 현황

을 포함한 단면도 작성

표 7 분석의 종류와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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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호동 일대

그림 11 금호동 일대의 주출입층용도 및 활성가로

금호동 일 는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접 간선도로로는 

동호로와 독서당로, 금호로가 지나가고, 지하철 금호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

다. 과거‘서울 한강변 최후의 달동네’라 불렸을 정도로 불량주거지가 오랫

동안 유지되어 왔으나, 현재는 절반 이상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단지로 변화

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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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주거지의 오랜 지속이 암시하듯 금호동 일 는 비교적 고지 에 

위치하여 상권이나 업무지 형성이 다른 사례 상지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간선도로가 가로변의 시설들과 반응하지 못하는 구간이 많은데, 이는 지형

의 경사로 인해 간선도로가 가로변과 단차를 두고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2 금호동 일대의 간선도로와 인접시설

(좌: 동호로, 우: 독서당로)

활성가로 간선도로 이면도로

길이 1,847 m 1,868 m

상업시설 95 (60%) 196 (94%)

업무시설 53 (34%) 2 (1%)

주거시설 5 (3%) 9 (4%)

기타시설 5 (3%) 2 (1%)

합계 158 (100%) 209 (100%)

상업시설수/100m 5.14 10.49

표 8 금호동 일대의 활성가로현황

활성가로의 길이는 간선도로가 1,847m, 이면도로가 1,868m 로 비

슷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이면도로의 단위길이 당 상업시설의 개수가 10.49

개로 간선도로의 5.14개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금호동 일 는 활

성가로의 연속성이 낮고 분리된 경향을 보이며, 매봉길, 한림말3길, 장터길

과 금남시장이 각각 주변의 활성가로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동호로의 경우 전체 사례 상지 중 유일하게 활성가로에 속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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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로, 이는 앞서 언급한 지형으로 인한 가로와 가로변 시설 간의 단

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3 금호동 일대의 활성가로 및 중심가로

중심가로는 독서당로에서 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심가

로와 독서당로가 만나는 지점에 금남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중심가로의 총 

길이는 1,171m로 낮게 나타나며, 중심가로에 면하는 상업시설의 수는 139

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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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금호동 일대의 업무시설현황

업무시설은 간선도로인 독서당로와 금호로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

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독서당로변에 가장 많은 업무시설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면도로의 업무시설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업무시설의 개별 규모가 부분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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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금호동 일대의 상업시설현황

상업시설의 경우 중심가로인 장터길과 금남시장에 상업전용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매봉길과 한림말3길은 상업․주거 복합용도시설이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선도로변의 상업시설은 상업․업무의 복합용

도 시설의 비율이 이면도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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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금호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유형 저층고밀주거 아파트단지

개수 2,564 채 18 개

면적 205,809 ㎡ 489,009 ㎡

표 9 금호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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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 일 의 주거시설은 아파트단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저층고밀

주거지에 비해 약 2.5배 넓은 것으로 드러났다. 4개 단지를 제외한 아파트

단지가 2000년  이후 준공되었으며, 이를 통해 규모의 주거지 정비가 이

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중 6개 단지는 2012년에 준공되었는데, 이

는 주거지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파트단지는 저층고밀주거지의 사이사이에 혼재된 양상을 보이며 

다른 사례 상지에 비해 주거시설이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경향을 보이는

데, 이 또한 간선도로의 단차로 인한 낮은 접근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금호동 일 의 도시조직 단면도는 

[그림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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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량진동 일대

그림 18 노량진동 일대의 주출입층용도 및 활성가로

노량진동 일 는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접 간선도로로

는 노량진로와 장승배기로가 지나가고, 인근 지하철역으로는 1․9호선 환승역

인 노량진역이 있다. 한강변 도선장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까

지도 노량진수산시장을 통해 수산물 종합유통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

선장에 의해 물량 창고와 객주, 숙박, 시장 등이 형성된 지역을 도진취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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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는데, 노량진 또한 서울 도진취락의 하나였다.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기차역인 경인선 노량진역이 수산시장의 

남측에 위치하였으나, 지금은 수도권 전철만 운행되고 있다. 이후 1900년에 

한강철교, 1917년에 한강 인도교가 건설되면서 급속히 번화하게 된 곳이다. 

1970년  신시가지 개발과정으로 인한 도심지 사설학원들의 반강제적 이주

와 1974년 지하철 노량진역의 개통이 맞물리게 되면서 학원가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후 학원가가 점점 확 되어 현재의 노량진동 일 는 학원중심지

가 형성되어있는 특징을 가진다. 

활성가로 간선도로 이면도로

길이 2,047 m 1,549 m

상업시설 92 (54%) 146 (90%)

업무시설 40 (23%) 9 (6%)

주거시설 2 (1%) 4 (2%)

기타시설 37 (22%) 4 (2%)

합계 171 (100%) 163 (100%)

상업시설수/100m 4.49 9.42

표 10 노량진동 일대의 활성가로현황

이로 인해 간선도로변에는 주로 형 학원건물들이 입지해 있는데, 

특히 노량진로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노량진 일  활성가

로의 간선도로는 기타용도시설의 비율이 타 사례 상지에 비해 높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활성가로는 간선도로가 2,047m, 이면도로가 1,549

m로 분석되었으며, 이면도로가 간선도로에 비해 약 2배 정도 상업화 된 것

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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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노량진동 일대의 활성가로 및 중심가로

중심가로는 노량진로의 이면에 확장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만

양로14길의 경우 노량진로에 수직으로 접한 만양로와 노량진로를 잇는 형태

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만양로의 경우 간선도로는 아니나 중로에 해당

하는 도로로(15m) 비교적 높은 위계를 가진 이면도로이다. 이를 통해 금호

동 일 처럼 위계가 상 적으로 큰 도로들을 연결하는 형태로 이면도로가 

형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중심가로의 총 길이는 675m이며, 

중심가로에 면한 상업시설의 수는 77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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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노량진동 일대의 업무시설현황

업무시설은 간선도로변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며, 장승배기로에 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량진로에 인접한 업무시설은 9개로 그 

길이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타

시설로 분류된 학원이 주로 노량진로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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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노량진동 일대의 상업시설현황

상업시설은 복합용도 구분에 따라 명확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상업전용시설이 활성가로 중 이면가로변에 밀집되어 나타나고, 간

선도로변에는 상업․업무 및 상업․기타의 복합용도시설이 이면도로에 비해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배후 주거지에 가까워질수록 상업․주거 복합용

도시설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적인 상업시설의 분포가 

중심가로 주변․장승배기로변․노량진수산시장 일 의 세 권역으로 분리되어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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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노량진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유형 저층고밀주거 아파트단지

개수 2,020 채 12 개

면적 192,524 ㎡ 266,929 ㎡

표 11 노량진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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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은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면적이 저층고밀주거지에 비해 약 

1.4배 넓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파트단지의 형성은 주로 2000년 안팎으

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이 일  또한 주거지 정비가 

규모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노량진 일 의 아파트단지는 서로 인접하

여 규모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저층고밀주거지의 배후지에 주로 입

지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의 한강변이 부분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 일 의 

한강변에는 2개의 아파트단지 외에 주거시설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이 철로와 고가차로로 둘러싸여 고립된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는 노량진수산시장과 수도자재관리센터 등 주로 

규모 운송이 요구되는 시설이 입지해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노량진동 일 의 도시조직 단면도는 

[그림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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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화동 일대

그림 24 도화동 일대의 주출입층용도 및 활성가로

도화동 일 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접 간선도로로는 

마포 로와 백범로, 만리재로가 있다. 지하철 마포역과 공덕역이 인근에 위

치한다. 공덕역은 지하철 5․6호선과 공항철도, 개통을 앞둔 신 경의선이 교

차하는 역사로, 서울역․왕십리역과 함께 서울의 4개 노선 환승역 중 하나이

다. 백범로의 남측으로 평행하여 나타나는 공지는 과거 경의선 철로가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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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폐선부지이다. 세 간선도로 또한 모두 공덕역이 위치한 공덕오거리에

서 접하면서, 교통의 요지로 기능하는 지역이다.

이 일 는 조선시 부터 상권이 발달한 곳이었다. 한강을 통한 나루

터 중 하나였던 마포진에 해당하였다. 배로 들여온 물자를 도성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나무장, 제제소, 새우젓도가, 포집, 객주, 색주, 

당주 등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마포진은 1900년  전차와 철도의 발달에 의

해 몰락하여 사라지게 된다. 일제강점기에는 1910년경 전차노선이 개통되었

고, 이로 인해 나루터 인근에 위치했던 취락이 선로를 따라 확장하게 된다. 

1936년에는 경성시가지계획에 의해 처음으로 계획적 가로가 형성되고 토지

구획의 정리가 이루어졌다. 이후 전역에 이르는 불량주거지의 형성과 정비,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단지인 마포아파트의 입지, 1979년 마포로재개발계

획에 의해 시작된 마포 로 변의 지속적인 고층화, 지난 십여 년 동안의 백

범로 변의 재개발과정 등 오늘날 서울 내부시가지가 겪은 변화 양상이 뚜렷

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활성가로 간선도로 이면도로

길이 2,054 m 2,986 m

상업시설 46 (61%) 215 (89%)

업무시설 30 (39%) 20 (8%)

주거시설 0 (0%) 2 (1%)

기타시설 0 (0%) 4 (2%)

합계 76 (100%) 241 (100%)

상업시설수/100m 2.24 7.20

표 12 도화동 일대의 활성가로현황

활성가로는 간선도로가 2,054m, 이면도로가 2,986m로 이면도로에 

더 길게 형성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단위길이 당 상업시설의 수 또한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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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도화동 일대의 활성가로 및 중심가로

중심가로는 마포 로에 평행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심가

로로 도출된 도화길과 삼개로는‘마포나루길’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 일  

상권 연합에 의해 브랜드화 되어, 축제․임시장터와 같은 지역 커뮤니티활동

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로이다. 중심가로의 길이는 655m이며, 중심가로에 

면한 상업시설의 수는 71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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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도화동 일대의 업무시설현황

업무시설은 주로 마포 로변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포 로의 경우 도심재개발사업의 일환인 마포로재개발계획의 꾸준한 

이행에 의해 거의 모든 가로변의 가구가 합필되고 형시설이 들어선 양상

을 보인다. 독막로의 경우 타 상지의 이면도로에 비해 업무시설의 입지가 

비교적 많이 이뤄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폐선 이전 경의선 철로에 

의해 일 의 경계가 형성되어 독막로가 마포 로에서 이어지는 간선도로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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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도화동 일대의 상업시설현황

상업시설의 경우 중심가로인 도화길과 삼개로, 공덕시장, 토정로에 

상업전용시설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선도로변에는 상업․업무 복

합용도시설이, 주거지 인근의 가로변에는 상업․주거 복합용도시설이 입지하

여 그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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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도화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유형 저층고밀주거 아파트단지

개수 1,850 채 19 개

면적 147,953 ㎡ 501,107 ㎡

표 13 도화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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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동 일 는 1962년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단지인 마포아파트단

지가 들어선 지역이며, 표적인 1970년 의 불량주거지였다. 그만큼 주거

지의 정비 또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아파트단지의 체적인 형성 시기

가 다른 사례 상지에 비해 10여년 앞서고, 아파트단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저층고밀주거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 또한 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단지들이 매우 규모로 인접하여 나타나며, 마포 로의 배후지에 

평행하여 나타나는 것이 이 일  아파트단지의 특징이다. 간선도로인 백범

로 동측구간의 경우 주거지가 인접해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앞선 금

호동 일 와 마찬가지로, 백범로의 해당 구간이 과거 인접시설의 형성시기

에 차로와 보도 간의 레벨 차이를 가지며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화동 일 의 도시조직 단면도는 

[그림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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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선동 일대

그림 30 동선동 일대의 주출입층용도 및 활성가로

서울시 성북구에 속한 동선동 일 는 간선 동소문로에 인접한 지역

으로, 지하철 성신여 입구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해 있는 곳이다. 2014

년에는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개통이 예정에 있다.

성신여 입구역 일 는 성북구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지역이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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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동 일 의 상권은 동소문로의 남측 이면도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던 유

흥가로 유명한 지역이었으나, 1985년 지하철역이 개통되면서 1990년 부터 

급속한 업종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당시 들어서기 시작한 보세 의류점들과 

음식점들은 1990년  중반에는‘제 2의 명동’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급속히 늘어났다.

활성가로 간선도로 이면도로

길이 2,737 m 2,961 m

상업시설 183 (63%) 314 (95%)

업무시설 70 (24%) 2 (1%)

주거시설 34 (12%) 8 (2%)

기타시설 4 (1%) 7 (2%)

합계 291 (100%) 331 (100%)

상업시설수/100m 6.69 10.60

표 14 동선동 일대의 활성가로현황

활성가로의 길이는 간선도로가 2,737m, 이면도로가 2,961m로 비

슷하게 형성되어 있다. 활성가로가 동소문로의 남측에 주로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성신여자 학교의 입지에 의해 형성된 상권이라고 볼 수 

있다. 단위길이 당 상업시설의 개수는 간선도로가 6.69개, 이면도로가 10.6

0개로 역시 이면도로가 더 활성화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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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동선동 일대의 활성가로 및 중심가로

동선동 일 의 중심가로는 동소문로의 남측 이면에 십자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동소문로에 수직한 가로인 동소문로22길은 다른 활성가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업화 수치를 보인다. 이 일 가 급격히 번화하기 

시작할 때 상권이 들어서기 시작한 곳 또한 이 동소문로22길이다.‘하나로

거리’라 불리며 학가의 중심가로로 기능하고 있는 가로와 일치한다. 두 

번째로 높은 상업화를 보이는 동소문로20나길이 동소문로22길에 교차한 형

태로 나타나는 것 또한 동소문로 22길에서 확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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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가로의 총 길이는 641m이며, 중심가로에 면한 상업시설의 수는 101개로 

분석되었다.

그림 32 동선동 일대의 업무시설현황

업무시설의 경우 이 일 를 가로지르는 간선도로인 동소문로변에 입

지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른 간선도로인 아리랑로와 보문로에

도 어느 정도의 업무시설들이 입지해 있으며, 내부 조직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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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동선동 일대의 상업시설현황

상업시설의 경우 부분의 가로에 상업전용시설이 높은 비율로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일 가 전체적으로 번화한 상업지임을 보

여준다. 특히 동소문로와 성신여자 학교 사이에 형성된 상업지에 상업전용

시설이 매우 밀집하여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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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동선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유형 저층고밀주거 아파트단지

개수 3,318 채 14 개

면적 266,813 ㎡ 363,297 ㎡

표 15 동선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 58 -

주거시설은 아파트단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저층고밀주거에 비해 약 

1.4배 높게 나타났다. 이 중 북서측의 한 단지가 압도적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음이 드러나는데, 이는 1998년에 준공된 한신아파트로 경사지에 형성된 

아파트단지의 표적 사례이다.

동선동 일 의 아파트단지들 또한 다른 사례 상지와 마찬가지로, 

단위조직의 배후지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도로로 인한 레벨차이가 

발생한 동소문로의 북동쪽 구간에 주거시설들이 인접해 있는 것 또한 타 사

례 상지와 비슷하게 드러났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동선동 일 의 도시조직 단면도는 

[그림 35]와 같다.



-
 5

9
 -

그
림

 3
5

동
선

동
 일

대
의

 도
시

조
직

 단
면

도



- 60 -

5. 상도동 일대

그림 36 상도동 일대의 주출입층용도 및 활성가로

상도동 일 는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하철 상도역과 

숭실 입구역, 간선도로 상도로와 양녕로에 인접한 곳이다. 상도로의 북쪽으

로 중앙 학교와 숭실 학교가 위치한다. 이 일 는 기복이 심한 구릉지에 

속하며 협곡의 형태를 띤다. 상도로는 그 협곡을 따라 형성된 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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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가로 간선도로 이면도로

길이 1,957 m 1,347 m

상업시설 100 (53%) 106 (75%)

업무시설 65 (34%) 7 (5%)

주거시설 21 (11%) 20 (14%)

기타시설 4 (2%) 8 (6%)

합계 190 (100%) 141 (100%)

상업시설수/100m 5.11 7.87

표 16 상도동 일대의 활성가로현황

활성가로는 간선도로가 1,957m, 이면도로가 1,347m로 나타났다. 

사례 상지 중 활성가로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이 일 가 가장 번화 정도가 낮은 지역임을 암시한다.

단위길이 당 상업시설의 수는 이면도로가 약 1.5배 정도 높은 것으

로 드러났다. 또한 상도로의 남쪽으로는 상권이 거의 형성되지 않고, 주로 

상도로와 평행한 이면도로와 학교 인근 가로에 활성가로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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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상도동 일대의 활성가로 및 중심가로

중심가로는 상도로와 평행한 상도로37길 및 흑석로로 분석되었다. 

상도로37길은 근린상업시설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인근 주거지의 수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흑석로의 경우 주 교통로인 양녕로에서 중앙 학

교로 접근하는 가로이다. 중심가로에 면한 상업시설의 수는 76개, 중심가로

의 길이는 849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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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상도동 일대의 업무시설현황

상도동 일 의 업무시설은 매우 단순한 양상을 보이는데, 거의 모든 

시설이 간선도로인 상도로를 따라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녕로를 

기준으로 상도로의 동측구간에는 작은 규모의 업무시설이, 서측구간에는 큰 

규모의 업무시설이 주로 입지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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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상도동 일대의 상업시설현황

상업전용시설은 중심가로인 상도로37길에 밀집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상도로41길과 흑석로에는 주로 상업․주거 복합용도시설이 인접해 있는

데, 주거지에 가까운 가로의 일반적 현상이 이 일 에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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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상도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유형 저층고밀주거 아파트단지

개수 2,511 채 10 개

면적 249,057 ㎡ 336,134 ㎡

표 17 상도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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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일 의 아파트단지는 저층고밀주거지에 비해 약 1.4배 넓은 

면적에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10년 내 상도로 숭실 입구역과 상도역 

사이 구간의 배후지에 규모로 재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

게 재개발된 아파트단지는 한 개 단지가 매우 넓은 면적으로 구성되며, 이 

일  아파트단지 면적의 부분을 차지한다. 다른 사례 상지와 마찬가지

로 저층고밀주거지는 간선도로와 아파트단지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상도동 일 의 도시조직 단면도는 

[그림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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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교․동교동 일대

그림 42 서교․동교동 일대의 주출입층용도 및 활성가로

서교․동교동 일 는 소위‘홍 ’로 불리는, 내부시가지의 번화가 중 

하나이다. 다른 사례 상지에 비해 상업시설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용도 분석에서 보이듯 많은 가로가 상업시설을 인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화로, 신촌로, 연희로, 동교로, 월드컵북로 등 비교적 많은 간선도

로가 이 일 를 지나가며, 지하철 홍 입구역이 인근에 위치한다. 홍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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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원래 1984년 개통되어 2호선 단선으로 운행되어 왔으나, 2010년 공항

철도, 2012년 경의선이 개통되어 3개 노선 환승역이 되었다.

서교․동교동 일 의 상권은 홍익 학교의 영향으로 화방, 작업실, 미

술관련 서점, 갤러리, 미술학원 등 미술관련 시설들이 입지하고 그에 요구되

는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미술․음악 관련 예술인들이 

모여들며 상권 또한 점점 성장하였다. 그러나 지하철 개통과 상권의 유명세

로 인해 지가가 높아져 예술 관련 시설은 사라지거나 배후지로 밀려나고 현

재는 상권이 부분을 차지하게 된,‘소호현상’을 겪은 지역이다.

활성가로 간선도로 이면도로

길이 4,054 m 7,948 m

상업시설 160 (51%) 495 (76%)

업무시설 133 (42%) 42 (6%)

주거시설 9 (3%) 46 (7%)

기타시설 12 (4%) 74 (11%)

합계 314 (100%) 657 (100%)

상업시설수/100m 3.95 6.23

표 18 서교․동교동 일대의 활성가로현황

이 일  활성가로의 길이는 간선도로가 4,054m, 이면도로가 7,948

m로 나타났다. 번화가임을 보여주듯 다른 사례 상지에 비해 활성가로가 

매우 긴 길이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익  정문에서 시작되는 와

우산로에 미술학원과 갤러리 등 교육․문화 시설이 집중되어 배후 주거지의 

가운데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다른 사례 상지들과 구별되는 특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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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서교․동교동 일대의 활성가로 및 중심가로

중심가로는 양화로에 평행한 형태의 어울마당로와 이에 이어진 와우

산로29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울마당로는 당인리선의 폐선 부지에 해당

되는 도로이다. 폐선부지가 그 로 포함됨에 따라 다른 사례 상지의 중심

가로에 비해 넓은 폭을 가지고 있으나, 폭의 부분이 보도에 해당되어 보

행 친화적 성격을 띤다. 넓은 폭의 보도에서는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행위

가 발생하며,‘홍  걷고싶은거리’란 명칭으로 환경조성사업이 이루어지기

도 하였다. 홍익로를 기준으로 어울마당로의 남쪽 구간에는 당인리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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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 사이에 무허가로 조성되었던 가건물들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주로 의

류판매시설로 개조되어 이 일 의 쇼핑거리로 기능하고 있다. 중심가로의 

길이는 1,273m, 중심가로에 면한 상업시설의 수는 139개로 나타났다.

그림 44 서교․동교동 일대의 업무시설현황

서교․동교동 일  업무시설의 성격은 그 입지에 따라 분명히 구분되

는 경향을 보인다. 이 일 에서 가장 큰 위계를 가지는 간선도로인 양화로

를 따라 매우 큰 규모의 업무시설들이 입지해 있으며, 양화로변을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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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업무시설이 양화로 기준 북쪽 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그림 45 서교․동교동 일대의 상업시설현황

상업전용시설의 경우 남측의 양화로와 홍익 학교 사이 이면조직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의 저층고밀주거지를 관통하는 와우산

로29길과 와우산로27길에 상업․주거 복합용도시설이 주로 형성되어, 다른 

사례 상지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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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로를 기준으로 북측 지역의 경우 동교로27길에 상업․주거 복합

용도시설이 주로 형성된 것을 제외하면 복합용도시설의 종류가 매우 불연속

적이고 다양하게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위계의 도로들이 

중첩됨으로써 일  가로의 성격 구분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6 서교․동교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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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저층고밀주거 아파트단지

개수 2,724 채 4 개

면적 306,068 ㎡ 14,988 ㎡

표 19 서교․동교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서교․동교동 일 는 전체 사례 상지 중 유일하게 저층고밀주거지

의 면적이 아파트단지보다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

단지의 입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거지는 부분이 저층고밀주거

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 일 가 내부시가지의 

규모 재개발 시기 이전에 이미 상업화되었기 때문이다. 일  업무시설과 

학의 영향으로 원룸․하숙집의 수요가 높아 단일필지규모의 재건축이 활발

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주거지의 자생적 정비 또한 이 일 의 주거지가 

부분 저층고밀주거 형태로 유지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서교․동교동 일 의 도시조직 단면

도는 [그림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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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당․왕십리동 일대

그림 48 행당․왕십리동 일대의 주출입층용도 및 활성가로

행당․왕십리동 일 는 서울시 성동구의 한 지역으로, 왕십리로와 고

산자로가 교차하고, 상왕십리역과 왕십리역, 행당역이 인근에 위치한다. 왕

십리역은 1911년 경원선의 철도역으로 개업한 후 지하철의 개통, 철도의 개

편 등을 거친 후 현재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전철 중앙선과 분당선의 4개 

노선이 환승하는 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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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일 는 조선시 부터 주거지가 형성된 곳이다. 1970년  까

지는 공업지와 주거지, 농업지가 뒤섞여있던 곳이었으나, 지하철과 전철노선

의 개통이 이어지면서 점차 교통결절지로 변모하였다. 2002년 기계․금속업

종이 몰려있던 일 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완료 막바지에 있으

며, 2008년에는 왕십리 민자역사가 개장하여 일 의 중심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등 많은 정비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주거지의 정비 또한 상당부분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재개발된 아파트

단지와 간선도로 사이 지역에는 여전히 저층고밀의 노후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활성가로 간선도로 이면도로

길이 2,829 m 3,560 m

상업시설 100 (60%) 330 (85%)

업무시설 54 (32%) 10 (3%)

주거시설 5 (3%) 36 (9%)

기타시설 8 (5%) 12 (3%)

합계 166 (100%) 388 (100%)

상업시설수/100m 3.54 9.27

표 20 행당․왕십리동 일대의 활성가로현황

이 일 의 활성가로는 총 6,389m로, 사례 상지 중 서교․동교동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활성가로 중 간선도로의 길이는 2,829m, 이면도

로의 길이는 3,560m로 분석되었다. 단위길이 당 상업시설의 개수는 활성이

면도로가 활성간선도로에 비해 약 2.6배정도 높으며, 이를 통해 다른 사례 

상지들과 마찬가지로 도시조직 내․외부의 성격에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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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행당․왕십리동 일대의 활성가로 및 중심가로

중심가로는 두 가로 모두 왕십리로에 수직한 왕십리로21길과 왕십

리로24길에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왕십리로21길은 일  남측으로 형성

된 규모 아파트단지와 왕십리로를 잇는 교통로이며, 왕십리로24길은 왕십

리로 북측의 주거지와 유흥가 사이에 위치한 길이다. 두 중심가로 모두 성

격이 다른 도시조직 사이의 완충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

심가로의 길이는 763m, 중심가로에 면한 상업시설의 수는 78개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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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행당․왕십리동 일대의 업무시설현황

업무시설의 경우 부분이 간선도로인 왕십리로와 고산자로변에 입

지해 있으며, 개별 규모가 큰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전체적으로 두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왕십리역 인근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면도로변에는 업무시설이 거의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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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행당․왕십리동 일대의 상업시설현황

간선도로변의 상업시설은 왕십리로에 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상업․업무 복합용도시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면도로변의 상업

시설은 왕십리로21길과 왕십리로22길에는 상업전용시설이, 무학봉길과 왕십

리로24길에는 상업․주거 복합용도시설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등 가로변 상

업시설의 구성이 비교적 뚜렷한 구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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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행당․왕십리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유형 저층고밀주거 아파트단지

개수 2,806 채 20 개

면적 220,674 ㎡ 403,984 ㎡

표 21 행당․왕십리동 일대의 주거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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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왕십리동 일  또한 아파트단지의 면적이 저층고밀주거지에 비

해 훨씬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서측의 공지에 예정된 왕십리뉴타운이 준

공되면 이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단지는 왕십리로를 기준으로 남측 지역의 배후지에 주로 형성

되어 있는데, 배후로 갈수록 그 규모가 거 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단지의 

준공년도를 통해 2000년  초에 주거지의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행당․왕십리동 일 의 도시조직 단

면도는 [그림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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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특성과 발생요인

제 1 절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특성

제 2 절 구조특성의 발생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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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특성

서울 내부시가지의 사례 상지 7곳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 

내부시가지의 시가지 구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이 존재함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1. 보편적 단면구조

그림 54 서울 내부시가지의 간선도로와 단위도시조직

(성동구 일대)

서울 내부시가지의 첫 번째 구조특성은 도시조직의 단면구조가 일정

한 양상으로 드러나며, 그것이 간선도로에 의해 구분되는 도시조직 단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단위도시조직의 도시조직 구조는 시설의 용도와 규모에 

의해 전면조직, 배후조직, 그 사이 중간조직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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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서울 내부시가지의 보편적 단면구조

전면조직은 간선도로변에 형성된 업무․상업지와 그에 인접하여 상업

화된 이면조직이다. 연속된 업무․상업시설로 구성되며, 업무시설의 저층부가 

상업시설로 이용되는 상업․업무 복합용도시설의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난다.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이 활발히 일어나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낮다. 교통

이 발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간선도로변을 따라 개별규모가 

큰 업무시설들이 입지하고 단위도시조직의 내부로 전면조직이 침투하는 양

상을 보인다. 

배후조직은 상 적 고지 에 속하며, 동선동, 상도동, 서교․동교동 

일 와 같이 학교 캠퍼스가 위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분은 아파트단지

로 구성된 양상을 보인다. 이 아파트단지들의 형성은 2000년  이후 활발히 

이루어졌다. 

중간조직은 저층고밀형태로 나타나며, 다세 ․다가구주택이 부분을 

차지한다.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또한 중간조직 내의 

가로변 시설들은 주변과 반응하는 유연성을 보이는데, 전면조직에 근접한 

가로변 시설들은 주로 상업전용시설, 내부 가로변 시설들은 주로 상업․주거 

복합용도시설로 변모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내부 가로 중 유동인구가 많

아 상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진 가로에는 상업전용시설이 입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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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

일

전면

조직

74,071 ㎡

( 4.75 % )

중간

조직

383,424 ㎡

( 24.58 % )

배후

조직

534,285 ㎡

( 34.25 % )

노량진동

일

전면

조직

111,438 ㎡

( 7.14 % )

중간

조직

428,773 ㎡

( 27.49 % )

배후

조직

266,929 ㎡

( 17.11 % )

각 사례 상지의 전면․배후․중간조직을 구분하고, 각 조직이 해당 

권역에서 차지하는 면적 및 비율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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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동

일

전면

조직

247,145 ㎡

( 15.84 % )

중간

조직

326,883 ㎡

( 20.95 % )

배후

조직

501,107 ㎡

( 32.12 % )

동선동

일

전면

조직

104,764 ㎡

( 6.72 % )

중간

조직

647,492 ㎡

( 41.51 % )

배후

조직

425,433 ㎡

( 2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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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일

전면

조직

68,908 ㎡

( 4.42 % )

중간

조직

555,286 ㎡

( 35.60 % )

배후

조직

478,679 ㎡

( 30.68 % )

서교․동교동

일

전면

조직

280,065 ㎡

( 17.95 % )

중간

조직

739,451 ㎡

( 47.40 % )

배후

조직

65,908 ㎡

( 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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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왕십리동

일

전면

조직

170,036 ㎡

( 10.90 % )

중간

조직

446,618 ㎡

( 28.63 % )

배후

조직

403,984 ㎡

( 25.90 % )

표 22 각 사례 대상지의 전면․배후․중간조직

2. 중심가로의 내부화

서울 내부시가지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구조특성은 이면조직의 상

업화 비율이 간선도로변보다 높고 중심가로 또한 이면도로의 일부에 형성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심가로의 내부화 현상은, 런던․파리․도쿄 등 해외 도시들

의 내부시가지 내 중심가로가 간선도로변을 따라 형성되는 것과는 달리 서

울 내부시가지에서만 드러나는 특징이다.

앞서 분석한 사례 상지들의 전면․배후․중간조직과 간선도로․중심가

로의 위치, 각각의 가로공간을 정리해 보면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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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와 중심가로의 위치
가로공간

(A: 간선도로, B: 중심가로)

사례 상지

금호동 일

노량진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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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동 일

동선동 일

상도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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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교동 일

행당․왕십리동 일

표 23 각 사례 대상지의 간선도로와 중심가로

평행형 확장형 복합형

도화동 일

상도동 일

노량진동 일

행당․왕십리동 일

동선동 일

서교․동교동 일

표 24 간선도로와의 관계에 따른 중심가로 유형

중심가로는 간선도로와의 관계에 따라 평행형과 확장형, 그리고 두 

유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사례 상지를 

이에 따라 구분하면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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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의 중심가로는 [그림 56]과 같이, 평행형 중심가로는 전면조

직과 중간조직의 사이도로에, 확장형 중심가로는 중간조직의 주거지 내부도

로에 형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중심가로가 전면조직의 업무시설과 중

간 및 배후조직의 주거시설 모두에 요구되는 상업지, 혹은 두 도시조직의 

완충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6 서울 내부시가지의 중심가로 내부화

중심가로가 단위도시조직의 내부에 형성된다는 것은 곧 지역 일 의 

활기가 단위도시조직의 이면에 중심하여 발생함을 의미한다. 휴먼스케일에 

적합한 이면가로의 가로공간은 보행 친화적 성격을 가지며, 휴식, 담소, 모

임, 산책 등 교통목적 외의 행위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지역 구성원의 커뮤

니티 형성에 기여한다.

특히 동선동 일 의‘하나로거리’나 서교․동교동 일 의‘홍 걷고

싶은거리’, 도화동 일 의‘마포나루길’처럼 상업화가 활발히 일어나 상징

성을 갖게 된 중심가로는, 각 지역의 중심뿐만 아닌 도시 전체의 활기가 집

중되는 장소로 기능하기도 한다. 즉, 지역 내․외의 구성원들을 소통시키고 

도시조직의 연속을 형성하는 중추로 역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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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중심가로의 지역 내외 커뮤니티 장소 역할

(좌: 도화동 일대‘마포나루길’, 우: 서교․동교동 일대‘홍대걷고싶은거리’)

제 2 절 구조특성의 발생요인

도출된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특성이 각각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구조특성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도출하

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구조특성 구조특성의 발생요인

보편적 단면구조

- 지형으로 인한 단위도시조직의 형성

- 용도지역제로 인한 도시조직의 변화

- 주거지 정비로 인한 도시조직의 변화

이면조직의 활성화
- 간선도로변 규제로 인한 상업시설의 이면 집중

- 혼합용도 허용으로 인한 주거지의 상업화

표 25 구조특성에 따른 발생요인

1. 보편적 단면구조의 요인

1) 지형으로 인한 단위도시조직의 형성



- 97 -

그림 58 서울 내부시가지의 경계와 서울의 경사분석도

[그림 58]11)과 같이 서울 내부시가지는 부분 구릉지에 해당한다. 

초기도심이 분지 형태의 청계천 일 에 입지함으로써, 내부시가지 형성은 

필연적으로 주변의 구릉지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각 사례 상지의 지형

과 간선도로 현황을 정리해 보면 [표 26]과 같다.

11) 1:5000 수치지도를 바탕으로 수치표고모형(DEM: Digital Elevation Model)

을 제작․분석하여 경사분석도를 작성하였으며, 경사도 5°미만은 평지, 5°이상 20°

미만은 구릉지, 20°이상은 산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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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

일

노량진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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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동

일

동선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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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일

서교․동교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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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왕십리동

일

표 26 각 사례 대상지의 지형과 간선도로

[표 26]에서 드러나듯, 서울 내부시가지의 지형은 시가지가 확산되

는 중추인 교통로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래 시가지 형성에 

가장 유리한 지형은 연속적으로 넓게 펼쳐진 평지이다. 평지의 경우 가로망 

계획, 토지 구획, 건축물 입지 등에 지형적인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사지의 경우 주 교통로인 간선도로가 [그림 59]와 같이 상 적 저

지 를 따라 형성되며, 주변의 경사지에 시가지가 형성된다.

그림 59 지형에 의해 결정되는 주 교통로의 평․단면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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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형성된 간선도로는 시가지를 구분하는 경계로 작용하게 되었

다. 또한 한국전쟁 후 급증하는 인구와 그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거듭된 노폭확장공사는 간선도로로 인한 시가지 단절의 심화를 가져왔

다. 결국 서울 내부시가지의 부분은 간선도로에 의해 구분된 단위도시조

직의 집합체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각 단위도시조직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점차 높아지는 지형을 따라 시가지가 입지하는 단면구조를 갖게 되었다. 즉, 

지형과 단위도시조직의 형성은 서울 내부시가지가 보편적 단면구조를 갖게 

되는 첫 번째 요인이 되었다.

2) 용도지역제로 인한 도시조직의 변화

단위도시조직의 전면조직은 상업․업무시설로 구성되는 양상을 보이

는데, 이는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 분류에 전반적인 영향을 받았다. 용

도지역제에 의한 지역 분류는 도시 전체의 자생적 변화 양상을 결정짓는 원

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제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초기 용도지역은 주거․공업․녹지․혼합지역의 4개로 구분되는 

것이었다. 이후 변화과정을 겪으며 오늘날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은 도시․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며, 그 중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

역으로 구분된다.

용도지역제의 목적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집단화하고 이질적 시설

의 혼재를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지정하고 있다. 건축법상으로 구분되는 건축물의 주 용도는 매우 다양하나, 

상업․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 용도를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로 보고 이를 정리해 보면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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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용도 용도

용도지역

주거 상업

전용 일반
준

주

거

중

심

상

업

일

반

상

업

근

린

상

업

유

통

상

업

1종 2종 1종 2종 3종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 등

공공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등

종교집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판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여객․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항만종합여객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허용   조례에 의한 허용  조례에 의한 제한적 허용  불허용

표 27 용도지역에 따른 상업․업무시설의 허용 여부

[표 27]을 통해 상업․업무시설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에 일부가 허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용도지역 구

분에 따라 용도지역에 따른 상업․업무화의 강도를 설정해 볼 수 있으며, [표 

28]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상업지역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이 일반상업지

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부분의 시설이 허용됨에 따라 하나의 구분으로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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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업 준주거
3종․2종

일반주거

제1종

일반주거
전용주거

상업․업무화 강도 높음 <---------------------------------> 낮음

표 28 용도지역에 따른 상업․업무화 강도

[표 28]에서 구분한 용도지역 중 상업․업무화 강도가 높은 용도지역

을 서울시 전체 및 각 사례 상지에 나타내 보면 [그림 60], [표 29]와 같

다. 전체 지도에는 주 용도의 업무시설 허용 범위를 기준으로 3․2종일반주거

지역까지의 용도지역을, 각 사례 상지에는 전체 용도지역을 표시하였다. 

그림 60 서울의 간선도로망과 상업․업무화 강도가 높은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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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

일

노량진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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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동

일

동선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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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일

서교․동교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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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왕십리동

일

표 29 각 사례 대상지의 용도지역과 간선도로

이와 같이 용도지역의 지정은 간선도로망과 깊은 관계에 있으며, 상

업․업무화 강도가 높을수록 간선도로에 가깝게 지정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특히 간선도로에 인접한 1-2가구와 이면조직이 용도지역의 지정에 의해 구

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용도지역계획 기본원칙에서 위의 용도지역

들과 간선도로가 관련된 지정원칙들을 정리하면 [표 30]과 같으며, 이를 통

해 용도지역의 지정이 인구유동과 도시 활동의 집중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

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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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정원칙

일반적 고려사항 

(상업지역)

- 상업지역 입지는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현황과 

계획을 감안하고 사람과 물자의 유동량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

일반상업지역

-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

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

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 자동차에 의한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 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도시고속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이 바

람직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 주간선도로보다는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 도시

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중 주차․승하차․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

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을 함께 입지시키는 것이 

용이한 지역

준주거지역
- 주택지를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역 주변의 주

택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간선도로 설치 등 교통 환경이 양호하며 역세권내에 포

함된 지역

표 30 용도지역 지정원칙의 간선도로 관련 사항

(자료: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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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제 도입 이후 유지되어온 노선상업지역12)의 

지정 또한 서울 전역의 30개 간선도로변에 95㎞에 이루어져 있는 등(2010

년 기준)13), 용도지역제는 간선도로변의 도시조직이 상업․업무시설로 구성되

는 주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렇게 간선도로변을 따라 형성된 상업․업무지는 

곧 단면구조의 전면조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림 61 용도지역제로 인한 도시조직의 변화

3) 주거지 정비로 인한 도시조직의 변화

1962년 불량지구개량사업이 포함된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서

12) 1975년 건축법 개정에 의해‘ 지가 도로에 연하여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

역’으로 용어가 변경되면서 노선준주거지역 등도 이에 포함

13) 윤영민, 노선상업지역의 운영특성이 도시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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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내부시가지의 주거지는 정비사업에 의한 극심한 변화과정을 겪어왔다. 

서울 내부시가지의 부분이 기성시가지에 해당하고, 수많은 불량주거지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주거지 정비사업의 사업주체와 사업시행방식을 구

분하면 [표 31]과 같다.

사업주체 사업시행방식

공공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건설방식14))

 뉴타운사업

민간  재건축사업15)

표 31 서울 내부시가지의 주거지 정비사업

서울의 정비사업은 1960년  초의 무허가판자촌에 한 철거정비 

및 집단이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유입되고 

이를 수용할 만큼의 주택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무허가 판자촌이 

급증하게 되는데, 이때의 무허가주택지는 부분 내부시가지 지역에 형성된 

것이었다. 이에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에서 불량지구개량사업을 포함시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주정착지를 조성하고 철거하는 방식은 무허가주

택지를 도시 외곽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다.

14)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주택건설방식과 현지개량방식으로 나뉘는데, 현지개량

방식의 경우 도시조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외

15) 2002년 도시정비 관련 제도들이 모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그 이후로는 재건축사업 또한 공공의 성격을 띠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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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서울 내부시가지의 경계와 무허가주택지 분포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 기본계획 중간보고서, 1995)

이후 197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도시계획사

업으로 규정되면서 서울의 주거지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

한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91년 지정된 2개 구역을 시작으로 지속적 진행

이 이루어져 왔으나, 1997년 이후 현지개량방식의 진행이 주를 이루게 되어 

침체상태에 놓인 상태이다. 뉴타운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하나로 2002

년 이후 활발히 진행되다 현재는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을 제외한 부

분이 지정 해제된 상태이다. 이상의 서울 주거지 정비의 누적현황을 정리해 

보면 [표 32]와 같다.



- 113 -

정비사업 인가구역(개) 면적(㎡)

주택재개발사업

(1973-2003)
313 22,339,658

주거환경개선사업

(1991-2003)
86 3,246,708

뉴타운사업

(2002-2006)
25 14,235,000

재건축사업(아파트)

(1987-2003)
888 2,363,082

표 32 정비사업에 따른 서울시 주거지 정비 현황

(자료 : 서울특별시,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04

       서울연구원, 지도로 본 서울, 2007)

서울의 주거지 정비사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부분이 전면철거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의 부분이 아파트단

지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아파트단지의 시초는 1962년 준공된 마포아파트이다. 19

30년 준공된 회현동 미쿠니아파트에 의해 처음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단지 

형태로 등장한 것은 마포아파트가 처음이었다. 경제적 원인에 의해 초기계

획과 달리 낮은 건폐․용적률로 형성된 마포아파트는 오히려 단지라는 개념과 

아파트라는 낯선 주거 유형에 해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시행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한 각

종 소․ 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축, 특히 1970년 최초로 중앙 온수난방시스

템을 도입함으로써 변화하는 문화생활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선보인 한강맨

션아파트의 등장으로 인해 본격적인 아파트 붐이 일어나게 된다.16)

1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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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

일

이후 신시가지․신도시의 주거지가 부분 아파트단지로 형성되는 등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게 되면서, 서울 내부시

가지의 주거지 정비 또한 아파트단지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서울 내부시가지에 들어선 아파트단지들의 부분은 간선도로에서 

가장 먼 상 적 고지 에 형성되었다. 상 적 고지 가 부분 개발제한이 

해제된 미개발지나 무허가주택지에 해당하는 곳이고, 전면조직과 중간조직

에 비해 지가가 떨어져 사업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각 사례 상지의 지형과 아파트단지의 입지 현황을 비교해보면 [표 

33]과 같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으로 인해 형성된 아파트 단지가 

부분 상 적 고지 에 입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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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동

일

도화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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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동

일

상도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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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교동

일

행당․왕십리동

일

표 33 각 사례 대상지의 지형과 아파트단지

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저층고밀주거지는 부분 자생적 변화에 

의해 다세 ․다가구주택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겪었다. 다세 ․다가구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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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층이 부분 단독주택에 두세  이상 세를 들어 동거하는 현

상에서 비롯된 주거 유형이었는데, 1985년과 1990년에 각각 다세 ․다가구

주택의 법제도 도입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지하실․인접 지 경계선과의 

거리․높이․옥외계단 면적산정 등에 관한 규제 완화와 소형 세 의 건축물 건

설에 해 국민주택금융 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정부 지원이 시행되면서, 이 

시기 저층고밀주거지에 활발한 다세 ․다가구 주택의 건축이 이루어졌다.17)

이와 같은 주거지의 정비 및 변화에 의해 서울 내부시가지의 주거

지는 상 적 고지 의 아파트단지와 다세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저층고밀주

거지로 이분되었으며, 단면구조의 배후조직과 중간조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림 63 주거지 정비로 인한 도시조직의 변화

17) 서울연구원, 일반주택지역 정비모델 개발,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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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토지이용 현황 동양적 상업활동의 공간형식은 서구와 같은 광장형이 아닌 노선형으로, 

시민 생활 편익과 구매, 위락, 문화적 서비스 공간이 신․구시가지(강남․강
북)를 막론하고 부분 노선형으로 분포․입지하는 전통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노선으로 위요된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접근성과 선

택성을 제공하나, 이러한 노선상가형성이 유효한 것은 어느 정도 노선양

측의 교호접촉 작용과 공간적 일체성이 성립되는 소로나 세로에서 가능

하다. 그러나 노선상업의 번영 즉 노폭확장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2. 중심가로 내부화의 요인

1) 간선도로변 규제로 인한 상업시설의 이면 집중

1990년 최초의 법정계획인「2000년 를 향한 서울시도시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서울 내부시가지의 간선도로변에 관

한 규제는 도심재개발사업에 포함된 마포 로변18)을 제외하면 가로 미화나 

주거시설의 금지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였다.

또한 간선도로변에는 소규모 시설의 상점가로 구성된 중심가로가 형

성되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의해 토지이용의 방향이 설정되면서 서울 내

부시가지의 간선도로와 이면도시조직은 구성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중심가로 내부화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표 34]는 기본계획 내의 관

련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18) 도심재개발사업은 197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규정되고 1973년 최초로 도심부 내 11개 지역이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

정되면서 시작된 도심지 정비사업이다. 1979년 마포 로 일 가 도심지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재개발사업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미국 카터 통령 방한 행

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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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상가가 간선도로 양측에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은 그 역사성과 

지역적 지명성, 그리고 배후지역과의 얽힘 등으로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 등의 계획적 미개발지에서도 

전통적 형식을 답습하여 간선가로변에 노선상업을 지정함은 간선교통 소

통을 방해할 뿐 아니라, 간선도로의 교통흡인을 가중시키는 유발효과까지 

있어 바람직스럽지 않고, 일체적 상업지역의 분위기도 형성될 수 없는 

결함을 갖고 있다.

토지이용의 

과제

로변 노선상업지역의 지정을 지양하고 상업지역 지정 없이 노선상가를 

소로이하의 도로변에 자연발생적 근린생활시설로서 형성하게 하고 자동

차 등의 통과를 억제하는 등 도시전체교통소통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국

지교통소통을 저해하지 않음으로써 보행자활동과 노선상가의 활성화를 

가할 필요가 있다.

토지이용 

계획의

기본방향

한국적 토지이용의 특징은 노변이용과 그 혼합성에 있고 이런 것들이 한

국적 urbanity를 형성하고 있어 교통부문의 장애요인이 되는 간선가로변

의 상업적 이용은 되도록 억제하고 이면도로 등의 노선상업이용을 권장

표 34 서울시도시기본계획(1990)의 노선상가 계획방향

(자료: 서울특별시, 2000년대를 향한 서울시도시기본계획, 1990)

내용을 통해 당시 간선도로변이 중심가로로 기능하고 있었고, 인구 

및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간선도로변에 상업시설을 금지하고

자 하는 의도가 토지이용 계획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관련 내용이 19

97년 수립된「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수정되기 전까지, 이러한 기

본계획의 토지이용 방향은 1990년  전반에 걸쳐 서울 내부시가지의 변화

에 영향을 미쳤다. 상업시설들은 간선도로변 다음으로 접근성이 좋은 이면

가로변에 주로 형성되었다.



- 121 -

년도 주거․상업지역

1934
- 전면도로폭원의 1.5배 + 8m 이하

- 31m 이하

1961
- 전면도로폭원의 1.5배 + 8m 이하

- 35m 이하

1967 - 전면도로폭원의 1.5배 + 8m 이하

1970 - 전면도로폭원의 1.5배

1992

- 전면도로폭원의 1.5배

- 상업제한완화구역의 경우 전면도로폭원의 3배까지 허용

-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 제공 시,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1999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 최고높이 미지정시 전면도로폭원의 1.5배

표 35 상업지역의 높이제한 규정 변천

[표 35]와 같이 상업지역에 관한 높이규제 또한 상업시설들이 이면

조직에 집중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현재는 높이의 제한이 가로구역에 따

라 지정되거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도로사선제한의 범위가 

축소된 상태이나,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건축물의 높이 규제가 

최초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 도로사선제한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도로

사선제한에 의해 기본적으로 간선도로변 시설의 규모가 가장 클 수밖에 없

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간선도로변의 노폭확장은 간선도로변과 이면도

로변 시설 간의 규모차이를 더욱 심화시켰다. 따라서 간선도로변에는 주로 

규모 업무시설의 입지가 이루어졌고, 상업시설은 상 적으로 이면조직에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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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간선도로변 규제로 인한 상업시설의 이면 집중

2) 혼합용도 허용으로 인한 주거지의 상업화

중심가로의 내부화에는 용도지역제의 성격 또한 큰 원인으로 작용했

다.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제는 토지의 현실적이고 유연한 이용을 위해 지역 

내에 이종시설을 어느 정도 용인하며, 주거지역 또한 주거시설에 필연적으

로 요구되는 상업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표 36]을 통해 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살펴보면, 전용

주거지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시설을, 일

반주거지에는 전용주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음식

점 그리고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소매시장․상점을, 준주거지에는 단란주점을 

제외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과 판매 및 영업시설 전부를 허용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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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 따른 허용 여부는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조례에 의한 허용이

나 제한적 허용 여부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조례에서는 위임된 용도를 

부분 허용하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순으로 강도에 

따른 상업시설의 허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 용도 용도

용도지역

주거

전용 일반 준

주거1종 2종 1종 2종 3종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 등

공공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등

종교집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판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여객․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항만종합여객

 허용   조례에 의한 허용  조례에 의한 제한적 허용  불허용

표 36 용도지역에 따른 상업시설의 허용 여부

주거지역의 혼합용도 허용은 곧 주거지역 내 시설의 용도변경에 어

느 정도의 유연성과 탄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주거지역 내 시설이 

인접 환경에 따라 상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이는 작은 필지와 

소규모 시설로 구성된 중간조직에서 주로 발생했다.

중간조직의 시설들은 인접한 도시조직의 성격에 따라 상업화 되었

다. 전면조직과 맞닿은 시설들은 이면조직으로 집중된 상업시설들과의 반응

에 의해 상업전용시설로 변경되었다. 내부 가로변의 시설들은 주거지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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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근린생활시설 위주의 상업시설로 변경되었는데, 해당 가로의 상업화 

정도에 따라 상업전용시설의 입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작용

들이 반복되면서, 전면조직과 중간조직을 구분하는 이면도로에는 평행형 중

심가로가, 중간조직의 내부에는 확장형 중심가로가 형성되었다.

그림 65 혼합용도 허용으로 인한 주거지의 상업화



제 3 절 소결

이상의 연구를 통해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특성과 구조특성의 발생

요인을 알아보았다. 서울 내부시가지의 도시조직은 보편적 단면구조, 중심가

로의 내부화로 도출되며, 지형, 용도지역제, 주거지 정비사업, 간선도로변의 

규제 등이 특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특성은 간

선도로에 의해 구분되는 도시조직 단위로 나타나며, 이는 전면조직, 중간조

직, 배후조직으로 구분된다. 중심가로는 전면조직과 중간조직의 사이 가로에 

간선도로와 평행한 형태로 형성되거나 중간조직의 내부 가로에 간선도로에

서 확장하는 형태로 형성된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적 양상을 정리하면 

[그림 6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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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서울 내부시가지의 구조적 양상



제 5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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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부시가지의 모습은 불규칙적으로 보인다. 미로형 가로망과 

복잡한 지형으로 인해 도시조직의 파악이 어려워 보이며, 업무와 상업, 주거

시설이 서로 뒤엉켜 혼재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서울 내부시가지의 단면구조는 일정한 구조적 패턴을 보이

며, 이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도시조직 단위로 나타난다. 각 단위

도시조직은 간선도로로부터 점차 높아지는 지형을 가지며, 도시조직의 성격

에 따라 전면조직․배후조직․중간조직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보편적 단면구조

는 서울 내부시가지가 가지는 첫 번째 구조특성이다.

전면조직은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조직들로, 업무 및 상업지의 성격

을 가진다. 배후조직과 중간조직은 아파트단지와 저층고밀주거지에 의해 구

분되며, 특히 중간조직은 가로변에 인접한 시설들이 주변조직의 성격에 반

응하여 변화하는 유연성을 보인다.

보편적 단면구조는 지형에 의한 단위도시조직의 형성, 용도지역제와 

주거지 정비에 의한 도시조직의 변화에 의해 발생했다.

서울 내부시가지의 부분이 구릉지에 해당됨에 따라 상 적 저지

를 따라 주 교통로인 간선도로가 형성되었고, 간선도로의 거듭된 노폭확장

은 도시조직을 간선도로 단위로 단절하였다. 결국 각 단위도시조직은 간선

도로를 중심으로 점차 높아지는 지형을 따라 시가지가 형성된 단면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용도지역제의 인구유동과 도시 활동의 집중도에 근거한 지역 분류는 

간선도로변을 따라 상업․업무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전면조직

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각종 주거지 정비사업과 관련 규제는 서울 내

부시가지의 주거지를 고지 의 아파트단지와 다세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저

층고밀주거지로 이분했으며, 이는 배후조직과 중간조직을 구분하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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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서울 내부시가지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구조특성은 중심가로가 단위

도시조직의 내부에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심가로의 내부화 현상은 

여타 세계 도시들이 보이는 내부시가지 양상과는 달리 서울 내부시가지에

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중심가로는 전면조직과 중간조직의 사이에 평행형으로 형성되거나 

중간조직의 내부에 확장형으로 형성된다. 각 중심가로는 전면조직의 업무지

와 중간․배후조직의 주거지 모두에 요구되는 상업지 및 두 이질조직 간의 완

충지로 기능한다.

중심가로의 내부화는 간선도로변 시설의 규제와 용도지역제의 혼합

용도 허용으로 인해 발생했다.

최초의 법정계획인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은 당시 급속한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간선도로변 상업시설을 금지하는 토지이용 

방향을 제시하였고, 도로사선제한은 간선도로변에 규모 업무시설이 입지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이면조직의 상업시설 밀도가 간선도로

변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용도지역제의 혼합용도 허용은 주거지의 용도변경에 유연성과 탄성

을 제공했다. 용도변경은 작은 필지와 건축물로 구성된 중간조직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중간조직의 시설들은 인접한 도시조직의 성격에 반응하여 상업

화되었다. 전면조직과 맞닿은 시설들은 이면조직으로 집중된 상업시설들과

의 반응에 의해 상업전용시설로 변경되었다. 내부 가로변의 시설들은 주거

지에 요구되는 근린생활시설 위주의 상업시설로 변경되었는데, 해당 가로의 

상업화 정도에 따라 상업전용시설의 입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

은 작용들이 반복되면서, 전면조직과 중간조직을 구분하는 이면도로에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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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 중심가로가, 중간조직의 내부에는 확장형 중심가로가 형성되었다.

지난 50여 년의 시간동안 서울 내부시가지가 겪어온 변화는, 서울

의 전례 없이 빠른 성장만큼이나 급격하게, 그리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었다.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 서울 내부시가지의 현재는 그로 인해 발생

한 구조적 보편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서울 내부시가지의 도시조직은 쉴 새 

없는 변화 속에서도 항상 공존의 방식을 찾아왔으며, 도시적 활기를 적절한 

위치에 형성해왔다. 그리고 그 활기는 오늘날 단위도시조직의 이면에 집적

되어 있다.

그러나 간선도로로 인한 도시적 활기의 불연속, 상업가로 외의 완충

지 부재와 같은 문제점은 여전히 서울 내부시가지가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한 고려와 개선은, 양적 성장만을 거듭해 온 

서울이 질적으로 풍부한 도시로 거듭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

져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도시의 부분을 구성하고 구성원의 일상을 담아

내는 장소는 중심지가 아닌 내부시가지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모든 서울 내부시가지의 도시조직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상지들에서도 드러나듯 각 지역의 활성화 정도가 다르고 지

역에 따른 특성이 존재하며, 이는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다. 수

변 공간, 철도, 소규모 평지 등의 환경 변수 또한 고려되지 못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는 서울 내부시가지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구조특성을 밝히는 

데 그 의의를 두며, 본 논문을 기초자료로 추후 서울 내부시가지에 관한 활

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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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ner City Seoul

Junha Hwang

Dep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Seoul has undergone a change from monocentric city 

to multiple nuclei city, inner city, an‘intermediate’area between 

urban centers was covered with urban squatter areas due to 

population explosion. Since then decline of inner city Seoul came 

to the fore, various maintenance businesses and autogenous 

alterations have accrued to that. Accordingly, inner city Seoul has 

became aggregation of closed tissues such as apartment complex, 

HDLR(high-density low-rise) residential area, gigantic office 

buildings, apartment & stores buildings, and commercial area.

However, inner city Seoul has a regular pattern of urban 

tissue, which represents urban tissues categorized based on 

arterial road. Each urban tissue, which characterized by uprising 

contour from the arterial road,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 of urban tissue : front 

tissue, middle tissue, and back tissue. Front tissue h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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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of business and commercial area. Back and middle 

tissue can be divided by the extent of how much low rise can be 

formed with high density. Especially, the middle tissue has flexible 

buildings which have relations with road, program of that 

buildings is chang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adjacent tissue.

Another characteristic of inner city Seoul represented with 

regular pattern of urban tissue is, of course, high street is formed 

at inside of urban district divided by arterial road. Such 

phenomenon, which occurs in high street,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nly happening in the inner city Seoul, not in other 

cities of the world. High street can be formed as parallel type 

between front tissue and back tissue. Each of these functions as 

commercial district area and buffer zone needed to business area 

in front tissue and residential area in middle or back tissues.

Changes of inner city Seoul, which lasted over the last 50 

years, were rapid and uniform. The present throughout this 

dissertation reveals the uniform structure happened by exorbitantly 

fast speed in today’s world. Nevertheless, inner city Seoul pave 

the way to coexist and be formed proper place vigorously. And 

this vitality can be found in the back side of the urban tissue 

today.

Keywords : Inner City, Urban Tissue, Arterial Road, Local Road,

Keywords : High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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