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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를 압축적,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
구는 날로 증가해왔다. 이러한 과정으로 고밀화는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더불어
나타나는 인구 집중과 그에 따른 도시의 과밀화로 인한 대처가 미흡할
경우 도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1970년대 서울은 고도성장을 위한 도시의 양적 확장 및 주거시
설 보급이 중요한 시기였으며 이는 잠실 일대도 마찬가지였다. 잠실은
1974년 잠실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새롭게 개발된 신시가지
이다. 조선시대에는 두 갈래의 강으로 둘러싸인 섬이었으나, 1970년 한
강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의해 한강 이남지역이 되며 이후 종합개발의 수
립으로 기존의 토지구획사업에 의한 토목 위주 도시구성이 아닌 계획 중
심의 도시 공간을 조성한 중요한 사례지로 인정받으면서 도시의 확장을
이루어 냈다.
이후 잠실 일대에서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이
개최되고, 대형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잠실은 고밀화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잠실 일대에 미개발지가 부족해지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
한 단독주택의 철거, 다세대 주택의 난개발과 아파트 대단지의 재개발로
인해 잠실은 더욱이 고밀화 되었다. 특히 최근의 잠실 일대는 123층의
초고층 빌딩이 건설되어 더욱 고밀화 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유동인구
는 더욱 증가하였고 교통 혼잡도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70년대 잠실지구 계획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
던 고밀화로 인해 인프라와 생활환경이 현재와 맞지 않아 교통 및 주차
공간, 거주 환경, 상업 업무 환경 등에서 밀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발
생하고 있는 잠실 일대를 밀도와 관련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잠실 일대에는 네 단계로 나누어 진 고밀화의 과정이 있었다.
잠실 일대는 한강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
립과정에서 도시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시기가 있었다. 이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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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화 과정의 첫 번째로 1974년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부터 1988
년 서울올림픽이 잠실 일대에 만들어 낸 공간적 변화로 잠실 일대의 시
가화지역이 확장되어가는 단계를 ‘평면적 확장의 시기’라 정의하였다. 두
번째는 잠실 일대의 미개발지 고갈로 인해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며 용적
률과 층수, 세대수 등이 증가하여 인구밀도와 호수밀도가 증가한 시기를
‘수직 고밀화 시기’라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실 일대에서 발생한 특
정 사건들이 잠실 일대를 주목받게 하여 방문객 수와 유동인구 등의 활
동 밀도가 높아진 시기로 ‘활동 집약화의 시기’라 정의하였다.
고밀화에 따른 공간적 변화의 특성은 세 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교통과 가로환경의 변화이다. 먼저 저밀도계획구역의 경우 계획
당시 이면가로는 일방통행으로 계획되지 않았지만, 수직 고밀화 시기를
겪으며 세대수 증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의 효율성이 떨어져 일방통
행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도로의 활동 가능 공간은 좁아졌으며 차
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해졌다. 중·고밀도 계획구역 중 아파트 단지
의 경우 단지가 재개발되면서 광로 변에 존재했던 아파트 단지로의 출입
구가 삭제되었고, 총 출입구 수도 줄어 차량 통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단지 내부로도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자 차량을 전면 지하화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 건립 시기에는 123층의 건축물의 등장으로 잠실 일대가 큰 교통
혼잡을 겪을 것이라 예상한 결과가 있어 조사해 본 결과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였고 통행 평균 속도가 일정 부분 감소하였지만 예상만큼 큰 문제
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 초고층 건축물 건립 당시 교통 개선에 주의를 기
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특성은 교육 환경의 양면성이다. 먼저 아파트 단지 거주 계층
이 변화하였다.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철거시기와 입주 시기에 잠실 일
대에 총 12만 여명의 인구 순이동이 있었다. 그러나 재입주한 인구 특
성을 살펴보니 10대 자녀를 둔 가정들이 강남 8학군의 교육 환경을 위
해 전입해온 결과를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운 계층이 잠실 일대에
거주하게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잠실 일대에는 역설적으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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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고밀화 과정 중 평면적 확장
시기에 진행되었던 두 번의 국제 스포츠 행사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들을 위해 건설한 숙박시설과 기존 학교시설의 혼재로 인한 문제이다.
따라서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청소년위해시설까지
공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학생들의 통학환경과 주변 거주민의 거주환
경이 열악해졌다.
마지막 특성은 대형 상권과 지역 상권의 공존이다. ‘송리단길’은 1974
년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당시에 저밀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송파
1동이 고밀화 과정을 겪으면서 2018년 새롭게 생긴 상권이다. 그러나
저밀도계획구역에 새로운 상업거점이 생겨난다는 것은 고밀도계획구역에
중심상업지역을 두어 도시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기존의 계획의 방향과는
다른 양상이며 계획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다. 또한 대형 상권
인 롯데월드타워의 개장 이후에 새로운 상권인 송리단길이 형성되었다는
시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는 대형 상권이 형성되면 주변 지역
상권을 잠식하여 쇠퇴하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지만 롯데월드타워와 송리
단길은 서로 업종이 겹치지 않는 상권으로 구성되고 발전하였으며, 두
상권을 지리적·성격적으로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대형 오픈스페이스가 존
재하여 방문객들은 두 상권을 서로 연계하여 이용하면서 두 상권이 상생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처럼 잠실 일대에 관한 연구가 더욱 진행된다면 70년대의 계획도시
를 최근 시점에서 새롭게 분석한 결과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며, 이를 고
밀화의 측면에서 시기별로 구분하여 잠실 일대의 공간 변화를 전체적으
로 살펴본다는 것, 그리고 사업과 제도, 정책 등이 도시 공간에 고밀화
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 것 등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밀도, 고밀화, 잠실, 초고층, 공간변화
학

번 : 2017-2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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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를 압축적,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
구는 날로 증가해왔다. 이러한 과정으로 고밀화는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더불어
나타나는 인구 집중과 그에 따른 도시의 과밀화로 인한 대처가 미흡할
경우 도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내에서도 일제강점하의 1934년 조선 시가지 계획
령1)을 필두로 한 도시계획법에 근거하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기반을 만
들었고, 도시 설계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1970년
대 서울은 고도성장을 위한 빠른 도시화를 통해 도시의 양적 확장 및 주
거시설 보급이 중요한 시기였다. 그러나 1966년에서 1980년까지의 15
년간 서울에는 정확히 489만 3,500명의 인구가 늘었다. 이 증가수를 단
순히 계산해보자면 하루 평균 894명의 인구가 1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새롭게 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매일 224동의 주택을 새로 지어
야 하고, 버스가 18대씩 늘어나야 하며, 매일 268톤의 수돗물이 더 공
급되어야 하고, 매일 1,340kg의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2).
인구는 계속해서 도시로 집중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주택 공급에 필요성
이 제기되었으나 당시 도시설계의 틀이 수립되지 않아 도시 문제가 극대
1) 주요 내용은 총칙, 지역 및 지구의 지정과 건축물 등의 제한,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된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용도지역제
도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
2) 손정목(2003), 『서울도시계획 이야기』 4권,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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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물리적 환경의 질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당시 서구
에서 도시설계의 표본으로 인정받고 있던 페리의 근린주구론에 입각한
설계안들이 국내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화곡동이나 동부 이촌
동 한강 아파트 등에서 근린주구론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과정을 거쳐 잠
실 주공 아파트 단지 계획에 이르러서는 근린주구론이 본격적으로 적용
되었다고 볼 수 있다3).
근린주구론에 입각한 계획을 가지고 조성된 잠실은 강북 인구 분산
정책으로 인한 목적도 지니고 있는 지역이었다. 당시 강북으로 집중되는
인구에 비해 서울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주택공급 등이 매
우 부족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규모 신시가지 개발의 필요성을 깨
닫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
정에서 강북에 밀집된 인구를 강남으로 분산하고자 강북인구 분산정책이
등장했고 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 잠실이었다.
이에 따라 잠실지역은 몇 번의 수정을 거듭한 1974년 잠실지구 종합
개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새롭게 개발된 신시가지이다. 조선시대에는 두
갈래의 강으로 둘러싸인 섬이었으나, 1970년 한강공유수면매립사업에
의해 한강 이남지역이 되며 이후 종합개발의 수립으로 기존의 토지구획
사업에 의한 토목 위주 도시구성이 아닌 계획 중심의 도시 공간을 조성
한 중요한 사례지로 인정받으면서 도시의 확장을 이루어 냈다.
이후 잠실 일대에서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이
개최되고, 대형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잠실은 고밀화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잠실 일대에 미개발지가 부족해지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
한 단독주택의 철거, 다세대 주택의 난개발과 아파트 대단지의 재개발로
인해 잠실은 더욱이 고밀화 되었다. 특히 최근의 잠실 일대는 123층의
초고층 빌딩이 건설되어 더욱 고밀화 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유동인구
는 더욱 증가하였고 교통 혼잡도 야기되고 있다.

3) 윤정섭(1962), “집단주택지계획”, 대한건축학회 『건축』 제6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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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잠실은 이처럼 당시 새로운 도시설계의 모델이었던 근린주구론을 채
택한 점과 강북인구 분산정책, 3핵 도심 계획안 등의 대상지로써 도시설
계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지닌 지역이었다. 그러나 시가화가 확
장되고 도시가 고밀화 되면서 계획 당시 예측했던 인구수와 가구수를
10년 만에 돌파하게 되면서 계획 당시 설치한 인프라와 물적 환경이 고
밀화의 정도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 계획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고밀화로 인해 인
프라와 생활환경이 현재와 맞지 않아 교통 및 주차 공간, 거주 환경, 상
업 업무 환경 등에서 밀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시계열별로 잠실 일대를 밀
도와 관련하여 분석해 보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밝혀낸다면
잠실의 고밀화 정도를 수치적으로 증명하고, 변화과정에 따라 발생한 문
제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공간적 변화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
였다.

- 3 -

1.2. 연구의 범위
1.2.1. 공간적 범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송파구4) 중
밀도문제가 심각한 잠실 지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여기
서 잠실 지역이란 1974년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에서 다룬 공간적
범위의 틀을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한다.
이 지역은 1970년대 강북인구분산정책과 3핵 도시 계획안의 대상지
이며,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주요 경기가 있던
잠실종합운동장과 올림픽공원의 소재지이기도 하는 등 토목 사업에 의거
한 도시 개발이 아닌 종합적 성격의 도시계획의 기반을 다진 지역으로
도시계획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또한 근린주구론에 의거한 단
지 및 도시 설계, 방사형 체계를 활용한 도시의 중심성 확보, 스카이라
인을 고려한 밀도계획 등 도시설계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 때
문에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 1974년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중 마스터플랜
(출처 : 아우름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그림 2>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
송파구 중 잠실 일대

4) 2017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구인 667,000 여명이 거주중인 송파구 (출
처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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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시간적 범위
잠실 일대의 개발 역사를 초기 계획 당시부터 살펴보며 고밀화와 함
께 해석해 보기 위해 시계열 범위를 설정한다. 그 범위는 1960년대 잠
실이 미개발지인 당시부터 시작하여, 1970년 한강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통해 잠실의 육속화 과정과 한강제방 확보 및 올림픽대로를 건설하면서
생긴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선 기간을 거쳐,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
년 서울올림픽의 개최지로 선정되며 생겨난 공간적 변화의 시기를 지나,
미개발지의 고갈로 인해 잠실이 수직 고밀화 단계를 맞이하게 되는 시기
와, 2017년 123층의 마천루가 들어 선 기간 까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
구의 시간적 범위를 시계열로 설정한다. 이는 연도 상 1960년부터 현재
까지에 해당한다.

<표 1> 잠실의 변천사

1966 잠실 섬

1972 공유수면 매립공사

1976 주공아파트와 시영아파트

1981 종합운동장 공사

1985 롯데월드와 롯데백화점

1994 잠실의 시가화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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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방법
잠실의 고밀화를 다루기 이전에 2장에서 고밀화를 어떤 의미로 해석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세우고, 이에 근거하여 시계열 별로 잠실 일대
를 살펴보며 구역별, 용도별 고밀화 정도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다. 특히 고밀화의 분석에 활용할 데이터로는 각 시기별로 가장 잘 표현
해줄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3장에서 고밀
화를 네 단계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 부분 중 첫 번째인 기반시설 확보
단계에서는 잠실이 개발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므로 주로 과거 계획안
의 도면이나 구지도를 활용하여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한다.
두 번째인 주거시설의 평면적 확산의 경우 공간의 확장인 2차원의 개념
이므로 도면으로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도면 등 공간적 데이
터를 적극 활용한다. 세 번째인 수직 고밀화의 경우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층수가 높아지고 용적률이 높아지는 등의 3차원의 개
념이므로 도면에 용적률을 나타내어 활용하고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서는 숫자로 표현된 그래프와 표를 적극 활용하여 타 지역과의 비교데이
터를 이끌어 낸다. 마지막으로 활동 집약화 시기의 경우 유동인구의 확
산과 증가 정도를 도면화하여 보여주고 각종 사건들이 잠실 일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객관화하여 증명하는 것에 집중하고 이후 부족한 부
분은 현장에 나가 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통해 채워 나가며 잠실의 고밀
화 과정을 분석한다. 이와 같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4장에서 잠실 일
대의 고밀화에 따른 공간적 변화를 해석하여 특정 범주로 분류해 설명하
고 그에 대한 의의를 밝혀내며 결론을 도출하여 마무리하도록 한다.

- 6 -

<그림 3> 연구 흐름도

- 7 -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및 이론적 논의

2.1. 관련 선행연구 고찰
국내외에서 밀도와 관련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으며 도시 공
간을 밀도와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특히 국내 연구
중 개발밀도를 해석해서 결론지은 연구들의 주제를 살펴보면 적정 밀도
에 관한 연구, 정책에 관한 연구, 교통에 관한 연구, 지역에 관한 연구,
주택도시에 관한 연구, 환경에 관한 연구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적정 밀도에 관한 연구로는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
지 파악하고 적정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고자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정책에 관한 연구는 특정 기간에 수립한 정책이 개발 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뤘다. 교통에 관한 연구의 경우 대중교통과 차량 흐름, 역세권에
관한 연구가 존재하였다. 지역에 관한 연구는 지역의 특징과 밀도의 변
화 과정을 살펴보며 고밀화 된 정도를 밝히는 연구가 존재하였다. 주택
도시에 관한 연구는 적정 주택밀도를 밝혀내어 주거 만족도와 지속가능
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 환경에 관한 연구의 경우 고밀화에
따른 도시의 열섬현상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연구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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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개발밀도와 관련된 연구 주제
발표
연도

주제

제목

적정
밀도

주거지역의 최적 개발밀도 분석

차경은 외 1인 2013

압축도시와 적정 개발밀도에 관한 실증연구

조윤애 외 1인 2013

경기도 역세권 정비를 위한 개발밀도 관리방안

이성룡 외 3인 2011

정책

교통

저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한
개발밀도 인센티브 개선방안
서울시 시가화지역 유형별 적정개발밀도 산정
– 도로수용력을 중심으로
GIS를 활용한 도시의 한계교통용량과 개발밀도 평가

지역
주택
도시

2007

윤병훈 외 1인 2016
김황배 외 1인 2005

울산시 남구의 도시개발 밀도에 관한 연구

김우연

2010

도시밀도를 고려한 창원시 단독주택지의
적정 개발밀도에 관한 연구

양윤호

2009

개발밀도에 따른 주거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오주용

2005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주거지 밀도관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적정 도시개발밀도에 관한 연구

환경

장윤배

권영덕 외 2인 2010
안건혁

1998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밀도에 근거한 도시 대기오염 확산분석 김인수 외 3인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발밀도와 관련해서 잠실 일대를 해석하는 지역에
관한 연구로 나아가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주제로는 크게
‘밀도’와 ‘잠실’의 두 가지로 한정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밀도
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개발밀도에 해당하는 인구밀도와 건축밀도를 해
석하여 도시의 밀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대상지
인 잠실의 경우 김진희(2011)의 연구에서는 1960~1970년대에 도시계
획적 측면에서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지
동시대에 진행되었던 도시계획들과 비교하며 그 의미를 도출해내었고,
우상훈(2006)의 연구에서는 주거시설에 집중하여 1970년대의 잠실주공
아파트와 재개발된 아파트들의 단지 계획적 특성을 비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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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주제

밀도

잠실

제목

주 내용

김우연(2010),
울산시 남구의 도시개발 밀도에 관한 연구
오주용(2005),
개발밀도에 따른 주거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인구변화추이에
따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도시개발밀도를 분석
개발밀도를 용적률과 거주층수로
정의하고 주거만족도와
주거환경요소별 만족도를 분석

윤혜림(2014),
서울시 개발밀도 영향요소의 변화에 관한 연구

시대적 상황 및 제도변화에 따라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변화하는지 파악

김진희(2011),
서울 1960-70년대 도시계획에서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의 의미
우상훈(2006),
1970년대와 2000년대 주거단지계획의 비교 연구
(잠실 1~4단지 중심으로)

1960~7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 중
잠실개발계획의 위상을 정립
재건축 이전의 잠실 주공
아파트단지와 2000년대
잠실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비교 서술

그러나 123층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 선 이후의 잠실의 모습을 도시
계획적으로 살펴본 최근의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고
밀화 되어가고 있는 잠실의 모습을 과거부터 살펴보며 고밀화 정도의 변
화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의 각 부분에
서 사용한 주된 방법을 참고하되 대상지의 변화를 시계열로 살펴보는
것, 사업과 제도 등이 고밀화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살펴보는 것,
계획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한 잠실의 계획 당시 예상치 못한 고밀화에 따
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 고밀화를 공간자료와 통계자료로 해석해보
고자 하는 것 등이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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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밀화의 정의
밀도(密度, Density)는 통상적으로 일정한 면적에 무엇이 빽빽이 들
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물리학에서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의 개
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에서 주로 사용하는 밀도는 개
발밀도(Development Density)로 어느 지역이 개발의 정도에 따라 수
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거주민의 활동 밀집 정도를 의미한다5).
이러한 개발밀도는 인구밀도와 건축밀도로 측정할 수 있다. 인구밀도
는 총밀도와 주택지의 인구밀집정도로 측정할 수 있는 순밀도로 나눈다.
여기서 총밀도(Gross Density)란 도시나 지구 내 인구분포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획구역 전체에 수용 가능한 인구로 측정되며 주변 도로 등을
면적에 포함시키고 대상구획에 따라 도시밀도, 가구(block)밀도 등으로
표현된다. 순밀도(Net Density)는 순수한 주택지의 인구밀집 정도를 말
하는 것으로서 주거지역 면적 또는 택지면적에 대해 수용 가능한 인구를
의미하며 주로 획지별 토지이용강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이 된
다6).
또한 개발밀도의 측정방법 중 다른 한가지인 건축밀도는 단위면적당
차지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로 측정한다. 한편, 개발밀도는 토지이
용유형에 따라서는 도시밀도, 주거밀도, 상업밀도 및 시가지밀도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7).
이러한 개발밀도를 통한 도시의 밀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생산성, 쾌적성, 접근성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물, 인구를 적정수준으
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로 통제되어야 한다. 루이스 멈퍼드
(Lewis Mumford)8)는

“도시 밀도에는 최적의 상태가 있다. 그 이상으

5) 방경식(2011),『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6) 박재길 외 3인(2001),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개발밀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pp.10~11, 김우연(2010), 울산시 남구의 도시개발 밀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1 재정리
7) 박재길 외 3인(2001), 같은 연구 p.10
8) Lewis Mumford(1895.10.19.~1990.01.26)는 미국의 건축 비평가, 문명 비평가, 역사
가, 언론인으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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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주민들이 늘어날 때마다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문제점이 커진다.
… 크기, 밀도 및 면적에 대한 제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밀도 제
한은 합리적 경제 및 도시 계획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9).” 라고 주장
하며 적절한 밀도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도시개발이나 과도한 시가지 개발로 인
해 도시의 밀도가 증가하여 적정 수치의 밀도를 넘어선 고밀화의 단계에
들어서는 경우가 존재한다. 적정 개발 밀도에 대한 정의는 선행연구마다
조금씩 다른 수치로 나타나지만 Sherlock(1991)에 따르면 1990년대의
인구밀도 32,000명/k㎡ 정도를 적정 밀도로 규정하였고10), 박재길 외
3인(2001)에서 중·저층 수준의 용적률 150%내외를 적정 밀도로 규정
함11)을 참고하였다.

<표 4> 적정개발밀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연구자
Frank & Pivo
(1994)
Levinson &
Kumar(1997)
Stead(2001)
Milakis et
al.(2005)
Chen et al.(2008)
안건혁(2000)
조윤애(2011)

대상지역

기준지표

미국,
Puget Sound
미국,
38개 대도시
영국, Kent,
Leicestershire
그리스,
아테네
중국,
45개 대도시
한국,
22개 중소도시
한국,
7대광역시

population density
(총밀도)
urbanized area density
(순밀도)
ward population density
(총밀도)
net residential density
(순밀도)
net population density
(순밀도)
순밀도
총밀도
순밀도
총밀도

적정개발밀도
32명/ha
29~39명/ha
40~50명/ha
200명/ha
168명/ha
500~600명/ha
100~130명/ha
400~450명/ha
86~120명/ha

(조윤애 외 1인, “압축도시와 적정 개발밀도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p.53 재인용)

9) Stefano Moroni(2016),“Urban density after Jane Jacobs: the crucial role of
diversity and emergence” 『City, Territory and Architecture』, Springer, p.488
10) Harley Sherlock(1991), 『Cities are Good for Us』, Paladin
11) 박재길 외 3인(2001),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개발밀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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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개발밀도 계획기준 사례
지명

사업
시행
연도

총 면적
(ha)

계획인구
(천명)

총인구밀도
(인/ha)

여의도

1971

288.2

44.1

153

잠실

1975

1,018.4

244.5

240.1

1983
1985
1989
1990
1989
1989
1990

437.5
371.5
1,964
1,574
511
420
545

116.5
146
390
276
168
163
170

266.3
393
198.6
175.4
328.8
311.9
234.8

목동
상계
분당
일산
1기
평촌
신도시
산본
중동

순인구밀도
(인/ha)
고밀도지구 :
저밀도지구 :
고밀도지구 :
중밀도지구 :
저밀도지구 :
580.2
884.8
614.8
525
880.1
900.5
917.4

700
150
800
600
250

(국내 개발밀도 계획기준의 관한 표는 김진희(2011), 서울 1960-70년대 도시계획에서 잠실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의 의미 p. 119 재구성, 조성희 외 2인(2009), 1기 신도시 고층고밀 아파트단지
의 재생을 위한 개발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p.19 재인용12), 목동공영개발평가보고서(1991), 『건
축』 제31권 제4호 특집 -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 서울.목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 현황
(pp.46-54), 서울.상계동 신시가지 개발사업 현황(pp.56-63)을 재구성한 것임)

또한 밀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다룬 밀도의 개념을 살펴보면 윤
혜림(2014)은 개발밀도의 유형을 구분하여 지표의 성격에 따라 인구밀
도와 건축밀도, 토지이용 유형에 따라 도시밀도, 주거밀도, 상업밀도, 시
가지밀도, 대상토지의 구획방법에 따라 총밀도와 순밀도로 구분하여 연
구의 지표로 삼았다. 김우연(2010)은 개발밀도의 하위개념인 인구밀도
와 건축밀도 뿐만 아니라 이용밀도라는 새로운 유형을 포함하여 1인당
주거면적과 가구당 주거면적의 데이터를 연구의 지표로 삼았다. 정지호
(2005)는 인구밀도를 상주인구밀도와 주간인구밀도로 나누어 구별하였
으며 1인당 주거면적, 가구당 주거면적과 건축밀도인 용적률, 건폐율, 호
수밀도를 밀도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개발밀도의 용어정의와 선행
연구들의 밀도 구분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데이터로 사용하고자
12) 손장권 외 3인(2003), 신도시의 형성, p.53을 바탕으로 국토개발연구원(1989),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와 김현수(2007), 2기 신도시건설의 중간평가의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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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밀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표 6>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밀도의 개념
구분

내용

인구 밀도

총밀도, 순밀도, 인구 수, 세대 수, 가구당 가구원수 등

건축 밀도

용적률, 건폐율, 호수밀도, 층수 등

개발 밀도
활동 밀도

보행량, 통행량, 관광객 수, 방문객 수 등

인구 밀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특정 아파트 지구 및 주거 밀집지역
의 인구밀도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인구밀도를 사용하였으며 행정동이
나 그 이상의 규모를 다루는 경우에는 총인구밀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특정 아파트지구의 인구수와 인구밀도를 추정하
기 위해 가구당 가구원수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한 세대수 증가분으
로 도시의 확장 정도나 수직적 고밀화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건
축 밀도는 단위 토지 내에서 건축물 자체의 밀도나 건축물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지정한 밀도로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활용한다. 특히 용
적률의 경우 오주용(2005)에서 가정한 주거지의 밀도 6가지 단계인
100%이하(저밀),101~150%(중저밀),151~200%(중밀),201~250%(중
고밀), 251~300%(고밀), 300%이상(초고밀)로 구분한 단계를 본 연구
에서도 활용하였다13). 호수밀도의 경우 단위 면적 대비 세대수 증가분
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인구 밀도의 세대수 증가와 함께 활용하여 고
밀화의 정도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3장에서 다룰 활동
집약화 단계를 증명하기 위해 잠실 일대에 증가한 보행량과 통행량, 관
광객 수를 제시하기 위해 활동 밀도라는 새로운 범주를 지정하여 사용하
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밀화란 한 가지 기준으로는 정의
13) 오주용(2005), 개발밀도에 따른 주거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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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밀도의 척도를 동시에 사용하여 다각도로 분석
해야 하며, 상황에 맞는 밀도의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하여야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기준 송파구 건축물들의 용적률들의 평균을 단
순히 계산하면 103%로 상기 가정한 용적률 기준에 따르면 중저밀 단계
에 속한다. 그러나 잠실 지구 중심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에 건축된 건
축물들의 용적률은 800%에 이르는 고밀도의 건축물도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서 세분된 지역마다 지정된 허용 용적률
의 기준이 다르고 자치 조례로 설정된 용적률 또한 다르기 때문에 지역
을 세분화하여 분석한다던지, 용적률의 척도를 사용할 수 없다면 가장
적절한 밀도 분석의 척도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사용해야 하는 등의 세심
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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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잠실의 고밀화 과정

3.1. 송파구와 주변 자치구들과의 비교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 잠실 일대의 행정구역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1914년 조선 후기에 잠실 일대는 섬의 형태였으며 행정구역상 잠실섬은
경기도 고양군 뚝도면 잠실리와 신천리로 구분되었다. 이후 1949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편입되었다가, 1970년 한강 공유수면 매립
사업으로 인해 한강 이남지역이 되면서 1975년 10월 1일 성동구에서
분리되어 강남구로 편입되고 1979년 10월 1일 강남구에서 분리되어 강
동구로 편입되었다. 이후 1988년 1월 1일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면서
송파구가 생겨나며 강동구에서 분리되어 송파구로 편입되었다. 행정구역
변화와 함께 잠실 일대는 시기별, 단계별로 고밀화의 과정을 겪어왔다.

<그림 4>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 잠실 일대의 현재 행정구역과 용도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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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일대가 속한 송파구는 행정구역상 성동구, 강남구, 강동구에 속
해왔다가 새롭게 분리되었다. 따라서 현재 행정구역 기준으로 송파구와
인접한 행정구역인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를 송파구와 비교해보며 송파
구의 고밀화 정도를 비교해보았다. 먼저 각 자치구들의 행정구역이 신설
된 날짜는 1943년 6월 10일 경기도 경성부 성동구가 설치되었고 그 안
에 현재의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1975년 10월 1일 성동구에서 한강 이남지역을 강남구로
분리하여 설치하였고, 1979년 10월 1일 강남구의 탄천 동쪽을 강동구
로 분리하여 설치하였다. 이후 1988년 1월 1일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강동구에서 송파구가 분리 신설되었다. 한편 한강 이북지역의 경우
1995년 3월 1일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분리되어 서울시에서 가장 마지
막으로 설치된 자치구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림 5> 1973년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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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에 함께 속해있었으며 송파구와 인접한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의 특성을 서로 비교해 본 결과 행정구역의 면적은 강남구가 39.55k㎡
로 가장 넓었으며, 광진구가 17.06k㎡로 가장 좁았다. 특히 광진구의 경
우 아파트보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비율이 높아 건축물 수가 가장
많았으며 건폐율도 가장 높았다.

<표 7> 2018년 기준 송파구와 인접한 행정구역들과의 밀도 비교
주거지역
면적(k㎡)
21.02(62%)

건축물
수 (동)
27,509

면적 당 건축물
(동/k㎡)

송파구

면적
(k㎡)
33.89

강남구

39.55

24.19(61%)

강동구

24.59

광진구

17.06

구분

811.71

용적률
평균(%)
103.52

건폐율
평균(%)
29.41

27,546

696.49

125.46

32.97

12.97(52%)

22,258

905.16

96.71

31.16

11.61(68%)

46,987

2754.22

114.55

42.55

(출처 : 국가공간정보포털)

<그림 6> 송파구와 인접한 행정구역들의 우세 주거유형
(출처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2010년 주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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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자치구들이 성동구에 병합되어 있다가 분할되어 신설된 날짜
가 각기 달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2010년 행정구역 면적 기준으로
과거 인구수와 가구수를 구획하여 추정한 수치를 살펴본 결과 1975년에
는 한강 이북지역인 광진구 위치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후 잠실과 강남지역에 계획이 수립되었고, 강북인구 분산 정책에 의거
하여 많은 인구가 한강 이남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85년에는 한강 이남지역의 자치구들의 인구수가 한강 이북지역보다
많아졌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
픽을 개최하면서 1990년 이후로 거주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인접
자치구에 비해 적게는 약 10만 명, 많게는 약 25만 명 많은 인구가 거
주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2010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표 8> 최근 행정구역 면적으로 추정한 과거 송파구 및 인근 자치구의 인구수와 가구수
단위 : 명, 호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단위 : 명, 호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1975

1980

1985

1990

121,657
25,144
71,080
15,125
98,059
20,162

444,318
108,691
439,457
104,712
441,854
107,871
340,420
82,811

634,338
167,980

214,575
44,826

276,027
62,902
236,748
52,695
235,334
53,042
283,128
62,745

1995

2000

2005

2010

636,845
178,864
534,724
154,828
487,259
137,576
382,269
112,345

633,956
193,835
523,350
172,291
474,244
144,121
381,568
122,983

579,040
187,877
510,221
187,294
445,339
143,517
366,746
127,302

646,970
221,990

491,062
128,838
532,436
141,041
384,413
103,275

527,641
202,906
465,958
161,158
368,021
138,030

(출처 : 통계청, 2010년의 행정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한 인구수, 가구수 추이(197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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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본 송파구는 인접지역들과 비교해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
하고 있으며, 아파트 밀집지역과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구분이 명확하
게 나뉘어 두 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고 현황만 살펴본다면 주변
지역과 유사한 정도로 고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위 지역들을 비교한다면 큰 의미를 얻지 못할 수 있으
나, 시계열별로 변화한 양상을 살펴본다면 송파구의 밀도 변화에 특수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송파구 및 인접한 자치구들의 호수밀도

2000년에는 네 자치구의 호수밀도14)가 거의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
고 있었으나 2004년부터 송파구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기 시작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8년 아파트 단지들의 재개발이 완료되면서 네 자

14) 산출식 = 해당 년도 주거용 건축물들의 세대수(호) / 해당 자치구 면적(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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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구 중 두 번째로 넓은 면적(33.89k㎡)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송파구는
호수밀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자치구가 되었다. 따라서 송파구
의 고밀화는 특정 시기에 특수하게 나타났음을 인접 지역과에 비교를 통
해 알아보았고, 따라서 고밀화를 하나의 시점에서 분석하기보다 변화 양
상을 살펴보며 시계열로 고밀화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되었다. 따라서 3장에서는 잠실의 고밀화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 시계
열별로 분석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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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960년 – 1974년 기반시설 확보 단계의 잠실
3.2.1. 1970년 한강 공유수면 매립 사업
잠실 지구에 대한 관심은 1966년부터 시작되었다. 남서울 개발계획
내용에 따르면 잠실 섬 남부에 경공업지역을 배치하여 활용할 계획안이
담겨있어 최초로 잠실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이었다. 이후 1966
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현재까지도 잠실지구의 중요한 간선도로로 사
용되고 있는 남부순환로와 잠실대로에 대한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서울시는 잠실 섬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의 의지가
없었고 잠실 일대를 섬의 형태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67년 한강개발계획 중 잠실지구 일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면서 공유
수면 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림 9> 잠실 섬 공유수면 매립 공사
<그림 8> 1966년 남서울 개발계획
(출처 : 송파구지(1994), 남서울 개발계획 p.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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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971.02.17, 동아일보,
“잠실도 지구 개발착공”)

1960년대 후반 서울시에서는 한강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여러 지역에
걸쳐 추진하였다. 당시 만원이었던 서울의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미개발지의 형태로 남아있던 강남지역의 개발이 필요했고, 강남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한강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했다15). 그 중 하나인
잠실은 한강 주변의 매립지 중 마지막이자 가장 큰 매립지였다. 한강의
제방이 없던 시기에는 잠실 섬 일대에 존재하던 모래사장에 농작물 생산
이 불가하였고 한강물은 관리되지 않는 자원으로 취급받았다. 홍수 때의
한강의 너비는 현재의 지하철 구의역에서 석촌호수 남단까지로 3,500m
가 넘었지만 갈수기에는 50~100m 정도의 좁다란 물줄기였기 때문이
다.

그러나

1971년

2월

㈜잠실개발이

공유수면매립

허가(이수

419-1462호)를 받고 사업에 착수하여 총 83만평의 택지를 조성하였
고16), 정부와 서울시는 잠실 섬의 북동쪽을 절개하여 북쪽의 모래사
장17)과 해당 지역에 존재하던 일부 마을을 침수시켜 지류인 신천강18)
의 너비를 확장하고, 본류인 송파강을 땅으로 메우기로 하였다. 매립은
한강에서 준설한 토사로 진행하다가, 토사량이 부족하게 되어 연탄재를
비롯한 폐기물로 매립을 완료하여 1977년 3월 9일에 준공하였다. 이후
한강의 본류였던 송파강의 흔적으로 남은 게 지금의 석촌호수이다.

15) 손정목(2003), 『서울도시계획 이야기』 1권, p.292
16) 김진희(2011), 서울 1960-70년대 도시계획에서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의 의
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45
17) “장마때가 되면 물에 잠기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으로 방치된 이곳이 ... 사업에 소요되
는 170억 원의 비용은 민자 84억 원과 체비지 매각비 등 86억 원으로 충당한다.” 언론
보도, “잠실지역 개발의 의의”, 1971.02.19, 경향신문
18)『동국여지비고』(1870), 산천조의 기록을 보면 "한강물이 넘쳐서 지류가 생겼는데, 이
샛강을 신천(新川)이라고 한다고 기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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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966년 잠실 섬의 모습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최신서울특별시전도 중 잠실일대)

<그림 11> 1974년 한강 공유수면 매립사업 이후 잠실일대 항공사진
(송파강은 현재 석촌호수로 남게 되었다.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24 -

3.2.2. 1974년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1970년 잠실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시작되어 1976년 완료되기까
지 잠실에는 잠실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1970년 최초로 발표된 잠
실지구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잠실지구의 가로망은 현재와 같은 형태인
방사형 체계가 아닌 격자형 가로망 체계의 계획이었다.
당시에 발표한 계획안은 강북인구 분산정책에 의한 한강 이남지역 주
거지 공급에 특화된 계획으로 잠실지구의 큰 의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영동지구와의 연결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격자형 가로망 체계를 선택한 것이다19). 그러나 계획과정에 있
어서 잠실지구 개발을 단순히 주거지 공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서울을
기존의 도심과 영동·잠실, 영등포 지역의 3핵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1970년대에 발표되면서 잠실의 위상을 더욱 높게 측정하여
1974년 새로운 잠실지구 계획인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20)을 발
표하며 기존 계획안을 전면 수정하게 된다. 특히 잠실 일대가 보다 중심
성 있고 독자적인 지역으로 구성되기 위하여 기존 계획의 격자형 가로망
체계에서 도시의 중심성을 강화해주는 방사형의 가로망의 형태로 변경하
면서 도시의 형태를 통해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또한 방사
형의 가로망이 모이는 중심에는 중심상업지역과 송파강의 흔적인 석촌호
수의 호수공원을 배치하고 주거지와 분리하여 그 중심성을 더욱 강조하
고자 하였다.

19) 출처 : 1973년 영동·잠실 신시가지 조성계획
20) 이는 1974년 7월 박병주, 조건영, 신기철이 발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설계 용역보
고서이다. (출처 : 손정목(2003), 『서울도시계획 이야기』3권,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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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970년 잠실지구 종합개발계획
중 격자형 가로망계획

<그림 13> 1974년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중 방사형 가로망계획

(출처 : 잠실지구 종합개발계획)

(출처 : 아우름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이처럼 1974년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은 당시 도로 개설 및 대
지 조성 등의 토목 위주 사업에 의존한 도시조성의 흐름을 계획 중심의
도시조성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사례로써 이는 이후의 도시계획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잠실지구는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을 따
르지 않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획정리 후의 도시모습까지 사전에
구상하는 도시계획 행위를 보였고 이것을 1960~70년대 도시계획의 질
적 발전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례로 보았다21).
계획의 세부 내용으로는 총 면적 340만평에(11.2km²), 계획인구
25~30만 명이 거주하도록 하였다. 지구 중심부에는 9만5천 평의 호수
공원을 두고 주위로 높이 15~30층의 업무·상업 지구를 설치하며, 그 둘
레에 30만평 대지위에 12~15층의 고밀도 아파트 지구와 45만평에 5층
으로 통일된 중밀도 아파트 지구와 2층으로 통일된 단독주택이 들어서
도록 계획한 것으로 보아 도시 경관에 대한 스카이라인까지 고려한 계획
임을 알 수 있다.

21) 김진희(2011), 서울 1960-70년대 도시계획에서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의 의
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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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1974년 잠실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 당시 밀도계획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14> 1974년 잠실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 당시 밀도계획

<표 9> 1974년 잠실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 당시 밀도계획
구분

인구 밀도
(명/km²)

층 수 (층)

용적률

면적
(km²)

가구수
(호)

인구수
(명)

고밀도계획지역

80,000

12~1522)

130%

1.29

15,800

79,200

중밀도계획지역

60,000

4~5

100%

1.86

17,500

87,800

저밀도계획지역

25,000

1~2

40%

4.19

15,500

77,500

7.34

48,800

244,500

계

-

(출처 : 손정목(2003),『서울도시계획 이야기』3권, p.209와 김진희(2011), 같은 연구, p.143)

22) 1971년 영동2지구(강남) 계획에서 고밀도지구(아파트 지구)의 층수가 5~12층인 것을
감안할 때, 잠실지구가 조금 더 고밀화 된 계획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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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974년 - 1988년 평면적 확장 단계의 잠실
(1차 고밀화)
해방 당시 90만 명이던 서울의 인구는 1966년 379만 명을 넘어섰으
며, 15년 뒤 1980년의 인구는 1966년의 인구보다 많은 숫자인 457만
명이 증가한 836만 명이었다. 그 증가 수는 하루 평균 900여 명 수준
으로 매우 높은 수치였다. 그러나 당시 모든 도시 기능이 서울의 한강
이북 지역인 강북에 몰려 있는 당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인구 증가 추세
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강북으로 집중되는 인구에 비
해 서울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주택공급 등이 매우 부족했
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규모 신규 시가지 개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
었고 이를 통해 각종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
정에서 강북에 밀집된 인구를 강남으로 분산하고자 강북인구 분산정책이
등장했다.
강북인구 분산정책으로 개발이 시작된 잠실 일대는 공유수면 매립사
업을 통해 건축물을 지을 토지를 확보하였고, 토지에 들어설 종합적 성
격의 계획인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주거용도의 건축물들이 대거 들어설 수 있었고 잠실 일대는 평면적 확장
을 이뤄내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이를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1975년부
터 1990년까지 대상지의 인구수는 234,872명(6.3배) 증가하였고 가구
수는 66,007호(8.2배) 증가하였다.

<표 10> 평면적 확장 시기의 잠실 일대 인구수, 가구 수, 인구밀도, 호수밀도
잠실 일대
(면적 11.2km²)

인구 수(명)
가구 수(호)
인구 밀도(명/km²)23)
호수 밀도(호/km²)
비고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44,107
9,178
3,938
819

185,041
42,978
16,522
3,837

253,521
62,251
22,636
5,558

278,979
75,185
24,909
6,713

1974 잠실 지구 계획 인구수 : 244,500명, 계획 세대수 : 48,800세대

(출처 : 통계청 – 행정구역별 인구 및 가구 각 개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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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구수와 가구 수의 경우 1974년 계획 당시 잠실 일대 주거지
역에 총 인구수 244,500명, 48,800세대가 들어서기를 계획하였으나,
두 수치 모두 1980년에 목표치에 근접하였다가 5년 뒤인 1985년에
9,021명, 13,451호를 초과하면서 잠실 일대는 계획된 목표치보다 높은
인구수와 가구 수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인구 밀도와 호수 밀도의 경우 <그림 17>과 같이 1차 고밀화
시기인 1990년 이후로 크게 변동이 없으며 1990년의 송파구 전체 인구
밀도 18,718명/km²와 2018년 송파구 전체 인구밀도 19,613명/km²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74년부터 1988년까지의 시기를 평
면적 확장 단계인 ‘1차 고밀화 시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인구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6> 계획구역인 잠실 일대 시기 별 가구 수
(2005년의 경우 아파트 재개발에 의한 철거로 가구 수 감소)

23) 인구밀도와 호수밀도의 경우 각 해 년도 당시 인구수와 세대수를 1974년 계획에서 설
정한 잠실 일대 면적인 11.2km²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나누어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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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계획구역인 잠실일대 대상지의 인구밀도와 호수밀도
(2000~2005년의 경우 아파트 재개발에 의한 이주로 인구밀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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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1976년 잠실 일대
(구지도 참고하여 재작성)

<그림 19> 1987년 잠실 일대
(구지도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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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1976년 건축물과 1987년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물 비교(동일 스케일)

<표 11> 1976년과 1987년의 건축물 비교
단위(호)

건축물 면적 합계(m²)

건축물 수

1976년
1987년
차이

310,402
941,367
603,965(축구장 86개)

1,457
5,328
3,871

토지면적 대비
건축물 면적
비24)
3.47%
13.36%
-

기반시설이 확충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잠실은 평면적 확장을 거
듭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잠실 일대는 1976년 준공한 주공 1~4단지 아
파트와 1975년 준공한 잠실 시영아파트 단지를 건축하면서 급격한 세대
수의 증가 및 평면적 확장을 이뤄냈다. 이후로도 1988년 올림픽을 대비
하면서 중·저밀도계획구역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확산이 크게 이루
어졌다. <그림 20>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도곽 내의 76년 건축면적들
24) 토지 면적은 한강, 도로,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등을 제외한 건축물 건설 가능 면적(블
록 내부 면적)으로 산출하였다. (1976년은 8,956,985㎡, 1987년은 7,04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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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과 87년 건축면적들의 합의 차이는 약 63만m²로 이는 축구장 86
개 크기만큼의 건축물들이 들어선 것과 같다. 건축물 수도 1,457개에서
5,328개로 약 3.7배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잠실 일대는 강북인구 분산
정책에 따라 잠실을 제2의 도심 급으로 개발하고자함과 86년 아시안게
임, 88년 서울올림픽을 겪으면서 대단지 아파트, 선수기자촌 아파트 등
약 32,000세대의 아파트와 대형 상업시설25)인 백화점, 호텔, 테마파크,
스포츠 시설 등과 대형 오픈스페이스인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 등이 들
어서며 평면적 확장인 1차 고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1975년부터 착공된 잠실 시영아파트, 잠실 주공아파트 1~4단지
와 1978년 준공된 주공 5단지까지 단 3년 만에26) 잠실 일대는 25,180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된다. 이 당시 아파트 부지의 인구 순밀도
는 약 77,400명/km²이며,27) 이는 당시 서울 대부분의 인구밀도가
15,000명/k㎡ 이하 저밀도 주거지로 계획된 것과 달리28) 높은 인구밀
도를 지닌 아파트지구의 특성이었다. 이처럼 1978년부터 아파트 대단지
건설을 통해 많은 세대수를 확보하게 되면서 잠실지구, 영동 아파트지구
와 함께 한국인 일반의 주택생활양식이 단독주택에서 고급아파트로 전환
되는 분기점을 맞이하였다29).
그러나 주공아파트 1~4단지의 경우 1974년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
계획안에는 해당 지역을 고밀도지구로 설정하여 12~15층 아파트가 들
어서도록 하였으나, 주택공사에서 실제적으로 건설 당시에는 5층 아파트
로 건축하여30) 건축 밀도는 계획보다 낮아졌으나 인구밀도는 계획한 것
25) 당시 다핵도시개발을 강력추진하고 있던 구자춘 시장은 4만 7천여 평의 현재 롯데백화
점과 호텔이 들어선 상업 지역을 “잠실권은 물론 천호, 영동, 성남 등지의 활동인구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심센터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지구에는 백화점,
도서관, 병원, 극장, 아케이드, 위락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게 개발하겠다는 것을 강조했
다. (출처 : 손정목(2003), 『서울도시계획 이야기』 5권, p. 79)
26) 잠실 주공아파트 1~4단지 기공식은 1975년 2월 6일로 당시 양택식 서울 시장은 주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180일 작전’이라는 명칭 하에 단기간 내에 아파트 준공을 목적
으로 공사현장을 진행했다.
27) 잠실 고밀도지구 계획 인구밀도 80,000명/km²에 거의 근사한 수치이다.
28) 김진희(2011), 서울 1960-70년대 도시계획에서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의 의
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61
29) 손정목(2003), 『서울도시계획 이야기』3권, p.242
30) 이때까지 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는 모두 5~6층의 아파트로 고층 아파트 건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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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나타내었다.
<표 12> 잠실주공아파트와 잠실시영아파트
아파트 명
(단지 면적 ㎡)
잠실 주공 1단지
(253,756m²)
잠실 주공 2단지
(238,278m²)
잠실 주공 3단지
(174,827m²)
잠실 주공 4단지
(136,430m²)
잠실 주공 5단지
(356,159m²)
잠실 시영아파트
(314,371m²)
총 계
(1,473,823m²)

준공
일자

세대수

동
수

용
적
률

최
대
층
수

추정 치31)
인구수

인구
밀도
(명/km²)

1976.4.1

5,390

123

70%

5

26,519

96,309

1976.4.1

4,450

86

63%

5

21,894

76,331

1976.4.1

3,280

71

83%

5

16,138

86,328

1976.4.1

2,130

54

79%

5

10,480

70,387

1978.11.28

3,930

30

138%

15

19,336

56,734

1975.10.30

6,000

163

76%

5

29,520

78,119

25,180

527

123,886

평균 :
77,368

(출처 : 서울특별시(2000), 잠실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보고서)

<그림 21> 주공 2단지 전경

<그림 22> 1975년 잠실종합계획도 조감도

(출처 : 대한주택공사)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한 경험이 부족한 것, 철골구조와 엘리베이터로 공사비가 높아지는 것, 아이들의 정서 상
고층 건축물이 교육 환경에 좋지 않다는 것, 당시 주된 난방 연료가 연탄인 것을 감안하여
저층 아파트로 계획되게 되었다. (출처 : 손정목(2003), 같은 책, p.216)
31) 인구수와 인구밀도는 1975년 기준 송파구 평균 가구당 가구원 수 4.92명으로 추정한
수치임. (손정목(2003), 같은 책, p.218에 주공 1~4단지 아파트에 10만 명이 거주하도
록 계획하였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추정치가 유사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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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밀화는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강남구32)와 비교하면 더욱이
그 정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 13>과 <그림 23>, <그림 24>에
따르면 강남에 대한 계획과 개발이 8년가량 먼저 일어난 것을 감안할
때33) 건축행위의 총 계의 차이인 3,442호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정도
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송파구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건축 행
위가 2배 많은 것과 신축된 아파트 호수는 강남구보다 적은 것으로 보
아 송파구가 강남구에 비해 수직적 고밀화 보다 평면적 확산이 크게 일
어났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중·저밀도 계획구역에 1980년부터 1989년
까지 10년 동안의 기간에 단독주택 6,241호, 다세대주택 4,385호가 건
설되어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음을 알 수 있다34).

<표 13> 1970 - 1989년 건축 된 송파구와 강남구 주거 세대수 누적량 비교
단위(호)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송파구

59,873

6,938

45,888

1,890

4,400

757

강남구

63,315

3,699

54,499

2,154

2,422

541

32) 1966년 영동지구 신시가지계획, 1973년 영동·잠실 신시가지 조성계획 등
33) 영동지구 신시가지계획(1966년 9월),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1974년)
34)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서울시 건축년도별 주택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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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1976년 잠실의 건축물과 1987년 잠실 도면 비교 중첩

<그림 24> 1976년 강남의 건축물과 1984년 강남 도면 비교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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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00년 – 2009년 수직 고밀화 단계의 잠실
(2차 고밀화)
잠실 일대는 1차 고밀화 시기를 거치면서 평면적 확산이 거의 종료되
었고 택지개발을 위한 미개발지가 고갈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 공간을
압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함과 더불어 주택의 노후화, 주거 공급의 목적으
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단독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저층아파트에서 고층아파트로 재건축되면서 층수 및 용적률
등의 밀도가 증가하는 수직적 고밀화의 시기를 겪었다.
이와 같은 수직적 고밀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평면적 확장 시기
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의 건축 년도가 거의 동일하였고, 비슷한 자재
와 건축 방식을 사용하여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노후화되기 시
작하였다. 따라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동시에 재개발 공사를 착수하
기 시작하였고35), 아파트 철거에 따라 공사 기간 동안 잠실 일대에 계
속해서 거주를 희망하는 거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밀도계획
구역의 단독주택들이 다세대 주택으로 재개발 되면서 수직 고밀화 단계
가 시작되었다. 이 후 아파트 재개발이 비슷한 시기에 전부 완공이 되었
고 세대수가 단 시간 내에 증가하게 되면서36) 많은 인구가 잠실 일대로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인구 유입에 따른 주변 상권과 인프라가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수직적 고밀화를 겪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잠실 일대
에 있었던 고밀화 단계 중 2차 고밀화 단계이며 수직적 고밀화 단계라
할 수 있다.
현재 잠실일대에 존재하는 건축물 중 평면적 확장 시기(1974~1988)
인 15개년동안 건축된 건축물 수는 1,068개이며, 이는 현존하는 전체
35) 잠실5개단지의 규모가 총 497개 동, 21,250세대에 달해 안전진단 비용만 51억 원 이
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에 송파구는 해당지역 아파트 전 단지가 20년 이상 경과
되었고, 동별 노후도에도 거의 차이가 없음을 감안하여 전체 동수를 기준으로 10%범위에
대한 ‘표본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송파구청 주택과(2009), 『잠실저밀도지구 재건축
백서』, p.168)
36) 완공 된 아파트 단지의 총 세대수는 30,464호였으며, 재개발로 인해 증가한 세대수는
3,229 세대이다.

- 37 -

건축물 수의 18.9%에 해당한다. 또한 수직 고밀화 시기(2000~2009)
인 10개년동안 건축된 건축물 수는 1,972개이며 이는 현존하는 전체
건축물 수의 34.9%에 해당하고, 현존하는 건축물들 중 두 시기에 지어
진 건축물들의 비율은 53.8%로 절반을 초과하여 각각의 고밀화 시기에
건축물들이 대거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을 <그림 25>와 <그림
26>과 같이 현존하는 건축물들을 건축년도에 따라 구분하고 각 시기별
건축물들의 용적률37)을 살펴보면 2차 고밀화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의
용적률이 더욱 높은 수치를 기록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2000년대 들
어 잠실 일대에 미개발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
게 일어났으며, 층수와 용적률 등의 밀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37) 오주용(2005), 개발밀도에 따른 주거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p.59에 따라 6단계로 용적률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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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현존하는 건축물들 중 평면적 확장 시기에 건축된 건축물들의 용적률

<그림 26> 현존하는 건축물들 중 수직 고밀화 시기에 건축된 건축물들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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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치적으로 검증해보면 수직 고밀화 시기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들과 송파구의 시행된 건축행위 누적총량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송파구가 73,294호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위인 강서구보
다 12,132호 많은 수치이며 최하위인 종로구보다 62,010호 많은 수
(6.5배)를 기록하였다. 특히 수직적 고밀화의 척도로 삼을 수 있는 주거
유형중 아파트의 건축행위만을 살펴보더라도 송파구가 42,586호로 서울
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위인 동대문구보
다 7,817호 많고, 최하위인 종로구보다 38,450호 많은 수(10.3배)를
기록하였다38).

<표 14> 2000 – 2009년 건축 된 서울시 자치구별 주거 세대수 누적량 비교
순위

1

2

3

4

5

23~25

자치구명

송파구

강서구

성북구

은평구

관악구

하위3개구
평균

세대수(호)

73,294

61,162

45,971

44,475

42,182

13,518

<표 15> 2000 – 2009년 건축 된 서울시 자치구별 아파트 세대수 누적량 비교
순위

1

2

3

4

5

23~25

자치구명

송파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서구

강동구

하위3개구
평균

세대수(호)

42,586

34,769

34,645

33,981

29,291

22,056

잠실 일대에 주거용 건축물은 1959년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1차 고밀
화 시기를 거치면서 시가화가 거의 종료되었다. 이후 2000년부터 택지
개발을 위한 미개발지가 고갈되었고, 도시 공간을 압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함과 더불어 주택의 노후화, 주거 공급의 목적으로 단독주택에서 다세

38)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서울시 건축년도별 주택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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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택으로의 재개발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6년부터
준공 예정이었던 잠실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을 위한 기존 아파트의 철거로
인하여 주민 이주로 인한 주택 수요로 방이동, 송파동, 석촌동, 삼전동,
잠실동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다세대·다가구·연립·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신축허가와 사업승인이 16,920호에 이르렀고 이 중 공사 중이거
나 미착공 되어 향후 공급예정인 물량이 13,629호에 달하는 등 안팎으
로 주택 공급의 증가를 유발했다39). 따라서 2000년 – 2009년 수직 고
밀화 시기를 두 단계로 나누어 첫 번째는 2000~2005년 다세대 주택
재개발 시기, 두 번째는 2006~2009년 아파트 단지 재개발 시기로 나
누어 분석한다.

39) 송파구청 주택과(2009), 『잠실 저밀도지구 재건축백서』,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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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그림 27> 2000~2010년 전년 대비 재건축 아파트 밀집지역 인구변화

단위 : (명)

<그림 28> 2000~2010년 전년 대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인구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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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2000년 – 2005년 다세대 주택 재개발
2000년부터

2005년간

송파구

다세대

주택의

누적

건축행위는

24,675호에 이르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주택 공급의
증가를 유발했다40).

<표 16> 2000 – 2005년 건축된 서울시 자치구별 다세대주택 세대수 누적량 비교
순위

1

2

3

4

5

23~25

자치구명

송파구

강서구

은평구

강남구

광진구

하위3개구
평균

세대수(호)

24,675

19,042

17,688

8,919

8,830

2,014

<그림 29> 2차 고밀화 시기에 잠실 일대에 지어진 건축물 중 현존하는 다세대주택

40)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각 해마다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세대주택 건축
행위 현황 중 최고 수치를 기록. 이후 2017년까지도 상위 자치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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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의 재개발은 특히 송파구 중에서도 저밀도계획구역의 단
독주택부지들에서 활발히 일어났다. <그림 30>에 따르면 1차 고밀화 시
기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건설이 모두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차 고밀화 시기에 들어서 미개발지가 고갈되어 새로이
개발할 토지가 부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세대주택의 건축행위가 1차
고밀화 시기보다 더욱 활발하게 행해지는 것으로 보아 저밀도계획구역에
건설되었던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재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0> 송파구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연도별 건축행위 현황

또한 <그림 3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잠실 일대 저밀도계획구역에서 전국, 서울시, 송파구 평균보다 훨씬 높
은 수치로 다세대주택의 비율이 급증했다. 이를 다세대주택 비율 증가분
을 통해 살펴보자면 5년 동안 전국이 2.7배, 서울시가 2.4배, 송파구가
3.74배 증가한 것에 비해, 저밀도 계획구역의 행정동인 송파1동은 5.3
배, 석촌동은 6.54배, 잠실본동은 6.79배, 삼전동은 무려 10.56배나 증
가하였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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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시기별 전국, 서울시, 송파구, 저밀도계획구역들의 주거 유형 중
다세대 주택 비율

이를 저밀도계획구역의 호수밀도와 인구밀도로 살펴보면 <그림 32>
와 같다. 먼저 호수 밀도의 경우 행정구역의 면적 대비 세대수를 밀도
형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단위 면적 대비 세대수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
다. 대체적으로 저밀도계획구역의 모든 행정동의 호수 밀도가 꾸준히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석촌동, 삼전동, 잠실본동의 경우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다세대주택이 급증한 계기로 인해 호수밀도가 확연히 증
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후 어느 정도 정체되어있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인구밀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
지만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모든 행정동의 인구밀도가 증가하였
으며 해당 행정구역들의 2000년 가구당 가구원 수 평균치가 3.45명에
서 2015년 가구당 가구원 수가 2.70명으로 감소한42)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당시에 주택 공급이 활발했고 그에 대한 수요도 많아 인구밀
41) 출처 : 국가통계포털, 서울통계홈페이지,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서울통계연구, 서울열린데
이터광장
42) 저밀도 계획 구역의 가구 당 가구원 수 평균은 1990년 3.78명, 1995년 3.56명, 2000
년 3.45명, 2005년 3.23명, 2010년 3.03명, 2015년 2.70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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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 저밀도계획구역의 1990~2015년 평균 인구밀도와 호수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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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2006년 – 2009년 아파트 단지 재개발
1975년부터 1978년까지 3년 동안 차례로 준공된 잠실 주공 1~4단
지 아파트와 잠실 시영아파트 총 497개동, 21,250세대가 모두 재개발
에 착수하였다. 이후 잠실 주공 4단지의 2006년 12월 준공을 시작으로
2008년 9월 주공 1단지까지 2년 동안 아파트 단지들의 재개발이 모두
완료되었다. 5개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 면적의 총 합은 여의도 면적의
1/3 크기인 30만평에 이르며, 재개발로 인해 증가한 총 세대수는 3,229
세대, 상주인구 5만 여명, 단지별 용적률 증가량의 평균은 약 200%이
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송파구 아파트 호 수
증가분은 32,165호43)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가장 높은 증가량을 기
록했으며 2위인 강남구의 20,256호보다 많은 수치이다.

<표 17> 재개발된 아파트들의 개요
기정 아파트 명
(변경 아파트 명)
잠실 주공 1단지
(엘스)
잠실 주공 2단지
(리센츠)
잠실 주공 3단지
(트리지움)
잠실 주공 4단지
(레이크펠리스)
잠실 주공 5단지
(미정)44)
잠실 시영아파트
(파크리오)
총 계

준공일자

동 수
변화(동)

세대수
변화(호)

세대수
용적률
증감

용적률
증가량

2008.09

123->72

5,390->
5,678

+288

275%

+205%

2008.07

86->65

4,450->
5,563

+1,113

275%

+212%

2007.08

71->46

2,864->
3,280

+416

277%

+191%

2006.12

54->35

2,130->
2,678

+548

273%

+194%

미정

45->38

3,930->
6,401

+2,471

316%

+178%

2008.08

163->66

+864

280%

+204%

6,000->
6,864
24,764->
30,464

+3,229

평균
197%

43) 주공 1~4단지와 시영아파트의 재개발 후 총 세대수는 24,063세대이며, 이 외에 송파
구 다른 지역에서도 아파트 건설이 일어났다.
44) 주공 5단지의 재건축의 경우 결정된 사안이 아니므로 변동될 여지가 있다. (출처 : 송
파구(2016), 잠실주공5단지(잠실 아파트지구 1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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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시영아파트와 파크리오 비교

<그림 33> 잠실시영아파트(위)와
재개발 된 파크리오 아파트(아래)

시영아파트

파크리오

준공일자

1975.10.30.

2008.08.29

동수

163개 동

66개 동

세대 수

6,000

6,864

건폐율

21.75%

15%

용적률

76%

280%

최대 층수

5층

36층

공급 면적

13평~20평

16평~52평

동간 평균
이격 거리

15~20m

20~30m

2006년에서 2008년까지 2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모두 준공되어 입
주하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들의 재개발은 기존의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잠실주공아파트’라는 하나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던 것을
각각의 개별 단지로 구분하여 시행사와 시공사가 개별의 설계를 맡아 진
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지 기획, 설계, 시공이 아파트 단지들끼리 서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게 된 것, 당시 유행하던 아파트 설계 방식의 존
재, 제한된 설계사와 시공사45) 등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들의 주동 배치,
탑상형의 형태, 조경, 단지 동선 설계, 차량 전면 지하화 방식, 지하 주
차장 출입구 등의 아파트 단지의 외형이 유사하게 나타나 기존의 잠실
주공아파트 단지로 묶여 있던 개념과 유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안))
45) 공동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경우 주공 1,2,4단지, 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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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재개발된 아파트 단지들의 유사한 모습

주동
외관

지하
주차장
출입구

단지
출입구
조형물
아파트
명

엘스
(주공 1단지)

리센츠
(주공 2단지)

트리지움
(주공 3단지)

레이크펠리스
(주공 4단지)

파크리오
(시영아파트)

준공
일자

2008.09

2008.07

2007.08

2006.12

2008.08

설계사

한국조형

담

삼우, 성일

한국조형, 건원

대림건설,
대우건설,
C&우방,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GS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시공사
대림산업,
삼성물산

공통점

진아, 세종, 천일,
POS.A-C
현대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코오롱건설,
쌍용건설,
삼성물산

탑상형 주동형태, 차량 지하화 방식, 단지 내 학교 배치, 학교를 지나는 주된 동선
계획, 단지 별 건축물 최저 층수 17~21층 / 최대 층수 32~36층, 조경 형태,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비실 외관, 단지 출입구 형태, 단지 내 조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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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09년 이후 활동 집약화 단계의 잠실
(3차 고밀화)
1차 고밀화는 주거, 상업, 문화시설의 보급 및 확장으로 평면적 확산
에 의한 고밀화, 2차 고밀화는 주택 재건축으로 인한 잠실 일대의 수직
적 고밀화였다면, 2009년 이후 3차 고밀화 단계에서는 제도와 사업, 랜
드마크 건설 등을 통해 잠실에 대한 외부인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활동
밀도가 증가하는 인지와 방문 증가의 활동 집약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잠실 일대가 활동 집약화 단계로 접어들게 한 사건들이 몇 가
지 존재하는데, 먼저 2012년 잠실에 관광 특구가 지정된 사건으로 인해
잠실 일대에서 각종 행사들을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7년에
123층의 초고층빌딩이 개장하면서 많은 유동인구가 잠실 일대에 유입되
기 시작했으며, 송파구와 롯데 측이 합작하여 석촌호수에서 매년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서 유동인구와 인지도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롯데
월드타워 개장을 앞둔 불꽃축제 행사 날 당일에는 강동구 거주인구에 버
금가는 40만 명의 관람객이 몇 시간 만에 잠실 일대에 모이는 사건도
있었다46).
이처럼 국내 최고 높이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47)의 인지적 요인과
더불어 새롭게 생겨난 ‘송리단길’ 이라는 롯데월드몰 일평균 유동인구의
38%인 28,034명의 유동인구를 가진 상권의 등장으로 인해 잠실 일대
는 물리적 변화를 겪지 않고도 관광객, 방문객 수 등의 활동 밀도가 증
가하는 3차 고밀화 단계인 활동 집약화를 겪고 있다.
이를 수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09년과 2015년의 주말 유동인구
데이터를 비교해 보았다. 2009년의 경우 유동인구가 잠실역과 잠실새내
역 부근으로 점의 형태로 밀집된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2015년의 경
우 2009년 대비 유동인구 총량이 1,158명48) 증가하였고 유동인구 조
46) 언론보도, “롯데월드타워 불꽃쇼, 11분간 40억 들어 시민 40만명 관람”,
2017.04.03. 한국경제
47) 건축물의 높이는 555m로 2016년 기준 세계에서 5번째로 높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
은 건축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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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점 간의 데이터도 서로 연결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잠실
지역의 인지도가 상승하여 보도 통행의 유동인구가 증가하였고 지역 간
연계된 통행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4년 개장한 롯데월드몰의 경우 2017년 개장 3년 만에 누적
방문객을 1억 명을 돌파하였으며, 일평균 방문객 7만3천여 명, 연간 평
균 방문객 2,703만 명의 유동인구가 존재한다. 1989년에 개장한 롯데
월드 테마파크의 경우 개장 이후 연간 평균 입장객은 750만 명이며,
2014년에 진행한 석촌호수 행사인 러버덕 전시기간에는 약 502만 명의
관람객이, 2016년 슈퍼문 전시기간에는 591만 명의 관람객이, 2017년
스위트 스완과 롯데월드타워 개장 기념 불꽃 축제 당시에는 650만 명의
관람객이 석촌호수 일대를 방문할 정도로49) 잠실 일대에는 다양한 이벤
트로 인한 인지와 활동 집약화의 고밀화를 통해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
다.

48) 조사지점별 짧은 시간(아침 25분, 점심 25분, 오후 25분, 저녁 25분의 총 1시간 30
분)의 데이터이므로 표본의 크기에 한계가 있다.
49) 출처 : 롯데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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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2009년 송파구 주말 유동인구 조사지점 데이터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서울시 년도별 유동인구 및 사업체 정보)

<그림 35> 2015년 송파구 주말 유동인구 조사지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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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잠실 관광 특구 지정
인지와 활동의 고밀화 단계로 접어들게 한 첫 번째 사건으로는 잠실
관광특구 지정이 있다. 2012년 3월 15일에는 2015년 완공예정인 롯데
월드타워 및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방이맛골거리, 올림픽공원 등 다수의
관광자원이 밀집해 있는 잠실ㆍ방이지역을 잠실 관광 특구로 지정(서울
시 고시 제2012-58호) 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림 36> 잠실 관광 특구 구역계
(출처 : 송파구청)

관광특구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
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 1993년부터 관광진흥법 제1장 제2조 11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하
며, 2018년 현재 13개 시도에 31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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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 재정적 기대효과와 제도적 기대효과
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먼저 재정적 기대효과로는 문화·체육·숙박·상
가 시설로서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문화체
육관광부로부터 관광 진흥 개발기금, 국고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서울시로부터 관광안내체계나 축제 등 관광 특구 활성화를 위한 보조
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50). 제도적 기대효과로는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가치 창출 및 관광산업 활성화목적으로 옥외광고물이나 일반·휴
게 음식점 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켜 준다. 그 내용은 광고물의 표시위
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전기
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관광특구 내 일
반·휴게 음식점 업은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도로통행제한을 가능하게
하며, 일부건축물은 건축제한을 완화시켜 준다. 또한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되며51) 호텔 및 부대시설과 주택의 복합된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관광특구는 지정에 관한 요건이 존재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령 제58조(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상가ㆍ숙박ㆍ공공편익시설, 휴양ㆍ오락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서울시는 50만 명) 이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고시하는 통계전문기관의 통계)이어야 하며, 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ㆍ
택지 등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잠실 관광특구 지정 구역에는 서측의 잠실역 일대의 롯데월드
타워, 롯데월드 테마파크, 석촌호수와 동측의 올림픽 공원을 연결해 주
는 방이 2동 숙박시설 밀집지역인 방이 숙박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50) 2011년 기준 관광 진흥 개발 기금 2,131억 원, 국고보조금 50억원, 서울시 보조금 5
억원
51)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이거나 150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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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초고층빌딩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층건물의 역사는 20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초고층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대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의를 내릴 수
는 없다52).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계초고층학회에서는 높이 300m(약
75층 규모)이상 건축물을 초고층빌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조공
학적인 관점에서는 바람, 지진 등 횡 하중이 구조계획에 주된 영향을 끼
치는 건축물 또는 세장비(Aspect Ratio)가 최소 5:1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53).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는 법적
근거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
장 제2조 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표 20> 각국의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

미국

분류
CTBUH
The Emporis Data
Committee
일본
중국
유럽
홍콩/싱가폴
한국

내용
300m 또는 984ft 이상인 건축물
최소높이 150m 또는 500ft로 지속적으로 거주
가능한 건축물
높이 60m 이상인 건축물
100m 이상 높이를 가진 건축물
12층 이상의 건축물
35층 이상의 건축물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

(출처54) : 정진욱(2005), 국내 초고층 주상복합계획 특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경(2011), 초고층 건축물 용도구성특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2) 박효균(2010), 초고층 현대건축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7.
53) 이창학(2012), 초고층 건물 건립에 의한 효과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5
54) 이창학(2012), 같은 연구, p.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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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초고층 빌딩은 토지를 압축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최
적화되어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토지
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최근 출산율 저조로 인한 총 인구의 감소와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념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이 초고층 빌딩의 중요성은 커져가고
있다. 최막중(2006)55)은 그의 연구에서 초고층 건축물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교통비용, 환경비용, 기반시설 비용의 절감, 토지 이용의
친환경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고층 빌딩 중에서도 100층 이상의 건축물들은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어 수직도시라고 불리기도 한다. 미국 뉴욕과 시카
고에서 시작된 수직도시의 역사는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을 증명하게 되면서 국내에 최초로 100층 이상 규
모의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가 들어서게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1987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17년 사용 승인이 허가된
123층 555m의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56)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일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잠실 일대는 인지와 활동의 고밀화가 일어나게
된 두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2014년 개장한 롯데월드몰의 경우
연간 평균 2,703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2017년 10월 기준 롯데월드
몰과 롯데월드타워의 누적 방문객이 1억 명을 초과한 상황이며57) 롯데
월드타워와 인접한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시설인 롯데월드 테마파크의 경
우 현재까지 평균 연간 750여만 명의 입장객을 기록하고 있다.

55) 최막중(2006), 도시계획 차원의 초고층 건축물의 의미, 『건축』, 대한건축학회.
56) 555m의 롯데월드타워는 2016년 기준 세계에서 5번째로 높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조사되었다.
57) 출처 : 롯데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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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잠실 롯데월드타워 개요
분류

내용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일대

건축 규모

지하 6층, 지상123층(최고 높이 555m)
대지 면적 : 87,182㎡
건축 면적 : 36,471㎡
연면적 : 805,872㎡
건폐율 : 41.83% / 용적률 : 573.24%
사업비 : 4조 2000억 원

사업 기간
용도

2010.11.11 건축 허가 ~ 2017.04.03 개장
상업, 업무, 주거, 전시, 호텔, 전망대

<표 22> 잠실 롯데월드타워 건설 과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처 : 롯데물산)

<그림 37> 롯데월드타워 층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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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용도

117~123층

전망대

115~116층

기계실

108~114층

고급 오피스

102~107층

기계실, 대피소

76~101층

호텔

72~75층

기계실, 대피소

42~71층

223세대 주거시설

39~41층

기계실, 대피소

14~38층

오피스 시설

13층

기계실

8~12층

피트니스센터,
홍보관

7층

미술관

1~6층

상업시설

3.5.3. 송리단길
활동 집약화 단계의 세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송리단길은 서울
특별시 송파구 송파1동 일대 골목상권에 새롭게 생긴 상권에 송파구의
‘송-’과 경리단길의 ‘-리단길’의 합성어로 새롭게 생성된 지역명이다. 송
리단길 이름의 유래인 경리단길의 경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국
군재정관리단의 옛 이름인 육군중앙경리단에서 이름을 따온 지역이다.
이 지역이 유명해 진 이유는 평범한 주택가 골목이었던 곳에 예술가와
상인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기반으로 모여 이색적인 공간을 만들어낸 사
례지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는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수길’
과 경복궁 서쪽의 통인동과 통의동의 ‘서촌’, 종로구의 ‘삼청동’ 등이 있
다. 이 지역들은 이색적인 공간으로 방문객들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유
동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
상으로 기존 상인들의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상인들은 초기의 가로수길이나 삼청동과 같은 저
렴한 임대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장소를 찾아 나서게 된다. 그에 따라
새로운 장소에 가로수길과 경리단길의 모습을 한 골목들이 나타나게 되
면서 ‘-리단길’과 ‘-로수길’의 형태와 이름을 차용한 상권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서울대학교 정문의 형태인 ‘샤-’와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로수길’의 합성어인 샤로수길도 이와 유사한 형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리단길’과 ‘-로수길’은 아무 지역에나 생기는 것은
아니다. 1차적으로는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곳에 생기지만 젠트리피케이
션이 일어난 장소와 비교적 인접한 지역에 생겨난다. 그 사례로는 홍대
– 합정동 – 상수동 – ‘망리단길’로 진행된 지역이 있다. 다른 사례로는
개발 이슈가 있거나 혹은 유동인구가 확보되거나 확보될 예정이 있는 지
역에 생겨난다. 이와 같은 지역으로는 서울로 7017의 중림동 ‘중리단
길’,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의 공릉동 ‘공리단길’ 등이 있다. 송리단
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새롭게 생겨난 123층의
건축물과 함께 멀티플렉스, 쇼핑시설, 음식점등이 밀집해 있는 잠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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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과 더불어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의 대형 오픈스페이스 등과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새로운 상권이 생길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38> ‘-리단길’과 ‘-로수길’의 생성과 소멸

<표 23> 송리단길에 위치한 상점들의 입면

이 상권이 송리단길로 불리게 된 것은 2017년 2월에 송파1동 상권에
새롭게 개업한 한 업주가 SNS에 홍보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붙인
별칭으로 시작되었다. 실제로도 송리단길과 같은 별칭상권들은 주로 온
라인상에서 SNS홍보를 통해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SNS 해시
태그 개수 분석을 해본 결과58) 2017년 8월 9일 처음 사용된 별칭은
2018년 1월 1일에 1,524개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6월 1일에
39,124개, 2018년 8월 15일에 71,131개, 2018년 10월 1일에는
133,700개 이상으로 인지도가 단기간에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58) SNS의 한 종류인 인스타그램의 태그 개수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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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언론 보도에 노출된 횟수를 살펴보아도 2017년 12월 13일에 최초
로 보도된 송리단길의 키워드는 2018년 6월 1일 다음 포털사이트에 66
건,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85건의 인터넷 기사가 등록되었고, 2018년
11월 1일 기준으로 다음에 191건, 네이버에 244건의 기사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송리단길 검색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9월 90건에 달하던 검색수가 2018년 4월에는 33,100여건으로
증가하였다59).
SNS 사용자들이 송리단길이라는 키워드와 연계하여 사용한 단어들은
쇼핑, 롯데월드, 카페, 맛집, 석촌호수, 인테리어, 교통 등이 있었고, 이
는 소비자들이 송리단길에서 요구하고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가 식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롯데월드몰, 석촌호수, 송리단길을 연계하여 쇼핑,
산책, 여가, 음식점, 카페 등을 복합적으로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39> 송리단길이 속해 있는 송파1동 월별 일평균 유동인구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 출처 : 네이버 데이터랩 (https://datala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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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송리단길의 형성 배경을 밀도 측면에서 분석해 보자면 저
밀도계획구역의 호수밀도 증가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림 40>과
같이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송파구 행정구역들의 호수밀도를 비교
해 본 결과, 아파트 밀집지역인 잠실2,3,4,6,7동은 호수밀도가 거의 증
가하지 않은 반면 저밀도계획구역이며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인 방이2동,
송파1동, 석촌동, 삼전동, 잠실본동의 경우 1990년부터 2015년까지 계
속해서 호수밀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0년에서 2005년 수직 고밀
화시기에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설되어 호수밀도가 급증하였다. 이처럼
저밀도계획구역의 호수밀도가 1974년 계획 당시에 ‘저밀도’로 계획한 것
과 달리 계속해서 증가하여 계획 당시의 고밀도 지역인 아파트 밀집지역
보다 호수 밀도가 높아졌고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거주 인구들의
다양한 소비패턴으로 인한 고정된 상권 방문객과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
해 송리단길이 형성되고 활성화 될 수 있었다.

<그림 40> 1990년 ~ 2015년 송파구 및 행정구역들의 평균 호수밀도 (호/k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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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밀화 과정에서 나타난 공간적 특성

4.1. 교통과 가로환경
4.1.1. 저밀도계획구역
송파구의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 공간 현황을 유사 지역과 비
교·분석하기 위해 1970년~2017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세대
주택 건축 행위현황을 조사한 데이터60)와 주택유형별 우세 주택 종류를
따져 본 데이터61)를 참고하여본 결과 서울시 자치구 중 은평구가 송파
구와 유사하게 두 척도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
다. 특히 은평구의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의 주거유형 중 가장 높
은 다세대주택 비율(36.8%)을 가지고 있었다62). 따라서 체계적인 계획
하에 조성된 한강이남 지역의 잠실 일대가 속한 송파구와 그 비교대상을
1967년에 개발되어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으며 한강이북의 비교적 유
기적 형태를 띠고 있는 은평구가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여 비교
가 유의미할 것이라 판단하고 두 지역을 비교하기로 하였다.

60)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서울시 건축년도별 주택현황 통계
61) 출처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지도로 본 서울 : 주택유형
62) 은평구 주거 유형은 다세대주택 36.8%, 단독주택 29.4%, 아파트 28.7%, 연립주택
4.4%,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 0.7% 순으로 많았다. (출처 : 2017년 은평구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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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서울시 자치구별 연도별 각 해년 건축된 다세대주택 세대수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서울시 건축년도별 주택현황 통계)

특히 은평구 역촌동 일대는 1967년 역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
해 개발된 지역으로 1966년 최초로 수립된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역촌
지구(은평)를 1도심 5부도심63) 중 하나의 부도심으로 설정할 정도로
당시에는 주거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이었다. 역촌지구의
특징으로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여 많은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
었으므로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입체환지가 아닌 평면환지
방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중심의 저밀도 주거
지로 형성될 수밖에 없어 아파트 건설 등의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꾀할
수 없었다64).

63)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룬 5부도심은 은평, 창동, 천호, 강남, 영등포였으며
이후 197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조정수립에서 다룬 부도심은 은평, 미아, 망우, 화곡, 영등
포, 영동, 천호의 7개로 증가하였다.
64) 김진희(2011), 서울 1960-70년대 도시계획에서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의 의
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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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송파구 석촌동과 은평구 역촌동의 우세 주택 유형
(출처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지도로 본 서울 중 주택유형)

특히 역촌지구와 잠실지구의 보다 세밀한 비교를 위해 송파구 중 잠
실 일대에서 계획 당시 저밀도계획구역65)으로 지정되었고 주거 유형 중
다세대주택 비율이 높은 석촌동(57.12%)과66) 은평구 행정구역 중 가
장 많은 세대수를 기록하였으며 주거 유형에서 구 내 가장 높은 다세대
주택 비율을 기록한(53.86%) 역촌동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두 지역의
면적은 각각 석촌동 0.95 k㎡, 역촌동 1.16k㎡로 역촌동이 조금 더 큰
면적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촌동의 경우 동측으로 50m의 광로, 남측으로 40m의 광로,
서측과 북측으로는 각각 25m의 대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역촌동의 경우
65) 1974년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의 저밀도 구역은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방이2동,
송파1동, 석촌동, 그리고 삼전동과 잠실본동의 일부이다.
66) 삼전동의 다세대주택 비율이 62.17%로 가장 높고 석촌동은 두 번째로 높으나 삼전동
의 일부가 중밀도지역으로 계획된 것에 감안하여 석촌동을 비교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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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m의 대로와 25m의 대로가 각각 행정구역을 남북과 동서로 가로지르
고 있고 동측으로 40m의 광로, 북측으로 30m의 대로가 지나고 있어
주변 도로의 위계상으로 두 행정구역의 위계는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비교 대상으로는 먼저 두 지역의 필지 크기를 비교해보았다. 주거 용
지의 필지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토지의 지목 상 대(垈)에 해당하는 지
목만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67) 역촌동은 총 3,648개의 필지가 존재하였
고 필지들의 면적 총 합은 743,974㎡이었으며 필지 크기의 평균은 약
203.94㎡로 나타났다. 반면 석촌동의 경우 총 2,235개의 필지가 존재하
였고 그 총 합은 602,235㎡로 필지 크기의 평균은 약 269.46㎡로 조사
되었다. 그 결과 석촌동은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하에 구획된 지역이지만
잠실 지구 계획 당시 저밀도계획구역의 단독주택을 설립하기 위한 지역
으로 계획되어 필지의 크기가 작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자연 발생적·유
기적으로 형성된 역촌동에 비해 오히려 필지의 크기가 큰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필지의 모양도 석촌동의 경우 계획된 지역답게 가구의 2열
배치를 통한 가구의 효율적인 사용이 눈에 띄나, 역촌동의 경우 가구의
3열, 4열 배치 및 합필 등으로 인해 도로에 맹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
고자 필지의 형태가 세장형이거나 접도율이 낮은 과소·맹지형으로 생기
는 경우가 많았다.

67) 제외된 지목으로는 도로(도), 주차장(차), 학교(학), 주유소용지(주), 공원(공), 체육용
지(체), 종교용지(종), 사적지(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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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2018년 기준 석촌동과 역촌동의 블록과 필지 비교
위치

송파구 석촌동

은평구 역촌동

2열 배치, 정형화된 필지 형태

4열 배치, 과소·맹지형 필지 형태

0.95k㎡

1.16k㎡

2,235개

3,648개

602,235㎡

743,974㎡

269.46㎡

203.94㎡

현황
지적도

블록
특성

행정
구역
면적
수
면
적
합
지
면
(垈)
적
평
균
필

또한 인구수와 가구 수의 경우 역촌동이 석촌동보다 13,163명 더 거
주하고 있었으며 가구 수도 3,003세대 더 많았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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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는 954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석촌동의 주거 유형 중 다세대주
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인구 밀도의 경우
석촌동은 35,829명/k㎡, 역촌동은 40,690명/k㎡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인구밀도 16,364명/k㎡, 송파구 인구밀도 19,613명/k㎡과 은평
구 인구밀도 16,390명/k㎡과 보다 비교적 높은 수치로 다세대 주택 밀
집지역인 두 행정구역은 인구밀도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호수밀도의 경우 석촌동이 11,232호/k㎡, 역촌동이 11,736호/k㎡
인 것으로 보아 두 지역의 호수밀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촌
동의 인구밀도가 약 5,000명/k㎡ 낮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의 호수밀
도가 유사하다는 것은 석촌동의 가구 당 가구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1~2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5> 2015년 송파구 석촌동과 은평구 역촌동의 인구·가구의 특성 비교

석촌동

34,038

10,671

다세대주택
(호)
8,449

역촌동

47,201

13,614

9,403

총 인구 (명) 주택 계 (호)

인구밀도

호수밀도

(명/k㎡)

(호/k㎡)

35,829

11,232

40,690

11,736

(출처 : 국가통계포털 – 2015 인구, 가구 및 주택 : 읍면동)

그러나 가구 당 가구원 수가 더 적고 총 인구수가 1만 3천 여 명 더
적은 석촌동의 경우 역촌동과 비교해 주차 면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
며 오히려 역촌동보다 도로 위에 주차하는 형태인 노상주차장68)의 면수
가 474면 더 많았다. 이러한 이유는 송파구의 차량 보유수 236,014대
(서울시 자치구 중 2등)와 은평구의 차량 보유수 129,658대(서울시 자
치구 중 10등)로 차이가 나는 것과 석촌동과 역촌동의 주택 당 주차면
수를 통해 주차 상황을 유추하여 알 수 있다. 또한 2018년 1분기 다세
대주택 실거래가 평균치를 확인하여 보았을 때 석촌동의 경우 거래량
81건의 평균가가 3억 246만원을 기록한 반면에 역촌동의 경우 거래량
163건의 평균가가 1억 9천 233만원을 기록한 것을 보아69) 송파구 석
68) 노상주차장에 거주자우선주차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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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동과 은평구 역촌동 거주자들의 소득 수준이 달라 가구 당 보유한 자
동차 대수가 석촌동이 더욱 많은 것, 송파구의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한
주차장 설치 부족 등의 이유로 주차장 보유 현황이 다른 것으로 추정된
다.

<표 26> 2016년 송파구 석촌동과 은평구 역촌동의 주차장 현황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건축물 부설

주택 당
주차면수

면 수 (면)

합 계

석촌동

14,371

1,011

144

13,216

1.35

역촌동

14,835

537

390

13,908

1.09

(대/호)

(출처 : 2017 송파구 통계연보, 2017 은평구 통계연보 중 주차장)

따라서 비교 결과 송파구 석촌동은 비교지역인 역촌동에 비해 작은
행정구역 면적을 지니고 있었고, 지목이 대인 필지의 수도 적으나 필지
면적의 평균은 역촌동보다 컸으며 그 형태도 비교적 정형화 되어있었다.
또한 인구밀도와 호수밀도의 비교를 통해 가구당 가구원 수가 적어 인당
주거 면적상 거주 환경은 역촌동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석촌동은 총 거주 인구와 가구 수, 가구당 가구원 수가 역촌동에 비
해 적지만 송파구와 은평구 차량 등록수와 석촌동과 역촌동의 주차장 확
보 현황을 통해 추정한 차량 등록 수는 석촌동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
되었으며 특히 노상주차장의 경우 역촌동보다 474면 많아 노상에 주차
되어있는 차량 때문에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석촌동뿐만 아니라 잠실 일대 전체에 유사한 주차공간
의 문제점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90년 당시 잠실일대의 저밀도
계획구역들70)의 가구 수 합계는 38,129세대에서 2015년 64,187세대
로 26,058가구가 새로이 들어선 밀도 증가가 있었다. 이는 2015년 기
69)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70) 1974년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의 저밀도 구역은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방이2동,
송파1동, 석촌동, 그리고 삼전동과 잠실본동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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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세대수와 차량 등록 대수(94.8%)를71) 비교해보면 약 24,702대의
차량이 저밀도계획구역에 새로이 들어섰음을 추정할 수 있다. 비록 새로
이 건축되는 건축물에 옥내·옥외 주차장을 마련토록 법적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기준은 1996
년에 지정된 것으로72) 2016년 차량 등록 대수가 1995년보다 160%
증가한 현재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다. 또한 최근 들어 증가한 소
형 주택에 거주하는 1~2인 가구도 차량 보유를 선호하고 있어 이에 대
한 고려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로 1970년대 계획 당시 잠실일대 저밀도 계획 구역에 계
획된 이면 가로는 도로 기능 상 주구세로의 기능으로 폭은 평균 6m로
좁지만 교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일방통행의 체계로 운영되지 않았었
다. 그러나 2차 고밀화 단계인 수직 고밀화 단계에 단독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의 신축으로 세대수와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자가용의
증가로 주차 공간이 많이 필요해 졌다. 그러나 저밀도 계획 구역에는 새
로이 부설 및 노외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늘어난 차량들의 주차 공
간을 건축물의 옥내·옥외주차장이 전부 수용할 수 없게 되면서 노상에
불법주차가 만연해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노상
에 대거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 70년대 계획 당시와 2000년대 초반 다
세대 재개발 이후 이면가로의 폭이 좁아지는 등의 가로의 물리적 특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양방통행으로 이용하던 가로 공간의 한 편을 노상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도로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도로 공간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실사용 공간이 좁아지면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불편해
졌다. 따라서 2000년 초반에 저밀도 계획 구역의 이면가로 일대가 일방
통행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주차 밀도 문제가 교통 체계를 바꿔야 할
만큼 심각하였음을 알려준다.

71) 출처 : 송파구청, 2016년 통계연보 중 주차장
72) 언론보도, “국토부,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기준 재검토 착수”, 2018.01.03. MBC,
이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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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일방통행 시행 전의 도로 단면

<그림 44> 노상주차와 일방통행 시행 후의 도로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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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저밀도 계획구역인 송파 1동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현황

현재 잠실 일대에 노상주차의 심각성을 살펴보자면 먼저 2015년 기
준 송파구 가구 수는 230,986세대이며 이 중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는
154,427세대(66.9%)이고, 세대 당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세대
도 존재하여 총 송파구 자동차 등록 수는 218,942대(94.8%)이다.
2015년 송파구 총 주차 면수는 277,088대로써 총 자동차 등록 수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15,632면의 주차공간이 노상 주차장으
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중 3,171대는 도로변과 골목길, 공터에 주차되
고 있다73). 특히 저밀도 계획구역인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도로
위에 3,194면의 노상주차장이 운영 중이며74) 그 면적은 약 31,940㎡
73) 출처 : 통계청 - 주차장소별 가구(일반가구)와 송파구청, 2016년 통계 연보 중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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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75)

축구장 4.5개의 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이 도로위에 존재하는 것

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6> 중·저밀도 계획 구역인 삼전동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현황
(출처 :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주차 공간의 부족은 건축물의 형태도 바꾸었다. 제한된 토지 내에 건
축물 부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자 2000년대 새로이 신축되는 다세대
주택은 주로 필로티(Piloti)형식을 많이 채택하였다. 필로티란 지면에 닿
는 접지층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
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76). 국내에서는 필
로티 공간의 일부를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
74) 방이2동 619면, 송파1동 476면, 석촌동 892면, 삼전동 562면, 잠실본동 645면 (출처
: 송파구청, 2016년 통계연보 중 주차장)
75)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면적 산출법을 참고하였음
76) 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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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여준다. 따라서 건축주의
입장에서 연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서 주차공간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건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필로티 형식은 매력적인 형태로 다
가왔으며 법적으로도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을 장려하고 있어 2000년대
필로티 형식의 다세대 주택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필로티
는 가로공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박기범 외(2003)의 논문
에서는 필로티 기준의 완화로 건폐율의 변화 없이 주택의 높이가 실질적
으로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로에서 건물
에 의해 느끼는 시각적인 방해나 위압감이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한 홍민우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필로티로 만들어진 주차시설이 가
로로 노출되는 경우에 가로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 계획으로 인하여
가로의 안전성을 파괴함을 지적하였으며 건물은 필지 내에서 법적 규제
만을 따라 배치되고 주차장 조성을 위한 형태로만 배치되면서 유효 오픈
스페이스가 소멸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77). 이 뿐만 아니라 필로티는
가로환경에서 보행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필로티 형 다세대
주택은 낮 시간대에는 비교적 양호한 근린환경을 조성하지만 밤 시간대
에는 필로티 하부공간이 일반적인 가로 환경보다 더 어둡게 유지되어 보
행자들이 범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78).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1층에
거주자가 존재하므로 주택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빛이 가로 환경에 확산
되어 비교적 가로가 밝게 유지되는 반면, 필로티의 경우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사람이 움직일 때만 작동하는 센서를 부착한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평상시에는 비교적 가로가 어둡게 유지된다. 또한
필로티의 경우 1층에 벽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로등에서 비추어
지는 불빛이 벽체에 반사되어 가로에 비추는 역할 또한 할 수 없어 더욱
어두운 가로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범죄 두려움의 인식을
심어준다.

77) 이소연(2012), 필로티형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가로환경이 보행자의 체감위험에 미치
는 영향 : 송파구 잠실본동을 중심으로 한 비교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3~24 재인용
78) 이소연(2012), 같은 연구,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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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밤 시간대에 일반적인 건축물의 가로환경보다 더 어둡게 유지되는 필로티 형식
(출처 : 이소연(2012)의 연구 p.64의 그림 재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로티 형 다세대 주택의 주차 공간 설치 기준 완
화에 대한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어 가로 환경에서 주차 공간은 더욱 부
족해졌고 필로티형식의 주택은 더욱 많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예로
2007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79)과 2009년 도시형 생활주택의 내용80)
79)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만 주
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던 것을 1층 바닥 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함으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확보해야 했던 주차장
의 면적 기준이 줄어들게 되었다.
80)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원룸형은 세대 당 0.6대, 전용면적 30㎡이하는 0.5대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형생
활주택이 대개 6~8평 정도로 지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상업지역 기준으로 주차공간을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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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차 공간 설치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다세대 밀집 지
역의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던 대전
광역시는 주차 문제의 심각성을 악화시킨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수요기
준을 강화하려 시도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2월 대전시의 자체 표본조
사 결과 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들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도시형 생활주
택 법령상 주차장 의무 설치대수보다 4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불
편을 겪고 있고,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감안하여 건축 조례를 완
화·개정하기로 하였다.81)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법령도 계속해서 개정되어왔다. 소형평형
주택 활성화 방안에 근거하여 2009년 5월에 시행된 도시형생활주택 제
도는 이후 2009년 11월에 주차장 설치 기준 추가 완화, 2010년 7월
30세대 미만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차장 완화기준 적용 등
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기준을 두었다. 그러나 실 거주자들의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불편호소, 이면가로의 주차문제발생 등으로 인하여 지
자체들이 대전시와 같이 자치법규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문제를 해결
하려 하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13년 5월 주차기준에 대한 강화를 하였다. 이후 정부의 규
제 강화와 주차 공간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의 원인으로 인하여 도시
형 생활주택의 수요가 점차 줄고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 당 1대 정도만 설치해도 된다.
81) 언론보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이충건 기자.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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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중 ·고밀도 계획구역
현재 중·고밀도 계획구역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위주로 구성된 저
밀도계획구역과 다르게 용도지역상 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
지역, 용도지구상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주로 아파트와 상업용 건
축물이 주를 이루며 용적률, 인구밀도, 호수밀도 등이 비교적 높고 광로
와 대로의 넓은 도로로 둘러싸여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다. 중·
고밀도 계획구역은 고밀화를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특히 교통 측
면에서 재개발아파트들의 단지 계획으로 인해 단지 내부의 교통 처리 체
계가 많이 변화하였으며, 초고층 건축물 건립 이후 잠실역 일대의 교통
량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살펴보기 위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였다.
(1) 아파트 단지의 변화
1974년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당시 중·고밀도계획지역으로 지
정된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자리하게 되었다. 1975년 잠실시영아파
트와 1976년 잠실 주공 1~4단지의 저층 아파트(5층) 준공을 시작으로
잠실 일대 중·고밀도계획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1978년 잠실 주공 5단지와 1979년 장미 1,2,3차 아파트, 1980년 진주
아파트, 1981년 미성아파트 등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잠실 일대 아파트 지구의 모습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70년대 준공한 아파트 단지의 노후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아파트 단지
의 고층·고밀화를 위한 재건축이 진행되어 현재는 잠실 주공 1~4단지와
잠실 시영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재개발이 완료되었고, 향
후 잠실 주공 5단지와 장미, 진주, 미성아파트들의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재개발 된 아파트 단지들은 기존의 아파트 단지들과는 다른 새로운
단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먼저 기존의 잠실주공아파트 1~4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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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근린주구이론에 원칙적으로 충실한 단지를 만들기 위해 주구 중앙
에 주구센터를 건설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단지 중심에 상업시설과 학
교를 같이 배치하였지만, 이후 생활권의 폐쇄성 및 주변가로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82). 따라서 이후 재건축
된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잠실주공아파트 1~3단지)은 가로변에 상업
시설과 공공시설을 배치하게 되었고 특히 잠실새내역 인근으로 상업시설
을 배치하여 역세권을 강조하려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아파트 단지 출입구의 방향과 수도 달라졌다. 차량 통행이 적었
던 1970~1980년대는 잠실 일대 존재하고 있는 50m의 광로인 올림픽
로에도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잠실 주공아파트 1단지의 경우
광로에 아파트 진출입구가 2개나 존재하고 있었으며, 단지 내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의 수도 재건축 이후보다 많았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들
이 건축될 시기인 2000년대에는 차량의 수가 급증하게 되어 차량 통행
에 대한 고민을 담은 단지 설계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대로와 광로
변에는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았고 출입구의 수도 이전보다
줄였으며 입주민을 위한 출입구를 따로 두는 등의 고민도 보였다.
단지 내 도로에도 변화가 생겼다. 2000년대 재개발 된 잠실 일대 아
파트 단지들은 모두 ‘차량의 전면 지하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단지마다 약간의 처리 방식이 다르지만 지상에 차량통행을 최소화하고
주차장은 단지 전체를 통합지하주차장으로 개발하여 차량 흐름과 주차공
간을 지하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지상에 많은 도
로 공간이 필요 없게 되면서 재개발 된 아파트 단지들은 기존 아파트 단
지에서 확보했던 단지 내 도로율보다 낮은 도로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내 도로의 형태 또한 재개발 이전에는 단지 내 도로를
직선의 형태로 사용하여 건물 앞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용이하게 하였
으나, 재개발 이후 단지 내 중심에 위치한 학교에 통근 및 방문하는 외
부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로를 배치하기 위해 단지 중심으로 관통하도
록 계획한 유선형의 도로 형태가 유사하게 보인다.
82) 강부성 외 6인(1999),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p.16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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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재개발 이전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 이후 아파트 단지 비교
아파트 명
(재개발 전)

주공
주공
주공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단지 내 도로
면적(㎡)

아파트 단지
출입구 수

아파트 명
(재개발 후)

단지 내 도로
면적(㎡)

아파트 단지
출입구 수

33,175
48,260
24,339
17,437

7개
4개
3개
5개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12,804
19,823
12,011
15,701

4개
4개
2개
3개

<그림 48> 1977년 잠실 체육관 앞 올림픽로의 교통량 (뒤로 보이는 건물이 주공 1단지)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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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1987년 잠실 주공 1~4단지의 단지 내 도로, 학교, 상업시설

<그림 50> 2016년 아파트 단지 재개발 이후 단지 내 도로, 학교, 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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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층 건축물 건립으로 인한 교통흐름 변화
잠실역 지하 공간에 새롭게 생긴 잠실 광역 버스 환승센터가 2016년
12월 3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였고 2017년 4월 2일 롯데월드타워가 개
장하면서 잠실 일대에는 큰 교통 변화가 있었다. 특히 2013년 발행된
제2롯데월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잠실역 사거리는 107.4초에서 152.1초로 41.6%가 증
가할 것이며 잠실대교 남단은 53.7초에서 121.6초로 126.4%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83). 또한 2012년 발표된 잠실광역버스환승센
터에 대한 의견 또한 부정적이었다. 2012년 당시 서울시교통위원회 전
문위원은 "하루에 잠실역 사거리를 통과하는 차량이 1만1144대 인데
환승센터 조성 후에는 0.9%의 광역버스만 지하버스환승센터를 이용하게
된다."며 "교통량의 1%도 수용하지 못하는 지하버스환승센터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롯데 측은 "잠실사거리 주변 교통
정체의 주요 원인이 광역버스 기종점 노선버스의 엇갈림(위빙) 현상 때
문"이라면서 "16개의 광역버스 노선을 지하로 흡수해 환승센터에서 회
차하게 하면 지상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반박하며 교통
흐름에 대한 예측이 엇갈린 바 있었다84).
따라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1월과 2018년 1
월 잠실 일대의 주요 도로 구간별 교통량85)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잠
실 일대와 강북지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잠실대교는 일평균 약
5만 여대의 교통량을 기록하고 있는 교량으로써 북단에서는 강변북로로,
남단에서는 올림픽대로로 일부의 교통량이 유출되는 특성이 있다. 실제
로 잠실대교 북단 – 잠실대교 남단 – 잠실역의 교통량을 조사해본 결과
2016년과 2018년의 잠실대교 자체의 통행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잠실대교 남단에서 잠실역 구간의 통행량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잠실 대
83) 출처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2013), 제2롯데월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84) 언론보도, “제2롯데월드 교통분산 핵심카드 '지하버스환승센터'
2012.12.09., 뉴스1, 조현정 기자
85)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서울특별시 월별 교통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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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논란”,

교는 통과교통의 목적으로 활용되기보다 강북방향에서 잠실 일대로 진입
하는 목적통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림픽대로를 통
해 잠실 일대에 진입하는 차량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석촌호
수 동호와 서호 사이에 위치한 송파대로의 경우에도 약 1만 여대의 차
량이 증가하였는데, 과거에는 광역버스의 정류장이 잠실역 일대에 흩어
져 있던 반면 2016년 12월부터 이 일대에 잠실광역버스환승센터의 램
프가 위치하게 되면서 과거에 비해 정류장이 한곳으로 모이게 되어 교통
량이 일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년 개장한 롯데월드타워의
여파로 잠실역 사거리 일대의 교통량이 증가하였음도 알 수 있었다.

<표 28> 2016년과 2018년의 잠실 일대 주요 도로 구간별 교통량 비교
일자
2016.01
2018.01
2016.01
2018.01
2016.01
2018.01
2016.01
2018.01
2016.01
2018.01
2016.01
2018.01
2016.01
2018.01
2016.01
2018.01
2016.01
2018.01

지점명
잠실대교
잠실대교
올림픽로
올림픽로
올림픽로
올림픽로
올림픽로
올림픽로
올림픽로
올림픽로
송파대로
송파대로
송파대로
송파대로
잠실로
잠실로
석촌호수로
석촌호수로

구간
일평균 교통량
차이
잠실대교남단 - 북단
48,740
잠실대교남단 - 북단
50,227
+1,488
잠실3사거리 - 신천역
26,804
잠실3사거리 - 신천역
21,024
-5,780
잠실역 - 잠실3사거리
28,981
잠실역 - 잠실3사거리
32,786
+3,804
잠실역 - 송파구청
25,401
잠실역 - 송파구청
23,083
-2,319
올림픽회관 - 몽촌토성역
26,041
올림픽회관 - 몽촌토성역
24,906
-1,135
롯데월드 – 석촌호수 남단
25,824
롯데월드 – 석촌호수 남단
35,899
+10,075
잠실역 - 잠실대교남단교차로
31,603
잠실역 - 잠실대교남단교차로
44,902
+13,299
롯데월드 – 서울놀이마당 앞
12,061
롯데월드 – 서울놀이마당 앞
13,469
+1,408
방이삼거리 - 석촌호수
8,842
방이삼거리 - 석촌호수
8,129
-714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서울특별시 월별 교통량 정보)

- 81 -

<그림 51> 2016년과 2018년의 잠실 일대 주요 도로 구간별 일평균 교통량 차이

<표 29> 송파대로(남북방향)에 운행 중인 버스 노선들
번호

버스명
일반 : 101, 32,
잠실광역버스환승센터
직행, 광역 : M2316, M2323, 1000, 1000-1, 1001,
총 17개 노선
1003, 1007, 1009, 1115-6, 1680, 500-1, 500-1A,
8002, 8012, G1300
간선 : 302, 303, 320, 342,
지선 : 2311, 2412, 2415, 3318, 3319, 3412, 4318,
일반 : 119, 16, 2000-2, 30-3, 30-5,
송파대로 총 39개 노선
직행,
광역
: 1100, 1112, 1117, 1200, 1200-1, 1650,
(잠실역 주변 남북방향
4개 정류장)
1670, 1700, 2000, 2000-1, 5600, 5700, 7007,
8001, 9302, 9303, 9303-1, 9403,
시외 : 1310, 1801, 3300, 8147, 8153

또한 서울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86)에 따라 잠실대교 북단에서 복정
역에 이르는 남북방향 7.3km 송파대로의 평균 통행 속도를 조사해 본

86) 출처 : 서울특별시 교통정보 자료실(TO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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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양방향 전일 통행 평균 속도는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발행된 해

인 2013년 1월에 30.3km/h에서 기준년도인 2016년 1월에 25.7km/h
로 감소하였으며, 롯데월드타워와 잠실광역버스환승센터 개장 이후인
2017년 12월 23.0km/h로 평균시속 2.7km/h가 느려졌음에 따라 송파
대로에 차량 통행량이 많아졌고 이는 교통 정체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차량 통행 속도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롯데 측은 롯데월드타워의 사용승인을 위해 4조 2천억 원의
사업비 중 12.5%에 달하는 5,250억 원을 잠실 일대 광역 교통개선을
위해 사용하였지만87) 123층의 초고층건축물이 유발하는 인구와 대형
상업시설의 유동인구로 유발된 교통량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대책으로 제시한 광역버스환승센터도 교통 흐름을 완화시키
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내지 못하여 잠실 일대의 교통정체는 이전보다 악
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수치는 초고층 건축물 개장 이전 우려했던
만큼 교통흐름이 악화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87) 잠실 광역 버스 환승센터 1,200억 원, 잠실역 사거리 지하광장 조성 880억 원, 잠실로
지하차도 건설 730억 원, 8호선 연결통로 조성 370억 원, 잠실공영주차장 진출입램프 조
성 250억 원, 지하 자전거 주차장 조성 50억 원,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450억 원, 올
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일부 도로개설 1,108억 원, 교통체계 개선사업(TSM)과 첨단
교통안내시스템(VMS) 구축 12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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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육 환경의 양면성
잠실 일대에는 교육 환경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1970년대 강북인
구분산정책에 의해 강북 명문 고등학교들의 강남으로 이전을 시작으로
송파구에도 보성고등학교, 동북고등학교, 배명고등학교, 정신여자고등학
교, 창덕여자고등학교 등이 이주해왔다. 이후 1978년에 서울시를 9개의
학군으로 구분하여 고등학교 배정을 받도록 하였고, 그 중 8번째 학군이
현재의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가 속해있던 지역으로 강남 8학
군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후 2000년대 잠실 일대에 아파트 대단지들의
동시다발적 재개발 등의 수직고밀화시기를 겪으면서 지역 이미지가 개선
됨에 따라 잠실 일대에 소득 수준이 높은 새로운 거주 계층이 유입되었
다. 그중 특히 사교육 열풍의 시대적 흐름88)과 함께 강남 8학군에 대한
교육 환경을 기대한 가구들이 많이 이주해 왔고, 이들은 송파구 내 지역
이 아닌 시군구 간 전입이나 시도 간 전입을 통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
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열을 가진 잠실 일대에는 역설적으로 학생들의
통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학교가 존재한다. 저밀도계획구역인 방이2동
에 존재하는 방이중학교이다. 방이2동에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
년 서울올림픽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설립되었
다. 이 숙박시설 밀집지역은 스포츠 행사가 끝난 뒤에도 철거되지 않고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2012
년 잠실 일대에 관광 특구가 지정되면서 보존의 이유를 더욱 견고히 하
고 있으며 현재는 ‘방이숙박촌’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여 부르고 있다.
그러나 방이숙박촌 인근에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 시설인
주점과 유흥업소 등이 존재하고 있어 교육의지가 높은 잠실 일대에 존재
하는 방이중학교는 역설적으로 열악한 통학 환경을 가지고 있다.

88) 당시 전국의 입시보습학원의 수가 2002년 16,695개였던 반면 2006년 29,005개로 증
가하는 사교육 열풍의 시기가 존재하였다. 당시 전국 사교육비에 투자된 총 금액은 2001
년 10.7조원에서 2009년 21.6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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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아파트 단지 거주 계층의 변화에 따른 고급화
1975년부터 준공된 잠실 주공아파트 단지와 잠실 시영아파트 단지는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를 제외한 5개 단지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철거 및 이주를 완료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준공 및 입주를 시작
하였다. 이는 1.38k㎡부지에 24,063세대의 거대한 대단지가 새롭게 탈
바꿈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철거 및 이주 기
간에는 잠실 일대에 거주하던 원 주민들 중 일부는 송파구 인근 지역으
로 이동하기도 하고 타 시군구 및 시도로 이동하였다. 또한 2006년 12
월부터 준공된 아파트 단지에 입주를 시작한 잠실 일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구 증가분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그림 52> 2002~2009년 송파구 인구 순이동 (단위 : 명)

2002~2004년 신규 아파트 건축을 위해 기존 아파트들을 철거한 시
기에 송파구 인구 순유출은 59,836명이며, 3년 뒤 2006년 말부터 아파
트 단지들의 재개발 준공 후 거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20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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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송파구의 인구 순유입은 62,003명이다.
그러나 이동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를 인구 전출이 많은 시기, 2007년부터 2009
년까지를 인구 전입이 많은 시기로 나누어 인구 이동을 분석해 본 결과
전출 시기에는 저밀도계획구역이나 송파구 내 타 지역으로의 구 내 이동
이 많았던 반면, 전입 시기에는 구 간 전입이 많았다. 이를 통해 기존에
살고 있던 원 주민들은 아파트 철거시기에 송파구 내에 타 지역으로 이
동하였지만 재건축이 완료가 된 시점에 재건축 된 아파트로의 재입주가
낮은 비율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2007년부터 잠실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새로운 거주 층이 거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89).

<표 30> 2002~2004년 전출 인구와 2007~2009년 전입 인구 (명)
연도

총 전출

구 내 이동90)

구 간 전출

시도 간 전출

2002

161,203

56,949

48,364

55,890

2003
2004
연도
2007
2008
2009

171,749
137,701
총 전입
140,657
171,949
138,810

60,620
48,653
구 내 이동
48,045
57,083
46,009

57,325
44,237
구 간 전입
49,727
66,309
49,158

53,804
44,811
시도 간 전입
42,885
48,557
43,643

(출처 : 송파구청 통계연보 각 개년 통합)

특히 아파트 단지 재개발을 위한 철거 및 이주 일자는 레이크펠리스
의 2002년 5월부터 2004년 5월 엘스아파트까지 주로 2002년과 2003
년에 주민들이 많이 전출하였다. 또한 준공 일자 기준 레이크팰리스의
2006년 12월을 기점으로 2008년 9월 엘스아파트까지 주로 2007년과
2008년에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였음을 고려하여, 인구 유입 중 시군구
간 전입과 시도 간 전입을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온 인구’ 분류로 가정하
89) 2016년 송파구의 구 내 이동은 37,505명, 구 간 전입 36,782명, 구 간 전출 29,011
명, 시도 간 전입 31,448명, 시도 간 전출 46,219명으로 2002~2009년과 비교하면 당시
에 송파구의 인구 이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90) 구 내 이동은 전입과 전출을 구분하지 않고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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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타 지역 전입이라 명명한 뒤, 이를 총 전입 비율과 나누어 연령층별
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 2003~2008년 송파구 타 지역에서의 전입 비율(%)

(시군구내 이동 제외)

연령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19세

51.39

54.50

58.12

59.08

60.15

62.50

20~39세

62.04

64.10

68.24

69.26

69.69

70.10

40~59세

50.98

53.63

59.81

61.35

61.98

63.33

60세 이상

62.86

64.31

71.39

72.94

72.20

71.57

(출처 : 통계청)

2003년부터 2008년 동안 시군구 간 전입과 시도 간 전입의 합산 비
율이 시군구 내 이동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그 비율이 각 해년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타 지역에서의 전입 비율의 전년대비
증가분을 연령별로 나누어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3> 2002~2008년 각 개년 송파구 타 지역 전입비율 전년대비 증가분 연령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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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아파트 준공이 완료되어 입주할 시기에
0~19세의 연령층인 학생들의 타 지역에서 전입해오는 인구비율의 증가
율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시기에 초·
중·고등학생을 둔 젊은 가정들이 타 지역에서 새롭게 유입이 많이 된 것
임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학생 수를 서울시 자치구들과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중학교의 경우 2006년 송파구 전입 학생 수는 961
명으로 총 25개 자치구 중 5위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는 1,185명으
로 4위, 2008년에는 1,099명으로 2위, 2009년에는 1,787명으로 1위
를 기록하였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06년 481명으로 2위,
2007년 420명으로 2위, 2008년 458명으로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
아91), 이 시기에 많은 중고등학생을 둔 젊은 가정이 새롭게 타 지역에
서 이주해오면서 새로운 거주 계층이 잠실 일대에 거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2> 송파구 전입 학생 수 (시도 내, 시도 간 통합)
구분 (명)
중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송파구
서울시 평균
송파구 순위
송파구
서울시 평균
송파구 순위

2005

2006

2007

2008

2009

960
513
4
455
264
3

961
548
5
481
242
2

1,185
584
4
420
216
2

1,099
547
2
458
233
2

1,787
531
1
563
238
2

또한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07년까
지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으
나, 송파구와 주변지역인 강남구와 강동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 지수
와 비교해 본 결과 아파트 단지 준공 시기에 송파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이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이는 당시 잠실 일대에 새롭게 재건축된 아파
91) 1위는 강남구가 고정적으로 기록하였다.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 시도별 행정구별 학
생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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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단지로 인해 새로운 거주계층의 유입으로 잠실 일대가 새로운 이미지
인 고급 주거지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92) 이로 인해 당시 잠실 일
대에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소득수준이 높은 거주계층이 거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4> 전국, 서울시, 송파구, 인근 자치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화
(기준 월 : 2007년 11월 매매가를 100으로 기준, 단위 : %) (출처 :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이처럼 1974년 잠실지구 계획 당시 고밀도 계획지역의 순밀도를
80,000명/k㎡으로 설정했던 계획과 달리 최근 잠실 일대의 아파트지구
의 평균 인구밀도는 15,967명/k㎡로93) 그 계획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
내고 있으며94), 이는 재개발 아파트 단지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92) 기준 월인 2017년 11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강동구가 518,314천원이며 송파구
가 869,672천원, 강남구가 1,163,045천원으로 최근은 강남구가 가장 매매가가 높게 형성
되어 있지만, 2007년 다른 지역과 다르게 송파구는 매매가격 지수가 100을 넘긴 것으로
보아 당시 아파트 매매가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한국감정원 – 아파트 평균매
매가격)
93) 2015년 잠실 일대의 아파트 밀집지역인 잠실 2,3,4,6,7동의 인구밀도는 각각 15,936
명/k㎡, 23,428명/k㎡, 18,517명/k㎡, 5,925명/k㎡, 16,032명/k㎡이다.
94) 그러나 최근 들어 발생하는 가구당 가구원수의 감소, 1~2인가구의 증가, 출산율 저조에
따른 사회적 현상을 감안한다면 일정부분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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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로 조경 공간 확보, 차량 지하화 등을 통해 고급
주거환경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그림 55> 충분한 조경공간으로 고급 주거의 이미지를 확보하게 된 재개발 아파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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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숙박시설로 인한 열악한 통학 환경
잠실 일대는 양호한 교육환경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아파트 재개발 시
기에 많은 인구가 타 지역에서 유입되었다. 그러나 현재 잠실 일대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과 학교시설이 인접하여 학생들의 통학환경과 교육환
경이 비교적 열악한 지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평면적 확장 시
기에 진행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두 번의 국제 스
포츠 행사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숙박시설을 마련하고자 ‘올림픽
등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이라는 1986년 제정된
특별법 하에 설립된 관광숙박대책위원회를 통해 잠실 일대에 다수의 숙
박업과 호텔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잠실 일대는 페리의 근린주구론에 기
초하여 설계된 지역으로 하나의 블록의 중심에 학교시설을 배치하도록
계획되었다. 따라서 두 목적을 가진 계획이 잠실 일대에 중복 지정되면
서 일반상업지역을 보유한 중·저밀도계획지역의 교육·통학환경이 숙박시
설로 인해 열악해 진 상황이다.

<그림 56> 잠실 일대 숙박시설과 학교시설, 관광특구 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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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와 같은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잠실본동과 방이2동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잠실본동의 경우 블록 내부에 존재하는 학교시설은 잠전
초등학교가 유일하여 잠실본동 거주 중고등학생들은 간선도로를 건너 타
블록으로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잠실본동 북측의 일
반상업지역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이 존재하고 있어 학생들은 숙박시설
밀집지역을 지나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일반상업
지역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유흥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위험하다고 인지하
고 있었다.

<그림 57> 잠실본동의 숙박시설, 주류판매점과 학생들의 위험인지구역 및 등하교 동선

그러나 잠실본동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지역은 방이2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방이 2동에는‘방이숙박촌’이라는 숙박시설 밀집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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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또한 2012년 잠실 관광 특구 지정으로 인해 지역 인근에 숙
박시설 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에서 심의하고 송파구에서 사업 승인을
허가한 주점과 유흥업소 등이 계속해서 유입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숙박시설이 밀집한 숙박촌과 접하여 방이중학교의 학교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의하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은 절대보호구
역으로 지정하고,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제9조(교
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라 청소년 위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이 2동에서 그에 위반되는 업종으
로 소음 및 진동을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시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
호 가목 7,8,9에 해당하는 마사지·유흥업소·노래연습장,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란주점·유흥주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
2호95)에 따른 숙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96)에 따른
호텔업 등이 존재하고 있다.

9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6)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2015.2.3.>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
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
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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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청소년 유해시설이 중복 지정된 현황
(기준일 : 2017.05.01)

<그림 59> 방이중학교 앞 가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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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학교 인근 지역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청소년
유해시설인 숙박시설, 유흥업소 등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재 방
이2동은 과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치된 고밀도의 숙박시설 밀집지역
이 존재하고 있고 주변 먹자골목이라 명명된 지역에도 숙박시설과 청소
년 유해시설들이 입점하여 학생들의 통학 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거주 환
경이 열악해 진 상황이다.
그러나 2008년 7월 3일 통과된 ‘올림픽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
비안’과 2015년 9월 24일로 변경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
획’의 내용에 따라 신천동·방이동·잠실동 일대 112만1878㎡에서는
관광호텔97)을 제외한 숙박업소나 룸살롱·무도장·카바레·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 새로 들어서지 못하며, 기존의 숙박·유흥업소가 업종
을 바꿔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과 층수에서 최대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현재 방이2동의 평균 용적률은 350~400%지만 인
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800%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건
물의 높이도 대지 면적을 1500㎡ 이상 확보하면 3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98). 또한 방이동에는 2017년 7월 18일 ‘방이맛골 관광명
소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내용으로 일부 지역의 전선 지중화와
보행자와 차량의 분리, 도로 패턴 변경 등을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자 시도한 바 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와 이야기해본결과 최근 몇 년간 숙박시설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아 건물주들이 걱정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용도 변경이 지
역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건물주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를 준다고 하니 업종 변경에 호의적이라고 말했다.
9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호텔제외) 금지
<표 33> 일반 숙박업과 관광호텔업의 차이
관련법규

관할 부처

일반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업체표기
주요 포함 시설
모텔, 호텔
숙박에 필요한 시설
여관 등
관광호텔, 숙박에 필요한 시설과 음식, 운동, 오락,
연수에 적합한 시설, 외국어 능력 등
관광숙박시설

98) 언론보도. “송파구 신천·방이동 여관촌 업무용 빌딩단지로 바꾼다.” 주정완 기자, 중
앙일보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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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들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방이 2동에 존재하는 숙박시
설들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
이 완료 된다면 방이중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과 인근 거주민들의 생활
환경은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0> 방이2동 숙박시설들의 변화 (14개소 공사 중)
(기준일 : 2018.11.25)

<그림 61> 학교 주변에 위치한 모텔(좌), 오피스텔로 업종 변화중인 모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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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형 상권과 지역 상권의 공존
저밀도계획구역인 송파1동에 송리단길과 같은 새로운 집중형 상권이
생긴다는 것은 1974년 잠실 종합개발 기본계획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하
였던 것이다.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방사형 가로망 형태를 통
해 도시기능을 강화하려는 본래 의도와는 다른 것이며, 계획의 중심에
대형 상업시설을 두어 주거지와 중심상업지를 분리하면서 도시의 중심성
을 강화하고자했던 기존의 설계 방식과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62> 1974년 잠실지구 밀도계획 당시 저밀도지구로 지정한 구역에 형성된 송리단길

송리단길이 속해있는 송파1동은 송리단길이 형성되어 활성화 되었다
고 할 수 있는 지난 1년간 인구수와 세대수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
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유동인구는 약 2배가량 증가하였고 그 수는 송
파1동의 거주 인구보다 높으며 롯데월드몰 방문객 수99)의 38%에 달한
99) 롯데월드몰 일평균 방문객 7.3만 명, 롯데월드몰 연간 평균 방문객 2,703만 명, 롯데월
드 테마파크 연간 평균 입장객 75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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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63> 송리단길이 활성화 된 기간의 송파1동의 월별 인구수, 세대수, 유동인구

이처럼 송파1동의 거주 밀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활동 밀도가 크
게 변할 수 있던 배경에는 기존 상권인 잠실새내역 인근 일반상업지역과
방이2동 일반상업지역 내에 상권이 포화됨에 따라 과도한 임대료로 인
해 새로운 지역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더불어 2012년 잠실
관광 특구 지정으로 인해 송파구와 롯데 측이 합작하여 석촌호수 동
호100)에서 진행했던 각종 행사들101)을 통해 유동인구가 인접지역인 송
파1동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SNS 홍보, 송파구의 적극적인 홍보102)와 더불어 송리단길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다.
100) 석촌호수는 서호와 동호로 나뉘어 있고 서호에는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라는 테마파
크가 호수위에 자리하고 있어 각종 행사들은 주로 동호에서 진행되었다.
101) 2014년 10월부터 한 달간 전시한 석촌호수 러버덕 방문객 : 502만 명, 2016년 9월
부터 한 달간 전시한 석촌호수 슈퍼문 방문객 : 591만 명, 2017년 4월 2일 당일 롯데월
드타워 개장 기념 불꽃축제 관람객 : 650만 명, 2017년 석촌호수 벚꽃축제, 스위트 스완
당시 방문객 870만 명 (여의도 방문객 560만 명)
102) 2018년 9월 20일 송파구에서는 ‘송리단길 맛집투어 가이드북’을 발행하여 관광객
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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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되었던 행사들 (방문객 수)

2014 러버덕

2016 슈퍼문

(502만 명)

(591만 명)

2017 불꽃 축제
(650만 명)

2017 벚꽃 축제
(870만 명)

이와 같이 송리단길의 형성은 잠실 일대에 흐름에 비추어보았을 때
비교적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대
형 상권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 지역 상권들을 잠식하고 흡수하여 쇠퇴하
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대형 상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 종사자 수뿐만 아니라 지역내 총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103). 영등포 타임스퀘어, 롯데몰 수원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신세계백
화점 대구점, 스타필드 하남점 등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이며 전체적
인 유동인구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수나
매출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형 복합 상업시설의 집객 효
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지만 지역 상권의 구매활동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04).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형 상권과 주변
지역상권의 상생 협력을 위해 법적 근거105)를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잠실 일대의 주변 상권들도 마찬가지로 롯데월드몰과 롯데월드타워의
대형 상권 개장을 앞두고 지역 상권이 쇠퇴할까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랜드마크가 생기면서 유동인구 총량이 늘어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 되고
103) 출처 : 정수정 외 2인(2017), “파급력 큰 복합쇼핑몰 : 내몰림효과와 빨대효과”, 중
소기업연구원(KOSBI)
104) 박혜민(2012), 대형 복합 상업시설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영등포역 일대
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0
105)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5조,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대중소상생협력법, 조정제도운영,
사업조정제도, 전통시장 육성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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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했다106).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던 배경에는 잠실 일대
의 대형 상권과 지역 상권이 서비스 하는 업종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형 상업시설인 롯데월드몰의 경우 주로 쇼핑과 멀티플렉스의 기능을
담당하는 반면 기존 상권인 방이먹자골목의 경우 식음과 주류, 유흥, 숙
박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주변에 위치한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의 레
저 및 휴식공간이 더해져 다양한 기능으로 인해 상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통의 요지인 잠실역107)의 유동인구와 주변 아파트
단지들의 거주인구와 함께 지역 상권은 대형 상권에 잠식당하지 않으며
상생할 수 있었다.
또한 성격이 다른 두 상권을 석촌호수라는 대형 오픈스페이스가 공간
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두 상권이 상생할 수 있던 이유로 꼽
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방문객들은 주로 하나의 상권을 단독적으로 사용
하기보다 두 상권을 연결된 형태로 방문하고 있었으며108), 두 공간을
여가와 휴식의 공간인 석촌호수로 연계하여 멀티플렉스와 쇼핑 공간인
롯데월드몰 – 여가와 휴식 공간인 석촌호수 – 식음과 유흥의 공간인 방
이먹자골목 혹은 송리단길의 방문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송리단길이라는 새로운 지역 상권이 생겨난 시기가 2017년
대형 상권인 123층의 롯데월드타워가 개장한 이후인 2018년이라는 점
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대형 상권이 잠실 일대에 존재하지 않았
던 것은 아니다. 제2롯데월드 맞은편인 석촌호수 서호 측에 위치하여
1988년에 개장한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월드 테마파크 등이 기존
잠실 일대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랜드마크격인 123층의 초고층 건
축물 제2롯데월드 건립 및 석촌호수에서 진행된 각종 행사로 인해 새롭
게 유발된 유동인구와 기존의 잠실역 유동인구, 지역 거주인구의 상권
106) 언론보도, “롯데월드타워에 벌벌 떨던 잠실역 상권, 별거 아니네", 2018.05.09. 조선
일보, 이상빈 기자
107) 2017년 일평균 역별 승하차인원 기준 강남역이 201,344명으로 1위, 잠실역(2호선)
이 177,942명으로 2위를 기록하였다.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서울시 지하철 호선
별 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
108) 20대~60대 13개의 집단에 석촌호수에서 구두 응답을 요청한 결과 8개의 집단
(61.5%)이 롯데월드몰과 석촌호수, 송리단길 혹은 방이먹자골목의 연계 방문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일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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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대형 상권과 중복되지 않는 성격을 보유한 상권의 특성 등으로 인
해 방이먹자골목의 상권은 포화상태로 접어들만큼 활성화되었고 대형 상
권에 잠식되는 일반적인 형태를 띠지 않았다. 그러면서 상권의 포화로
인해 새로운 지역에 상권이 생기게 되고 활성화 되는 현상이 여타 다른
지역에서 지역상권이 쇠퇴하는 모습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다. 이처럼 잠실 일대는 상업 공간의 특성이 타 지역과는 다른 양상인
‘대형 상권과 지역 상권의 공존과 상생’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는 랜드마크와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활동 집약화 고밀화 과정
에서 나타난 상업 공간의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4> 송리단길과 주변 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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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송리단길 인근 상권들과 석촌호수의 모습과 특징

송리단길

롯데월드몰

방이먹자골목

석촌호수

젊은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카페, 음식점

쇼핑, 멀티플렉스

음식점, 주류, 유흥, 숙박

레저, 휴식

<그림 65> 송리단길과 잠실 일대 광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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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잠실 일대의 고밀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누어 정의하고 그에 따른 공간적 변화를 세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잠실 일대는 한강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후 고밀화가 진행
되었는데 그 첫 번째는 1974년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부터 1988
년 서울올림픽이 잠실 일대에 만들어 낸 공간적 변화로 잠실 일대의 시
가화지역이 확장되어가는 단계이며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급증하는
시기로

‘평면적 확장의 시기’라 정의하였다. 두 번째는 잠실 일대에 미

개발지 고갈로 인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단독주택에서 다세
대주택으로의 재개발이나 아파트 대단지의 재개발로 인해 용적률과 층
수, 세대수 등이 증가하여 인구밀도와 호수밀도가 증가한 시기를 ‘수직
고밀화 시기’라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실관광특구 지정, 123층의 롯
데월드 타워, 석촌호수 행사, 송리단길의 등장 등의 사건들이 잠실 일대
를 주목받게 하였고, 외부인들이 잠실 일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기 시
작하여 방문객 수와 유동인구 등의 활동 밀도가 높아진 시기로 ‘활동 집
약화의 시기’라 정의하였다.
고밀화에 따른 공간적 변화는 세 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교통과 가로환경의 변화이다. 송파구는 고밀화에 따라 서울시 타 자치구
들보다 비교적 많은 차량보유수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교통과 주
차공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먼저 저밀도계획구역의 교통체계의
경우 1974년 잠실 계획 당시 저밀도 계획구역의 이면가로는 일방통행으
로 계획되지 않았지만, 수직 고밀화 시기를 겪으며 세대수 증가, 주차공
간 부족으로 도로의 효율성이 떨어져 일방통행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
해 도로의 활동 가능 공간은 좁아졌으며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해
졌다. 중·고밀도 계획구역의 교통체계 중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잠실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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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아파트 단지 재개발 시 광로 변
에 존재했던 아파트 단지로의 진출입구가 삭제되었고, 진출입구 수도 줄
어들어 차량 통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단지 내
부로도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고자 차량을 전면 지하화 하여 보
행자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각 단지별로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지
하철역 인근으로 배치하여 근린주구론을 바탕으로 조성된 잠실 주공 아
파트 각각의 단지가 폐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노력
하는 공간적 변화가 존재하였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 건립 시기에는
123층의 건축물의 등장으로 잠실 일대가 큰 교통 혼잡을 겪을 것이라
예상한 결과가 있었다. 따라서 잠실역 인근의 교통량을 조사해 본 결과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였고 통행 평균 속도가 일정 부분 감소하였지만 예
상만큼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 초고층 건축물 건립 당시 교통 개
선에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특성은 교육 환경의 양면성이다. 먼저 아파트 단지 거주 계층
의 변화의 경우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철거시기와 입주 시기에 잠실 일
대에 총 12만 여명의 인구 순이동이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 시기
의 인구 특성을 살펴보면 구 내 이동보다 구 간 전입이 많았으며, 특히
10대 자녀를 둔 가정들이 교육 환경을 위해 전입해온 결과를 확인하여
새로운 계층이 잠실 일대에 거주하게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잠실
일대에는 역설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고밀화 과정에서 형성된 숙박시설과 기존 학교시설의 혼재로 인한 문제
이다. 방이2동에 위치한 방이중학교의 경우 평면적 확장 시기에 진행된
두 번의 국제스포츠 행사에 방문한 외국인들의 숙박시설의 확보를 위해
지정되었으며 잠실관광특구 지정으로 계속해서 보존되고 있는 방이2동
숙박시설 밀집지역에 방이중학교 학교시설이 혼재되어있어 교육환경보호
구역내에 청소년위해시설이 공존하는 문제가 발생해 학생들의 통학환경
과 주변 거주민의 거주환경이 열악해 졌다.
마지막 특성은 대형 상권과 지역 상권의 공존이다. 송리단길은 1974
년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당시에 저밀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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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이 고밀화 과정을 겪으면서 2018년 새롭게 생긴 상권이다. 잠실 지
구 계획은 방사형 가로망체계를 활용하고 중심지역에 중심상업업무지구
와 호수공원을 두어 주거지와 분리하도록 하여 잠실의 중심성을 강화하
고 독자적인 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계획이다. 그러나 저밀도계획
구역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새로운 상업거점으
로 활용된다는 것은 기존의 계획의 방향과는 다른 양상이며 계획 당시에
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다. 또한 대형 상권인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
몰의 개장 이후에 새로운 상권인 송리단길이 형성되었다는 시점에도 주
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는 대형 상권이 형성되면 주변 지역 상권을 잠
식하여 쇠퇴하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지만 롯데월드타워와 송리단길은 서
로 업종이 겹치지 않는 상권으로 구성되고 발전하였다. 또한 잠실 일대
에 두 상권을 지리적·성격적으로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대형 오픈스페이
스인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이 존재하고 있어 방문객들은 두 상권을 서
로 연계하여 이용하는 행태도 두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잠실 일대에 수직 고밀화 단계가 진행되면서 인구밀도증가로 인
해 상권을 이용하는 고정 층인 거주인구가 증가하였고, 활동 집약화 단
계가 진행되면서 각종 사업과 이벤트들이 발생하여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를 지니고 있던 지역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
된 것은 새로운 상업 공간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잠실 일대를 밀도와 관련하여 분석해 본 결과 한강 공유수면
매립사업, 국제 스포츠 행사, 아파트 단지 전면 재개발, 초고층 건축물
건립 등을 통해 잠실 지역은 시기별로 고밀화 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공간적 특성으로 고밀화에 따른 보
편적 특성인 교통 문제도 존재하였지만 잠실 일대만이 가지는 고밀화의
특수한 변화 양상인 교육환경과 상업시설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잠실 일대에 관한 연구가 더욱 진행된다면 70년대
의 계획도시를 최근 시점에서 새롭게 분석한 결과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
며, 이를 고밀화의 측면에서 시기별로 구분하여 잠실 일대의 공간 변화
를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는 것, 그리고 사업과 제도, 정책 등이 도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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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고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 것 등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범위가 잠실 일대로 한정되어 있어 밀도에 관한
보편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초고층 건축물이 잠실 일대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 고밀화로 인한 공
간적 특성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은 연구의 한
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향후 과제일 것이다.

- 106 -

참 고 문 헌
학위 논문
김우연(2010), 울산시 남구의 도시개발 밀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희(2011), 서울 1960-70년대 도시계획에서「잠실지구종합개발
기본계획」의 의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치호(2007), 초고층 건축물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효균(2010), 초고층 현대건축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혜민(2012), 대형 복합 상업시설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영등포역 일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윤호(2009), 도시밀도를 고려한 창원시 단독주택지의 적정 개발
밀도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세현(2012), 평택시 도시공간구조의 시계열적 변화 분석. 경원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주용(2005), 개발밀도에 따른 주거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가천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상훈(2006), 1970년대와 2000년대 주거단지계획의 비교 연구 :
잠실 1~4단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혜림(2014), 서울시 개발밀도 영향요소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7 -

이소연(2012), 필로티형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가로환경이 보행자
의 체감위험에 미치는 영향 : 송파구 잠실본동을 중심으로
한 비교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창학(2012), 초고층 건물 건립에 의한 효과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전호철(2008), 페리의 근린주구개념이 도시공간구조에 미친 영향
분석.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지호(2005), 도시기반시설 공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축밀도와
인구밀도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단행본 및 학술지·보고서
강부성, 강인호, 박광재, 박인석, 박철수, 백혜선, 이규인(1999),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연구성과물, 세진사
김상조, 김의식, 문홍길, 박재길 (2001),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개발밀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김창수, 홍승표(2000), 『관광특구 지정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운대학교,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박춘명(1985), 『롯데잠실개발계획』, 박춘명 설계사무소
방경식(2011),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서울연구원(2014), 『통계로 본 서울(서울통계연구1~4)』, 서울연구
원 편집부
서울특별시(2000), 『잠실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보고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2013), 『제2롯데월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 108 -

손정목(2003), 『서울도시계획 이야기』, 한울
송파구청(2009),『잠실 저밀도지구 재건축백서』, 송파구 주택과
송파구청(2016),『잠실주공5단지(잠실 아파트지구 1주구) 주택 재건
축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윤정섭(1962), “집단주택지계획”, 대한건축학회『건축』제 6권 2호
정수정, 이동주, 최은식(2017), 『파급력 큰 복합쇼핑몰 : 내몰림효과
와 빨대효과』, 중소기업연구원
조성희, 이태경, 오덕성(2009), “1기 신도시 고층고밀 아파트단지의
재생을 위한 개발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
건축학회 논문집』
조윤애, 최무현(2013), “압축도시와 적정 개발밀도에 관한 실증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7권 제3호
최막중(2006), “도시계획 차원의 초고층 건축물의 의미”, 대한건축
학회『건축』제50권 제4호
Harley Sherlock(1991), 『Cities are Good for Us』, Paladin
Jane Jacobs(2010),『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Stefano Moroni(2016), “Urban density after Jane Jacobs: the
crucial

role

of

diversity

and

emergence”,『City,

Territory and Architecture』, Springer

- 109 -

기타 문헌
교육통계서비스 : (http://cesi.kedi.re.kr/index)
국가통계포털 : (http://kosis.kr)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 과거 언론 보도 : (http://newslibrary.naver.com)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http://data.si.re.kr)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http://data.seoul.go.kr)
서울특별시 교통정보 시스템 : (http://topis.seoul.go.kr)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 (http://sg.sbiz.or.kr/)
송파구청 : (https://www.songpa.go.kr/)
통계지리정보서비스 : (http://sgis.kostat.go.kr)

- 110 -

부

록

<표 36> 잠실 개발 연표
연도

사건

비고

1963

잠실지구 포함 서울 행정구역 확장

1966

남서울신도시계획 중 잠실지구 일부 계획

잠실 남부에 경공업지역 배치

1966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송파 가로망계획 수립

남부순환로, 잠실대로

1967

한강개발계획 중 잠실지구 일부 계획포함

공유수면 매립 내용 포함

1970

잠실지구 한강 공유수면 매립사업

1970

잠실지구 종합개발계획

1971

잠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명령

1972

잠실대교 준공

1973

영동·잠실 신시가지 조성계획

74년 계획의 초기 안.
격자형 가로망체계 사용

1970년 착공

1974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의한 기존 계획안의 전면
수정

1975

잠실 주공아파트, 잠실 시영아파트 건설

총 25,180 세대

1981

서울올림픽, 아시안게임 개최 결정

1984

잠실 서울종합운동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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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잠실 롯데월드 계획안 발표

㈜박춘명 설계사무소

1986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준공

총 1,356 세대
1970년인 6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적 사정으로
반납
총 사업비 1,823억 원,
43만 8천 평
(여의도 면적의 절반)

1986

제 10회 아시안게임 개최

1986

올림픽공원 개장

1988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 준공

1988

제 24회 서울올림픽 개최

1989

롯데월드 테마파크 개장

백화점, 호텔, 수영장 등
레저시설 함께 건설

2000

다세대 주택 신축 열풍

2005년까지 5년간 잠실
일대에 29,351세대 신축

2006

아파트 단지 재건축

잠실주공 1~4단지와
잠실시영아파트
총 25,180세대 재건축

2012

잠실 관광 특구 지정

문체부와 서울시로부터
재정적, 제도적 지원

2014

롯데월드몰 개장

롯데월드몰 일 평균 방문객
7.3만 명

2016

잠실 광역버스 환승센터 개장

2017

롯데월드타워 개장

123층의 국내 최고층 건축물

2018

송리단길 형성

롯데월드몰 방문객수의
38%의 유동인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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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39세대

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Urban Spati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High Density in
Jamsil Area

Doyeon, Kim
Graduate Program In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urbanization progresses, the desire to use cities in a
compressed and efficient manner has been increasing. In this
process,

high

density

may

be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and. However, if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the resulting overpopulation of cities along with the city's
external expansion are insufficient, urban problems may arise.
Especially in the 1970s, Seoul was an important time to
expand the volume of cities and supply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high growth, and so was the Jamsil area. Jamsil is a newly
developed area under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of
Jamsil District in 1974. In the Joseon Dynasty, the island was
surrounded by two rivers, but it became an area south of the
Han River due to the reclamation of the public stream area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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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n River in 1970 and was recognized as an important site
for creating a planned urban space rather than an urban area
based on civil engineering projects by the existing land
compartment project.
Since then, Jamsil has become densely packed with Asian
Games in 1986, Seoul Olympics in 1988, and other large
commercial facilities. However, the lack of undeveloped land in
Jamsil area began to grow since 2000, which made residential
facilities more dense due to the demolition of detached houses,
the reckless development of multi-family homes and the
redevelopment of apartment complexes. In particular, the latest
Jamsil area has become more densely packed with 123 stories
of skyscrapers. This has led to an even greater number of
floating population and traffic conges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areas of Jamsil where
density related problems in traffic, parking space, living
environment, and commercial work environment are caused by
high density that was not expected at the time of the planning of
Jamsil area in the 1970s.
As a result, there were four levels of denseness in Jamsil
area. In the process of the reclamation of public stream areas in
the Han River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in the Jamsil area, there was a time to secure
infrastructure for urbanization. The first phase of the
high-density process was defined as the "Period of flat spread
and expansion" when the urbanization area of Jamsil was
expanded by spatial changes created by the Seoul Olympics in
1988. The second was defined as the“Period of vertical high
density”when population density and dwelling density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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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large redevelopment due to depletion of undeveloped land
around Jamsil and increased volume, floor space, and number of
households. Finally, specific events in Jamsil area drew attention
to the area of Jamsil, defining the period of “Period of activity
intensive”as a period of increased activity density such as the
number of visitors and floating populati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high density are organized into
three categories : The first is the change in traffic and the
street environment. In the case of low-density planning zones,
one-way traffic was not planned at the time of plan, but it was
changed to one-way traffic due to the lack of more households
and parking spaces. This has reduced the number of active
spaces on the road and made it difficult for vehicles and
pedestrians to get around. In case of apartment complexes in
medium and high-density planning zones, the entrance to
apartment complexes that existed on the side of the main road
was deleted as the complex was redeveloped, the total number
of entrances was reduced so as not to obstruct the flow of
traffic, and the vehicles were completely underground to
separate vehicles and pedestrians' movemen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based on the prediction that the
Jamsil area would suffer heavy traffic congestion due to the
appearance of the 123-story building, which showed that traffic
volume increased and the average speed of traffic decreased in
some parts, but it was not a big problem as expected, so they
paid attention to improving traffic when building the skyscraper.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the ambivalence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irst, the residential member of the
apartment complex are changed. A total of 120,000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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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d to Jamsil during the apartment reconstruction period.
Looking at the re-entry population characteristics, however, we
have confirmed the results of families with teenage children
being moved for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e Gangnam and
found that a new class has settled in the Jamsil area. But,
ironically, there are areas around Jamsil that have poor
educational environment. This is a problem due to the mix of
accommodation built for foreign visitors to two international
sports events during the high-density phase during the“Period
of flat spread and expansion”and existing school facilities. As a
result, the problem of coexisting not only accommodation but
also harmful facilities for young students within the education
environment protection zone, and the student's way to school and
living conditions of nearby residents became poor.
The last characteristic is the coexistence of large and regional
commercial districts.‘Song-Ri-Dan-Gil’is a new commercial
district in 2018 as Songpa-dong, which was designated as a
low-density planning zone at the time of the basic development
plan of Jamsil District in 1974. But the creation of a new
commercial hub in the low-density planning zones is a different
aspect from the existing plan to strengthen the urban center by
placing a central business area in the high-density planning
zones, which was unexpected at the time of the plan. It is also
important that a new commercial route, Song-ri-dan-gil, was
formed after the opening of Lotte World Tower. In general, large
commercial districts have an impact on the erosion and decline
of nearby commercial districts, but Lotte World Tower and
Song-ri-dan-gil are composed and developed as commercial
districts that do not overlap with each characteristics. There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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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open-space where visitors can link the two commercial
districts in geographical and character, and thus, the two
commercial districts can coexist with each other and share them.
If further research is carried out on Jamsil area, it will be
meaningful as a result of a recent analysis of the planned city of
the 1970s. In terms of high density, the whole view of the
changing space of Jamsil area in terms of time, and the fact that
businesses, institutions, and policies can bring high density to
the city space i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keywords : density, high-densify, Jamsil, skyscraper, spati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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