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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분당 신도시 지역의 초고충 주상복합아파트지구를 사례로 선도시 지역에서 초고충 주상복합아파트단지
의 형성 과정 및 주거지 선택 요인에 관해 살펴보고， 현상의 배경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분당 신도시 내의 주거 공간의 형성과

분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당 신도시 초고충 주상복합아파트지구는 건불 특성 및 주태가격의 측면에서 기존 신
도시 주거지역과는 차별화된 주거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당 신도시 개발 이후 획득한 신도시 내

의 차별화된 지위를 바탕으로 기존의 유입 계층과는 다른 강남지역의 고급 주태 수요를 손쉽게 유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당 신도시 초고충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직주 근접과 도섬 재활성화라고 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본연의 목적 및 신
도시 지역 기존 주상복합아파트의 성격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강남 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급주태의 공급 수단
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었다. 이러한 초고충 주상복합아파트의 선택에는 강남 지역 풍 기존 거주 지역에서의 대형 고급 주

택의 공급부족과 탄천과같은지역 내의 정비된주변환경，초고충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교외 주거지에 대한가치의 변화
와 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퉁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분당 신도시 지역의 초고충 주상복합아파트지구의 형성과
주거 선택의 과정은 신도시 간의 계충화의 발생과 주거 환경 인식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었으며， 이로 인해 비교적 동질
한 지역으로 인식되던 신도시 내부에서 주거지의 공간적 분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주요어 : 분당 신도시， 초고충 주상복합아파트， 주거지 선택 요인， 주거지 분화

Abstract : This study looks at the development of SHMBs in new towns , the main reasons why residents
choose them , and the background of this phenomen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Bundang new town in
Gyeonggi Province. From the point of view of price , height , and housing dimensions , SHMBs in Bundang
new town form a distinctive residential area compared to the original new town area of Bundang. This
phenomenon is caused by easily tempted demand of high-end houses in Gangnam depend on the distinctive
status earned by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connectivity to Seoul after Bundang new town development.
As a resu1t, new migrants of SHMBs differ from usual migrated group of the original new town area. In
this light, SHMBs in Bundang new town are just used for the supply of high-end housing as in the case of
‘Gangnam’ (Gangnam-gu , Seocho-gu , Songpa-gu) and does not relate to the main purpose of typical

mixed-use buildings; revitalization of the downtown area and the trend of constructing residential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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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es c10se to the workplace. The reason why people choose SHMBs is no supply of high-end houses
even though the existing high-valued residential area is deteriorating. They also consider the subsidiary and
convenient facilities SHMBs offer. Moreover, well maintained environments such as Tancheon(stream) ,
the change of notion for resident on super high-rise buildings and the altemation for value of residential
area in suburb became the main reasons for choosing SHMBs.

It can be conc1uded that the development

and choice of SHMBs in Bundang new town is prompted by changing attitudes to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new towns. As a result , residential differentiation has appeared in new towns
which were formerly considered homogeneous areas.
Key Words : Bundang new town , super high-rise residential-commercial mixed-use buildings , residential
choice element, residential differentiation

1.

세권 지역을넘어서 서울주변 지역으로까지 확산

서론

되었으며， 이 중특히 분당신도시 지역은그동안

개발되지 않고 남아있던 토지가 용도변경을 통해

1) 연구배경 및 목적

대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밀집지역이

1960년대 후반부터 도입 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되었다.

본래 목적은 도심부의 기능 활성화와 재개발이었

지만， 오히려 강남 등의 부도심 지역에서 새로운

서구의 교외지역이 넓은 대지 위에 나지막한 전

고급 아파트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기

원적 주택과 자연친화적인 삶， 가족적 생활을 이상

능이 전락하였다. 타워펠리스로 대표되는 강남지

향으로 삼는 탈출의 의미가 강하였다면 그간 한국

역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는 건물의 외형적 특

의 교외지 역은 이와는 반대로 높은 지가를 감당하

정뿐만 아니라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호텔식 서비

지 못해 도심에서 밀려난서민층의 거주지였다. 이

스， 편의 시설， 보안 동으로 인해 기존의 아파트 주

러한 교외지역은 80년대 후반부터 건설된 수도권

거 문화와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주거 문화를 만들

5대 신도시를 통해 30만호에 달동f는 아파트가 공

어 내었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만들어낸 폐

급되고，아파트비용에 대한지불능력이 있는중산

쇄적이고 배타적인 ‘그들만의 공간’ 은 사회적으

층과 중산화가능 계층에 의해 점유되면서 중산층

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 동안

의 교외 주거지로서 탈바꿈하였다. 하지만 신도시

강남지역에 부족했던 대형 고급 주택에 대한 공급

역시 여전히 서울 도섬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대규

을충족시키는수단이 되었으며，주택 자체의 희소

모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곳이었으며 , 이로 인해 신

가치 이외에도분양권에 대한전매와분양방식이

도시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은 개발 초기에 부족한

자유롭다는 법적 허점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의 수

생활기반시설을 무릅쓰면서 신도시로의 이주를

단으로 인식되면서 그 인기를 더해 갔다. 초고층

감행하였다. 신도시의 주택은 저 렴한 가격과 도심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은 서울의 부도심 지 역과 역

에 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 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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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겨졌으며， 이것은 신도시가 제공하는 당연

자동 일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례로 한다. 정자

한 가치로 받아들여졌다.

동 주상복합촌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

최근 분당 신도시 지 역에 대규모로 만들어진 초

구 정자 1동에 해당한다. 분당 신도시 정자동 일대

고충 주상복합아파트는 이 러한 신도시 주거의 개

는 우리나라에서 주상복합아파트가 최대 규모로

념에 있어 균열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

밀집한 지역으로 ‘주상복합촌’])으로불리고 있는

고충 주상복합아파트들은 더 이상 저렴한 주택 가

지역이다. 이전까지 주상복합아파트는 도심 재활

격을 보장하지도 않으며， 고층화 · 고밀화되면서

성화의 목적이나 직주 근접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전원적 주거환경과는 더욱 멀어진 도시적 환경을

혹은 서울 지역의 고급주택의 공급수단으로써 서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 물리적 특성을 달리하면

울의 도심과부도심 지역을중심으로생겨났으며，

서도 공간적으로는 여전히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이 선호되는 신도시 지역에

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

는 적합하지 않은 듯 보였다. 하지만 분당 신도시

고 신도시 지역의 고급 주거지역으로 쉽게 받아들

의 경우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

여지고 있으며 , 다른 아파트에 비해 선호되고 있는

상복합아파트들이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분당 신도시의 초고층

하고， 최고급의 주택으로 각광받고 었다.

주상복합아파트지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또한， 정자동 주상복합촌은 5 ，000세대 이상의 대

신도시 지역의 초고충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성을

규모로 만들어지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구별된 지

신도시 주거지의 일반적 특성과 서울 지 역 주상복

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분당 신도시 내의 다

합아파트 및 기존 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특성과

른 지 역과 차별화되고 있다. 정자동 주상복합촌에

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분당 신도시 에 대규모의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들은 기존의 주상복합아파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지구가 형성된 과정과 신

트에 대한 연구와 신도시 주택에 관한 연구에서의

도시 지 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주거지로 선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해가

택하는 주민의 특성 및 주거 선택 이유를 밝히는

필요한 지역이며， 신도시 주거 지역이 비교적 단일

것을 통해 신도시 내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지

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기존의 관점과는 달리 신

구의 형성이 가지는 의미와 분당 신도시 내의 주거

도시 내부의 공간적 , 계층적 분화를 보여주는 사례

공간의 분화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로 판단하여 연구지 역을 선정하였다.

2) 연구지역 개관 및 선정이유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분당 신도시 내의 초고층 주상복합아

연구는 문헌연구와 자료 분석， 심층 인터뷰， 설

파트를 대상으록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정

문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자료조사

1) 주상복합아파트지구를 가리키는 용어로써 ‘주상복합촌’ 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오로 사용되
고 있다. 이 지역 주상복합아파트들이 서로 인접하여 있으면서도 단지 혹은 건물을 타 아파트와 명확히 구분뺨 담장 퉁이 존재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집단적인 지역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주상복합
촌’ 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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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분석은 분당 신도시의 주거지로서의 특성과 분

윤의 원천이다. 주택은 이와 같이 여러 차원의 의

당 내에서 정자동 지역의 특수성을 밝힐 수 있는

미와특성을가지고있기 때문에주택문제에관한

자료들을 선택하였다. 특히 정지동 일대 주상복합

연구 역시 여러가지해석이가능한복잡한운제가

아파트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건축 허가 및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접근방법 역시 매우 다양

토지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백궁게이트’ 둥으로

하게 나타나고 있다(Bassett and Short , 1980; 류연

불리며 정치 ·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던 부분

택， 1997) ，

인만큼관련신문기사와행정자료를통해 이 지역

주택과 주거지 구조에 관한 이론은 크게 생태학

에 주상복합촌이 형성될 수 있었던 과정과 개입주

적 접근과 신고전적 접근， 제도적 접근， 맑스주의

체에대해살펴보았다.

적 접근의 네 가지로나누어진다. 생태학적 접근은

현지조사는 지역 주민의 거주지 선택 요인과 지

1930년대 시카고학파에 속하는 파크(R. E, Park)

역에 대한 생각을 들음으로써 거주 선택과정의 주

와 버제스(E， W, Burgess) 에서 시작되었다. 이들

체로서 지역 인식에 대한부분을밝히는데 주력하

은 도시의 성장과 그 여파로 나타나는 문제와 인

였으며， 심층 인터뷰는 정자동 일대 주상복합아파

구， 시설들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유형을 나타낸

트 및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 통장 풍의 주민대표

다는 가정하에， 도시성장의 기본적 유형을 발견하

와 관리소장 등 아파트 관리자， 일반 주민， 온라인

고도시가왜특정적인공간적 외형을나타내게 되

커뮤니티 회원，부동산관계자등을대상으로이루

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삼았다(황희연

어졌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결과는 2월 27 일부터

외， 2002) ， 신고적적 접근은 이론적 근거를 신고전

3월 25 일까지 총 355부의 설문지를 지 역 주민에게

경제학에 두며， 주태시장에서 개별 소비자들의 효

배포하였으며， 직접 수거 및 우편 수거를 통해 회

용극대화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고

수된 102부를 분석 에 이용하였다.

전경제학의 주거입지모형은 주거공간과 교통비용
간의 관계를 가정하는 상쇄모형 (trade-off model)

2.

문헌연구와 이론적 배경

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의 복잡한 토지 및
주택시장의 경험적 규칙성을 개념적인 모텔로 만

1) 주거지 공간구조의 형성에 관한 연구

들어냈지만， 가구의 주택결정구조를 너무 단순화
시켜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비판 역시 받고

있다. 제도적 접근은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발달하

(1 ) 주거지 형성에 관한 연구
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거주 단위로

였는데， 북미의 사회과학자들은 권력과 갈등이라

서 삶을 위한 장소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주택은

는 광범위한 주제에 입각하여 토지 및 주택시장의

내구재이자 필수적 소비재이며 또한 이질재로서

제도적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정치학의 발전내용

주택 소비자의 지위와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나

을 차용하였다. 영국에서는 도시사회학자들과 지

타내는 지표이다. 또한 주택은 다양한 권력 집단들

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팔(R. E, Pa비)의 연구를 포

간의 타협과갈둥의 근원이며，주택의 생산，소비，

함하는 베버리안 사회학의 발전내용을 이용하였

교환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에이전트에게는 이

는데， 이들은 도시관리자들의 역할 및 상이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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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게 부과되는 주택제약의 성격과 관련된 주

주거용도로 개발되는 시점의 인구， 거주민 소득수

택의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과 시도하였다.70년

준， 건설기술 등의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으로

대 이후로는 카스텔 (M. Castells) 과 하비 (D.

단순히 입지적 조건만으로 주거밀도가 결정되는

Harvey)를중심으로주택에 대한맑스주의적 접근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장기균형입지모텔이

이 발전하였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상품생산체

‘공간’ 에 대한 고려만 이루어지고， 개발이 이루어

제에서 상품으로서의 주택의 위상과 노동력재생

지던 ‘시간’ 에 소홀하였다면， 역사적 요인모형은

산에 필수요소로서의 주택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

반대로 ‘공간’ 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기 위해 사적유물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Bassett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시 구역 내의 주거밀도의 공간적 분포

and Short, 1980).

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학자에 의해 계속되

었다. Yacovissi의 경우 도시의 주거밀도 공간 분

(2) 주거밀도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주택가격과 도시 내의 개발밀도의 공간적 분포

포는 도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

패턴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텔은 장기균형

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톱날모양을 띠게 된다고

입지모텔 (long-run equilibrium location model)이

설명한다. 이는 현재의 높은 지가가 현재 상태에서

라는 통근시간과 거주지불능력의 교환모텔이다.

의 개발에 있어 고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영향

도심과 가깝거나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

을 미치지만， 과거 건설되어 존재하는 건물의 재건

일수록 통근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이룰 수 있기 때

축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 역 내의 모든

문에 수요만족도가 높아져 주택에 대한 더 많은 수

건축물들이 현재의 지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나타

요가 존재하게 되고， 이에 따라 높은 주택가격이

나는 현상이다(Yacovissi ， 1995). 즉， 주변 여건의

형성된다. 수요와공급의 균형에 의해 해당지역의

변화로 인해 특정한 지역의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

토지 가격은 외곽 지역에 비해 높게 형성되고， 상

면，현시점에서 이루어지는개발은이러한토지비

승된 토지가격을 감당하기 위해 개발밀도 역시 높

용을 감당하기 위해 고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지게 된다(민범식 외， 2004). 그러나， 장기균형

만， 토지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입지모텔에서 고려하고 있는 통근비용은 실제 주

존재뺨 주택의 경우 기존의 저밀도 상태로 일정

거지를 선택함에 있어 고려요인 중 하나일 뿐이며

기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주변 지 역과의 개발밀

절대적인 것은아니다. 실제 주거지를선택하는소

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국지적인 규모

비자는 통근비용 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의 구입，

에서 변화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직장 외 수입 동 생활환경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되며，직장의 위치 역시 항상도심지역이

(3) 주거 이동과 주거지 선택에 관한 연구

아닌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게 된다 (Couch ，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 때문에 거주지를 이동

1980). 이러한 비판에서 나타난 것이 역사적 요인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동동기는 기존 거주지의 조

모형 (pure historical model)이다. 역사적 요인모형

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통하게 되는 배출요인

은 주거밀도는 장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push factor)과 그 반대로 목표지의 조건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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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동하는 홉인요인 (pull faαor)으로 분류될 수

즉，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쾌적성에 대한 고려

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가커지며，중심지와의 근접성에 대한고려는줄어

는 배출요인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홉인

들게 된다. 주택의 소유 여부에 대한 문제는 소득

요인이 될수도 있다. 또한어떤지역이 갖고있는

이 증가함에 따라 선호도가 높아져 중간 계층에게

통일한 조건이 어떤 때는 홉인요인으로 작용하다

는 이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소득 수

가도 사회가 변함에 따라 그 조건이 배출요인으로

준이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다시 낮아져 상당히

작용하기도 한다(이희연， 1986). 특정한 개인이 한

높은 소득을 갖는 계층에게는 주택 자체의 소유 여

장소에 대해 자신의 주거지로 적합한가에 대해 판

부는 주거지를 결정하는데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

단하는 것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게된다.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주관적 가

2) 복합용도개발과 주상복합아파트

치개념이다. 따라서 이주의 결정과정과 주거지 선

택은개인에따라다양하게나타날수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주거 입지의 결정

복합용도개발(Mixed Use Development : MXD)

에 있어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심리적， 물리적

이라는 용어는 ‘Gurney Breckenfeld’ 가 1972년

요인들이 입지인자로서 다양하게 작용한다고 할

‘Fortune’ 지 11 월호에 처음 사용한 용어로 토지의

수있다.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주거와 상업， 업무， 공

Turner(1968)는 중심지와의 근접성 (proximity to

업 등상호지원하는 여러 가지 용도를합리적인 계

inner ring areas; Location) , 쾌적성 (modern

획에 의해 서로의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상호보

Amenity) , 소유권 (permanent

완하여 기능상의 상승효과를 발휘토록 하는 것이

ownership and residence; Tenure)을 주거 입지 의

며， 나아가서는 문화적 기능， 오락， 공공시설 등을

주된 결정요인으로 보고 이러한 3가지 변수가 주

집약시킨 개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복합용도 개

거지역 결정에 미치는강도를소득수준에따라세

발에는 여러 가지 정의와 기능이 학자에 따라 내려

계층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지고 있는데 , Witherspoon(1976)은 복합용도 건축

standard of ameni마;

Turner에 의하면 도시로 처음 진출한 극빈층을

물을 특정짓는 요소로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교두보 진출자(bridgeheader)라고 하여， 이 집단은

로， 상당한 규모와 소득구조， 경제적 타당성을 가

주거입지를 선택함에 있어 도심지 일자리까지의

진 3가지 이상의 기능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둘째

접근성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러한 기능들이 보행동션을 통해 기능적 · 물리

극빈상태를 면한 서민층은 안착자(consolidator)로

적으로통합되어 연계가이루어져 있어야하며，셋

서， 이들의 주거입지 우선순위는주택소유의 실현

째 일관성과 적합성을 지닌 개발로 단일건축물과

여부에 맞춰진다. 도시생활의 여유를 찾기 시작한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주택산

소득층은 지위추구자(status-seeker)로서 , 이들은

업연구원， 1996; 정은진， 2(03).

도시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였기 때문에 주거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러한 복합용도 개발을 통

환경의 쾌적성에 가장 예민하게 반웅하게 된다.

해만들어진건축물중하나로주거기능과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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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기타 여러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러한 연구 중에서 신도시 지역의 주상복합아

하나의 건물내에서 이용À}들이 다양한효과를얻

파트를 사례로 다루는 연구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을 수 있도록 건립되어진， 주거부분이 아파트인 건

있는데 이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서울을 중심으로

축물이라는 의미이다. 즉 단순한 기능의 측면 뿐만

한대도시의 도심과부도심 지역을중심으로나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영위하고 행동하는데

났기 때문이며，신도시 지역의 경우주거지역혹은

필요한 업무， 상업， 공업， 문화 동의 모든 기능이

지하철 역 주변에 소규모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특

주거와 상호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되

징적인 현상으로분석하기 힘들었다. 다만기존의

어 구성된 복합주택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임

연구에서 신도시 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사례

국택， 1996; 최열 외， 2004). 일반적으로 주상복합

로 포함하는 경우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지 특성

아파트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아

과 주민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에서 도시 외곽 지

파트와 상업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며， 주택법의

역의 사례로서 선택된 경우에서 찾을수 있다.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3.

복합용도개발에 관한 국내의 연구논문은 1980

주상복합아파트의 역사와 특성의
변화

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경

1) 제도의 변화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향은 80년대까지 국내의 주상복합 건물의 개발이

출현

건물 수나 공간적 입지의 측면에서 서울의 일부 지
역에 한정되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90년대 이
후 법과 제도의 개정 둥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주거공간으로서의 초고층 건물은 90년대 후반

과맥을같이 한다고할수 있다. 도시계획 및 지리

부터 시작되는 극히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학 분야 에서는 주상복합에 대한 정책적 측면과 공

우리나라에서 초고층 건물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간적인 입지 특성，그리고주상복합아파트주민의

정의는현재존재하지 않으며，소방법상고층을 15

주거선택 요인과 주거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층으로 규정한 것이 유일하다

2)

이루고있다.
2) 국제적으로도초고층의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국가별로초고충건물에 대한정의를다르게 내리고 있다.

초고층위원회(CfBUH ， 1he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 의 경우 초고충건물을 그 높이나 충수에 관련된 것이 아

니라디자인，관리，도시적 영향，높이의 질둥에 의해 영향을받는것으로계획，설계，시공에 있어서 특수한조건을유발하는것으
로 정의하여 외형적인 의미보다고충 건물이 내재하고 있는사회 · 문화적인 건축적 복합성을 언급하고 있다(전명화 외\ 2(05).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도λl 내의 주거 전용의 고흙}파트가 15-25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초고충’

의 의미는 일반적인 고충 아파트보다 더 높은 25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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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방차의 JD} 사다리가 닿을 수 있는 높이

된 주상복합 관련 규정은 그동안 부족했던 도시 내

가 15층이라는데 기인한 것으로， 그 이상일 경우

고급 대형 주택의 공급수단으로서 인식되면서 실

내진설계의 의무화， 스프링클러의 설치， 분양가의

제로는 도심보다는 부도심과 도시 외곽지역에 남

차등화 둥을 규정하고 있다.

아있던 상업 · 업무 용지와 쇼핑몰 부지 등의 짜투

국내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발은 1979

리 공간을 활용한 대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

년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제정되어 ‘한

트 건축으로 나타나게 된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

단지 내의 공동주택과 상가부대시설은 별도로 건

트들은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도심 지역보다는고

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한 이후， 1981 년 정부가 도

급주택과주택 용지의 공급이 부족하던강남지역

심 내 주택공급 촉진을 취지로 상업지 역내 주상복

을 중심으로 대형화， 고급화， 고층화 경향을 띠고

합개발에 의한 주택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

있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법 상의 국민

(이하 주촉법)상 사업승인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주택 의무비율과 세대별 평형 규제를 받지 않기 때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부터 그 근거가 마련되

문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형 평형에

었다고할수 있다. 주촉법에 의한사업승인 대상

초기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상업용지라는 특성

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주택규모의 상한규제나 분

을 활용하여 초고층으로 건축하여 단위면적당 개

양가규제， 평형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

발밀도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므로 이 조치는 사실상 대형주택이나 고급주택 개

2) 신도시와 주상복합아파트

발사업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초고층주거에 대한 일반적인 거
부감과 높은 상업 · 업무시설의 비율로 인해 분양

주상복합건물이 도심 공동화 방지와 재활성화

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으며 경기침체 등으로 인

를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는 특정과 직주 근

해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접성이 장점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외곽 및 신도시

하지만 90년대 중반부터 도심 재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도심이나 부

도심권역에 주상복합 건물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

도심 지역에 비해서 활발하지는않았다. 특히 신도

기되면서 정책적으로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이 이

시 지역의 경우 건설 단계에서부터 도시계획이 확

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

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이나 도시 재

졌다. 특히 %년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주택법상

개발 사업을 통한 주상복합건물의 건축 역시 이루

사업승인 제외 대상 규정에서 이전까지 100세대

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다만 주

내지 20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던 세대수의

거 , 상업 및 업무 기능의 복합화를 통해 신도시 지

제한이 없어지고， 98년 주상복합 건물 내 주거면적

역에서 문제가 되는 침상도시화를 방지하고 쇼핑

의 비율이 90%까지 확대되면서 초고층 주상복합

센타， 스포츠센터와 같은 위락시설과의 복합으로

아파트의 건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

단지의 매력을증진시킬수있으며，고밀도토지이

였다.

용을 통해 도시외곽 지역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에 포함되기

하지만 도섬 재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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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 하였다(하성규 · 전희정 , 2002).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분당 신도시 주상복합

(2006.8)

분당 신도시 초고층 주상복합아
파트지구의 형성

아파트 거주가구는자영업과사무직에 종사하는

20-30대 세대주 가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

1) 정자동 주상복합촌의 형성 과정

다. 또한 주상복합 아파트 거주 이유 역시 ‘내집
마련’ 의 목적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주상복

(1 ) 분당 신도시와 백궁 · 정자지구 도시계획

합아파트 거주자가 인근의 분당 신도시 일반 아파

연구의 사례지역인 분당 신도시 정7-1동 일대는

트의 거주자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

신도시 도시계획 당시 백궁 · 정자지구(이하 정자

다(박유신， 1998). 즉 저렴하고 넓은 주택을 필요

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쇼핑단지와 중심상업

로하는주거의 경제적 측면 때문에 이주한고학력

용지， 업무용지로 계획되어 있던 지역이다. 이 지

의 젊은 층이 주를 이루는 신도시 이주 계층이 주

역은 서울 남부지역， 수원， 용인을 세력권으로 하

상복합아파트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와 같이

는 지 역중심 쇼핑 센터 (Regional Shopping Center)

신도시 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주상복합

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백화점 , 쇼핑몰， 호텔， 전시

건물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저렴한 주택가격과

관 등이 들어서는 쇼핑 · 레저단지와 서울의 엽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건축되면서 내

를 분담하기 위한 업무시설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집 마련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오히려 출퇴근시간

분당 신도시의 5개 생활권 중 가장 넓은 상업 · 업

의 교통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

무용지가 배치되었다. 하지만 신도시 입주가 완료

였다(주택산업연구원，

된 지 3년이 지난 2000년까지도 당초 유치하기로

1996; 하성규 · 전희정，

2002). 따라서 신도시 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는

계획되었던 공공업무시설

단순히 신도시 내의 한 주택 유형으로서 일반 아파

완료되는 둥 계획했던 수도권 남부의 업무중심지

트와 구별되지 않은 채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로서의 자족도시 기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채

167R

중 8개만 개발이

분당 신도시는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였다.
이로인해， 신도시 내 다른 상업지역에 비해 업무용

지의 비율이 높은 정자지구의 개발 상황은 가장 지
연되었으며， 대부분의 토지가 나대지의 상태로 방

치되고 있었다. 또한 정자지구는 한쪽 면이 고속도
로와 고속화도로로 차단이 되면서 동쪽 지역 일면

에서의 접근만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탄천이라는

자연적 경계로 인해 접근성이 가장 떨어져 주변 지
역이 인근의 서현， 수내， 오리 동의 소생활권에 상
권이 홉수되었다는 점 역시 가장 개발이 이루어지

지않은원인으로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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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분당 상업 · 업무용지 개발 현황

상업용지

엽무용지

합계

691/
276 ,500
(100.0%)
231/
219 ,300
(100.0%)
922/
495.800
(100.0%)

318/
130 , 200
(47.0%)
100/
91,600
(43.3%)
418/
221 ,800
(45.3%)

출처: 성남시， 2000 ， 성남시 분당 중심상업

(2)

373/
146.300
(53.0%)
131/
127,700
(56.7%)
504/
274 ,000
(54.7%)

업무지구 도시설계 검토，

106/
36 ,300
(100.0%)
77/
80 , 200
(100.0%)
183/
116 ,500
(100.0%)

(단위: 펼지/평)

5/
1. 700
(4.7%)
9/
9,400
(1 1. 7%)
14/
111 ,000
(7.7%)

101/
34 ,600
(95.3%)
68/
70 , 800
(88.3%)
169/
105 ,400
(92.3%)

p.29

루어지지 않은채로남아있는상태에서 도시 계획

정자지구 용도변경 3)의 과정

분당 신도시는 건축법 60조의 도시설계에 관한

당시에 계획했던 공공기관의 이전과 업무시설의

규정에 의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

유치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짐에 따라 이 지역의 개

역이다. ‘도시설계’ 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발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과 논의들이 이루

시설 및토지 이용둥에관한계획，건축물및 공공

어졌다， 그중 특히 1998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었

시설의 위치 · 규모 ·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

던 김병량 씨가 “분당 상업용지 용도변경”을 공약

적인 종합계획으로， 도시계획과 건축설계의 중간

으로 내세우면서 용도변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

단계 수준의 도시관리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도

으로시작되었다.

시설계를 통해 구역 내 용도지 역지구 계획과 도시

이후당시 이 지역의 토지에 대한소유권을가지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용도， 미관，

고 있던 한국토지공사에서 98년 10월 27 일 상업 ·

경관계획 둥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꺼

업무시설용지 및 쇼핑단지를 주상복합용지로 변

분당 신도시는 이러한 법률에 따라 도시 전체에

경하는 내용의 도시설계변경을 시에 요청하였으

대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정자지구는 도

며， 한 차례 유보 과정을 거쳐 2000년 5월 9 일 도시

시계획에 따라 7개의 지구로 구분되어 각각 상업

설계 변경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시켰다. 변경된 도

및 업무시설， 주차장， 파출소 동의 부지로 설정되

시설계지침에서는 기존 용지 171 ，450평 중

었다. 하지만， 백궁 · 정자지구가 장기간 개발이 이

평을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가능한 용지로 변경

86 ,221

3) 정자지구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었던 과정은 일반적으로 ‘용도변경’ 이라 불리지만 정확히는 ‘도시설계구역 내 도시

설계 지침상허용용도규제완화’라고하는것이 옳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토지는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으로 구분되며， 정자지구는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용도지역상으로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도시설계는 70년대 이후 당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만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으로 도시
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분당 · 일산 퉁 신도시가 도시설계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서울의 테헤란로 · 대학로가
도시설계에 의해 개발되고 유지 · 관리되었다. 도시설계는 91년 도입된 상세계획제도와 2000년 7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으로 통
합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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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일부용지의 경우주상복합을유도용도

여 총 9개 단지 5 ，318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378세

로 설정함으로써， 용적률의 인센티브까지 부여하

대 규모의 만le # 스타파크’ 가 건설 중에 있어， 총

였다. 변경된도시설계를바탕으로각건설업체들

5 ，800세대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주상복

이 2000년 10월에 경기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

합촌을 형성하고 있다. 정자동 주상복합촌은 지하

으며， 2ω0년 11월 28일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신

철 분당선 정자역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

청한 5개 업체에 대해 교통시설부담금 4백 5 억원

뒤어 있으며， 북쪽 지역에 로얄펠리스， 파크뷰， 아

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면서， 정자지구는 본

이파크， 위브 제니스， 파라곤， 쌍떼뷰 리젠시가 위

격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의 대규모 건축이 시작

치하고 있고， 남쪽으로 아데나 루체， 아데나 펠리

되었다.

스， 미켈란 쉐르벌， 스타파크 등이 있다. 정자 지구

정자지구의 용도변경 과정에는 많은 논란이 있

내에는 이들 주상복합아파트 이외에 주거용 오피

었는데， 정자지구의 도시설계를 변경하기 위해 성

스텔로 파라곤 11 등 5개 단지 5 ，579세대가 입주해

남시가 내세운 이유는 퇴폐 향략시설의 무분별한

있으며， 타워펠리스 등이 건설중에 있어 오피스텔

난립을 방지하고， 택지개발 당시 과다 책정된 상

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총 규모는 10 ，000세대에 이

업 · 업무용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도시기반시

르는대규모주거단지를형성하고있다.

설에 대한 체계적 확충을 위해 현 실정에 맞지 않
는 토지이용계획을 바로잡아 효율적인 토지활용

(2)

방안을모색하기 위한다는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정자동 주상복합촌의 특징

@ 초고층으로 이루어진 신흥주거지역

대해 시민단체들은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이 교

정자동 주상복합촌이 초고층의 형태를 떨 수 있

통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주거환경을 해치며，

는 것은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주거용지

분당내소득격차를심화시킨다며반대에나서 결

에 비해 허용 용적률이 높은 상업용지에 건축되기

국 법정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용도

때문이다. 일반적인 아파트가 최대 용적률이

변경 과정에서 정치권의 불법적인 개입이 이루어

150-250% 정도인 주거전용지역에 건설되는 것에

졌다며 이른바 ‘백궁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되어

반해， 정자동 상업

전국적 인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서 최대 용적률이 356%(쇼핑단지 )-1500%(정자 5

· 업무용지의 경우 기존 계획에

지구)에 이르렀으며， 용도 변경 과정에서 평균 용

2) 정자동 주상복합촌의 현황 및 특징

적률이 329%로 낮춰지기는 하였지만 필지에 따라
6000!C。 이상의 높은 용적률의 건물 건축이 허용되고

(1) 정자동 주상복합촌의 현황

있다，) 정자동 주상복합촌은 최근 5-6년 사이에

현재 정자동 일대의 주상복합아파트는 2어3년 2

30층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벨 60여 동

월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한 로얄펠리스를 비롯하

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인근 정자동 일대의

5) 정자동 주상복합촌 주요 아파트의
파크뷰 355%, 아이파크 1단지

“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6.7%, 로얄펠리스 735.6%, 위브 제니스 425.5%, 판테온 리젠시 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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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정자동 주상복합아파트 현황

로얄펠리스

삼성물산

파크뷰

포스코 'SK건설

아이파크분당

현대산업개발

위브제니스

두산산업개발

쌍떼뷰리젠시

성원건설

파라곤 I

동양건설산업

The#
스타파크

포스코건설

4개통
566세대

13개동
829세대

8개동
1， 071세대
2 개동
157세대
3 개동
86세대

6개동
344세대

4개동
378세대

지하 3 ，

51-91

지상 32

33-95
31-92
34-63
32-66
32-69
34-47

파라곤 II

동양건설산업

위브파빌리온

두산산업개발

1， 549세대

22-63

판테온리젠시

현대산업개발

440세대

28~89

地

분당벤처타운

포스코 'SK건설

대

지하 3 ，

지상 36

04. 9
07.3

03. 5

삼성중공업

1개통

지상 17

21~27

미켈란쉐르빌

1， 113세대

지하 2 ，

04. 8

34~67

삼성물산

4개동

지상 17

03. 2

04. 12

아데나펠리스

803세대

지하 2 ，
지상 30

03. 5

지상 27

삼성중공업

3개통

지하 3 ，

지상 34

04. 6

34-59

아데나루체

203세대

지하 1，
지상 35

03. 2

51-73
14-55

15-46

지하 3 ，
지상 38
지하 3 ，

지상 32
지하 4
지상 33

3,
29
5,
지상 35

건설중

03. 9
04.10

오피스댈

05. 6

오피스댈

02. 6

오피스댈

04. 12

오피스댈
오피스빌딩

/、

(명칭 미확정)

삼성중공업

건설중

1개동

10-15년 전에 건축된 10-20층 규모의 아파트와 차

평탄한 지형과 대비하여 초고층 건물은 더욱 높은

별화를 이루면서 주변 지역과의 경관을 가시적으

가시성과 위압감을 지니게 된다.

로구분짓고있다. 이러한건축형태와시기의가시
적인 차별화는 탄천이라는 자연적 경계와 결합하

@ 대형 평형 중심의 주택 구성

여 정자동 주상복합촌을 탄천 건너편의 아파트 단

정자동 지역 주상복합아파트들의 또 다른 특정

지 및 주태단지와 구별된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은 대형 평형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 더욱 명확하게 구별짓고 인식하도록 기능하며，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소형평형

주변의 경부고속도로 도시고속화도로， 탄천 동의

의무 비율 둥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형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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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중심의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 더욱이 이 지역

과 강남 지역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이주 목표 집단

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형태 둥을 규제할 수 있

으로설정한도시계획이 반영된 것이라고할수 있

는 성남시 도시설계지침에서도 이 지역에 건축되

다. 이에 비해 정자동 주상복합촌 아파트의 평형

는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를 10010 이

구성은 전용면적 41 평 이상이 70010가 넘는 절대적

상으로만 규정하고， 대형 평형 아파트의 건축을 가

인 비율을 보이고 있어 분당 신도시 주거지의 기본

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6)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

적 성격과 차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대형 아

시적으로나타난다.

파트 대부분이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대형주택이

정자동 주상복합촌 아파트의 평형 구성을 분당

라는 점에서 정자동 주상복합촌은 성남시가 계획

지역 전체 아파트와비교할때 이러한현상은더욱

변경 당시 내세웠던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 제

잘 드러나게 된다. 분당 신도시 도시 계획 당시의

공보다는 그 동안 부족했던 대규모 대형 고급주택

아파트 평형 구성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단지의 건설에 있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

25.7평에 해당하는 규모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이루

다. 따라서 정자동주상복합촌아파트의 평형 구성

어졌으며， 12-18평의 서민형 주택과 전용면적 30

은 아파트 건설 당시부터 특정 계층에 맞춰진 주거

평형 대의 아파트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

지역이 형성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환경

내고 있다. 이는 분당 신도시가 계획 당시부터 서

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울 지 역의 주택난 완화를 위한 대규모의 주택 공급

〈표-3) 정자동 주상복합촌 아파트의 평형 구성

자료: 한국토지공사(1997) ， 각 건설사 홈페이지， 부동산114(http://www.r114.co.kr) 에서 정리
정자동 주상복합촌 제외 1997년 분당 신도시 개발사업 완료 당시 기준

*

@높은 주택 가격

로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현재 정자동 지역의 주

정자동 주상복합촌 아파트들의 거래 가격은 분

상복합아파트의 경우 판교 개발의 영향과 ‘고급

당의 다른 지역 아파트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되어

주상복합촌’ 이라는 외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급속

있으며 , 최근의 분당지 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

한 가격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며， 분당 신도시의

하면서 강남 지역의 주요 아파트와의 비교 대상으

모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 지역의 유명 주

6)2000년 5월 9일 개정한 성남 분당지구 도시계획지침에서 전체 아파트 세대당 평균 면적을 51평 정도까지 건축。l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세대 비율은 10%만을지키면 되도록함으로써，제도적으로대형 평형 아파트의 건축을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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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합아파트와의 거래 가격을 비교했을 때， 평균

당 신도시 정자동 지 역 주상복합촌의 경우 5 ，어0세

적인 수준에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

대가넘는국내 최대 규모로건설되었을뿐만아니

히 정자동주상복합아파트의 대표격이라할수있

라，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신흥 부촌’ , ‘고급 주거

는 ‘파크뷰’ 의 경우 서울의 ‘타워펠리스’ 동 유명

지역’으로주목받으면서 기존서울시 내에서만존

주상복합아파트에 비해 높은 호가를 기록해 각종

재하던 고급 주거지역을 서울 외곽지역으로까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주택 가격의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교외 거주지와

상승과동시에 언론，특히 인쇄매체를통해 이 지

신도시 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와는 다른 주거공

역 아파트들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지 역을 소개

간의 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도시 주거공간이

하는 말들로 ‘고급’ 주상복합촌， ‘부촌’ , ‘상류충

제공하던 가치와는 일치하지 않는 초고층 주상복

거주지’ 동의 표현이 자주 동장하게 되었고， 이 지

합아파트가 다른 신도시와는 달리 분당 신도시 지

역에 대한 외부의 이미지를 더욱 더 고급스럽고 특

역에만 대규모로 형성되고， 그러한 초고층 아파트

수한 계층의 거주지로 강화해 가고 있다.

들이 고급 주거지 역으로 인식 받고 있는 현상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도시와 차별화되는 현상

3) 정자동 주상복합촌의 형성 배경

이 나타나는 ‘분당’ 이라는 공간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특성이 다시 ‘분당’ 을 다른
신도시와 어떻게 차별화된 공간으로 구분되게 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새로운 고급 주택의

는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형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이러한 초
고충주상복합아파트의 건설이 서울의 도심 지역
을넘어서 전국적으로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 시

(1) 5 대 신도시 간의 입지와 특성의 차이

작한 초고층 주거건물의 흐름은 수도권 지역으로

수도권 5대 신도시는 각각 나름의 개발 목표를

확대되어 나타나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와 신도시

부여받았지만， 실제로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

지역에서 지난몇 년간수많은초고층주상복합건

기 위한 대규모의 주거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

물의 건축과 분양이 이루어졌다 7) 하지만 수도권

한정책적 목표였다. 따라서 선도시가들어서게 되

의 도시와신도시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초고

는 입지와 규모 등은 달랐지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층 주상복합아파트는 단지 자체의 규모도 작을 뿐

하는 주거공간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였으며， 분

만아니라그평형 구성이나분양가의측면에서 기

양가 동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신도

존의 일반 아파트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채

시의 개발이 완료된 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단순히 전체 층수만 몇 층 더 높아진 정도에 그치

서 신도시의 건설 단계에서 존재하는 입지적 특성

고있어 이 지역에 새로운주거공간의 형태가확산

과 주택의 평형 구성 등과 같은 차이들이 비슷한

되고 있다고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에 비해 분

출발을 시작했던 5대 신도시를 서로 다른 주거 공

7) 이러한 지역으로 부천의 중통 · 상통 신도시 지역을 들 수 있으며， 현재 위브더스테이트(35층)， KCC 앵파이어타워 (26층)， 비잔티
움 상동(37충)， 이데아폴리스(33층) 퉁이 건설 중이다. 이외에도 남양주(벽산 메가트리웅， 28충)， 수원(로얄펠리스， 31층)， 평택(롯
데인벤스， 33충)， 평촌(디오슈페리웅 26층， 아크로타운 42층) 둥이 건설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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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신도시간의 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거주지의 이전은 불가능하게

이 중에서 가장 그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된다는 점에서 주택의 투자가치라고 하는 경제적

서울과의 관계와 연결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측면은 주거지 선택 요인이라기보다는 주거지 선

택의 전제조건이라고할수있다.

5대 신도시 중 평촌과 산본， 중동은 서울을 직접
적인 모도시로 하는 신도시라기보다는 각각 행정

분당 신도시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 서울과의 연

구역상 포함되는 안양과 군포， 부천의 신시가지적

결성과 접근성이 높다는 점과 강남 지 역과 직접 연

성격이 더 강하였다. 이에 반해 일산 신도시와 분

결됨으로써 강남 지역의 대체 주거지역으로 인식

당 신도시는 각각 고양시와 성남시에 속하지만 이

됨으로 인해 분당의 주택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주

는 행정구역상의 구분일 뿐 실제로는 서울을 직접

택 가격이 높은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과 연동하

적 인 모도시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

여 변화하게 된다. 강남 지 역에서 아파트의 노후화

산신도시가 서울의 서북부 외곽지역과 인접해 있

가 급격히 진행되었지만 이에 따른 신규 주택의 공

는 것에 반해 분당 신도시는 서울의 강남 지역에

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요와 공급의

인접해 있다. 서울의 행정 기능상 중심은 기존의

4

불균형으로 인한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이 이루어

대문 지역에 있지만， 최근의 경제 · 주거의 중심

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강남 지역 주택 수요의 상

은 실제적으로 강남 지 역으로 상당 부분 이전되었

당 부분이 분당 신도시로 옮겨옴에 따라 분당의 아

으며， 이러한 현상은 강남 지역의 급격한 주택 가

파트 가격까지 같이 상승하게 되었다. 또한 분당

격 상승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

남쪽의 용인 지역까지 대규모주택 건설이 이루어

황에서 다른 신도시들이 기존 도시 내부에 위치하

지고， 분당과 강남 지역간의 완충지역으로 남아있

거나서울의 외곽지역에 연결되는것에반해，분당

던 판교 일대가 대규모 신도시로의 개발 계획이 수

신도시가 서울의 강남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

립됨에 따라 이러한 주택 가격 상승은 더욱 심화되

어 있다는 것은， 분당이 강남의 유사지역 내지는

었다.

대체지역으로서 떠오를 수 있게 만들었으며， 이러

2006년 2월 기준으로 분당 신도시의 아파트 평

한 차이는 분당이 동시에 개발된 수도권 5대 신도

균 평당 매매가격이 1 ，634만원이었던 것에 반해，

시에 비해 현재의 주택가치가 높게 형성될 수 있었

평촌은 평균 1 ，052만원， 일산 948만원， 산본 708만

던가장근본적인 원인으로작용하였다.

원， 중동 698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 당시 평당
가격차이가 가장 컸던 분당과 산본의 차이가 140
만원 정도였던 것에 반해 신도시 입주가 완료된 지

(2) 주택의 경제적 가치 차이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7-}산

10년이 지난시점에서 크게는 950만원까지 벌어져

내에서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

그 격차가 7배 가까이 커진 것으로나타나고 있으

문에 주택 및 주거지의 선택에 있어 주택의 경제적

며， 특히 분당과 중동， 산본은 평당 가격이 2배 이

인 개념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상 차이가 나고 있는 동 신도시 간의 부동산 가격

주택의 선택에 있어서 다른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

차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고 하더라도 향후의 발전가능성과 경제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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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개발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신도시 간의 계층화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

신도시 지역에서는존재하지 않았으며，서울내에

트의개발

분당 신도시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이주목표 집

서도강남의 일부지역과도심，부도심과같은중심

단에 속하는 ‘강남’ 에 살거나 ‘자녀교육에 관심이

지 역에서만 나타나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많은 중산층’ 의 분당 이주를 돕고 강남과의 교육

정자동 지역에 대규모로 만들어져 주상복합아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트지구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직접적으로는 성

성남시와 학군을 분리하여 분당구 자체 학군을 신

남시의 무계획적인 도시계획의 변경에 있다고 할

설하였으며， 고둥학교에 비평준화 방식을 도입하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도시계획의 변경과 초고층

면서 지역에 명문고가손쉽게 만들어지도록하는

의 주거지역 형성이 가능하도록한 것은개발의 가

둥의 정책적 배려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강화시켰

능성을 인식한 건설 자본이었으며， 그 밑바탕에는

다(강예린， 2뻐). 높은 주택가격과 그를 바탕으로

분당 신도시의 신도시 특성과 지위의 변화가 있는

하는 고소득층의 이주는 분당 주민들에게 다른 신

것이다.

도시 주민과는 다른， 자신들의 거주지를 ‘제 2의

5.

강남’ 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분당 독립시 추진이라는 가시적인 현상으

분당 신도시 초고층 주상복합아
파트 주민의 주거선택요인

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여러 요인들로 인해 대규모

1) 정자동 주상복합촌 주민의 특성과 주거선

의 주택 도시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

어진 수도권의 5개 신도시 중 분당 신도시는 주택

택요인

가격의 상승을 통해 다른 신도시와 구별되는 독특
한 지위를 형성해 갔으며 이로 인해 ‘천당 아래 분

주택의 형태와 규모는 계층적 지위의 표출이자

당’ 이라는 말까지 동장하게 되었다. 신도시 내에

결정요인이다. 오늘날 계층의 차이는 ‘소비’ 의 측

서의 이러한 분당의 독특한 지위는 분당을 ‘신도

면에서 더 가시적으로나타나며，주로개인적인소

시’ 라기보다는 ‘분당’ 이라는 자체의 공간으혹 인

비 수준에 머무는 다른 상품들과 달리 주택은 계층

식하도록 만들었으며， 신도시보다는 서울과 강남

의 차이를 확연하게 나타내기에 그 사회적 의미가

에 더욱 가까운 ‘강남화된 분당’ 이라는 정체성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선주형 , 2003). 정자동 주

가진 주거 공간으로서 분당을 이해하게 하였다.

상복합촌 주택의 물리적인 특성과 형태가 기존의

주거지의 밀도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분당 신도시 주거지역과 신도시 지역 주상복합아

토지 가치가 반영되어 결정된다. 정자동 주상복합

파트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 지 역의 주민 특

촌의 개발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분당 신도시는

성과 주거지 선태의 이유 역시 다르게 나타날 것을

‘신도시’ 라기보다는 저울화된 주거지’ , ‘강남화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자동 주상복합촌의 특수

된 분당’ 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주택 자체

개발밀도는 기존 분당 신도시 주거지의 밀도가 아

의 성질 뿐만 아니라 ‘주택’ 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니라 서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초고층 고밀도의

상품에 대한 소비와 점유를 선택한 집단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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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밝히는 것 역시 필요한 부분이다. 정자동 주

료가존재하지 않으며，다만아파트의 물리적인 형

상복합촌 주민의 특성과 주거선택 요인을 분석하

태와 주택 구성에 관한 자료만을 확인할 수 있기

기 위한 자료로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때문에 이를 통해 표본 집단이 실제 정지동 주상복

사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정자동 지역 주상복합촌

합촌 주민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살펴보았다.

의 주민 특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 및 조사자

〈표-4) 표본 집단의 특성

단위:명

정자동 주상복합촌 아파트의 평형별 비율은 전

먼저 , 정자동 주상복합촌 가구의 세대주 연령 분

용면적 기준으로 25 .7평 이하， 31 평 이하， 41 평 이

포를 살펴보면 50대 세대주의 비율이 39.6%로 가

하， 41 평 초과 주택의 비율이 각각 14.0% , 0.4% ,

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60대와 40대가 2 1. 80/0의

14.5% , 71. 1%인 점으로 고려할 때， 표본집단은 실

비율로 두 번째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제에 비해 소형 평형과 중간 평형 거주자의 비율이

30대 이하(13.8%) ， 70대 이상(3.0%) 순으로 나타

높음을 알 수 었다. 거주 층수는 전체적으로 비슷

난다. 즉， 거주 가구 전체의 %。 이상이 세대주의

한 비율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저층과 초고층 거

연령이 50대 이상인 고령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주7-}들이 표본 집단에 많이 포함되어 었다.

세대주의 연령이 50대 이상이라는 것은 첫 자녀의
연령이 20대 이상으로 대학 및 직장 적웅기 혹은

(1) 정자동 주상복합촌의 주민 특성

은퇴기의 생애주기에 속하는 가구가 대다수라는

@인구학적 특성

의미를가진다.
〈표-5) 세대주 연렁에 따른 가구 비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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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 전체의 세대주 연령 구성은 30대 이

파트 이주 세대의 경우 자녀의 교육 문제와 같은

하와 40대의 세대주 비율이 68.0010.로 가족생애주

가족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기 때분에 거주 지 역이

기 상 자녀출산 및 햄기， 초둥학교기， 중 · 고등

제공하는 직접적인 교육 서비스의 질에 구애를 받

학교기 둥 자녀의 성장기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부

지 않을 수 있어 다른 생얘주기에 위치한 가구에

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자동 주상복합촌의 경우

비해 손쉽게 서울 외곽 지역으로의 이주를 결정할

대부분의 가구가 자녀가 대학 및 직장 적웅기 이상

수있게 된것이라고볼수있다.

으로 분당 신도시 가구 전체와 차별화되는 경향을

세대주의 연령 구성 분포는 가족 구성원 수에도

보이고있다.

영향을미치게 된다. 정자동주상복합촌주민의 가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학력의 중요성이

족구성원 수를 살펴보면 3 명으로 구성된 가구가

강조되면서 중 · 고등학교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전체의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4명

높은점과이러한교육서비스에 대한강남지역의

과 2명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각각 27.7% ， 24.7%로

선호가 높은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능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3명 이하로 이루어진 가

력을 지니고 있는 가구 중 가족생애주기가 중 · 고

구의 비율이 전체의 60%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가

둥학교기에 속하는 가구가 서울 외곽 지역으로의

구원수의 수가 적은 가구의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

이주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나타내

남을알수있다.

는 것이기도 하다. 즉 분당 정자동의 주상복합아
〈표-6) 가구 구성원수 분포

세대주의 연령에 따라 가족 구성원 수를 구분해

동 주상복합촌 주민의 경우 세대주의 연령이 높아

서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 수가 2-3명인 경우가

짐에 따라자녀의 출가및 분가등으로 인해 가족

5-60대 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 특히 가족 구

구성원의 수가 줄어든 경우가 많으며 자녀 없이 세

성원 수가 2명이 가구는 세대주의 연령이 50대 이

대주와 배우자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많음을 짐

상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표-5)

작할수있다.

의 세대주 연령 분포 결과와 연관시켰을 때，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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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세대주 언령에 따른 가족 구성원수의 분포

30 대 이하

40대
50 대
60대
70대 이상

계

0
(0.0%)
0
(0.0%)
(2.5%)
0
(0.0%)
0
(0.0%)
(1. 0%)

2
(14.3%)
4
(18.2%)
9
(22.5%)
10
(45.5%)
0
(0.0%)
25
(24.7%)

11
(78.6%)

0
(0.0%)

4
(18.2%)
10
(25.0%
8
(36.3%)
2
(66.7%)

11
(50.0%)
13
(32.5%)

1
(7.1%)
3
(13.6%)
7
(17.5%)

4
(18.2%)
0
(0.0%)
28
(27.7%)

0
(0.0%)
1
(0.0%)
12
(11.9%)

35
(34.7%)

@사회계층적 특성

직이 각각 27.3%봐 2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

일반적으로 사회 계층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

타내고 있으며， 웅답자 중 무직 혹은 퇴직이라고

는 세대주 및 가족 구성원의 직업을 가장 많이 이

웅답을 한 사람이 전체의 15.2%로 나타나 상당히

용하고 있으며 8) 학력， 소득 수준 둥의 여러 지표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정으로 나타났

동시 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에서도 학력

다. 이는 앞서의 세대주 연령 구성이 50대 이상의

과소득수준， 직업의 세 가지 지표를통해 정자동

고령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깊은 관계가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의 사회적 계층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고령층 세대주의 상당수가 이미 퇴직

속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판매/서비스직

정자동 주상복합촌 가구의 세대주의 학력은 대

과 기능직， 일반 작업직에 종사하는 세대주는 한

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주의 직업분포가 학

지하고 있는 것이 특정으로 나타난다. 대졸 이상의

력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학력을 가진 세대주의 비율은 90%가 넘는 것으로

수있다.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세

가구의 재산 수준에 대한 항목에서는 가구 전체

대주가 전체의 20% 이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

의 재산 수준이 10-20 억원이라고 답한 비율이

에 비해 아주 높은 학력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세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10 억

대주 직업 구성의 경우 전문/자유직과 경영/관리

원이 26.5% , 30-50 억원 18.4%, 20-30 억원 14.3%

8) 직업은 학력수준에 많은 부분 영향을 받으며 , 직업의 종류에 따라 현재의 소득 수준이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또한 사회

적 권력의 획득과도 연결되므로 직업을 통한 사회계층의 구분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직업을 통해 사회계층을 구분한 대표
적 연구로 도경선(1994) ， 김창석 (2002) ， 차종천 외 (2004) 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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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었다. 하지만 재산수준을 5':"10억원이라

격 상승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고 답한 웅답자 대부분이 주상복합아파트의 실소

때문에 주민들이 보유 주택의 재산가치를 미실현

유자라는 점 9) 과 정지동 주상복합아파트의 최소평

소득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형인 33평형의 가격이 현재 8-9억원에 이르는 점

못하고 있을가능성이다 10)

을 고려할 때 재산수준의 응답에 있어 축소하여 답
을하는경우가많음을알수있다. 이는크게두

(2)

가지 원인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으

@ 전 거주지에서의 이주동기 및 지역 선택 요인

정자동 주상복합촌 주민의 주거선택 요인

로 고소득 계층 및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기존 신도시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택한 가구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재산수준의 정

가장 주요한 이주 동기는 ‘내집 마련’ 과 같은 주거

확한 공개가 거주민에게 유리한 측면보다는 불리

비용의 경제성 측면이다. 하지만 정자동 주상복합

한측면이 많다는점에서 방어적인 의미에서 실제

촌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보다 축소하여 답변을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있고， 주택 가격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

는 측면이며， 다른하나는 정자동 주상복합촌의 가

되어 있다는 점 에서 신도시 이주 가구의 주거 선택

단위:명

넓은주택이 필요해서
현주택이마음에들어서
향후재산가치때문에
주택가격이비싸서
주변환경이 열악해서

자녀문제가해결되어서
도심 거주 필요성이 없어져서
직장이 멀어서

교통이혼잡해서
기탁

o

5

10

15
醫&청 1순위

20

25

30

35

40

뿔뿔 2순위

〈그림-1) 서울에서의 이주 이유

9) 7규의재산수준이 5억원이하라고웅답한사람의 71，4%， 5-10억원이라고웅답한사람의8O.8%7} 현주택이자가라고웅랍하였다.
10) 이와같은점은 A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와의 인터뷰에서도확인할수 있었다.
“여기 아파트가 제일 작은 게 33평인데， 그게 지금은 8-9억원이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돈ol 없다 해도 그 정도는 있는 거죠. 여기
사랍들이 자기들 얘기를 밖에서 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작게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파트 빼고 다른 재산만
말을한걸수도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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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나타낼 것을 예상할

으로 이주하면서도 서울과의 연결성과 접근성을

수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분당 신도시가 계획 당시부터 서울 인구의 유입

으로는 ‘편의시설이 잘갖추어져 있다는점’을들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주민 자체도 대부분

었는데， 이는분당의 도시계획상다른지역에 비해

서울 거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에서

상업용지의 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이를바탕

다른 지 역으로 이주를 선택하게 된 동기 에 대한 질

으로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역세권 둥이 잘 활성

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가장 높은 웅답을 보인 항

화되어 있어 기존의 거주지였던서울지역과비교

목은 ‘넓은 주택이 필요해서’ 와 ‘현재의 주태이

할 때 생활 기반시설이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

마음에 들어서’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주변 환

고볼수있다.

경이 열악해서’ 와 ‘퇴직 등으로 인해 도심 거주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 이라고웅답한사람의 비

@ 현 주택 선택 요인 및 주거만족도

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 ‘도심 거주의 필요성

정자동 주상복합촌 주민들이 분당 내에서 정자

이 없어졌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은 앞서

동지역을선택한이유로는정자동지역이 ‘새주

의 세대주 연령 구성과퇴직자수에서 이미 확인하

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이라고 웅답한 사람이 가

였던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강남

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자동을 선택한 이유 중

지역의 주거환경의 악화라는 같은 상황에 직면하

1순위로 ‘새 주택이기 때문 이라고웅답한사람이

더라도 여전히 강남은 교육/직장과 같은 도시적

전체 웅답자의 36.8%에 달했다. 이는 서울 강남 지

서비스의 가장 높은 수준의 공급처로서 기능하고

역의 주택 노후화가급속히 진행되는상황에서 분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가구에 비해 높

당 신도시 지 역 역시 입주 완료 후 10년 정도가 경

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손쉽게 넓고 깨끗한 주

과되어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새 주택에 대

택을 찾아 분당 신도시로 이주를 결심하게 된다고

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들 지 역에서 신규

할수있다.

주택이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

서울에서의 이주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 중에서

로볼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 정자동지역에 이

분당 신도시를 주거지로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

루어진 대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은 새 주택에 대

에는많은사람들이 ‘강남등서울도심에서 가깝

한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

기 때문’ 이라고 웅답하였다. 이는 일산 동 다른 신

음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변 자연환경이 뛰

도시와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들이 대부분 서울의

어나다는점’과정자동지역이 ‘편의시설이 잘갖

외곽 지 역과 연결되는 것에 반해 분당 신도시는 서

추어져 있다는 점’ , ‘고급아파트로 이루어졌다는

울의 강남 지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점’을들었다. 새 주택과편의시설，고급아파트가

및 도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모두 최근에 지어진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특

할 수 있다. 이주자들이 여전히 직장 및 사회관계

성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 문제와 자

의 중심을 서울에 두고 있다는 점과 그 중 특히 강

연환경에 대한 선호로 해당 지역을 선택하였다고

남권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점에서 서울교외 지역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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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친지/친구가 가까이 살아서
지역이미지가좋아서
주택가격이 적당해서
주상복합아파트여서
재산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서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서
원하는평형이어서
새주택이어서
교통이 면리해서
고급아파트여서

기타

o

5

10

15

I 醫 1순위

20

25

30

35

뿔 2순위

〈그림-2) 정자동 지역을 선택한 이유

특히 이 중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부분은 정

다는것으로볼수있다.

자동 주상복합촌 아파트들이 초기부터 언론과 분

다음으로주택 자체적인문제로현주택에서 만

당 내의 사회단체들에서 이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

족하는 요인은， 가장 만족하는 점으로는 평형 및

한 우려를 제기해왔다는 점과 초고층의 주상복합

내부구조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보안 및 외부인 통

아파트가 고밀도로 개발되고 상업시설이 구역 내

제를 선택하였다. 단지 내 편의시설에 만족한다는

에 혼재되어 있다는 점， 실내 환기와 주변 녹지의

응답자 역시 높게 나타나 일반 아파트에서 받지 못

확보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의 측면에서 쾌적한 주

하는 주상복합아파트만의 차별화된 특성과 서비스

거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에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일조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자동 주상

권 및 조망권도 주변 지역에 비해 고층으로 건설된

복합촌주민이 지역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가 실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주거환경의 요인들11)

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민들의 초고층 주상복합

과는 다른，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작용한

아파트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높다고 할수 있다.

11) 주거환경 수준에 대해 다루고자 동운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용량 및 건물의쩨적을 산출하여 환경 영향을 분석하는 데
다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가장 적합하다. 용적률은 필요한 기반시설용량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활동인구를 추산하는
데에도직접적으로사용할수 있고， 건물의 입체적인 기준이 되어 건물의 높이，배치둥을계획함과동시에 경관，조망， 밀도， 일

조 풍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민범식， 2(04). 즉 주거지의 밀도와 주거환경을 가장 손쉽게 평가할 수 있는 지
표라고 할 수 있는 용적률의 측면에서 정자동 주상복합촌의 경우 평균 3000!Ó 이상， 최고 900%에 이르기 때문에 주거환경의 측면
에서는낮은평가를내릴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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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명

평형 및내부구조

건물층수및밀도

주차공간
단지내조경
단지 내 편의시설

주변자연환경

주변교통
관리비
주택가격
보안및외부인통제
일조권및조망권

주민수준

10

0

15

20

醫짧 1순위

25

30

35

40

훌훌 2순위

〈그림-3} 현 주택에서의 만족 요인

단위:명

평형 및내부구조

건물층수및밀도

주차공간
단지내조경
단지 내 편의시설

주변자연환경

주변교통
관리비

주택가격
보안및외부인통제

일조권및조망권
;ζn1^;;ζ

Tτl-rtr:"

0

10

15
醫醫 1순위

20
톰훌훌 2순위

〈그림-4} 현 주택에서의 불만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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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택에서의 불만족 요인으로는 주차공간과

(1 )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주변 교통 둥 교통 환경과 관련된 항목을 가장 많

@ 초고층 주거에 대한 인식 변화

이 선택하였다. 이는 정자동 주상복합촌이 경부고

1961 년 마포에 도화아파트가 최초의 단지형 아

속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성남대로 둥과

파트로 지어진 이래 아파트는 부족한 택지에 더

양쪽으로 접하고 있어 이들 간선도로의 진출입 차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자， 서민부터

량과 맞물려 건축 초기부터 교통 정체가 예상됐던

상류층까지 모두가 거주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이라는점에서 알수있다.

대표적 주거 형태가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의 고층화 경향도 두드러져 2003년에는

16

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전체의 63.5%를 차지하

2) 정자동 주상복합촌 주민의 주거선택 요인

였다. 가용 토지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분석

기존의 저층 아파트에 대한 고층 아파트로의 재

정자동 주상복합촌이 건설 당시부터 주거환경

건축 퉁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고층 아파트의

의 열악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아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파트의 입주 후 이 지역이 고급주거지로서 선호되

에 건축되는 아파트는 25층 이상의 초고층의 형

고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며， 살아보고 싶은 곳으로

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초고층 건물

변화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전국적으로보편화되면서 도시 지역에서 이러

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인 능력을 확보함

한 형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은 낯선 현상이

으로서 주거지 선택에 있어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아니게 되었다. 과거에는 고층 건물의 경우 접지

가지고 있는 고소득계층이 신도시 내의 초고층 주

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상복합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현

꺼려했으며， 주택 가격 역시 상대적으로 고층이

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경우 고소득 계층은

저렴하게 형성되었다. 하지만 최근 건축되는 신

강남지역과 강북의 몇몇 동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규 주택이 고층 아파트의 형태를 띠면서， 점차적

일부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신도시나교외 지역에

으로 고층화 되어가는 주택 건축 특성에 맞춰 초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녹지가 충분히 확보된 빌라

고층 주거를 선택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로

나단독주택 동의 저층주택을선호하였다. 이러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점을 고려할 때 고소득 계층의 신도시 초고충 주상

실제 정자동 지 역 주상복합촌 주민의 경우에도

복합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은 기존의 신도시 및

직전 거주지의 주거 형태를 보면 아파트가 78 .4%

교외주거지의 특성과는 다른 특성을 요구하는 집

로절대적인 비중을차지하고 있으며，주상복합아

단이 나타났거나 혹은 일반적인 주거지와 주거 환

파트를 포함시킬 경우 8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

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

고 있다. 이는 주민 대부분의 이전 거주지에 해당

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자동 주상복합촌 주민

하는 서울의 강남 지 역과 기존의 분당 신도시가 대

의 인터뷰와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그 변화에 대해

부분 아파트로 이루어진 주거 지역이라는 점에서

살펴보도록하겠다.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 주거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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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충수의 경우 11-15층과 16-20층이 가장 많은

는 동 기존의 아파트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이러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층 이하의 주택한 거주

한 고급화된 초고충 주상복합아파트는 주상복합

한 경우는 20%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단독주택에

아파트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기존의 ‘상가아파

서 거주하였던 웅답자를 제외할 경우 아파트 거주

트’ 에서 ‘고급아파트’ 로 변화시켜 놓았으며， 주상

자의 절대 다수가 11충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서 거

복합아파트의 거주는 거주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

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자동 주상복합촌

제적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비춰졌다. 따라서 더

거주자의 대부분이 이전부터 고층의 아파트에서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는 직주근접성을 필요로 하

거주하였던 사람들로 새로 지어진 주택을 선택하

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 형태가 아니라 지 역에

면서 자연스럽게 초고충으로의 이주가 이루어졌

상관없이 가장 대표적인 고급 주택으로서 자리잡

다고할수있다.

을수있었다.

@ 고급주택으로서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2) 교외 주거지 가치의 변화

타워펠리스의 건축과 분양의 성공은 우리나라

@ 도시 생활의 편의성 중시

초고충 주상복합아파트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정표라고 할 수 있다. 타워펠리스가 추구한 최고급

여전히 도시적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의 전략과 이에 대한 일반의 호웅은 초고층 주상복

대부분의 세대주들이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

합아파트를 새로운 고급 주거지로서의 이미지를

며 주거지로서 분당을 선택한 이유도 서울과의 접

확립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또한 타워

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도시라는교

펠리스의 성공은 그동안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외의 공간으로 옮겨오더라도 기존의 서울에서 누

의 성공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제기되었던 초고

리던 생활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며， 오히

층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극복하게 하였다는 점

려 새로운 주택이 제공하는 더 높은 편의성을 바라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타워펠리스와 같이 최

게 된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새로운 주거형

근에 건축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는 90%에 가

태로서 주목받게 된 것은단지 내의 상업시설이 기

까운 주거비율을 통해 사실상 주거복합 건물이라

존의 상가아파트의 경우와 같이 주거환경을 해치

기보다는 아파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물

고 주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10% 정도의 상업시설도 대부분 거주민들의 생

주거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공간의

활 서비스와 부대시설로 이용되면서 기존의 주상

분리와 선택된 시설의 입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복합아파트에서 제기되던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

다.

을 개선하였으며， 강남 둥 부도심 지역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면서 편의성을 최대화하였다.

“여기 5층에 헬스클럽이랑 골프연습장이랑 수영

또한 평형과 분양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

장이랑 사유냐랑 다 있어요. 거기 가서 2，500원 내

하여 주택 내부의 시설을 수입품을 이용한 최고급

면 티켓을 끊어주는데 그거 하냐면 마음대로 다니

으로 갖추고 1어평 이상의 펜트하우스를 포함시키

면서쓸수있어요. 그런게있으니까편하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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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한 2(JJAJ 정도는 더

화를 가져왔다. 과거 교외 고급 주택의 선호가 저

냐옵니다. 주민편의시설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도

층의 주택과 충분한 녹지를 바탕으로 하였던 것은

그런게있으니 더편하고그러니 만족합니다

도시보다 조금 더 자연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이었

-A오피스텔 입주자대표와의 인터뷰-

으며 그러한 전원의 추구가 교외 주택이 제공하는
‘쾌적성’ 이었다. 이에 반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

‘저기 맞은 편에 있는 산 밑에 낮은 아파트 있죠.

트는 통제되고 인공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가용토

거기가 너무 좋아보여서 구정하러 가 봤는데， 가

지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킨 초고층 주상복합아파

보니까 길도 구불구불하고 영 아니더라구요. 거긴

트는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건폐율을 낮추고， 높아

보기만 좋지 살기에는 여기가 주차도 편하고 더

진용적률내에서 계획되고통제된건물배치를통

좋아요

해 옥상정원， 실내 편의시설 등을 만들어 내며 거

- 주민 B씨와의 인터뷰 -

주자들의 생활을 가장 깨끗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
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도시와 아파트 생활에 익

또한 이러한 선택의 바탕에는 분당이라고 하는

숙한 주민들에게는 자연 그대로보다 문명이 가해

공간의 특성 또한반영이 되어있다. 분당신도시는

져 편리하게 가공된 주변 환경이 더 친근하고 편안

다른 도시에 비해 상업용지의 비율이 많고 대형 유

하게다가오게된다.

통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강남지역으로 연결

이러한 정비된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는 주민들

되는 도로와 전철 둥의 교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

의 인터뷰에서 쉽게 드러난다. 정자동 지 역의 자연

어 신도시에서 부족한 문화생활의 향유와 서울에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강하게 결정하는 것은

서 이루어지던 기존의 인간관계를 지속시키기에

주상복합촌에 접해 있는 탄천이다. 실제 설문조사

편리하며， 동시에 수도권의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에서 정자동 주민들이 정자동 주상복합아파트를

것도손쉽게 이뤄질수있다.

선택한 이유 중 두 번째로 많이 꼽은 것이 ‘정자동
지역의 자연환경이 뛰어나서’ 였으며， 이러한 결과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여기가

에는 탄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서울보다는 나으니까. 여기도 백화점이나 그런 거

최근 양재천， 청계천 등 도시 내 하천이 정비되어

다 있고， 여기가 골프 8학군이라는 말 못 들었어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이들 하천변의

요P 여기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골프장이

1578 있

상권이 살아나고주택이 인기를끌게 되는동의 현

잖아요. 그러니 연세높으신분들운동하고그러기

상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하천들은도시화 이전

에는 여기가 훨씬 좋죠

의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공의 환경을 가미하여 정비한 ‘공원화된 하천’

-8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대표와의 인터뷰 -

이다. 분당 신도시를 관통하는 탄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하천 양안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

@ 정비된 자연환경의 선호
도시와 아파트 생활의 보편화는 교외 주거지의

으며， 하천 변으로 산책로와 운동 시설 등이 갖춰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쾌적성’ 의 의미에 변

져 있다. 탄천이 주택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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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걸느끼죠

민들에게 자신들의 거주지가 ‘친환경적이다’ , ‘쾌

-A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대표와의 인터뷰 -

적하다’ 라는 느낌을 주게 되며 주택 자체의 개발

밀도가 주는 답답함을 해소시켜 주는 기능을 하게
이러한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은주거

된다.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쾌적성과 주관적인 쾌적성
“여기 길 건너면 탄천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팔

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뚝만한잉어랑오리랑그런게있어요. 여기는낚

다. 용적률， 건폐율， 인구밀도， 건물 층 수， 도로와

시못하게하니까그런게다있죠. 다른데서는그

의 거 리 등 주거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런거요즘잘못보잖아요

지표들로는 정자동 주상복합아파트는 신도시와

- 주민 B씨와의 인터뷰 -

교외가 제공하는 주거 환경의 쾌적성과는 동떨어
진 주택이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상복합

정자동 지역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들의 건축

아파트와， 탄천과 같은 주변 지 역이 제공하는 정비

당시에 제기되었던 주거 환경에 대한 우려는 이 지

되고 가꾸어진 자연에 대해 주관적인 만족감을 느

역 아파트의 용적률이 높게 책정되면서 고밀도의

끼게 되는것이다.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녹지
공간의 부족과 인구 증가로 인한 지 역 전체의 교통

(3)

체증， 도로와 인접해서 발생하는 소음 둥의 문제였

@ 차별화된 거주 공간의 형성

신도시 내의 차별화된 거주/소비 공간의 형성

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의 경우 이러한 높은 용적

거주공간은 계급역량의 표현이며 또한 계급갈

률과 초고층에 따른 고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인식

등을 유발하는 자원이 된다. 인간은 주거공간을 통

한다. 개별 아파트만을 놓고 봤을 때는 초고층에

해 삶의 뿌리를내리고，안정성을확립하는동시에

따른고밀화의 문제가있지만지역을넓게 봤을때

자신의 정체성과 생활의 의미， 환경에 대한 귀속감

는 탄천과 주변의 산들로 인해 실제 체감하는 개발

동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공간은 희소한

밀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상당수의

자원으로서 계급에 의해 차별적으로 분배되고 점

주민이 서울에서 이주해왔기 때문에 서울과의 비

유되며，각각의 계급은자신들의 영역 내에서 고유

교에서 상대적으로 분당 전체는 여전히 쾌적한 주

한 주택구조와 형태 그리고 내부시설 둥을 통해 다

거환경을유지하고 있는지역이며，정자동 역시 다

른 계급과의 차별화와 구별짓기를 시도한다. 이러

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한 계급 형성의 과정은 특정한 자원을 독점화하려
는 사회적 인 봉쇄 (social closure)과정 이며 , 또한 타

‘'/..1-는 곳은 초고층이지만 주위를 보 면 다른 지역

계급에 대한 배제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동원

에 비해 환경 인프라가 훨씬 높습니다. 분당 전체

할 수 있는 계급적 역량이 다른 계급에 비해 탁월

로 봐도 서울보다는 훨씬 환경이 좋으니까요. 아침

한 상류계급의 구별짓기는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

에 냐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적인데， 그 전략은 기본적으로 ‘배제’ 이며， 이것을

같은 사람은 탄천에 냐가고 그러니 확실히 자연이

위해자원과상쟁을독점하고 다양한가치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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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을 통해 유지하면서， 타계급의 도전과 접근을

적용시키고 있다. 주거공간과 상업 공간은 통일한

막는다(Bourdieu ， 1995; 김왕배 , 2000) ,

건물 내에 위치하지만 출입문은 다르게 만들어져

산업화 초기의 우리나라 상위 계층은 성북동， 평

있어 주민의 허락 없이는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능

창통과 같이 주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곳

하다. 단지 내의 광장과도로는 공유되지만또한주

에 모여 사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에 반해 산업화

민만을 위한 또 다른 공용공간과 조경공간을 제공

와 동시에 새롭게 경제적 능력을 지니게 된 전문 ·

하면서 주민에게 권리와자부심을부여하게 된다.

자유직의 신흥상위계층의 경우강남지역등에 집
단적으로 거주하게 되었다. 기존의 구 상위계층이

“형제가 이매동에 샤는데 처음에는 거기로 갈까

그들의 주거 특성을 ‘은둔’ 에 두었다면 신홍 상위

생각을했었어요. 근데동쟁이 이사를올려면파크

계층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주거 계층을 드러낸다.

뷰냐 아이파크 정도로는 와야지 체면이 살지， 안

압구정동， 청담동 동 강남 지역의 신흥 상위계층

그럼 안된다는거야 강남에서 냐와서 거기로 가면

거주지는 양호한 접근성과 전문적이고 고급스러

자존싣이 상한다는 거에요

운상권의 형성 등으로자신들의 주거지 지위를명

- 주민 B씨와의 인터뷰 -

확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시성은 타워펠리스와

같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의해 극대화된다.

@ 차별화된 소비공간의 형성

직업이나 사회활동 둥 일부에 한정하여 자신을 표

정자동 주상복합촌은 배제의 전략을 통해 신도

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워펠리스’ 에 산다는 사실

시 내의 다른 지 역과 차별화된 거주지로서 자리매

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자연스럽

김 하는 것 이외에， 주상복합아파트 내의 상가 공

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타워펠리스와 같

간을 고급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또 다시 분당의 다

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역시 외부 보안 시스템

른 지역과 차별화한다. 오늘날의 소비는 단순히 물

으로 철저하게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점에

리적 재료만이 아닌 이미지나 상정을 충족하는 행

서 다른 계층에 대한 ‘배제’ 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

위이다. 우리나라의 신흥 상류계층의 경우 계층의

하다.

역사적 전통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구를 모

정자동 지역에 대규모로 형성된 주상복합아파트

방함으로써 자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경향

의 경우 기존의 고급 주거지로서 인식되던 서울의

이 강하다. 서구 모방적 소비 양식은 ‘서구 우월주

일부 지역이 가지는 주거지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

의가 코드화된 한국사회’ 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표

지 못한지역이었다. 이러한공간적 지위를변화시

현하기 위해 외국의 물품과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킬 수 있었던 것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라고

수용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의 상류계

하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상위 계층의 주거지를

급에게 ‘서구’ 는 타계급과 자신들의 계급을 구별

도입하고， 또한 그것을 대규모로 일시에 공급함으

짓기 위한 핵심적인 자원이다(김왕배， 2뻐)， 정자

로써 과거 혹은주변 지역이 제공하는주거지 지위

동 주상복합촌 내의 상가들은 외국계 체인， 고급음

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자동 주상

식점， 의류점 둥이 다수 들어서면서 ‘분당의 청담

복합촌의 아파트 역시 동일하게 ‘배제’ 의 원리를

동’ , ‘분당 베버리힐스’ 등으로 불리면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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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테라스와 조명 등으로 ‘서

존의 교외 고급 주택으로 환영받지 못하던 초고층

구 모방’ 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

주태이 고급 주택으로 선호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 이러한 상업공간의 서구화는 언론 동을 통해

신도시 전체의 주거지특성 변화를 바탕으로 주거

더욱 널리 알려지면서 이미지의 소비를 가속화한

지 선택 과정에서의 고려요인과 주거환경에 대한

다.

선호도에 있어서 기존 신도시 주민과는 다른 인식
을 가진 새로운 계층의 이주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녁에 산책하러 냐가면 가게들이 예쁘게 불이

들어와있잖아요. 그런거보면우리냐라에도 이런

첫째，분당신도시 지역에 대규모의 초고층주상

곳이 있구냐， 이런 데서도 살아보는구냐， 이게 행

복합아파트지구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주상복

복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죠

합아파트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의 허점을 이용한

건설사와 시행사의 이윤 창출에 대한 목적이 지방

- 주민 B씨와의 인터뷰 -

정부의 용도 변경이라는 수단을 통해 실현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분당 신도시 초고층 주상복합아

이러한정자동주상복합촌의 ‘차별화’와 ‘배제’

의 전략은정자동지역이 가지는주거지 지위를분

파트지구는 평형 구성 건물 높이 등 건물의 외적

당 신도시 내의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하면서， 신도

특성에서 기존의 신도시 주거지역과 차별화되며，

시가아닌 ‘고급주거지역’ , ‘부촌’ , ‘상류층’ 의 이

주택 가격 측면에서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었다.

미지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급

높은 주택가격은 건물의 외적 특성의 차이와 결합

주거지역이라는 지역 이미지는 대형 평형 위주라

하여 분당 신도시 내에서 인근 지역과 구별되는 차

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을 통해 생겨난 자연스러운

별화된 공간으로 나타나게 된다.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지역 이미지가 확립되

둘째 , 다른 신도시 지 역과는 달리 분당 신도시

면서 계급적 · 계층적 특성이 더욱 강화되어 이전

지역에서만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대규모 건

보다손쉽게 새로운상위 계층의 사람들을지역으

설과 고급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분당 신

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도시 지역의 특성 변화가 영힐t을 미쳤다. 신도시

이를 통해 고급 주거지 역이라는 지 역의 특성은 더

개발 완료 이후 분당 선도시는 입지적 특성과 서울

욱강화되게된다.

과의 연결성의 차이로 인해 다른 신도시에 비해 서

울의 강남지역과의 연계가강하게 이루어졌으며，

6.

요약 및 결론

이는 분당 신도시에게 다른 신도시와 차별화된

‘강남화된 분당’ 이라는 지위를 부여하였다. 변화
이 연구는 분당 신도시 지 역의 초고층 주상복합

된분당신도시의 특성은강남지역의 고급주택 수

아파트를 대상으로 선도시 지역에서 초고층 주상

요를 손쉽게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개발

복합아파트지구가 형성되는 과정과 주민들의 주

택지의 부족에 시달리던 건설사들에게 대규모의

거지 선택 요인에 관해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이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생겨날 수 있는 배경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기

셋째， 분당 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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