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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입지 특성과 지역별 주거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정은진

본 연구는 고급화 · 대형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이 인근 지역에
서 집적을 이루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들 지역은 대부분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으로l 거대한 주거지 형성이 불가능했던 곳이지만 t 주상복합건물I 이라는 새로운 건축

물의 집적으로 인한 I 주거지역 형성 I 이라는 변화에 초점을 두고/ 주거지역의 형성 과
정과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주택에 의해 형성된 주거지역이 분화된 하나의 지역적 성

격을 나타내고 있는지 y 그리고 이들 지역은 도시공간구조적 계층성과 관련하여 볼 때
차별적 성격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주거지역 이해에 있어 주택과의 관련성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나아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상복합건물 개발 ·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2 년 4월 기준으로 현재 서울시에 건설되어

있는 주상복합준공건물

전체와 미준공상태이지만 허가완료된 건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m 장에서는 이를

대상으로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공간적 확대 과정과 이를 가능하게 한 사회 · 경제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이어 W 장에서는 입지 특성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례
조사 지역을 선정하였다 .v 장에서는 사례 지역의 주민과 상가 점포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통해 지역별 주거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67년 세운상가 아파트를 시작으로 개발된 복합공동주택은 70 년대

말I 80 년대

말을 기준으로 특징적 성격을 가지면서 발전해 왔다. 특히 90 년대 중반 이후에 공급

된 건물들은 고소득층의 고급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대규모y 초호화 경향

이 강해지면서 도심부가 아닌 지역에서 개발이 활성화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의 도심
재개발을 인한 규제 완화가y 획일적인 주거문화를 거부하는 다양한 주택수요계층과

이들의 수요를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고층의 주상복합건물의 형태로 수용하려는 업
체들을 부추기면서 대형의 주상복합건물 집적 지역 형성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
다.

2.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입지 특성은 공간적으로 강남 · 서초 · 송파 · 양천 · 여의
도 등 한강 이남 지역 위주로 대형의 건물들이 집적하고 있으며 l 위치적 성격으로는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으로 지하철역과 주요 간선도로변에 접하여 입지한 경우가 많고l

중심지 계층과 관련하여 볼 때 도심보다는 부도심과 지구중심 지역에 입지한 건물이
가장 많다. 건축적 특정은 도심지역 건물의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가장 넓고/ 층수와

연면적 l 용적률 등은 동남권의 건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y 기능적으로는 주
거와 상업 기능의 복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3. 현재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집적 지역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주상복합아
파트라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통해 형성되어 가는 /분화된 주거지역 l 적 성향이 강하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CD' 주민의 구성 I 을 통해 바라볼 때 l 현재 서울시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의 사회 · 경제적 특성을 종합하면 대졸 이상 고학력의 개인자영
업이나 전문직 I 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층의 주거 형태라고 할 수 있다.(2)이들
의

/주거선택요인 l 은

공통적으로

교통환경을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고

있어

직 · 주 근접의 행태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 즉 시간비용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거주지
라 할 수 있겠다.

4. 기존의 주거지역과 차별적이라 할 만한 주상복합건물 집적 지역은 내부적으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상복합 주거지역 간에는 입지에 따른 차별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CD' 주민 구성’에 있어 고소득I 고학력 계층의 주거지이긴 하지만 지역별

로 약간의

계층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l 하위

계층의

중심지로 갈수록 생애주기가

낮아졌으며 y 경제적 수준으로는 도심 지역이 가장 낮고 지역 · 지구중심 지역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기존의 지역적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주거선택요인 I

은 교통환경에 대한 가장 많은 고려 이외에 특정 유형의 주택을 각기 다른 지역에서
선택한 이유들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심은 교통환경이 l 부도심은
교통환경과 주커환경과

경제적

이유가l 지역 · 지구중심은 주거환경과

기능복합으로

인한 편리성 및 경제적 이유가 가장 중요한 주거 입지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
거만족도’에 있어 건물과 관련시켜 보았을 때 부도심과 지역 · 지구 중심 지역의 건물
들은 도심에 비해 개별 건물 규모가 크고y 주거 단지 형성 규모 또한 가장 큰데/ 이러

한 지역들일수록 만족도가 높고 근린 형성이 잘 되고 개발 자체에

대해서도 찬성의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상가의 특성과 역할l 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차별적인

데 l 부도심과 지역 · 지구중심 지역의 건물은 공급되는 상업 기능의 종류가 도심 지역
에 비해 많으며 고급화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건물 내 상가를 이용하는

종류가 많다. 그러나 고객의
내 주민의 고객

비중으로 볼 때는 특히

지역 · 지구중심

지역에서

건물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복합용도개발의 효과l 는 특히

직 · 주 근접과 관련하여 도심

지역이

가장 성공적으로 보이며 y 부도심

지역이

가장

낮은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주상복합건물 주거 지역의 성격을 정리하면 l 도심의
주상복합건물은 복합용도개발 계획 개념의 실천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y 지역 · 지구 중심의 건물은 복합용도개발과는 관련성이 적은 일반 주
거지역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편리한 삶과 차별적인 주거
공간을 추구하는 고소득층의 사람들이 독특한 주택의 한 유형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도심 지역은 이 두 지역의 특성이 혼합되어 나타
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주택과 주거지와의
차별적

관계에서 특정 유형의 주택은 소득과 학력 y 직업 등에서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f 주거지로서의 특징은 중심지 계충 구조별로

지역 간에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주택의 선택에 있어 사회 y 계충적 요소는 중요한 설명요인이지만/ 주거지 선
택에

있어 주변 지역의 성격은 중요한 요소임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인데 l 결국 특정

유형의 주택이지만 어느 지역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주거

입지의

선택과정은 달라질

수 있고I 그 결과 주거지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 주상복합건물 건설

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연구를 통해 주거 입지의 결정
요인과 특성은 지역별로 차별적임을 인식할 때 지역별로 각기 다른 개발 방식을 취해
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용도용적제 I 와 같은 일률적 규제는 건설업체

들의 수익률 증대를 위해 도심이 아닌 기타 지역에서 고층의 고급형 주거 위주 개발

을 부추길 것이며 l 그 결과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계층간 위화감 등을 조성하게 되고/
한편 주변 지역이 양질의 주거 지역인지/ 대규모 상업기능이 필요한 지역인지 I 혹은
업무 중심의 기능 집적을 통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곳인지 등에 대한 고려 없는 일률
적 개발을 통해 지역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주요어 : 주상복합건물， 주거지역 분화I 복합용도개발l 도시공간구조， 계충성 I
지역별 주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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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도시 내의 모든 기능과 활동은 토지와 토지상의 건축물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건축물은 도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써 도시 토지이용의 중요한
일면을 나타낸다.
도시의 토지이용은 경제적 · 제도적 여건 하에서 여러 주체들의 입지 결정의 결

과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즉 생산성 측면에서의 비옥도가 토지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인 농촌과는 달리 l 도시에서의 토지는 생산요소라기보다는 입지
를 의미한다. 도시의

입지는 토지이용의 용도와 개발방향을 결정짓게 하고 결국

도시 전체의 공간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 인간활동이나 산업활동은 변화하고 이에 대한 적응과정으
로써 도시의 토지이용도 변화과정을 겪게 되며

결국 도시의

공간구조도 변하게

된다.

근대도시는 地域 · 地區制 (zoning)l) 를 기반으로 하는 토지이용 순화의 경향이 두

드러져서 도시의 토지이용은 기능별로 각각 분리하고/ 이들을 교통망에 의해 유기
적으로 연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용도 분리는 지대 경쟁의 결과 외곽지

역으로 밀려나게 된 주거지역으로 인해 직 · 주 분리 현상을 야기하고/ 도섬공동화
현상을 발생시켰으며 획일적인 기능의 집적을 초래하였다. 또한 폭발적 인구 증가
와 함께 도시 교통 문제는 더욱 가중되었고 이로 인한 환경 오염도 심각한 수준
에

이르게

되었다. 도시계획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토지

이용의

극단적인

기능

순화가 불러온 폐단이라 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주장하게 되었다. 즉 도심이
나 도심근교의
치하는 종래의
양질의

재개발단계에서 기존의 주거기능을 이전하고 상업 · 업무기능을 배
단일

용도적

고충주거들을 묶어서

도시계획개념에서
계획해

탈피하여

상업 · 업무기능과 함께

나기-도록 하는 I 복합용도개발f 이

계획가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주상복합건물은 이러한 복합용도개발 방식의 하나로 서구 선진

국들의 도시에서 중심부의 초고층 빌딩 형태를 자랑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주상복합건물을 1960 년대 후반부터 도심부 재개발의 개념으
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세운상가아파트로 시작된 도섬부 주상복합건물은 1980 년
대 후반 이후 복합용도개발의 일반적인 유용성 외에 개발가능택지의 부족으로 인

1)

I 용도지역 · 지구제용도지역제지역제 r 등으로도 불리운다.

한 서울시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제기됨으로써 활발하게 건립되어 왔다. 특히

1994

년을 기점으로 서울시는 상업지역에만 건설할 수 있던 주상복합건물을 준주거지

역에까지 확대하게 되었고y 단계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주거부문의 구성비율을
확장시켜 왔다. 이러한 제도적 완화 과정 속에서 상업지역을 이용한 주상복합건물
공급은 계속 확대되어 왔고 이제는 새로운 도시 주거 유형의 하나로 자리잡아 간

다고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별 건물들이 인접 지역에 집중하면서 하나의 단
지 형태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지역은 단순히 도시내의 주거공간으로써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거지역/이라 할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주거상업 복

합건물은 주거 부문의 고층아파트/ 업무시설/ 상업시설/ 기타 부대시설이

동시에

기능적 l 형태적으로 복합되는 이유로 대부분 대규모의 고층 건물이며 l 독특한 형

상을 갖게 되어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하다. 이는 상업적으로도 이용되며 I

이런 이유로 주거상업 복합건물은 지역 발전의 핵이 될 수도 있다.

반면 도심부의 상업기능 위주의 개발을 억제하면서 조화로운 도심부 개발의 의
도로 마련한 지원책이 실제 개발에 있어서는 분양가 자율화를 통한 고급주택 사
업의

기회로l 위치상으로는 주로 도심

이외의

지역에/ 형태상으로는 사업성만을

고려한 제한적인 형태(단동식)의 복합개발 형태가 되면서 y 또한 용도상으로는 소
규모 필지에 주거 · 상업 · 업무 · 스포츠 등의 다용도를 단일의 건물에 수직적으로
복합하고/ 주거시설은 상층부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발수법이 되었고l 이로
인해 주거부분의

거주적합성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녹지나 공용공간의 확보가 부

족하고/ 지구단위의 공공성 및 어메니티의 부족 등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생활공간의

있는 다양성에

고급화에

대한 욕구는 기존의

대한 건축적

수단 외에도 현대인이

비슷비슷한 아파트에

갖고

싫증내는 고소득자들을

위한 독특한 구조들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호텔급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주상
복합 빌딩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건물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특권적 계층만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계층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나아가 주변지역
과의 부조화를 초래하는 폐단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도심부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복합용도 건축물이 도심부가 아닌 기타 지역

에 더

많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건물 자체의

기능적 측면의 문제뿐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의 토지이용 계획과 관리 l 나아가 도시 전체의 조화로운 공간구조
형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

전망을 보이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도시 내에 새로운 주거공간을 형성할 뿐 아니라 상업 지역 내 주거지역 형성이라
는 측면에서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 2 -

현

시점에서의 주상복합건물 지역에 대한 정확한 고찰은 앞으로의 주상복합건물 관

리와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l 복합용도개발의 일환인 주상복합건물이 서울시에서 성장하게 된 사회 · 경
제적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l 현재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입지 특성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갈 것인가?

셋째/ 주상복합건물 집적 지역은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통해 형성된 상업 지역

내의 분화된 주거지역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요인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가? 아울러 상업기능은 주거지역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f 복합용

도개발을 통해 얻고자 한 유용성들은 주상복합건물 거주자들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는가?

넷째/ 주상복합건물 집적 지역의 주거 특성은 도시공간구조적 계층성에 의해 차
별화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복합용도개발의

일환인 주상복합건물이 서울

시에 형성한 새로운 주거지역적 특성이 지역 간에 차별적인지를 밝히고 이를 통
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보다 바람직한 개발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위의 연구 목적을 밝히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H 장은 연구의

첫 단계로 두 가지 방향에서

1 -1).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먼저

주거지역 형성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주택과 관련된 주거지역 연구의 관점을

정리하고l 이어 주상복합건물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는 복합용도개발에 관한 문헌
을 정리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통해 본 연구의 틀을 제시한다.

m 장에서는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확대 과정을 시기별 · 지역별로 검토하고/ 특
히 1990 년대에 들어와 주상복합건물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급성장하게 된 여
러 메커니즘들을 살펴본다.

W 장에서는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분포패턴/ 위치적 특성/ 건축적 특성 등을

통해 입지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연구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V 장에서는 주민의 사회 · 경제적 특성 및 생애주기 l 주거선택요인 및 만족도 등
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라는 특정 유형의 주택과 주거지역 형성간의 관계를 파악

한다. 한편 통근행태/ 일상 서비스 구매행태 등을 통해 복합용도개발의 계획 개념
이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주상복합건물 내 상업 부문의 특성과 주거지

역 형성에의 역할을 검토한다.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주상복합건물의 지역별 주거

”J

특성이 도시공간구조적 계충성에 의해 차별적인지를 확인한다.
W 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마지막으로 지역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 서 바람직 한 주상복합건물 개 발 방향을 제 안한다.

E관

많

l

짧연제구7빵l앵몇j.영짜구효용확
혈푹~~. 훌홍

주택과 주거지역

l

•

l

기존 연구의 한계

복합용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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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경채적 배경

m 장|

，a환짱4홉합첼뽑형

i

정부

•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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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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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 특성

,/

주민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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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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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입지요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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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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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2.

연구방법 및 자료
주상복합건물은 행정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통계를 내지 않고 있어 구청별로 관리하는 자료들에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1 차적으로 서울시 2) 와 각 구청 건축과에 자료를 요청하였고 3) ， 2 차적으로

각 구청을 방문하여

1990 년

이후4) 의

건축허가대장l 사용승인대장을 열람하였다.

여기서 주상복합건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물들을 선별한 후， 각각의 건물들

을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하였다. 보완작업으로 99년 4월 이후 서울시가 온라인
상에서 공개하고 있는 건축허가 자료들 중 주상복합으로 분류되는 건물들을 포함

시켰고l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했던 자료들도 참고로 하였으며 이 자료
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현재 준공된 건물 102 건과 미준공 건물 120 건 등 총 222 건 5) 에 대한 건

물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002 년 4월 기준).
이상의

자료를 통해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입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즉 개별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기본적인 통계표를 작성
하고 관련성이 높다고 파악되는 자료들간의 교차분석을 통해 입지 특성을 파악하
였다. 개별

건물들의

물리적

형태 l 수용기능의 종류와 정도는 준공건물 102 건에

대한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건물자료의

분석은 서울시

실시하였는데 l 단위

전체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지역 단위의 분석을

지역의 구분은 1 차적으로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고， 2 차적으로 동과 서로 구분하여 도심 l 동북권 y 동남권/ 서북권 I 서남권의 5
개 권역으로 나누었다. 구체적 분석 결과는 모두 구청별로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주상복합건물지구의 사례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는데/ 그

2) 서울시 주택국익 건축물 관리 체계는 크게 다음과 같다.

3)

21 층 이상의 건물은 서울시 허가 대상이고， 20층 이하는 각 구청에서 허가한다.

4) 1980 년대까지의 주상복합건물은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 시기
의 건물들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5)

m 장의 1 절에서 서술하게 될 I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확대 과정 l 에서 60년대 말부터 70 년대

초에 건설된 건물들은 222 건에서 제외되었다. 당시의 건물들은 우리나라 복합공동주택 개발
의 시발점이 되긴 하였으나， 현재 기존 주거 기능의 상당 부분이 타용도로 전환되었으며 y 상
업 기능은 서울시 혹은 전국을 단위로 하는 도매시장의 기능으로 공동주택의 개념이 희박해
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켰다.
녕

R

첫 번째 기준은 I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라는 측면에서 3 개동 이상의 건물이 외관상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곳이어야 하며 6) 두 번째 기준은 도시공간구

조의 계충성과 관련하여 서울시 중심지 체계도와 접목시켜 도심 l 부도섬/ 지역중
심， 지구중심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도섬부(사

직동)， 부도심 지역(강남역 부근의 서초 제 2동l 잠실역 주변의 잠실 제 6동)， 지역 ·
지구중심 지역(양천구의 목 제 5동， 강남구의 도곡 제 2동) 등 5개의 지역을 선정하

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지역의 주민과 점포 주인을 상대로 복합용도개발의 유용성과 분화된 주거

지역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직 · 주근접 정도/ 통근행태 I 사회 · 경제적 특성/ 인
구학적 특성 l 입지 결정 요인과 이주 과정 l 주거 만족도y 발전 가능성/ 상업 기능
의 특성과 역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과 점포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은 2002 년 6 월 24 일부터 7월 20 일까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주민 대상은 총 178부， 상가 운영자 대상은 총 90부의 설문

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사례지역별로 보면 주민의

경우 사직동 29부，

서초동 30부I 잠실동 36부y 목동 41 부l 도곡동 42부이며/ 상가 운영자의 경우는 도
심 19부y 서초동 4부/ 잠실동 18부l 목동 24부l 도곡동 25부이다. 상가운영자의 경

우 서초동과 잠실동의 설문이 어려워 이 두 지역은 지역 여건상 부도심지역의 역
세권에 해당하는 동일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두 지역을 묶어 부도심지역
으로 분석 하였다(표

1 -1).

<표

주벌

세미종종로대딩벌우빌딩
세

상7￥

얘댐~

첼푼회수

설쯤회수

180 세대

29부 (16.1 %)

19부

사직동

21

서초동

123

현서서대초초타삼동워생아타체르워빌 n

158세대

30부 (19.0% )

4부

잠실동

123

한현빛대라프타시라그워자n아}타파트워

194세대

36부(18.6%)

18 부

목동

12 .

목
부동영트그윈린타빌운 R

660세대

41부 (6.2%)

24부

480세대

42부 (8.8%)

25부

1，672세대

1짧쭈 (10~6%)

90J흙

3.

부도심

~l 빡중성

설문지 회수 정도

철푼조사 건훌

조사져역
도심

1 -1>

~l 꾸중씹 도곡동

도파빌 딩

1. 대림아크로빌
계

6) 단일 건설회사에서 건축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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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r 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

한 유형으로 하나의

건축물

고자한다.
계획

개념에서의

주상복합건물은 복합용도개발의

내에 주거 기능이 주(主) 기능으로 선정되고 이와 더불어 상업 · 업무 · 기타의
능을

덧붙여서

입체적으로

결합시키는

건축형식을

총칭한다(주택포럼，

기

1995.12,

110).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은 행정상의 용어가 아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이하 i 주촉법 I 이라 칭함) 33조 1 항7) 에 대해 주촉법 시행령

32조 1 항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20 호l 공동주택의

경우 20 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1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

우는 예외로 하는데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주택 외

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1 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297제곱미
터(약 90 평 8)) 이하인 경우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90 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i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주

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 세대당 주택규모가 297m (89.83 평)이하r 주
2

택연면적의 합계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의해 건설된 건물을 법령상 주상복합건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도시계획구역 중 어느 곳에 건축되든지 l 또한 사업계획 승
인을 받은 건물인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인지에 상관없이 주택 외의 시
설이 주택과 동일건축물로 건설되기만 하면 주상복합건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되
는 주상복합건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기로 한다.

끼 제 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둥)CD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
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8) 1 평

=

400/121

rn

2

1981 .4 . 7>

(약 3.3 r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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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거와 상업 9) 이 복합되어진 주거상업 복합건물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
다. 즉 복합용도 건물로 분류될 수 있으나 J 주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

다. 예를 들면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의 복합이거나y 주거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호
텔 l 모텔 l 오피스텔 10)， 콘도미니엄과 같은 것이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과 함께 수

용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주거 기능 도입을 통해 도심부 재생을 의도한

복합용도개발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거니와 특정 유형의 주택에

의한 주거지역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주상복합건물 집적지역을 바라보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맞
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y 공동주택이라는 관점에서 20 세대 이상의 주거를 포함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소규모 집합주택에서 1 층을 점포로 이용하는 점

포주택 등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y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건설된 일반 아파트 단지 안에서 1 층에 상가 기능을
가진 아파트 1 개동의

경우 주상복합 기능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l 그것은 기존의 아파트 주거지역 내에

있는

복합건물로 복합용도개 발을 통한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와는 성 격 이 다르다고 판
단되기 때문이다.

9) 주상복합에서의 I 상’은 단순한 상업 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 l 업무l 숙박/ 공공시
설/ 문화 관련 시설/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다.
1이 t 오피스텔’은 주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l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업무시셜’로 분류된

다. 따라서 자료상으로는 실제 업무로만 사용되고 있는지 l 주거로도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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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이론적 고찰
개별 주상복합건물들이 인근에 집중되어 하나의 단지 형태를 이루고 있고 이러
한 곳은 새로운 주거지로 기능하고 있다. 주거지역은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주

택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택의 변화는 결국 주거지역의 변화로 이어진다.
주택은 주거지역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특히 주택유형은 주
거와 관련된 제반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예외적 유형 11) 인 주상복합건물이 대형
화 · 고급화되면서 주택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에서 주상복합건물 내의 주거 기
능으로 인한 주거지역 형성은 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
지로 살펴볼 점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주택과 주거지역 형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주
상복합건물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는 복합용도개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

도록 하겠다. 기존 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한계와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론적 논의
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상복합건물 집적 지역의 주거지역 형성과 특성에 대한 분
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주거지역 형성과 거주지 분화
거주기능은 현대의 도시가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들 중의

도시 내부의 공간에서 거주지는 가장 넓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12).

하나이며 I

따라서 도시

의 공간구조와 지역 패턴을 이해하는데 있어 주거지역은 중요한 요인이며 도시를
다루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지리학에서 주거지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주거지역의 성격 규명과 공간적 분화 현상을 중심으로 이루어

11) 우리나라의 주택은 유형별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단독주택에는 다가구 주택
이 포함되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I 연립주택 y 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12) Bartholomew는 미국 도시의 용도별 토지이용에 관한 조사를 통해 y 거주지가 도시 전면적
의 22% 를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l 시가지 (built-up area) 에 한정하였을 경우/ 무려 40% 에

달하는 점유비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Bartholomew， 1955
김인 · 박영규， 1984,
117). 서울시의 용도지역현황에서도 주거지역이 49.7% 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단위 : 천 krn
도

녀」

표
모「

2011

계획구역면적

605.96

자료 : 서울통계연보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301.08
(49.7%)

23.31
(3.9%)

28 .1 3
(4.6%)

253 .24
(4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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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졌 다 (Kirby，

1)

1983, 5-6).

이 론적 틀과 연구동향

도시주택
다르다.

및 주거지구조에 관한 접근방법을 나누는 기준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따라서

하나의

통일적

접근방법은

없다 (Kirby，

1983, 9-11). 예를 들어

Bourne(Bourne, 1981, 10) 은 /정치 · 경제 구조/투자 · 자본 시장/제도(기관)j 지역적
개발의

실천/가구 입지

결정/주거

이동/토지이용 · 근린의

변화/사회적 · 인구학

적 변화l 등 8 개의 연구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을 규모 (macrojmicr이와 관련
주제 (demand，

supply,

Robson(Robson, 1969,

policy) 에
71) 은

따라

경제학자들의

다시

나누고

미시경제학적

있다.

이에

접근에

사회

비하여
생태학

(social ecology) , 갈등 이론과 관리주의 (conflict theory and managerialism) , 막시
스트적 개념을 더하여 자신의 연구 관점을 인식하고 있다. 모두 각각의 연구 분야

가 분절적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구분과 함께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Bassett 와 Short 의 구분방법이다 (Bassett

and Short, 198이. 이들의 연구는 크게 생

태학적 접근y 신고전경제학적 접근y 제도적 접근l 막스주의적 접근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l 이들을 다시 주택 및 거주공간의 생산과 공급부문을 중심으로 다룬 것

들과 개별수요 부문을 중시한 견해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수요 중심의 논의
거주지 분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의 최초의 접근방식은 1920 년대 Chicago 학
파의 생태학적
태학에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도경선，

1994, 14). 이 접근방법은 인간생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자연생태계의 침입 (invasion) ， 경쟁 (competition) ， 지배
천이 (succession) 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dominance) ,

설명하는데 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

주거지구조의

공간적

패턴을

Park, Burgess 의 동심원 모형은 지가 지불능

력의 차이에 의해 도시성장 및 주거지 분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인간은 보다 넓은 토지 및 접근성을 얻기 위해 경쟁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경쟁의
결과는 지가에 반영되고 지가에 대한 지불능력의 차이에 의해 소득수준별 주거지
가 분화된다는 이론이다. 즉 도심지 주변의 노후화된 주택은 도시 인구의 성장과

시민 소득의 증대로 저소득 계층이 차지하고l 고소득층은 주거환경이 쾌적한 도시
외부의 동심원으로 이주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주택수요는 가구의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다는 교외의

교외의

신규 고급 주택은 고소득층으로서

도섬과의

접근성

넓은 공간을 가진 쾌적한 주택을 선호하는 가구가 차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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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후 Hoyt는 Burgess의 동심원 모델을 비판l 확장시키면서 도시의 주

거지 패턴은 고소득충 주거지에 의해 우선적으로 결정되며 l 교통로를 따라 sector
별로 분화 · 발전해간다는 선형(扁形)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소득충의
수요가 충족되면 이전의 주택은 보다 낮은 소득계층에 의해 점유되는 filtering 현

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도시는 고소득 집단들에 의해 주기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토지 수요의 결과로 성장하게 된다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Kirby， 1983,

16). Burgess 와 Hoyt 이후 가장 위대한 발전을 이루었다(Johnston， 1971, 141) 고 평
가받는 Schnore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상위계층의 주거지가 도심에서 교외지역으
로 단계적으로 변화해간다는 관찰을 통해 진화론적 주거지 구조 모형을 구성하였

다. 그에 따르면 Burgess 의 주거지분화패턴은 이러한 진화의

최종단계인 것이다

(Bassett and Short, 1980, 16-17).
이러한 고전적 도시생태학을 기반으로 사회지역분석 (social area analysis)13) 및

거주지분화의

공간적

패턴에

계량적

기법을

이용하는

요인생태학 (factorial

ecology)14) 적 연구가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생태학적

접근은 l 사회의

어떤 집단이 도시의

어디에

입지하는가?

그리고 i 이러한 지역의 상태는 어떠한가? 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데 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 어떻게 l 그리고 왜 그 장소에 입지하게 되었는가?’ 라

는 질문에는 적절히 답하지 못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약점이다.

도시 주거지 구조에 대한 또 다른 접근으로y 이론적 근거를 신고전경제학에 두
고 있는 신고전적 접근은 미시적인 주택시장에서 개별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생태학적 전통이 주로 경험적 규칙성만을 나열하
고 있다는데 대해 비판하면서 주거지분화의 이론적 설명을 추구하였다.
그 대표적 인

연구는 Alonso 의 상쇄모형 (trade-off model) 이다 (Alonso，

1964). 그

는 소득과 시간의 제약 하에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교통비용과 도심에
서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주거비용을 두고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별 가구의

평가와 필요에 따라 주거입지의 효율적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고소득가
13) 대표적인 연구로는
- Shevkey, E. & M. Williams, 1949, The Social Areas of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os Angeles.
- Shevkey, E. & W. Bell, 1955, Social Area Analysis,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14) - Murdie, R. A. , 1969, "Factoral Ecology of Metropolitan Toronto, 1951-1961", Research
Paper 116, Dep. of Geography, University of Chicago.

- Robson, B. T., 1969, Urban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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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도심 가까이에 살면서 교통비용을 줄이는 대신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거나，
아니면 주변부의

값싼 주택에 거주하면서 높은 통근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선택

의 여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상쇄모형에서는 주택수요구조를 매우 강조한다.
개별가구는 중요한 관찰단위이며 가구의 선호도 구조는 중요한 설명변수가 되는
것이다. 반면 소득수준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한 저 · 중 · 고소득층으로만

분류하기에는 너무나 거친 면이 있으며 또한 주택공급 및 배분에 대한 분석이 없

다는 것은 큰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개별수요를 중시하는 신고전적 접근과 기본입장을 같이 하면서 실제 수요

자 인지의 내용과 그 제약성/ 이에 의한 선택의 측면을 보다 심도 있게 탐구한 행
태주의적

접근이

후속 연구들의

이는 공간패턴을 설명하는데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도경선， 1994, 15).

실패한 고전적 접근방법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다. 특히 주택 부문에서는 의사 결정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거주에 대한 선택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Kirby，

1983, 18-23). 이러한 관점에서 i 거

주지 이동I 은 i 거주 지역을 만들어내는 메카니즘 '(Rees，

1970 ; Kirby, 1983, 19 에서

재인용)으로써 중요한 연구 주제이며 I 이동의 원인 l 탐색 과정/ 주택 선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등을 고찰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Hoover(1975) 는 주거입지 결정의

주된 요인으로 교통비용과 시간으로 측정되는 접근도와 주거

적합성

및 근린의

질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주거 적합성과 근린의 질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일정한

Papageorgiou(1976 )는
의

기준을

설정하기

주거입지

결정에

어려운
있어

주관적

가치개념이기도

개별적인 주택지의

하다.

선정이 근린지구

특성보다 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입지하고자 하는 주거지역의

사회적

환경/ 다시 말해 그 곳에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등의 사회 · 경제적
동질성을 지닌 주거지역을 선호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였다. 한편 주택은 훌륭한
재산의 증식수단이 되기 때문에 재해의 위험이나 지가의 상승y 사적 토지 이용의
제약적 조건이

결부되지 않은 지역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거

입지의 결정은 경제적 l 사회 · 심리적/ 물리적 요인들이 입지 인자로 역할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Evans(1973) 는 개별가구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유사한 그룹
끼리 동일한 위치 및 동일한 지역사회에 어울려 살기를 좋아한다는 가설에서 연
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Turner(1968) 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접근성보다는 쾌적

성을 선호하며

소유의

문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선호도가 높아지다가 어느

수준에서는 다시 낮아져 상당히 높은 소득을 갖는 계층에게는 소유가 별 문제가
되 지 않는다고 한다(최 세 락，

199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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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접근들은 수요측면에서

거주지분화를 설명하는 것들로r 균형상태/ 주택

선택 l 사회적 조화를 기본적 관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Harvey(1973) 는 생태

학적 접근은 사용가치적 특성에/ 신고전적 접근은 교환가치적 특성에 치중하고 있
다고 해석하고 있다(최병두，

1983, 135-137).

@ 공급 중심의 논의
전통적으로 수요에

기반한 주택에 관한 설명들은 주택의 유형과 입지에 대한

의사 결정은 곧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 보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개별 가구

단위의 수요의 결과가 아니라 국가의 자원 배분의 한 분야로써만이 이해될 수 있
다는l 다시 말해 종종 선택의 범위는 미리 결정되어지며 이는 자원의 공급과 배분
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러 주체들 때문이라는 인식들이 공급 중심의 논의를 끌어

내 게 되 었다(Gray， 1975 ; Kirby, 1983, 24 에 서 재 인용). 이 러 한 관점 의 전환은 대
략 1960 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나타난 것으로 주택분석을 위해 차용된 광범위
한 사회이론의 성격과 관련되는데 y 신베버주의로 불리는 제도적 관리주의적 접근
과 막시즘에 근거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개별 가구의 선호

와 선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 · 구조적 제약들에 초점을 두었으며 l 특히

평형상태와 조화보다는 불균형상태와 사회적 갈등에 초점을 두고 주거지역을 분
석하였다.

도시관리주의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Rex

& Moore(1967) 의

I 주택계급

(housing class) ’ 연구를 들 수 있는데 l 주택계급은 주택이라는 희소한 자원을 둘러
싼 갈등에서 발생되며 주택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주
택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소득 l 직업 l 인종에 따라/ 다른 한

편으로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택배분규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면서/ 특정

주택계급의 위치는 /한 개인의 사회관계/ 이해관계/ 생활양식과 도시사회구조 내의

지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일차적

요인이다I 라고 보았다 (Bassett

& Short, 1980,

47-49). Pahl 은 주택계급 개념을 비판하면서 이를 토대로 관리주의적 이론을 체계
화하였다. 그는 도시주거현상의 이해를 위해서는 /누가 희소자원과 시설을 획득하
는가?l/ /누가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결정하는가/ 누가 이러한 문제의

결정권자를 결정하는가? 라는 근본적 문제가 대답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이러한
자원의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i 도시관리자l 로 명명하였다 (Pahl，

1975

Bassett & Short, 1980, 50 에서 재인용). 도시관리자는 사회의 구조적 제약요소로
서 주택을 포함한 자원의 배분과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및 일련의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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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도시계획가와 주택정책 입안자/ 지방정부관리 y 주택중개업자l 주택개발업자y 공

공주택관리자/ 건축조합과 보험회사의 대표 등 다양한 개인들을 포함하며/ 이들은
정책개입을 통해 희소자원 배분을 결정함으로써 이미 형성된 불균등을 강화/ 반영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독립된 힘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주의적

시각은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도시관리자를 규정하는 문제와 이들이 가진 자율성
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후에 Pahl 은 자신의 도시관리자 범

주를 지방정부의 관리자로 한정하였으며/ 이들은 자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민간부
문 및 중앙정부의 강제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도시관리자의

역할도 독립변수라기보다는 매개변수 쪽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은

아， 1993, 11-15). 이
배분에

접근은 신고전주의와 생태학적 틀을 벗어나 주택의

참여하는 개인과 기관들의

역할과 영향력 I 그리고 주택시장에서의

공급과
갈등y

권력/ 접근성의 관계 등을 통해 주택과 주거공간 구조의 본질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통일적 주제를 제시하고 있어 주택 시장의 분배 메카니즘을 이해하
는데

있어

이론적

지평을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평가되고 있다 (Bassett &

Short,

1980, 52). 또한 주택시장에 대한 공공의 정책적 개입이 제도화됨으로써 선 · 후진
국을 막론한 주택건설산업의 공공정책과 관련한 연구의 근간이 되고 있다(홍인옥/

1997, 15).
주택에 대한 막스주의적 접근은 무엇보다도 상품생산체제에서 상품으로서의 주
택의 위상과 노동력 재생산에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주택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사적유물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Bassett

& Short, 198이. 이들은 도시공간구

조와 주거지 분화는 독립적인 공간현상이 아니며/ 자본순환이라는 자본주의적
제과정을 통해

경

형성되는 자본주의 축적과정의 총체적 구조의 표출이라고 주장한

다. 따라서 Harvey(1973) 는 거주지분화는 축적과 계급투쟁이라는 주체를 통해 해

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주거문제에 대한 이들의 연구는 (a) 주거는 하나의 상품이

며 특정 형태의 자본에게는 잉여가치의 원천이 된다 (b) 주거는 노동을 위한 필수

적 소비이며/ 따라서 노동력 재생산(비용)의 한 측면이다 (c) 주거의 공급형태는 자
본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재생산과 상호연관을 맺는다 (d) 주거시스댐은 사회계급갈
등의 반영이며 다양한 국가개입이 이루어진다 라는 네 가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 (Basett

와 선택

& Short,

174-180). 이들은 거주지분화를 야기하는 힘이 개인적인 기호

영역의 외부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였는데/ 정부와 금융기관/

건설/ 토지자본은 자본축적과 자본주의

위해

사회의

재생산이라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공조하며 y 도시화 과정을 통제하기 쉽도록 특정한 거주지 패턴， 즉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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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를 나타내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주거지구조는 개인들이 선택은
할 수 있으나 그 형성에는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서 y 개인은 자신의 수요와 기호
를 실재(寶在)에 맞추어 나가야 하며， 시장구조 아래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라 선택

의 폭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현상으로써/ 교외
화와 도시공간확산의 과정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교외화를 도로건설과 기
타 하부구조 건설을 통해 과소 소비에 의한 불황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보거나/ 화

이트칼라들의 소유 지향적 개인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 및 노동력
재생산이 주거와 연결되는 접점으로 간주했다 (Harvey 등이 이에 대한 대표적 견
해 제시 I 그에 의하면 주택건설에 의해 생산부문의 과잉자본이 일차적으로 해소되
고/

이것이

타부문의

다 .)(Bassett &

소비창출로

이어지면서

자본축적기반이

확대된다는

것이

Short, 1980, 215-222 ; 도경 선， 1994, 17-18).

2) 주택과 주거지역
주택 (house) 은 인간이 주거 혹은 거처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인간의 지표이용
중

주거활동 (housing activity) 은

가장

중심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Adams，

1984,

515). 주택 (house) 이라는 물리적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가정 (home) 을 이루고/ 근린
에 모여

있는 주택들은 하나의

가 도시

전체의

거주 지역 (residential are) 을 형성하게 되며/ 나아

거주 구조 (residential

structure of a city) 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주택은 개인의 지위 y 사회적 위치 l 부r 권력/ 소망/ 그
리고 자아 정체성 등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
서 주택은 서식처 그 이상의 의미이다. 즉 투자의 한 형태이며 부(홉)를 위한 한
가지 수단이

되는 기본적인 소비재이기도 하다 (Morrow-Jones，

1987, 577).

그런데

주택이 다른 상품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택의 공간적 고정성과 내구
성에서 비롯된 공간적 특성이다 (Ball & Ki rwin,

주택이

주택

갖는

이러한 공간적

1977, 11).

의미에도 불구하고， Robson 에

문제가 관심사로 대두한 것은 1970 년대

중반에

의하면

지리학에서

이르러서이다 (Kirby， 1983,

끼. 이어 1980 년대 초반 아주 많은 주택 연구들이 지리학 분야에서 나오게 되었다

(Bourne, 1981).
1980 년대에 들어 Bourne은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주택을 근거로 거

주지 분화를 설명하고 있다(Bourne， 1981). 이것은 생태학적 접근 중심의 기존 연
구가 도시 내 주거지역 분화현상에 치중하여 그 pattern만을 분석하는데 비해， 주
택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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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수요에 근거한 분석은 개별 가구의 선호와 선택에 초점을 두고 입지결

정， 거주이동/ 그리고 토지이용과 근린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주택의
공급부분은 주택을 국가적 차원의 자원배분과정의 한 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역개발/ 제도적 행위/ 주택공급과 관련된 제 집단의 목표와 성격 y 경제
적 투자와 자본시장 둥을 분석하고 있다(Bourne， 1981 ; 홍인옥， 1988, 17-2이.

3) 주택과 주거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
국내의 주택과 관련한 주거지역 형성과 분화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편이
다(홍인옥， 1997, 25).

먼저

주거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의

주택지

형성과정을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원학희 (1981) 의 연구와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주거지역 형성과 그
에 따른 주거지역 분화를 분석한 이숙임 (1987) 의

연구 등이

있다. 윤혜정 (1996) 은

서울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지역의 유형구분과 그에 따른 개발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의

거주지

분화를 분석한 것으로 권오혁 · 윤완섭 (1991) 의

연구가

있는데 이는 70 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울시의 대단위 주택지역 건설이 아파트

건설을 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고/ 시기별 아파트 건설 증가를 통해 서울시의
공간적 확산과 거주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개별 수요 측면에서의 주거지 분화에 대한 연구는 공급측면의

연구에

비해 많

은 편인데 특히 수요자의 선택과 관련한 행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김인 ·

박영규 (1984) 는 서울시민의 동별 소득분포를 통해 주택시장에 대한 가구의 접근성

차이가 거주지 분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숙임 (1983) 과 김인 · 박
영규 (1984) 는 주택의 유형에

따른 거주공간의 분화를 분석하고 있다. 고용구조의

확대와 변화에 따라 세대주의 직업이 거주지 분화의 한 동인일 수 있음을 분석하

고 있는 연구(한주연， 1989) 도 있으며 l 주택가격이 주택의 질/ 규모/ 거주지역에 따

른 주택 수준의 차이를 종합해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지표라는 전제 하에 서울
시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수조사를 통한 거주지역 계충화 분석을 시도한 연구(김영
현， 1991) 도 있다. 한편 도경선 (1994) 은 소비자들의

거주지

선택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거주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크게 주택관련 요소y 경제활동 관련 요소/ 거
주환경 요소 등으로 구분하여 계층별 선호도를 연구한 바 있다.
특정 주택 유형과 관련한 연구로 박경애 (1993) 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중
심으로 한 소규모 주택건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l 홍인옥 (1997) 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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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독주택지역의 변화 정도를 통해 유형을 구분하고l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
였다.

2.

복합용도개발

1) 지역제 (zoning) 와 혼합적 토지이용
도시 개발의 역사에 있어 서로 다른 토지 이용(주거/ 쇼핑/ 고용l 오락 등)을 하
나의 분리된 지역에 혼합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도시의 토지를 복합적으로 이
용하는 전통은 멀리 고대 그리스의 도시에까지 이어지며/ 거대한 성으로 둘러싸인

중세의 도시 l 수세기 동안 이어진 런던과 파리의 거주와 상업 용도의 혼합/ 섬지
어 북미의 여러 도시들에서도 자동차 출현 이전까지만 해도 서로 다른 토지 이용
들이 고도로 혼합된 모습들로 나타났다 (ULI，

1987, 1).

이러한 전통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현상을 겪으면서 도시의 확산
과 중심으로의 집중에 의해 기존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 시기에는 주거와 공장이

연계된 주 · 공 복합화 현상으로 인하여 공장의 오폐

수l 매연 등에 의한 환경오염과 공장노동자들을 위한 열악한 집단주거수준 등에
의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박유신， 1995, 25).

Le Corhusier(1947) 는 그의 저서 J 빛나는 도시 r 에서 산업사회에서 도시는 주거단
위/ 작업단위 y 휴식 · 오락의 단위 l 교통단위/ 풍경단위 들의 집합이고r 이 단위간의
연결을 위해 교통단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도시의 I 기능에 의한 분리 y 정신을 제

계적으로 주장하고 있다(최창규역 ; 권문성，
따라

Le

Corbusier 의

선도 하에

1992, 5-6 에서 재인용). 이러한 정선에

운영된 1933 년의

CIAM(근대국제건축회의)은

95

조의 아테네 헌장을 통해 기능분리에 의한 도시구성의 개념을 완성시키게 되었다.

이는 주거 l 작업 y 여가의 도시 기능에 근본한 다핵의 도시구성을 하고 이들을 교
통단위로 적절히 연결시켜 도시공간의 효율적 처리와 교통량 감소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근대 지역제 (zoning) 는 가족위주의 거주 근린으로부터 근린 주변의 환경

적 질과 매력에 위해를 가하는 것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목적은 곧 재산가치에 위협을 가하는 사회적 · 물리적 환경들은 제
외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Adams， 1984, 521-522).

그 결과 전통적으로 발전해 내려온 복합용도 구조는 가능한 한 지양하게 되었
는데 그 극단적인 예로 독일의 경우 지난 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i 복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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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Mischgebiet)'이란 용도지역 명칭 자체를 토지이용의 유형에서 삭제해 버리려

는 시도까지 있었다. 이러한 계획개념은 기능주의에

입각하여 도시기능의 혼합을

죄악시하여 철저히 배제시키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기능분리원칙은 직주분리로 인한 교통비용증가/ 도심정주인구의 감

소로 인한 도심공동화/ 기능의 획일화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l 역사와 더불어
발전해 온 기존 도시공간의 맥락적 관계(역사성 · 장소성의 상실)를 무시하여 대부

분 도시들의 황폐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산업발달과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도시집중현상을 막기 위한 도심으로부터의 분산정책 y 교통수단의 발달 등

은 인구와 함께 주거， 산업 및 문화시설조차 교외로 빠져나가게 만들었으며 l 이러
한 교외화는 기존 도시 내 복합지역에 비해 생동감이나 역사성 그리고 맥락성 등
을 결여시켜

도시를 점점

퇴락시켜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조춘만， 1996,

8-9 ; 이주형 · 기윤환， 2000, 83-84).
이 문제들을 일찍이

간파한 Jane Jacobs는 도시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다양한

도시기능을 수용하고l 주거기능을 복합화하여 궁극적으로 도시성이 회복되도록 주
장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떠났던 도시로 되돌아오도

록 유인하는 것이고I 기능과 용도에 의해 철저히 분리된 도시를 예전과 같은 기존
의 모습인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이 뒤범벅되어진 살아 있는 거리로 만드는 것이라
하겠다(권문성，

1992, 7).

Jane Jacobs 의 영향은 20 세기 말 계획가들로 하여금 생동감과 지속가능성을 위
한 토지의 복합적 이용을 주장하게 하였고， 오늘날 계획에서 /복합적 이용f 은 주문
처럼

여겨지고

있다.

복합적

이용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성 (New

Urbanism) 과 지속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전제가 되고 있다

(Grant, 2002, 71).
이상과 같은 직주근접의

원칙에

의한 공간 배치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에서

그

이상적 모형을 찾아볼 수 있다. 사회주의 도시계획에서는 어떤 계층y 어떤 지역도

소외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l 이를 위한 일반적 원칙은 (French，

1979 ;

김현수， 1994, 15-16) 첫째 l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업과 주거는 철저히 분
리한다. 공업은 도시 내 중요한 고용원이므로 교통시간 절감을 위하여

공해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한다.

둘째 y

자족적

주거단위인

인접하나

소구역

(micro-dis trict) 을 설정하여 직주근접의 이상을 실현코자 한다. 셋째 l 직주근접의
원칙과 공간적

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시설을 균등하게

배치한다. 넷째/

도심부는 이념적 학습의 장소로서 상업/ 업무시설 대신 공공시설과 기념광장 등으
로 구성된다. 사회주의 도시에서 CBD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도시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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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공동화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섯째， 교통은 지하철/ 무궤도전차와 같

은 대중교통에 의존하며 교통의 유형에 따라 교통망을 위계화시킨다. 여섯째 y 도
시토지이용의

결정은 임대료나 지가경쟁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이데올로기적 관

념이나 기술적인 고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상의 6가지

녹지의

원칙에서

직주근접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문제 해결/ 주거와

적절한 배치를 통한 환경적 요건의 충족 등 현대 자본주의 도시의 주거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장 기초적 원칙을 제
공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동생활을 사회생활의

기본유형

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내에 주택 l 공동취사시설 y 여가시설/ 탁아소/ 학
교l 의료시설 등을 가지는 자족적인 집단주거단위를 설치하여 작업장과 주택의 인

접배치를 통해 직주근접의 이상을 실현코자 하는 원칙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
겨진다(김현수，

1994, 26). 1950 년대 후반 새로운 주거단위개발을 위해 제안된 신주

거단위 또한 공업 l 주거/ 과학연구의 복합지역을 건설하기 위해 교통l 행정/ 교육f
연구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갖춘 체계로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전체를 통
합된 사회적인 환경으로 전환시키고자 함이다. 신주거단위에서의 주거는 고밀도의

고충 아파트 군으로 구성하여 주택/ 서비스/ 학교， 위락기능이 통합된 체계로 구성
하고

있 다 (Alexei

Gutnov et a l, 1974, Ideal Communist City

김 현 수，

1994,

23-25). 물론 실제 사회주의 사회의 교통과 직주 간 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념
적 규범보다는 효율성에 의존해 가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어 직장과 주거의 거리
는 점점 멀어지고 출퇴근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사실을 경험해 왔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원칙에서만은 직주근접과 자족적 도시 생활을 위한 복합적 용도 배치
라는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2)

복합용도개 발의 특성

@ 주요 개념과 성격
복합용도개발 (Mixed

용어는

'Gurney

Breckenfeld' 가 1972 년 'Fortune’지 11 월호에 처음 사용한 용어로(양동양，

1988 ; 조

춘만，

Use

Development

MXD) 이라는

1996, 7 에서 재인용) 다양한 개념 정의들이 있으나 대체로 Witherspoon(ULI,

198τ 1-5) 에 따르면/

첫째， 3 가지

이상의 상이한 기능들이 상당한 규모와 소득구조를 가져야 한다.

소매점/ 오피스/ 주거 y 호텔/모텔/ 오락/문화/휴양 등과 같은 주요 소득원이 되는

용도를 세 가지 또는 그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용도의 다양성은 각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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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지속적이며 상호적인 지원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이용대
상자간의 범위를 계속 확대시키고y 비업무시간의 활용을 유도하여 시설물 이용시

간의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상당한 규모라는 것은 주로 500,000 feet

2

이상

의 대규모 빌딩을 의미한다. 대규모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다양한 용도를 제대로 혼
합하기 위해서이며 y 또한 시장 진입에 필수적인 공공 이미지 확보의 목적도 가지
고 있다.

둘째 I 기능적 • 물리적 통합이
있는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젝트 구성요소들간의 의미

물리적 · 기능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고도의 토지이용을 의미

한다. 모든 요소들은 보행자를 위한 연속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4가지 방법
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r 하나의 거대한 단일 건물을 통해 복합용도개발 요소들
을 수직적으로 혼합하거나l 둘째 l 중앙에 쇼핑갤러리 · 中鷹이 있는 호텔 · 중앙 광
장 등을 두고 이를 둘러싸서 용도들을 배치하기도 하며 l 셋째 y 교통로와 교차하는
지점에 지하보도 · 인도 · 광장 둥을 두거나 빌딩들 사이에 육교를 설치하는 등 보

행자가 연속적인 연결고리를 가지도록 용도들간의 혼합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
로 에스컬레이터 · 엘리베이터 · 움직이는 인도 등의 편의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이
용하여 보행자의

이동을 수직적 · 수평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다. 기능적 · 물리적

통합이야말로 MXD 가 기존의 다른 부동산 개발 계획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성
이다. 기존의 다른 개발들은 3가지 이상의 용도를 포함한 개발이라 할지라도 이들
을 기능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하나의 건물에서 기능하는 것처럼 통합하는 개념
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MXD 는 새로운 개발의 시작이라기보다 기본 건
축 경향의 정상에 있는 개발 형태라 할 수 있다.

셋째 y 일관성과 적합성을 지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MXD 의 개발과정은 단
일프로젝트에 비해 전문분야로부터의 참여가 훨씬 많이 필요하다. 또한 단일 요소

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관련 요소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전체 프로젝트의

규모/ 형태/ 밀도y 공정/ 요소들간의 상호관계가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도록 일관성

있는 계획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MXD는 다른 부동산 개발 프

로젝트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성격 외에도 많은 근대적 MXD는 역사적으로 뚜렷이 구분될 뿐만 아니
라 탁월한 입지에 웅장한 디자인 I 규모r 개발의 효과 등으로 인해 도시 경관 내에

서 높은 시각적 효과도 나타내고 있다.

@ 기능결합의 타당성
기능분리 원칙에 의한 직 · 주분리는 교통비용증가/ 도심정주인구의 감소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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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동화y 기능의 획일화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심이나 도심근교의 재개발단계에서 기존의 주거기능을 이전하고 상업 · 업
무기능을 배치하는 종래의 계획개념에서 탈피하여 상업 · 업무기능과 함께 양질의
고층주거를 묶어서 계획해 나가도록 하는 /주상복합용도개발’은 매우 긍정적인 효

과를 지닌 계획으로 계획가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이러한 복합용도개발에 의해
수용되는 기능결합의 타당성은 첫째/ 도섬지에 도시주거를 형성함으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외연적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l 둘째 I 복합용도개발에 의한 다양한 기능
의 수용은 단위토지의 이용률 극대화를 유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도심지역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직주근접의 도시구조를 지향함으로써

도심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고l 넷째 l 도섬에 주거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양질
의 도심주거를 제공하게 되며 I 다섯째/ 복합용도건물 내 거주자들은 건물 내 생활
편익시설이나 위락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상업시설 운영자들은 영업시간 연장
을 통해 이윤과 고정구매고객 확보로 사업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l 이는 결
국 도섬 상주인구 증가로 활력을 되찾아 주게 되며/ 여섯째/ 복합기능 수용에 따
라 도심지에서 상업용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일곱
째 l 주차장 이용효율의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데 이는 주차공간확보에 있어 피크타
임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조춘만， 1996, 9-11).

3

개발형태

복합용도개발은 수용 기능과 건물의 형태 I 대지규모별 개발형태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 다(최 세 락，

1999, 20-22).

복합용도개발에서 수용하는 대표적인 기능은 주거 l 상업 y 업무/ 호텔 등이다(표

II-l). 이들 기능 중 주거와 업무/ 주거와 상업 y 주거 · 상업

업무y 주거와 업무

및 상업과 기타 위락 등 2 가지 혹은 3 가지 기능의 복합 형태가 가장 대중적이다.

기타 기능으로는 전시관I 극장y 회의장 등의 문화시설과 레스토랑 등의 서비스 시
설 l 가족단위의 위락시설 y 헬스클럽 y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복합된 경우도 있다.
<표

11 -1>

미국 복합건축개발에 있어서의 구성요소
계획수

용도
업무기능

86(97.7%)
86(97.7%)
70(79 .5% )
54(61.4%)

상업기능
호텔기능
주거기능
주

: 1981 년 현재 총 88 개 복합건물 중 35 개가 위의 네 가지 기능을 모두 포함.

자료 :

WitherspooTI, 1981,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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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거기능의 비중에 따라 주거중심형과 직주등분형 l 주거보조형으로 구분하
기도 하는데/ 주거중심형의 경우 저충 기단부에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상층부에 주

거가 위치하는 형태가 가장 많고/ 직주등분형은 주거와 업무의 비중이 비슷한 경
우로 도심재개발시 주로 채택되나 주거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주거

보조형은 주거의 비중이 적어 거주 적합성의 문제가 대두되기 쉬운 형태이다.
한편 주상복합건축의
협의의

범위는 협의의 복합과 광의의 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념에서 본 복합용도는 소규모로I 단일건물이나 건물군I 근린 규모의

대

지에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용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r 보다 넓은 개념

으로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기능의 복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구 내
복합과 지역 내 복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건물의 형태와 대지규모별

개발형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y 단순수직 중첩형 l 수평분리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수직 중첩형은 주거와 다른 기능이 단순히 수직적으로 중첩된 형태이
며， 수평분리형은 주거와 업무의 각 기능이 하나의 건물 내에서 수평적으로 분리
된 형태인 병렬 연결형/ 한 대지 내에 주거와 업무용의

건물을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된 건물로 분리시켜 건축한 형태로 대규모의 대지가 필요한 독립 분리형 I 넓
은 기단부 위의 주거나 업무용의 타워를 한 개 휴은 여러 개 올려놓은 형식의 플
랫폼형(다발형 complex) 이 있다.

3) 복합용도개발에서의 주거 개발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MXD 에서 나타난 주거 개발은 크게 3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ULI，

1987, 15-16).

첫째 y 가장 오래된

형태로 1950 년대와 1960 년대

초에

출현했던

PUD(multiuse

planned unit development) 개념이다. 하나의 개발에서 전체 커뮤니티를 창출해
내기 위해 상업용도/ 오피스/ 오락/ 오픈스페이스 등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성공적으로 혼합한 경우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각각의 기능들을 독립체로 한
곳에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여 물리적 · 기능적 통합의 개념은 부족하였다. 하지만
20 세기 초 대부분의 단일용도 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주요한 분기점이 되는 개발
개념 이 었다.

그

대표적 인

것이

'Fairfax County' s 1962 Planned Residential

Community'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5 개의 마을 (village) 을 포함하는 하나의 커뮤니
티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마을의 센터 (town center) 를 구심점으로 해서 호텔과 소
매점 I 오피스l 주거지/ 오락 · 문화 등의 편의 시설들을 조밀하게 배치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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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l 좀 더 최근의 흐름은 새로운 주거 개발에 있어 밀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가와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거주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l 이는 대량의
철도 서비스와 보행 순환 체계의 중요성을 드높여 주었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주

택 시장 진입에 따라 고밀도의 주거형태-콘도미니엄 r 아파트 등을 포함하는-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MXD 에서도 이러한 주거 형태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점점 늘어
나게 되었다.

셋째/ 많은 도시 중심부의

재생 계획에서 주택의 도입이 강화되고 있다. 가구

규모의 축소와 성인 중심의 가구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있
다. 가구 특성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학교나 근린 환경보다는 도시의

(amenity) 와 서비스( entertainment) 들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던

어메니티

것이다. 도시의

중심부에서 나타난 하나의 새로운 생활양식은 교외 지역의 주택 시장에서도 나타
나고 있는 경향이다. 즉 i 활기찬’ 도시적 환경으로 인해 MXD 의 주택 시장은 성공
적일 수 있다. 공공 부문에서도 MXD 에서의 주거 개발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I
ULI 에 따르면 MXD 의 42% 가 주택개발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4) 외 국의 복합용도개 발
1950 년대부터

주상복합건물이

건설되기 시작한 미국은 대도시발전과정에서

나

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다양한 욕구 수용이 그 배경이었다. 도심부의 경우 공동
화 현상l 출퇴근시의 교통혼잡l 주차문제 등에 대한 개선책으로/ 대도시 중간지대
의 슬럼화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외 쇼핑센타 개발에 있어 새로운 발전의 핵
심지역으로l 주요 교통의

결절점 상에 통근자들을 위한 신 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방편 등 도시의 각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단일고층건물상의

용도복합과 다발형 콤플렉스의 2 가지

기본

유형을 유지하면서 발전하였는데 그 중 단일 건물상의 용도복합은 도섬부 내에서
주거기능의 소극적 수요인 단순가계 중심의 직주근접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시험
적으로 접근된 방식이며 l 다발형 콤플렉스는 단일 건물 내에서 일어나는 기능간의
상호 침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최소한 1 개의 타워에 단일 기능만을 입지시킴으

로써 수직동선의 분리와 더불어 각 기능에 어울리는 평면구획， 용도배치가 가능하
도록 한 형태이다. 이후 1980 년대 들어 주상복합개발 프로젝트는 가장 활성화되었
고 대도시의

도심이 프로젝트의

입지로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임국택/

1995, 50-52 ; 주택 산업 연구원， 1996, 27-29).
한편 독일은 전후의 복구단계를 거쳐 경제 부홍과 함께 1960 년대 후반에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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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에 도시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져 도심

근교의 공해공장들이 외곽으로 이전되고 남은 넓은 부지 위에 대규모의 도시재개
발 프로젝트들이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에 독일의 건축가들은 도

심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도심 형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설계안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의 대부분이 여러 개의 고층 타워를 기단부 위에 올려놓은 듯
한 모습의

대규모 고충형 복합 complex 유형이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계획 개념에 대한 여러 논의를 거쳐 주로 도심부나 도심근교지역 중에서 교통이

편리한 결절점에 대규모의 복합용도 complex가 건설되었다(오덕성， 1990, 54). 그
러나 이것은 도시구조와 지역별 용도구조를 감안하지 않고 경제성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고층형 콤플렉스 위주로 건설한 결과 주상복합건물과 기존 도시구조와의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임국택， 1995, 53). 또한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중앙난방과 편리한 설비여건을 통해 쾌적한 실내생활만을 즐기
던 주민들도 점차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경제성장의 완숙기로 접어들면서 일

주일 5 일 근무제에 따른 개인생활 시간의 증대는 일상생활의 사이클을 바꿔 주어

서 일주일의 노동을 위한 하루의 휴식이라는 종래의 생활관습과는 달리 작업시간
의 비중만큼 개인 취미 생활 내지는 가정생활의 확보에 관심과 비중을 두게 되었
다. 따라서 휴식시간 내내 아파트 안에 갇혀 지내는 일은 더 이상 주민에게 참기

어려운 입장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더욱이 개인승용차 보급률의 상승과 도시주변
지역의

지역난방 공급의

확대 r 자기

집

소유와 정원에

대한 바램

등은 종래의

complex 내 고충 주거의 이점인 편리한 주거생활공간l 직주근접에 따른 개인시간
의

확충 등을 앞지르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선택을 고층주거에만 묶어

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중산층이나 사무종사자 등이 주류를 차
지했던 complex 내의 거주자들은 도시근교로 이사해버리고 새로 이사해오는 주민
은 생활수준이 낮은 제조업관련 노무자l 상인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외국인 노동자

들의 모습도 눈에 띄게 되었다. 이들은 complex 전체의 청결유지나 쾌적한 환경
확보에는 무관심하고 질서의식도 비교적 약해서 complex 의 질적 상황은 점점 저
급화되어갔다(오덕성，
질이

1990, 5끼. 주민의 고층 주거선호도가 떨어지고 주거환경의

악화되자 1970 년대

말부터는 기존의

대규모 고충형

주상복합건물형태에서

탈피하여 전통적인 도시 블럭을 유지하고 기존 도심 내에 주거기능의 존속을 위
하여 저충 블럭형 주상복합개발을 추진하였다. 저충 블럭형 주상복합건물의 개발

은 기존 도시구역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인근 건축물과의 연계강화/ 성격유지가 가
능토록 계획하여 시민들로부터 이질감을 완화하고 기존의 도시구조를 적극 수용
하였다. 수용기능도 대규모 판매시설 대신 소매 및 서비스기능 그리고 다양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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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편익시설 즉 문화 · 교육 · 휴게 시설 등을 수용하여 수용기능간의 상충이나 혼
잡을 피해 도심 내부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고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접근시설/ 외부공간 및 주거내

부에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여 주거공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임국택 y

1995, 53-54).
일본에서

주거복합건축이

설립된 일본주택공단이
점포나 사무소의

복합화의

수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5 년에

일반시가지주택을 공공집합주택으로 건설한 것이다. 주로

상층부에 주택을 배치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I 시설병존주택 I 이라

불리웠다. 그 후 이러한 유형의 주택은 민간이 건설하는 집합주택에도 널리 활용

되며 관행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고l 그 후 여러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친 후 오늘
날의 주상복합 건축으로 자리매김한 이면에는 1970 년대 후반부터 1980 년대에 걸
친 도섬부내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1980 년대부터

도심부에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입안이나 추진이

대도시자치단

체로 이관되며 새로운 복합화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1983 년 동경도시가지
주택총합설계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인센티브 수법은 도심부에서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일정비율의 용적률을 할증 받을 수 있게 하여 주택공급의

확대라는 공공의 목표와 사업성의 제고라는 민간의 시각이 합치점을 찾기에 용이
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l 동경의 도심에서 실시하고 있는 Linkage수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주택부설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1990년부
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i 중고층주택 생산공급 고도화 프로젝트I 를 추진하고 있어

고층시대의 복합개발을 현실로 수용하고 있는 듯하다(주택산업연구원， 1996, 33-34

; 박철수， 1995, 161-165). 일본의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阿홉ß 成治는 2차 대전 후 독
일의 토지이용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용도분리 정책을 추구하였던 독일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복합적 토지 이용의 수용을 통해 거주 환경의 점진

적 향상을 꾀하게 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독일은 도시 중심부의 인구 공동화 현
상l 교외 주거 지역의 단조로움에 대한 불만l 시가지 계획에 있어 주거와 산업 간

의 선택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도심부에 주거를 허용하는 정책과 함께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교외 주거 지역 계획 등의 변화를 시도하였음을 소개하고 있다
(阿部成治， 1987). 近藏達夫는 오랫동안 일본의 도시계획 정책의

기본이었던 주거

와 산업의 분리에 대해 최근 주거와 산업 지역의 혼합이 효율성/ 생명력/ 인간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이익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오사차의

'Apartment

House of Indush)끼 'City Industrial Town' 등을 사례로 인구변화l 주거와 산업에
할당된 바닥면적 l 토지비율l 업체수y 업종수 등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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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혼합된 지역의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저자는 住王복합지역을 권장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近廳達夫， 1987). 田端 修는 상업과 주거의 복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토지이용을 통해 도심부 인구감소경향을 전환시킬 수 있음을 논의하고 있
다. 오사카와 교토의 사례를 통해 기존의 도심부가 주거와 상업의 복합에서 주거
와 상업 및 성장하는 업무 기능과의 복합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그 균형이 깨지

면서 도심 상주인구가 감소하게 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를 포함한 도
시 중심

기능의 혼합을 추구하는 condominium 형태(업체와 거주 기능이 공존하

는 형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田端 修， 1987). 富安秀雄은 오사카 도시 재개발에

서 주택과 비주거 편익시설의 혼합에 대해 고찰하면서 도시 내부에 주택 공급을
주장하고 있다. 도심은 높은 지가 때문에 고층의 주택이 불가피하며 비주거용 편
익시설과 혼합될 수밖에 없지만 복합 이용은 단순히 지가를 반영하는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거주 기능에도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복합
에도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재개발이 아니라 대규
모의 체계적인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토지 용도의 지정과 계획 구역의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富安秀雄，

1987). 支용幸二 · 草場優昭는 i 혼동 없는 복합y 이

도시개발과 재개발의 목적이 되는 이유는 도시의 건조 환경이 가지는 기능의 단
일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다양성은 도시
의 토지이용 특성/ 빌딩과 편익시설의 공간적 조직 I 네트워크/ 거주자들의 개성과
활동/ 교외통근자와 쇼핑과 오락 혹은 다른 목적으로 오는 방문자 등에 의해 만들

어지는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계획가들은 복합을 추진할 때 이러한 요소들의 관
련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y 이런 상황에서

계획가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특히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용도분리
에

기반한 계획 논리가 복합 이론과 상충된다는 것이며/ 둘째/ 개발계획은 그 특

성상 완료시까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계획의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정
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개발 사례들이 평가되면서 /복합에

대한 많은 기대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또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복합l 이라는 주제를

추구해야 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支첩幸二 · 草場優昭， 1987).

이상의 연구사례들을 통해 볼 때 복합용도개발은 대부분 도심지 재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복합용도개발에 관한 기존 연구
복합용도개발을 소재로 한 국내의

연구논문은 1980 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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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으며 r 특히 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주상복합건물에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넓게 보면 건축 계획적 측면에서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와 거주자들의

건물의

대한

합리적인

만족도 및 요구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주상복합건물 건설의 타당성 분석에 관
한 연구도 간간이 행해졌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복합용도개발의 개념 및 역사적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복합용도개발에 관한 초기 연구로 MXD 에 대한 개념 설명과 선진국의 개발 사
례 및 역사적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덕성 (1989，

1990b,
사적

1990a,

1990c) 은 1989 년부터 4차례에 걸친 연속적 논문을 통해 복합용도개발의

발전 추세를 소개하고l 이어

독일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역

발전과정을 개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입지 및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규모와 수용기능 등에 따라 입지별 분포 특성을 비롯하여 지역별 발생배경 등
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임국택 (1994， 1996) 은 주상복합주택의

개념과 유형을 정의하고l 도시현상적 · 도

시공간구조적 · 주택시장형성 측면에서 발생배경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해 서울시 주상복합주택의 분포와 그에 따른 분포 특성을 파악하였다. 도시현상

론적 접근에서는 수도권 팽창에 따른 직 · 주 분리와 그로 인한 교통 문제 y 도심공
동화 현상 등에 대한 하나의 주요 대안으로 도심개발의 활성화를 통하여 도섬 내

에 주거기능을 부여하는 주상복합주택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도시
공간구조론적

접근에서는 도시발전에 따라 다핵적으로 발전해 가는 도시내부 구

조에 의해 근린지구 쇼펑센터 지역이나 도심과 부도심 지역에 주상복합주택이 건
설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l 주택시장형성 측면에서는 주택수요자의 주택 유형과

주거지에 대한 선호와 주택공급자의 경제성 추구 및 제도적 측면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본다. 한편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주상복합건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입지결

정요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결과 주상복합건물의 입지 지역은 주로 상

가 및 업무지대이며 y 주변의 도로는 상당히 넓고/ 토지모양은 세장형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고l 지세는 평지가 절대적이라고 하였다. 공시지가가 높은 곳으로 4 백

만원 -3 백만원 미만의 지역에 가장 많고/ 대지면적은 4 백 m 2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분포특성을

건이

성숙되어

통해 결국 도시형성의 여

있어 업무활동이 집중되고 토지가격이 비싸며 생활편익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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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가 충분히 갖추어진 지역에 건설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개발
업자 입장에서 그만큼의

경제적

이익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주상복합주택을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인식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
택정책이라는 주택공급의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하려면 제도 및 법규의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호유정 (1996) 은 서울시의 주상복합건물을 수용기능의 종류와 주기능을 기준으로
127r 지로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거중심형이 매우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l 수용기능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규모는 대체로 커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고l 건물의
측면에

있어 서울시

외관 또한 유형별로 차별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분포

전역에 분포하며 집중적인 경우와 분산적인

경우로 나쥔다.

이러한 유형별 차별성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토지이용측면/ 경제적 측면/ 도시공
간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

건축적 측면의 합리적 설계방안을 제시하는 불리적 측면의 연구

권문성 (1992) 은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기존 연구를 기초로 하여 설계 기준을 찾

고 신도시를 대상으로 실제

건축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오덕성 · 김정태 (1992) 는

주상복합주택의 수용기능/ 공통적 특성에 따른 계획유형의 구분y 입지성향 등 설

계계획시의 기본적 내용을 검토하였다.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의

연구는

주상복합건물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y

법규 및 제도 분석 I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주상복합건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단지 내 주상복합건물의 용지계획 및 설계

에 관한 지침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분당l 상계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
여

입지특성에

따른 주거환경과 상업환경의

비교분석을 위해 도렴/ 마포지구와 강동지역

건물의

차이점을 비교 · 분석하였다.
중심지의

이와의

천호 지구 등을 선정하여

건축현황조사/ 거주자와 상인 대상의 설문조사/ 상가 업종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지특성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의 개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설계 지침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동양 · 유승무 · 박형석 · 남영우 (1994) 는 건물 내부의

설계시 주거적합성을 높

이기 위해 고려할 사항들을 계획 완료된 건물들의 도면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 있
다.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의 1996 년 연구에서는 현행 복합개발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복합개발유형과 이

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 제도적 장치， 사업수법 및 계획기법상의 아이디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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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 주거 실태 및 적합성에 관한 연구
주상복합건물 거주민을 상대로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건물의 주거적합성을 고찰

하는 연구로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정중 (1987) 은 도심부 복합용도건물 내 거주민의 주거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도
심부의 세운상가아파트군과 낙원상가아파트를 분석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도심
부 외곽에 위치한 서대문구의 유진상가아파트를 비교대상집단으로 선정하여 주민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심부 복합용도건물 주거부문
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복합용도주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신현수 · 이영근 · 박천보 · 오덕성 (1991) 은 대전시와 청주시의 저층 주상복합건축

물을 사례로 거주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저층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기능 구
성과 거주인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이를 기 조사된 고층의 주상복합건축물과 비교
하였다.

김정수 (1995) 는 주상복합건물 점유 지역의 기능적 특성과 수요자와의 관계를 밝
히고， 입지별 주거 환경을 비교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춘만 (1996) 은 서울시내 재개발로 도입된 복합용도건물 가운데 주거기능을 포
함한 건물을 대상으로 거주자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주거적정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복합용도개발의

초점을 맞추어 도심 주거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심부(도렴지구)와 도심부근(마포지구)， 도
심외곽지역(천호지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사례로 물리적 속성 y 사회물리적 속

성 y 편익시설에 관한 속성/ 관리 · 경제적 속성 y 실내 환경적 속성 등 5가지 사항을
분석 ·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회물리적 속성에 대한 거주자들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l 편익시설 속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도
심 복합주거에 대한 현 주민의 주거 만족 정도는 양호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박유신 (1998) 은 수도권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의 사회

· 경제적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해 도심지역(도렴 r 마포)과 도심외곽지역(관악l 천호/ 분당)으로 나누어 설문

조사를 하였다. 두 지역 주민들의 사회 · 경제적 특성이 차별적인 것은 소득수준에
따라 주거입지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영필 (1998) 은 복합용도개발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선호항목을 검토

하여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복합용도개발유형과 사업수법 및 계획기법상의 개선방안을

찾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990 년대 이후 개발된 단동형(방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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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프라자)과 다발형(보라매 라성타운)의 사례를 선정하여 l 시설측면환경측
면 I/ i 입지측면 I 의 3가지 부분에서 만족도 및 선호항목에 대한 거주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l 개발업자와 전문가 집단을 통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발항목을 조
사하였다.

@ 주상복합건물내 상업기능에 관한 연구
오덕성 · 박천보 (1990) 는 대전시와 청주시를 대상으로 입지에 따른 복합용도건축
물의 분포 및 수용기능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나아가 상업지역의 분포 유형
에 있어 복합용도 건축물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엄성욱 (200이은 상업기능은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토지

이용상 비교적 좁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현재 주거 위주로 개발되고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 내의 상업기능에 관한 입지별 시설의 종합적인 조사 및 특성에 관해 연구
하였다. 이를 위해 강남지역에서 도심 l 부도심 I 외곽지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사례
건물을 선정하여 입지별 차이에 따른 상업시설의 수용특성을 조사하였다.

@ 주상복합건축의 개 발방향 제시
주상복합건물의 전반적인 실태 분석을 통해 법적 · 제도적 차원의 개선 및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대한주택공사(1994) 의 연구는 도심재개발의 일환으로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경
우 주거부문의 분양성 판단을 위한 도심 내 주택수요추정을 목적프로f 도심 주상

복합건물 주민을 대상으로 1 차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 2 차 대상자 집단을 추정
한 후 이들 집단 중 도심 내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택수요 추정 결과 도심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일반 도/소매업자
로 40 대의

연령층이

주요 수요계층이었으며

이들은 직주근접/ 교통편리 r 맞벌이

등의 이유로 도심 내 주거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동양 · 김진욱 · 김성도 · 박선미 (1994) 는 도심 주상복합개발에 판한 도심내

직

장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단지형 건물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박용준 (1994) 은 국내외

사례조사와 관련 법규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

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상복합건물 활성화를 통한 도시의 새로운 생
활패턴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연구들을 종합한 주거기능의 문

제점으로 공용공간의 부족l 소음 · 공해 등의 열악한 환경 y 복잡한 동선체계 l 주차
시설/ 근린생활시설 부족과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로 정리하고 있다. 상업기능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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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로 인한 문제점들도 지적하고 있는데 l 개선방안은 주변의 맥락과 사회 · 문화
적 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발가능성을 고려한 종
합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l 주차 및 편익시설 등의 동선계획을 실재로 제안하
고y 오픈 스페이스 도입도 제안l 제도적 틀에 대한 제안 등을 하고 있다.
윤영미 (1996) 는 도심부 주택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적 건축이

인센티브 정책

으로 인해 민간주택개발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

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설계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수법을 조사하
였다. 이를 통해 도심부에 주상복합건축 의무화라는 제도 도입/ 개별건물 위주의
개발이 아닌 건물 군 위주의 면적개발로의 전환l 제도정비 등의 개발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1996) 의 연구는 주상복합용도 개발의 역사적 개념변천 검토/ 제
도적 지원체계 분석/ 입지현황과 입지특성

검토y 교통파급효과 논의 l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개발의 수익성 증진방안 모색 등 종합적 고찰을 통해 주상복합용
도 개발의 활성화 방안을 기본방향과 세부정책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주형 · 기윤환 (2000) 은 도시의

한 후y 복합용도건물의

경제환경변화와 복합용도개발의

관계성을 분석

취약성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3.

기존 연구의 한계와 연구의 틀
지금까지 주거지 분화에 관한 연구들은 아파트 가격/ 주민들의 사회 · 경제적 계

층 등의 개별적 요소들을 통해 분화 요인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특
정 유형의 주택에 의한 주거지역 형성이라는 관점에서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주거지역

연구에

있어 도시공간구조 내에서의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복합용도개발에 대한 연구는 건물 자체의

건축계획적 측면에서의 합리적

설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입지 및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와 주민들의 건물 내

주거 적합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건물 내부의 설계 계획시 필

요한 요소들을 추출해내기 위해 주민들의 건물 내 사용 등에 관한 만족도 조사가
주된 연구 관점이었으며， 따라서 건물 단위의 분석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입지 및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와 건축적 측면의 합리적 설계방안을 제시하
는 물리적 측면의 연구는 서울시에 입지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설계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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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그런데 이들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가 대체로 일관되지 않아 자료
의 정확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실재 설계 방안 제시를 함에 있어
건물의 충별 기능 배치/ 동선 처리 l 진입부 관계/ 오픈스페이스 조성 등 개별 건물

만을 생각하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 주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집합적 개발
계획 개념이 부족하다.

한편 개별적인 주거 실태 및 적합성에 관한 연구l 주상복합건물 내 상업기능에
관한 연구와 주거와 상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분석을 통해 주상복합건축의 개
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들은 우선 사례지역 선정(표 II -2) 에서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도심부 활성화 방안으로 주상복합건축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도심부 거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여러 지역을 비교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이 도심부와 외곽지역

및 신도시 등에 한정시키고 있어

지역적

차별성을 밝히는데 제한적이다. 또한 지역 비교를 통해 배후지역의 성격에 맞는
주상복합건축물 개발 계획을 제안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연
구는 없다.

<표
연구추쩨

II-2>

샤빼환샘척확

책자
이정중 (1987)

신현수 외 3 인 (1991)

주및거적 실합태성

기존 연구의 사례분석지역

연구ti창

서대문구 유진상가아파트

대전l 청주의 저층 건물

서울의 도렴 l 마포지구 건물

김정수(1995)

도중도섬심시상외중팍업심지상업역엽무(지을지역지역(로천(도호렵충지지무구귀)로지구)

조춘만 (1996)

도도도심심심부부외(근곽도(지마렴역지포(구지천)구호)지구)

박유신 (1998)

도도심심지외곽역(지도역렴(l관마악포~)천호l 분당)

문영필 (1998)

단다동발형형~보방라이동매) 라성타운)

건축방설안계

한국토(1지99개4)발공사

개발방향

대 한(1주99택4)공사

업l :iil.ti 상

도심부 상가아파트

분당I 상계지구

도렴 I 마포l 천호지구

도심주민/도심내 직장인

주상복합건물이 가지고 있는 다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거와 상업

기능을

각각 별개로 연구하고 있는 것도 기존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건
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지역 내 역할이나 영향 변에서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
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1996 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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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은 대규모 단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현재 서

울시 주상복합건물은 90 년대 중반 이후 완공된 대규모 단지형 건물들이 최소 3 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y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건물들의 규모와 수도 이
에 못지 않다.

이제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기능은 새로운 하나의 주택 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y 이들 건물이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곳은 또 하나의 주거지역을 형성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연구는 건물 단위의 분석이

아니라 지역적 맥락과 도시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하나의 분화된 기능지역 단위로

고찰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기능지역의 특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주거와

기타기능을 동시에 바라보고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개발이 될 수 있
는 방향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상복합주택을 단순히 복합용도를 위한 건물로 생각하여 건
물의 물리적인 여건 개선만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도시정책

적인 측면에서 도시 내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주택정책수단으로써 I
또 이들 건물의

집중 지역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주거지역이라는 시각에서 주상

복합건물을 바라보고자 한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한다(그림

II -1).

첫째/ 주택을 근거로 한 주거지역
내의

연구라는 시각에서

아파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

출발한다. 주상복합건물

공급과 수요의 주체가 되는 정부l 업계 l

소비자에 의해 출현하였으며， 이러한 주상복합건물의 집적으로 인해 상업지역 내
에 새로운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주거지역은 주변 지역의 성격에 의해 맥락적 특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따

라서 지역에 따른 차별적 특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주민의 특성/ 주거입지 결

정 요인 및 주거 만족도l 상가의 역할 등을 통해 차별적 주거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 주거지역은 하나의 독립된 지역으로써만이 아
니라 도시 전체의 공간구조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기능 지역으로

써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개발 후은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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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 -1>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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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발달 과정

1. 서 울시 주상복합건물의 확대 과정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인 주상복합건물은 1981 년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

을 취지로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개발에 의한 주택사업에 대해 i 주촉법’상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취해졌지만 1980 년대의 경기침체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줄어들면서 그리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말 부동산 경기
가 살아나고 주상복합 아파트에 의한 대형 고급주택사업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15)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은 신종 주택 사업으로 각광을 받으며 활발히
주상복합 아파트는 업체들이

진행되었다.

발굴해 낸 시장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에 의해 유도

된 것이었으며 l 주로 대형화 · 고급화에 치우친 행태를 보임으로써 여론의 곱지 않
은 시선을 받긴 하였지만 이제껏 20호 미만의 고급연립주택에 국한되어 있던 고
급 수요계층 대상 주택시장을 새로운 형태로 확대하면서 주택시장의 분화를 촉진
하는 계기가 되었다(대한주택공사，

1999, 436-437).

이러한 주상복합 건물을 복합용도개발의 한 유형으로 보고 서울의 복합용도 개
발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복합용도 단지의 한 부류인 60 년대 후반부의 일부 상가아파트 건설에서 시작하
여 70 년대 말의 복합용도 재개발계획안， 80 년대 말부터

이어진 도심외곽지역으로

의 확산 등으로 시기별 구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초기 복합공동주택 개발 (1960 년대 말 - 1970 년대 초)
해방이후 t 상가주택 y 이라는 형태로 존재해 오던 복합용도개발은 같은 건물 내에

주거용 아파트와 상가를

입체적으로 중첩시키는 유형으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상가아파트는 시장부근이나 도시간선도로 주변에

입지하였고 기능배분은 상업기

능이 중심이 되고 주거/ 업무기능 등은 보조기능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오덕성 y

1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곧 주택규모의 상한규제나 분
양가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조치는 사실상 대형주택이나 고급주택 개발
사업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이전까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모 및 가격규제 수준을 상
회하는 고급주택사업은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20호 미만의 주택사업에 해당되는 고급연립주
택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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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ι

64).

그 사례로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삼희아파트는 9층 규모의 5개

동이 도로를 따라 선형으로 위치하는데 1 충은 전문판매， 2층은 업무용도， 3층 이
상은 주거기능이 수용되었다(호유정，

1996, 44).

이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개발로 주거가 있는 복합건축이 도입된 것은
1967년의 세운상가가 그 시초이다. 개발 형태상 다발형 Complex식 상가아파트의

유형으로 시작되었다(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96, 3) 고 볼 수 있다. 이 건물들

은 60 년대 서울의 공간구조를 산업화에 적합하고 조국 근대화라는 사회적 명제에
따라 메가 스트럭춰 개념에 입각하여 서구화와 근대화의 상징으로 청계천변과 종
로 2 가， 3 가와 같은 도시 중심부에 건설하게 되었던 것이다(장성수，

1995,

168)(표

ill-1).
<표

천딴포렵

휘쳐

아명확청프

'67

종로

낙원

ill-1> 70 년대 초 상가아파트 건설 현황
수용'1풍

주거·상업·업무·극장

현대
아세아 세운상가:주거 · 상업 · 업무 · 호텔

'68

중구

대립
청계
신성

삼풍
진양

'70

'69 동대문 대왕
동대문
삼희

'70

성동
λ。4 그
업「

홍인
^à -5닙F
삼선

서대문 뉴스타

원일
서소문
으1....펴
。

유진

용산

삼각지

마포

남아현

자료 : 한국토지개발공사，
호유정，

흉-

흉수

약파트천황

6-15
5-13
5-8
5-12
5-8
5-8
6-16
6-10
5
4
9
4-5
2-3
3
2-5
3-6
2-7
3-5
1-5
3-6

21-51
18.2-25.2
12-18.4
17.2-21 .5
21-27.23
20-32
19.9-43
28.68 -43. 01
26-54
7.98-22.94

1

16-33.5
8.5-25
14. 6-15.6
27-54
18.92-24
12.7-18.3
18-67
9.8-21.4
18.69-25.2

1
3
1
1
1
1
2
1
1

T

1
1
1
1
1
2
1
4

현휠챙

4,000
2,160
2,538
4,072
1,972
397

71와셜휩겁}용빛사설
공용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10,273 놀이터 I 주차장
867 놀이터 l 주차장
3,123 놀이터
1,560
1,421
576
5,722
860
1,700
놀이터

1,492 놀이터
1,752 옥상정 원l

놀이 터

1994, 24

1996, 45

당시 계획상으로는 주거/ 전문소매 l 도매상가y 업무/ 호텔/ 극장의 기능 중 3 가지
이상의 용도를 수용하는 완전한 의미의 복합용도를 계획하여， 24시간의 생활이 가
능한 구조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60 년대

말/ 복합용도개발이

전무한 상태에서 도

시계획의 용어조차 생소한 국내상황은 실제 개발에 있어 지주들의 주장과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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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수익성이 중시되게 되면서 건물간의 연계성은 무시되고 개별 건축적 프로젝

트화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수용기능도 상업기능 위주가 되면서
근린상업기능보다는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전기/ 전자관련 도매업을 입
점시켜 계획당시의 도섬형 쇼핑몰의 형성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주거부문과의 연

계성 또한 부족하게 되었다. 건물 내 물리적인 기능 분리 또한 고려하지 않음으로
써 주거침해가 섬각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블록별로 몇 개의 건설회

사가 나누어 시공/ 임대하는 과정에서 다른 건물들과의 유기적 관계 또한 이루어

지지 않아 단일건물의 복합구조로 변질되게 되었다. 결국 당시의 복합용도건물의
필요성을 의심케 하는 의구심만 존재할 정도로 기능이 쇠퇴하게 되었다(대한주택
공사，

1994, 12-13 ; 호유정， 1996, 44-45).

초기개발의

이러한 문제점은 계획지구에 대한 성격파악과 주변과의 연계성/ 건

설 후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을 뿐 아니라I 도시 내 적정입지 · 건설과 운
영계획 등 도시계획적 · 경제적 고려

없는 단순한 물리적 시설계획만으로 당시의

도시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던 이유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건물 내부의 기능별
동선 체계와 주민들의 주거 적합성에 대한 고려가 미비했던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도심재개발지구내 복합공동주택 개발 (1970 년대 말 - 1980 년대 초)

초기

복합용도개발의

도심재개발지역에서 다시

많은 문제점

때문에

주춤했던 개발이

70 년대

말에

들어

적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재개발구역을 여러 개의 단위

필지로 분할한 후 필지별로 각각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주민참여에 의한 현지개발방식 16) 이 적용되어 건설회사에서는 일정지분은 지주

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양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필지별로 최
대의 건축면적 확보와 수익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고l 따라서 스규모 광장
이나 공용몰의 조성 l 차량 및 보행동선의 체계적인 분리 등과 같은 단지 계획적인
검토사항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호유정， 1996, 46).

이 시기의 개발은 도렴지구와 마포지구에 국한되어 적용되었는데/ 도렴 18 지구
의 대우빌딩과 마포로 1 구역 23 지구의 강변한신코아를 제외하면 모두가 이 시기
에 준공된 건물이다.

지금까지 도심재개발을 통해 주상복합건물이 건립된 것은 종로 · 중구에 건립된
16)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자기소유의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가 건설자금을 투입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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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동

204 세대 y 마포 · 서대문구에 건립된 5 개동 420 세대에 불과하다(표

ffi-2).

도렴지구의 건물은 지상 10-15충/ 지하 3-5충 규모이며 마포지구의 건물은 지상
15-20층， 지하 2-4 층으로 도렴지구에 비해 약간 높다. 이들 건물은 주거/ 업무l 상

업기능을 모두 수용하는 단일고충건물형으로 일반오피스빌딩과 유사한 형태를 취
하고 있다. 상이한 용도의 공간 구획은 출입구를 분리하고 엘리베이터

이용을 이

용자별로 분리하는 정도의 구획방식에 의한 단순중첩형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다
른 용도간의 동선이 중복되면서 방범 l 사생활 보호/ 업무상 능률 등에 문제가 발

생하게 되었고/ 건물 내부의 일조/ 통풍， 채광l 출입영역 등의 공간 미비로 주거환
경 또한 문제시되었다(주택산업연구원，

<표

ffi-2>

도심재개발에 의한 주상복합건물 건설 현황

져~
도렴
도렴
종풍·중구 도렴

도렴
서소문

1996, 22-23).

3
6, 7

12
18
1-2

천훌명

휩황
종로구 신문로 1 가

238

종로구 당주동

'---

주

신문로빌딩
미도파빌딩

145
종로구 당주동 100
종로구 내수동 167

(주)대우

중구 태 평 로 2가 309-2외

삼성생명(주)

세종빌딩

정우빌딩

마포로 1 구역 7지구

536
마포구 도화동 538

마포로 1 구역 5지구

마포구 도화동 않4

고려빌딩

마포로 4구역 8지구

서대문구 충정로 3가

마포로 1 구역 10지구 마포구 도화동

마포구

마포로 1 구역 23 지구 마포구 마포동

쐐대~

성지빌딩

222 피어리스빌딩

350

강변한신코아

24
48
72
60
37
90
84
63
95
88

껑총짧수

26/6
17/3
15/3
18/2

춤년종월
81.11
81 .1 2
83. 6
94.5
97.9
83. 9
84.2
84 .11
87 .1 0
92.6

: 서소문 1-2 지구 삼성생명 건물은 1999 년 주거용도를 업무용도로 변경.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사업현황，

2001 .5, 35.

3) 외곽 지역으로의 확산 (1980년대 말 이후)
80 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복합용도의 건축은 새로운 경향을 맞게 된다. 도심재

개발에

의한 주상복합건축과 함께

된 것이다(한국토지개발공사，

개별건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들이

등장하게

1994, 27). 공간적으로도 도심지역을 벗어난 외곽지

역에서의 공급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초기의 대표적인 외곽지역 개발로는 재개

발지구인 천호지구/ 택지개발지역인 상계지구 등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의 건물들
은 주로 10층 이하의 건물로 2-30 평 이하의 소규모 평수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신도시개발에도 주상복합건물이 도입되었는데 신도시

및 신시가지에서의

주상복합건축은 근린상가 성격의 상업용도와 주거를 혼합하여 상호연계성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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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주변이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도심공동화 방지 등의 복합용도개발의 목

적보다는 주거와 상업지역간의 용도를 완충시켜주고l 과다 지정된 상업지역 면적

을 조정하게 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생활 편리성 제고의 필요성에 의해 계획
되었다.

한편 90 년대 이후 택지부족으로 인해 서울시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제기된 주상
복합건물은 서울시

전역에 걸쳐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 건물의 특정

은 고층의 대형건물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한 몫을 하

고 있는데 용적률의 지속적인 완화/ 세대수 제한 완화r 상가 의무화 비율 완화와
함께 분양가 규제 대상 제외 등 법적 제한이 사실상 철폐됨에 따라 기존의

경제

적 사업성 문제로 개발을 포기했던 많은 민간기업들이 새로이 개발을 활성화시키

게 되었다. 이 시기의 건물들은 서구와 같은 고급형 도심주거 수요를 대상으로 원
격검침시스댐/ 무인경비시스댐/ 중앙 집중식

여 고급화/ 대형화 추세로의

청소시스댐 등의

첨단기능을 가미하

변화가 활발하게 나타났다. 송파/ 서초l 강남/ 동작/

양천 등 외곽 중심지를 거점으로 인접 지역에 주상복합건물들이 대거 집중하면서
경관상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문제점은 첫째 y 대규모 주상복합단지의 경우 주거 형태가 고
급화I 대형화를 지향하고 있어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I 둘째/ 신
도시 및 신시가지 대규모 주상복합주택단지의
아니라 내

집

경우 직 · 주근접에 의한 거주자가

마련을 위한 것으로 출퇴근시간의

교통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특히 90 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대규모 단지 형태의 건물들은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무시한 고급화와 고층화로 장차 지역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주택산업연구원，

199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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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와 대립될 가능성을

2.

주상복합건물 확대의 사회 • 경제적 배경
90 년대 전반 새로운 주거형태로 떠오르면서 건축의 붐을 일으키게 된 주상복합

건물은

정부 · 건설업체 · 주택수요자 둥 3자의

이해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직 · 주 근접형 주택으로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유도한다
는 방침 하에/ 한편 주택건설업체는 택지고갈과 아파트 분양가격제한에 따른 기존

주택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계기로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주택수요자들은 이에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고급화된 주택에 대한 선호
를 부추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고충화를 통한 자본 축적의 논리는 이
러한 확대의 근본적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1) 도심부 주거 기능의 죄퇴 및 신규 택지개발의 한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2001 년 연구에 따르면(양재업， 2001 , 11-21) 도심부의

인

구 및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표 III -3, 그림 III-1). 1980 년에서 2000 년까지

20년 간 서울시 인구는 약 18% 증가한 반면 l 종로와 중구의 인구는 43% 감소하
였고/ 도심부의 인구는 66% 나 감소하였다. 상주인구의 감소뿐 아니라 가구수도 감
소하고 있는데， 1980년 약 3 만 4 천 가구에서 2000 년 1 만 8 천 가구로 46% 감소하
였고r 종로 · 중구의 가구수도 20 년 전에 비해 15% 정도 감소하였다. 도심부의 경우

1 인 단독가구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가구수의
감소비율은 상당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심부 거주 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저학력 가구주의

거주비율이 높은

편이며/ 월세 및 무상거주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60 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l 거주자들의 사회 ·
경제적 지위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구별 거주기간은 서
울시 가구의 평균거주기간에 비해 2년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인구수와 가구수 감소는 결국 주택수 감소를 초래하고 있고/ 기존의 주택마저도

노후화 되었거나 대부분 소형주택이다. 특히 단독주택과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주거 수준이 열악한 상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심 및 인접지역 거주자들은 도심부의 주거환경에 대해 이웃과의 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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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제외하고는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재섭， 2001 ,

70-71).
이러한 도심부 주거기능의 쇠퇴는 인구 공동화 현상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l 그 결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도시기반시설의 이용

률 반감l 직 · 주 분리로 인한 교통량과 비용의 증가l 야간 도심부의 폭력과 범죄
율 증가 등 부정적 현상을 가져올 소지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도심에 더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주거의

질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표

ill-3> 도심부 인구 및 가구수의 변화
단위 : 인 l 가구，%

서옳셔
연구

총(책흘옳 t깎총벼구}

(척도옳셜때후쇄)
척옳λl
자:r수

종서셔로도융융싱·때tØ부종비예구1

1980
8,364,379

1985
9,639,110

535(I6O.647)

475(/45.595)

144,673
(1. 7)
1,842,239
120,910
(6.6)

111(l14.921)
2,329,374

34(21.696)

29,221
(1. 3)

120(l51.522)

1990
10,612,577
431 ,449
(4 .1)
91,958
(0.9)
2,817,762
119,791
(4.3)
27,606
(1. 0)

200빠

총갑옳(198않2뼈)

1995
10,231 ,217

9,891 ,333

325(,38.626)

304(93.313)

-230，134(-43.이

57(l04.366)

49(I05.150)

-95,163(-65.8)

2,971 ,185

3,110,465

103(I3471

103(l3O.130)

-282,100(-14.8)

」)19(I08.079)

18(l04.267)

-15,839(-46 .2)

1,526,954(18 .3)

1,268,226(68.8)

자료 : 통계청 f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년도 (2000년은 잠정결과임)
출처 : 양재섭， 2001 ， 서울 도심부 주거실태와 주거확보방향 연구，

구

40000

140000

가구수

椰

160000
인

pp.12-13

m

120000
100000

25000

80000

20000

60000
40000

-l 5000

20000 f-

o ’

I 0

1980

1985

1990

1995

2000

연도

<그림 ill-1> 도심부 인구 및 가구수 변화

그런데 서울시

도심의

이러한 주거기능 쇠퇴의 원인에

대해 유리 (1994) 는 경

제 · 구조적 요인보다는 주거서비스 측면의 요인이 도심 인구감소에 더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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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평균가구원수l 평균주거면적/ 주택의 질이 도

심의 인구감소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평균가구원수가 줄어들수록， 평균주거면적
이 증가할수록 도섬에서의 인구는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고y 아울러 도심과 외곽의
주택의 질적 차이가 주거이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주거서

비스 측면의 요인 중에서 주택 자체와 관련된 변수가 도심의 주거기능죄퇴를 설
명하는데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현재 도심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들은 직 · 주 근접의 효용성 때문
에 계속적인 거주의사를 밝힌 경우가 65% 정도로 나타났는데(양재섭， 2001 , 67-74) ,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근거리 · 통근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
가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도심부 거주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들을 통해 볼 때 도심부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경우 도심공동

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 예로 중구의

경우 명동l 남대문 동 상업지역이 발달하면서 도섬 공동화 현상이 심해져 지난 75
년 이후 해마다 3,000 -10，000 명씩 줄던 인구가 99년 8 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

는 증거를 보도한 바 있다. 75 년 말에 28만 4，832명， 85년 21 만 2，235 명， 95 년 14 만
5，646 명， 99년 7월말 12만 954 명으로 최저 수준을 나타내던 인구수가 신당동/ 황학

동 등에 대한 대대적 주택재개발 사업에 의해 다소 증가하였던 것이다(세계일보
99 년 12월 10 일).

결국 도심부 거주에 매력을 느끼는 인구를 수용할 거주공간을 확보한다면 도심

의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의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
고l 그러한 공간 중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주상복합건물인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수도권지역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을 제외하고는 서울시계

내에서 대규모로 택지개발사업을 할 만한 대상지가 극히 희소하다. 서울시 도시계

획면적 605 .35km 중 개발제한구역 및 지형조건으로 인한 개발 불가능지를 제외
2

한 개발 가능지는 26.89km\ 약 830만평)으로 추정되고 있다(표 ill-4).
<표

단위

훨

! It

-껴、“

ι
마

1997,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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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0.15(77，20끼

128.35(39,614)
121. 8이37，593)

: 1993 년 자치구기본계획에서 발춰l 정리

자료 : 서울특별시，

krn , 천평
채활뽑놓져

-m-%

mm

-페
때뼈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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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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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m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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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

뼈뼈때

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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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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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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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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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4> 서울시 토지자원현황

p.225

한편 주택수요 단위로서의

가구수 증가는 인구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정기에

접어들더라도

단독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l 주택소유

혹은 독립주거공간 선호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주택수요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해 야 한다(표 ill-5).

<표 ill-5> 연도별 서울시 주택보급율
혈Ji1.

책책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096,871
1,409,577
1,836,903
2,324,219
2,814,845
2,965,794
3,085,936

200때

차;흙땅얀훨수

~홍흉4양

였;용

5,433,198
6,889,502
，8염，
3없
64，379

9,639,110
10,612,577
10,231,217
9,895,217

I

583,612
744,247
968,133
1,176,162
1,430,981
1,688,111
1,916,537

주빼!!급용」

4.95
4.89
4.55
4.1 5
3. 77
3.45
3. 21

52 .8
52.7
50.6
50.8
56.9
62.1

: 주택보급율 = (주택/세대) x 100, 가구당인원수 = (인구/세대 )X100
자료 : 경제기획원， 총 인구 및 주택 조사 보고， 1970, 1975
주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통계청/ 인구 주택 총 조사 보고서，

그런데

미개발지의

대부분이

1980, 1985
1990, 1995, 2000

택지로 이용하기

어렵고l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한 대규모의 택지공급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앞으로의 택지조달은
기존 시가지 재개발l 고밀 이용의 방식이 불가피하며 I 특히 소규모의 재개발， 재건
축사업에 대한 택지공급이 중심이 될 것이다(서울특별시， 1997, 223-228).

<표 ill-6> 도심재개발사업에 의해 시행중인 주상복합건물

공평

12

신문로 2구역 8지구

총st ‘중꾸 내수

ttUt.:r
용산구

종로구 낙원동

로담코인사(주)

283

종로구 내수통

(주)거삼
대한주택공사

종로구 내수동

군인공제회

종로구 신문로 2가

106

100
225
내수
종로구 내수통 72
내수
종로구 내수동 60
마포로 1 구역 22지구 마포구 공덕동 423-3
마포로 1 구역 47지구 마포구 신공덕동 52-1
동자 8
용산구 동자동 14

내수

1
4
2
3

{셨灣i

협쩨

자T

셔 E써훌T 마포로 5지구 6-1 지구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자료 : 서울특별시 l 도심재개발사업현황，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롯데건설(주)

짧태수

76
63
142
120
90
150
114

조합

66

덕유건설(주)

94
79

293-1 조합

‘쳐짱총f수짜하} 혈짧
24/t
18jí
16/4
16/:
16/:
16/:
40/t
30jt
22/í
21/t

91.8
93. 6
00.3
00 .1 0
00 .1 0
00 .1 0
86.1 2
95.6
97.1
99 .1 2

2001.5, 36-37.

대규모 재개발의 경우 정책적으로 지정된 도심 재개발 구역에서 현재 대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들이 건축 중에 있으며(표 ill-6) ,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자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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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대한 단일 고충 빌딩형의 주상복합 개발 방식은 많은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1끼.

2) 법적 · 제도적 지원
위에서 살펴본 도심부의 상황과 개발 가능 택지의 부족은 정부로 하여금 새로
운 형태의 주거 개발을 선택하게 하였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상복합건물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81 년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32조에서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지정하면
서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복합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 승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규모들이 생겨나면서 주상복합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I 도

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안에서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
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때에는 20 세대 미만，

50%

50%

이상인

미만인 때에는 100 세대 미만l 일 경우 제외될 수 있는 규

정을 포함시켰는데 (1981 년 8 월 24 일 개정)， 이것이 제도적 차원에서

최초로 주상

복합건물에 대한 규정을 내린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ill-7>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비율 완화 과정

1 주거연면적

j햇1.8.241

’

50% 이상은 20세대 미만， 50 % 미만은 100세대 미만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 주상복합제도 도입)

J

|

X쨌.1돼 1 주거연면적 50% 이상은 10세대 미만， 50% 미만은 1애세대 미만

|

i쨌.6.16

I 주거연면적

|

i쨌4.7잃

i 주거연면적 50% 미만은 주택

50% 이상은 때세대 u1 만， 50% 미만은 1때세대 미만

200세대 미만

l 擬 10.5 I 주거연면적 70% 미만
U

|

3總4짧

| 주거연면적

90% 미만(IMF 건설경기 부양)

이후 주상복합건축물 내부의 주택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이어 1984 년에는 I 주택
연면적 50% 이상은 10 세대 미만， 50% 미만은 100 세대 미만I 으로 세대수를 줄였다가
1η 실재 현재 준공건물 중 외곽 지역의 주상복합건물은 대부분 소규모 개발로 단일 고충형 빌

딩들이 홀로 입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44 -

1988 년 개정에서는 다시 I 주택연면적 50% 이상은 20 세대 미만， 50% 미만은 100 세대

미만l 으로 되돌아갔다. 이어 1994 년에는 J 주택연면적 50% 미만은 주택 200 세대

만l 으로 세대수를 급격히

확대시켰고/ 또한 용도지역

미

중 상업지역에만 규정되어

있던 주상복합건물을 준주거지역에까지 확대시키기에 이른다. 이어 1995 년에는 세
대수

제한마저

폐지하고

I 주택연면적

70% 미만I 이라는

규정만

1998 년에는 i 주택연면적 90% ’미만으로까지 확대되었다(표

이상의

법령

개정을 살펴보면 주상복합건축물에

있어

남겨두게

되었고/

ill-7).
주택비율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음을 알 수 었다. 이는 도심공동화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한 사회문
제로까지 번지게 된 상황에서 I 직 · 주 근접형 주택으로서의 주상복합건물 건축 유
도I 라는 정부가 선택한 하나의 대안이었다고 해석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1994

년도 i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서는 도심재개발지역을 i 주거복합의무화구역 l

주거복합권장구역 l

둥으로 구분 · 지정하여

하였다. 이어 1996 년도 i 도심

방향을 도심지 내

주상복합건물의

건립을 활성화하고자

재개발 기본계획 l 에서는 주거복합 용도계획의

주거복합 건축물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

기존의 주거복합

의무화구역/ 권장구역의 구분을 없애고 4 대문내 전지역을 t 주거복합 유도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비율의 확대는 주상복합건물 공급을 변화시켜 왔는데， 90 년대 중반
까지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이 50% 미만일 때에 잠실의 i 한라시그마타워지 보라
매공원의 i 나산스위트I 등 새로운 형태의 주상복합건물이

선보였다. 그러나 이들

건물은 상가분양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상복합 시장은 다시 침체에 빠지게 되었

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거비율이 70% 로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도섬 주택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l 이때 동장한 것이 도곡동 i 우성캐릭터빌 I 과 i 대림 아크로
빌’ 등이다. 정부는 다시 주거비율을 90% 미만으로 올리게 되고/ 이 때부터 부대시

설과 평면 마감재를 더욱 고급화해 선보인 여의도 I 대우 트럼프월드

도곡동 /타

워펠리스f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어 1999년에는 주상복합빌딩 내 주거시설에 대한 평형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
게 되었는데

이는 그 동안 사업주체들이 수익성이 높은 대형 평형을 많이

짓고

싶어도 평균 전용면적 제한 규정 때문에 소형 평형을 불가피하게 지어야 하는 등

자유로운 평면설계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
한 평형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도섬에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

한 조치로 대형 평형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은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부 주상복합건물 공급 확대를 기대했던
서울시는 오히려 도심부가 아닌 기타 외곽 지역에서 대형의 주상복합건물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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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면서 l 기존의 양질의 주거 지역 주변에 공급 기능을 수행해야 할 상업 지역의
감소라는 문제점이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2000 년 7월 i 도시계획조례

개정 y

을 통해 일반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
꾸기 시작하였다. 즉 주상복합건물 내 상업부문 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상업
용건물의

비중이

낮을수록 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용적제 l 를 실시하게

되었다(표

ill-8). 이어 2001 년 4월에는 주상복합아파트를 207}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 l 동
시분양 물량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한 주택 보증의 분양 보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2002 년 말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선착순

분양에도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규제 강화 이후 허가받은 건축물들은
현재 준공 건물들과 차별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 ill-8>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용도용적제)
쭈짧연변황 벼옳

주

(%)

중셨짱업자협
4대펠1.Jl

가봐져역

혈뻗f쌍업지합
4따훌내
가다지핵

근련상업칙역

80어쌍 -90 01 한
70여창 -80 u} 딴
60 0 1창 -70u} 딴

600% 이하

580% 이하

480% 이하

5애%이하

650% 이하

650% 이하

510% 이하

550% 이하

450% 이하

700% 이하

720% 이하

540% 이하

6애%이하

480% 이하

50어상 -60p} 한

750% 이하

790% 이하

570% 이하

650% 이하

510% 이하

40 01 쌍 -50학한

800% 이하

860% 이하

600% 이하

700% 이하

540% 이하

30 01 창~4OJJl 반

8때%이하

930% 이하

600% 이하

750% 이하

570% 이하

20어짱‘ 30 JJl 딴
20짜합

800% 이하

1，00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600% 이하

420% 이하

: 상업지역의 기본 용적률(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55， 56조
용적률

비고 (4 대문안)

4때

L8OOOOO
600
600

800
6애

5때

500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3) 건축의 주체 · 소비주체의 다양화
한편 1980 년대에 지속된 주택불경기는 주택업체들로 하여금 불경기 극복을 위
한 시장개척노력을 기울이게 하면서 주택시장에 소위 틈새시장들이 성립하는 계
기로 작용하였다. 1980 년대

초의

고급연립주택개발을 필두로 성립되기

시작하는

이들 틈새시장들은 이제까지 일반 공동주택시장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수요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었다. 업체들의 틈새시장 개척노력은 이제껏 /표준적
인 핵가족I 이라는 형태로 일원화되어 있던 주택수요계층에 대한 인식을 소득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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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가족형태별로 구분하여 접근토록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공급자 측

의 이러한 경향은 수요 측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주택수요 자체를 더욱 분화
시키며 1980 년대

말부터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소위 J 주택수요의

다원화 시대 r 를

이끌게 된다(대한주택공사， 1999, 43이.
특히 주택건설업체는 택지고갈과 아파트 분양가격제한에 따른 기존 주택 사업
의 한계를 벗어나 주택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추
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상복합건물 규제의 대폭 완화는 건설업체들이 도심의 자투
리땅 등을 활용하는 주상복합건물을 선호하게 되는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이라 보
인다.

여기에 대형 주택을 장만하려는 여유 계충 실수요자들의 욕구가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1993 년 현재 주택보급률 78%(추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절

대적인 주택부족현상 속에서 건설사들은 대형아파트의

건축을 기피해 대형 주택

을 구하기는 하늘에서 별따기 식이었다. 결국 대형아파트의 유일한 공급처가 주상
복합건물이 되고 있는 셈이었다(한국경제신문， 1994. 6. 23).

또한 90 년대 이후 공급된 주상복합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주거공간을

작용하게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

되었다. 아파트 내부에

고소득 주택수요자들에게는

엄청난

이점으로

문화 · 오락 · 레저 · 편의 · 상업시설이

다양하게

들어서 이른바 I 원스톱 리빙 I 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마감재도 최고급 품질의 것을

사용하고 있어 실내가 마치 호텔 같은 분위기이며 l 관리 수준 역시 호텔급을 자랑
하는 곳들이 많다.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지 역시 주로 강남과 여의도 등 요
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도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
분이다. 더욱이 2.30층 이상의 고충 빌딩들은 서울의 야경이나 한강이 한눈에 들

어와 전망이 탁월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4) 고충화를 통한 자본 축적
앞에서 살펴본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주택 부문의 규제 완화는 결과적으로 3.
40충 이상의 고충 빌딩들을 생산해내게 되었는데 f 현재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은 전
체 건물의 평균 충수가 23.9층이며 미준공건물은 27.1 충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31 층 이상의 건물도 준공건물 21 개 l 미준공건물 34개로 전체 55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l 특히 61층 이상의 건물이 강남구와 양천구에서 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표 N-26 참조). 31 충 이상의 중 · 대형 건물은 대부분 강남구의 도독동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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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서초동/ 송파구의 신천동l 양천구의 목동l 영등포구의 여의도동 등 도심

부와 관계없는 부도심 혹은 양질의 주거지역 주변에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높이
는 기존의 일반 아파트에 비해 상당히 높은 고층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이것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짐작되는 부분이다. 건물의 구조상 통풍 · 일조의 문제 18) 와 화재 등으로 인

한 사고 위험성의 가중 그리고 건물 내 통행의 혼잡함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y 주
요 간선도로변이나 지하철 역 인근 둥에 입지 해 있는 관계로 대기오염과 소음의
문제 y 옥외공간 부족의 문제 둥이 나타날 수 있다19). 한편 일반 아파트보다 더욱

강화된 익명성으로 인해 커뮤니티 형성이 불가능해지며/ 입지특성으로 인한 옥외
공간 부족은 어린이의 생활권역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도시
경관적 측면에서 보아도 주변 지역과 어울리지 않는 초고층의 건물은 공간의 연
속성을 붕괴시키기도 하는 등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제시되기도 한다. 또한 도로나

교통 시설 둥의 사회간접자본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충 건물의 집적은 결
국 엄청난 교통 체증을 유발하게 되는 지름길인 것이다. 이상의 것들은 결국 전반
적인 도시 생활 환경을 열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전체와의 부조화라는 이러한 문제는 고충 건물의 주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개인화를 극대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계획측면에서 시사하는 것은 자연히

인공환경의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보설비/ 환경의 전자적
제어 시스템/ 홈 오토메이션 등의 수용을 적극화할 것이다. 삶의 고립화라는 부정
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의
실내디자인의

역할이

거주 시간대가 연장되게 되고 이것은 자연히

고양되기를 기대하며

공간적

규모에

있어서도 좀 더

여유

있는 거주공간의 확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실내의 환경은 개별화되며， 보편적
디자인으로 모든 거주자의 대상을 포섭하려는 통합의 논리는 점차 어려워진다. 마
침

정부 고시가처럼

되어

있는 아파트 분양가가 복합건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현재의 조건만으로도 이러한 차별화는 현재의 개발 프로그램에서도 효험을 발휘
하는 것이다(박길룡，

1994, 14). 결국 고급화를 통해 고소득층에게만 공급됨으로써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은 근
린 (neighborhood) 형성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18) 초고층의 경우 창문을 열지 못한다. 이런 건물들일수록 공조 시스템에 대해 자신감을 표명
하고 있지만l 실질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현재까지 없는 상
태이다.

19) 물론 우리의 과학기술은 점점 발달되어 앞으로는 재택근무， 재택의료 등 직장이나 학교 동
에

가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때 문제점이

많이 완화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움직이는 도로l 헬리롭터의 보급l 대상교통체계의 확장과 정비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고섬
하고 있는 문제가 많이 완화하게 될 것을 바라고 있다(주종원， 1994, 10).

- 48 -

이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논리는 고층화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배경
이 되며 여기에 지금까지의 법적 규제 완화와 건축 기술의 발달은 또한 고층화를
더욱 부추기는 부가적 배경이 되어 왔다.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고충 건물 건설을 통한 지대 상환에의 기대는 서울과 같

이 지속적으로 지가와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공간에서는 당연한 논리이다.<표

m

-9> 에서 보듯이 서울의 주택매매 및 아파트매매 가격지수는 전 도시 및 6 개 광역
시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I 이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나타나는 서울과 전도
시의 차이에 비해 그 정도가 훨씬 크다.

<표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주택매매 가격지수

ill-9>

1했G

상소송터l옳
xf(%자}

아가파척트지렘수ι했

가주쩍택지쩨추뺨)

첨도샤

8.6
8.9
서옳
108.6
쳤도샤
111.2
샤옳
6체 팡확시 114 .4
109.3
전도샤
111 .7
서옳
6채 황역사 111 .5

1991
9.3
9.7
106.6
106.2
109.7
108.7
109 .3
109.6

1992 1993
6.2 4.8
5.7 5.0
101 .3 98.6
101.6 98.8
102.1 98.8
103.3 1애.3
103. 4 100.1
103.3 100.7

1했훌

19양5

6.3
6.0
99 .3
100
99 .5
100.2
100.6
100.3

1996 1997
4.5 4.9 4.4
3.9 4.2 4.2
100 103.5 108.4
100 104.2 109.6
100 101.6 103.4
100 101 .5 103.5
100 101 .5 103.5
100 100.4 100.4

1998 1999 2따m 2(없I
7.5 0.8 2.3 4.1
7.5 0.8 2.5 4.4
93.7 101. 7 103.1 118.1
93.6 105.3 109.7 130.9
90.5 97.0 97.9 112.5
90.7 93. 8 94.2 103.5
89.8 94.8 97.7 110.3
88 .5 90.7 90.2 99.0

주

.

2)

자료1)

:

http://www.nso.go.kr(통계청 홈페이지)에서 'KOSIS>주로 찾는 통계>물가’

의 가격지수는 1995 년을 100으로 기준한 지수.

자료2)

:

http://est.kbstar.com(국민은행 홈페 이 지 부동산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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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ll-2>

연도별 아파트매매 가격지수

특히 아파트매매 가격지수의 경우 1998 년을 기점으로 전 도시와의 격차가 상당
히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그림

ill-2),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기타 도시에 비

해 엄청나게 비싸다는 전제 하에 그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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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 하여금 좀 더 많은 세대수를 건축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실이다2이.

여기에 건축 기술은 한 몫을 하게 되는데/ 산업혁명의 시기 동안 엔지니어들은
강철과 주철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이어 1857년 뉴욕의 한 백화점에 승객용 엘리
베이터의 설치로 4-5층 이상의 빌딩 건설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면서 1880 년대 미
국에서는 초고층 빌딩을 의미하는 ”마천루 (skyscraper)" 란 신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초고층의 건물은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바람이라
는 난관을 이겨내는 지지체가 필요하고 이러한 건축 기술의 발달은 이제 더 이상
하늘의 제약을 받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된 것이다21). 우리나라의 경우 1996 년 대

한주택공사 및 국내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하 7층， 지상

40

충 규모의 주상복합형 아파트와 주거전용 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심형 초고층 철

골조 아파트 시스템에 대한 공동 연구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세계일
보，

1996.7.22.).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훔오토메이션 시스템/ 건물 내부

환경의 전자적 제어 시스템 등을 통해 초고충 빌딩에서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된 것 또한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주택

수요자)은 기본적으로 고충 주거에

대한 기피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물 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논
외로 하더라도 어린이들의 교육이나 정서적 측면 y 익명성으로 인한 소외감/ 사고

의 위험성 등이 그러한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고충 주상
복합아파트는 분양 초기부터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I 폈다방지 /청약 경쟁률 최고 l

등의 여러 가지 뉴스거리들을 제공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공동주택
에 대한 입주자의 결정이(주상복합의 경우를 포함해서) 모텔 하우스를 통한 경우
가 많고(내 집에 관한 관심은 높으면서도 주거단지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족한
듯하다) 주상복합 분양의

등을 통해

입지의

경우에서 보면 요즘은 모델하우스에서

CAD

시율레이션

장점과 특히/ 단위세대 내부공간의 우수성/ 부대시설의 편리성

등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김양성，

1995, 152)

등이 고충 주거의 선택에 있어

거부감을 상쇄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결국 서구에서 대부분 실패로 끝난 초고충 건물의 주거 형태가 서울에서는 붐

20)

주상복합건물의 개발이 현행 경제여건과 법제 하에서 건축주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어 요즘 주상복합은 단일개발 프로젝트들의 대표
적 유형으로 되고 있다. 특히 분양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건축주들에게 가장 매
력적인 사업으로 보이게 되었고 아직 주택의 경우는 그 수요가 상당히 있다는 점에서(특히
고급화I 대형화하면 할수록) 더욱 사업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착공과 동
시에 분양할 수 있으므로 해서 개발이 매우 유리하다고 하겠다(김양성，

21) www.cmhub.com의 "마천루 기본 지식”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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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51-152).

을 일으키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고충화를 통한 건설업체와 수요자들의 자본축적
에의 열망을 정부가 계속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용적률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온 90 년대 이후의 법적 조건과 분양 방식 y 주택 시장의 투기적 성향 등
이 복합건축을 통해 도시의 밀도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주상복합건물은 도시재개발이라는 측면과 함께 획일적인 주거문화를 거부

하는 다양한 주택수요계층이 출현하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초고층의

주상복합건물의

형태로 수용하려는

업체들의

개발방식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주거 지역 형성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층화를 통한 업계와 소비자의 자본 축적 논리는 이러한 확대의

근본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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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업지 특성
도시기능들은 도시지역 내에서

일정한 위치와 면적을 가지고 토지공간을 점유

하여 입지하게 되므로 도시 내에 있어 각종 기능의 입지는 도시의 지역구조를 이
루는 가장 기본적 단계가 된다(남영우，

1993, 47-48).

특히 도시의 기능은 주로 특

정 토지를 이용한 건축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따라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의 입지를 파악하는 것이 도시의 지역구조 이해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기능이 새로운 주거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지역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건물의 공간적 · 시간적 입지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공간적 확산 과정 및 분포 패턴/ 위치적 특
성/ 건축적 특성의 3 가지를 분석 요소로 삼았다. 먼저 입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단계로 지역별 · 시기별 분포 패턴을 살펴보고 공간적

확산 과정을

파악하였다. 이어 분포 지역의 위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토지이용과 입지 여

건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용도지역， 도로 및 지하철과의 관계/ 아파트 가격 l 서
울시 중심지 체계와의 관련성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건물의 건축적 특성이
이러한 위치적 특성과 관련하여 지역간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건

물의 규모와 형태 l 수용 기능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이미 준공되어 주거와 상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건물과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축허가를 마친 상태의 건물까지 포함하여 현재의 특성뿐 아니라
미래의 주상복합 공간을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1.

서 울시 주상복합건물의 분포 패 턴

1) 지역별 분포 현황
@

건물수22)

준공건물의

경우(표 N-1 , 그림

N-1) 서울시 전체 25 개 구에서 주상복합건물이

1 개 이상 입지하고 있는 곳은 중랑 · 성북 · 도봉구를 제외한

227R 구이다. 가장 많

은 곳은 각각 107R 씩의 건물이 있는 서초 · 강남 · 송파 · 영등포 등의 4개 구로 주

22) 하나의 주소로 둥록되어 있는 건물을 1 개로 잡았다. 건축 당시 합필을 한 경우에는 1 개의
건물 주소에 2 개 이상의 동이 건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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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남권 지역이다. 가장 건물이

적은 곳은 성동 · 강북 · 노원 · 강동 · 금천구로

각각 1 개씩의 건물만 건설되어 있는데 주로 동북권에 해당하는 지역들이다.

<표

N-1> 지역별 주상복합건물의 건물수와 세대수
단위

주 :

: 개， (%)

값은 추정치(세대수 자료가 없는 건물은 동일 구의 평균값으로 계산)
l}

1 개 건물의 자료만

2)

자료 미상

이들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준공건물의 경우 도심부에 해당하는 종로 · 용산 · 중
구에 9개 (8.8%)， 동대문 · 성동 · 광진 · 강북 · 노원구를 포함하는 동북부 지역에 10
개 (9.8% ),

은평 · 서대문 · 마포의

3 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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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서울시

서북지역에

137ß

(12.7% ), 동남부 지역인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구에 31 개 (30.4% ), 그리고 나머지
서남부 지역에

397R (38.2%) 로 총 1027R 의 건물이 존재한다.

이 중 한강 이남의 117R 구에 전체 건물의 68.6% 인 707R 가 건설되어 있고l 도심
을 포함한 강북 지역은 327R 로 전체 31.4% 를 차지하고 있다. 한강 이남 지역 중

서초 · 강남 · 송파 · 영등포 · 양천 · 동작 · 구로 동 7개 구에서 전체 건물의 5% 이
상씩을 보유하고 있는데 건물수는 전체 60 개이며 비율은 58.8% 에 해당한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 5% 이상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마포구가 유일한 지역이다.
즉 현재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은 전체 25 개 구 중에서 동남과 서남권에

있는 7개

구에서 탁월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주거 세대수 20호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은 한강 이남 지역에서 크게 확산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l 이는 도심부 재생을 위해 복합용도개발을 하자는 기
본 개념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도심부는 10% 가 채 안 되는 9개의
건물만이 입지하고 있다.

앞으로 지어질 미준공 주상복합건물 수는(표

N-1 , 그림 N-1) 전체 1207R 로 현

재 건설되어 있는 건물보다 많은 숫자의 건물이 서울시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미준공건물 또한 동남 지역에 전체의 36.7% 인 44 개로 가장 많은 건물이 건설될
예정이며/ 다음이 서남지역으로 29.2% 인 357R 가 예정되어 있다. 이들 지역 중 특

히 서초 · 강남 · 송파 • 양천 · 구로 둥 5개 구가 60개 건물로 50% 에 해당한다. 이
는 준공건물에 비해 지역적 편중이 더욱 심해질 것임을 예측하게 하는 부분이다.
전체 5% 이상의 건물이 건설될 예정인 지역은 강북의 경우 종로 · 중랑구l 강남
의 경우 서초 · 강남 · 송파 · 양천 · 구로 등 7 개 구로 이 지역의 건물수는 76 개/ 전
체의 63 .3%를 차지하게 된다.
준공건물에 비해 큰 변화는 도심지역에 해당하는 종로구에 10 건의 건물이 예정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도섬 재개발 구역 내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l 조

만간 이

건물들이 완공되어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도심부의 주거기능이 제법 활

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존에 한 개의

건물도 없었던 중랑 · 성북 · 도봉구에 9개의

건물이 건설

될 예정이다. 반면 현재 1 개씩의 건물만 입지하고 있는 성동 · 강북 · 노원의 3 개구
에는 예정된 주상복합건물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기존의 준공 건물과 비교해 보면 서북 지역과 서남 지역이 서울시 전체 주상복

합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전망이다.
준공 건물과 미준공 건물을 모두 고려하여 전체 건물의 분포 패턴(표

N-1 , 그

림 N-1) 을 살펴보면 동남권과 서남권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지게 되며 이 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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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체의 67.1% 를 차지하게 된다. 각 구청별로 살펴보면 동남권의 서초 · 강남 ·
송파구와 서남권의

양천 · 구로 · 영등포지역이

대표적인 주상복합건물 집적

지역

으로 등장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도심과 동북， 서북권은 동남과 서남권의 1/3 수
준에서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80

건

70

물

9

8J
50
40

30
20
10

O
도심

동북

서북

동남

서남

권역

<그림

N-1>

서울시 권역별 주상복합건물 수

주상복합건물의 분포 현황을 행정동 수준에서 살펴보면(표
울시 전체

N-2) ,

준공건물은 서

5227R 행정동 중 57개동에서 1 개 이상의 건물이 나타나고 있으며 l 미준

공건물은 67 개 동에서 1 개 이상의 건물이 나타나고 있다(지도

N-1 , N-2).

이는 서

울시 전체 522 개 동 중 10.9% 와 12.8% 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전체건물은 1007R 의

행정동에서 1 개

이상의

건물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행정동의 19.1% 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대부분의 행정동이 1 개의 주상복합건물들만 건설되어 있는 실정인데 y 그 중 하
나의 행정동에 3 개

이상의 건물이

입지해

있는 곳은 준공건물의 경우

며/ 미준공건물은 147R 동이다. 향후 미준공건물의

건축이

107R 동이

완공되었을 경우에는

277R 의 행정동에서 주상복합건물 3 개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 3개 이상 건물이 입

지한 행정동 지역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이 전체 건물의 각각 43.1 %, 40.8% , 57.2%

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 개 건물의 입지동도 현재보다 많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재 미준공 건물이 준공된 이후의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입지는 1
개씩만 있는 동이 증가하면서 한편으로 6 개 이상의 건물이 집중된 동도 훨씬 증
가하게 되 어 양극화 현상을 나타낼 듯 하다.

닮

<표

N-2>

1 개 이상 건물 입지 행정동
단위 : 개소I

(%)

<표 N-3> 주상복합건물 집적 지역 1)
단위 : 개 I

주

.1)

2)

(%)

한 개의 행정동에 4개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이 집적되어 있는 곳들이다.

전체 102개의 건물 중 행정동 자료 1 개가 누락된 결과

현재 가장 많은 건물이 입지해 있는 곳은(표

N-3)

목 제 5동으로 6 개의

건물이

있으며 그 다음이 5개 건물이 입지한 서초 제 2동/ 도곡 제 2동， 신대방 제 2동이다.
미준공건물의 경우에는 사직동과 구로 제 5동만이 5 개 건물이 예정되어 있다. 전체
건물의

경우 도심의 사직동/ 강남구의 도곡 제 2동l 구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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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제 5동은 9 개의

건물이 입지하게 되어 독특한 주상복합건물 집중 지역으로 동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서초 제 2동， 여의도동， 신대방 제 2동은 7개씩의 건물이 y 목 제 5동은 6개
씩의 건물이

도보 거리

입지하게 되는데 l 이들 지역 대부분이 하나의 블럭(街區 )23)내에 혹은

이내에

건물들이

입지하고 있어 주상복합건물 집적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 세대수
서울시 전체 주상복합건물의 세대수는(표
재 11 ，665 세대이다. 이

중 서남지역이

N-1 ,

그림

N-2)

준공건물의

경우 현

전체의 43.2% 인 5，044세대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4，311 세대로 전체의 37.0% 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지역이다. 한강 이남 지역

의 세대수가 전체의 80% 를 넘는데 l 이 지역의

건물수가 68.6% 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건물당 평균세대수가 강북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강북지 역은 건물수가 31 .4%를 차지하는 반면 세대수는 19.8% 로 채 20% 가 안 되

는 실정이다. 특히 강남구는 건물수 9.8% 에 세대수는 22.0% 를 차지하고 있어 주
거기능이 대규모로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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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N-2>

서울시 권역별 주상복합건물 세대수

현재 건설 중이거나 허가 완료 상태인 건물들의 세대수는 전체 22，002 세대이다

(표

N-1 , 그림 N-2). 앞으로 20，000 이 넘는 세대가 주상복합건물을 통해 서울시에

공급될 예정이라는 뜻이다. 특히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지역이

전체 세대수의

44.9% 인 9，886 세대로 가장 많이

서남부 지역이

공급될

예정이며 f 이어서 서울의

23) block,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도시의 한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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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세대로 24.8% 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건물을 살펴보면 한강 이남 지역이 73.4%이며

이 중 서초구와 강남구가

34.0% 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부의 건물은 준공의 경우

5.1% , 미준공건물은 7.5%, 전체 건물은 6.7% 로 다

른 지역에 비해 세대수 공급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동수준에서 살펴보면(표

N-3) 준공건물의 경우 도곡 제 2동이 15.7% 로 세대

수가 가장 많고l 다음이 목 제 5동으로 9.5%, 서초 제 2동이 6.3% , 신대방 제 2동이

5.0% 로 4개동의 세대수가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다. 미준공건물의

경우 도

곡 제 2동과 여의도동/ 서초 제 3동만이 전체 5% 이상의 세대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체 건물은 도곡 제 2동이 10.3%, 여의도동이 5.2% 의 세대수를 차지하게 되며， 4
개 이상의

건물이

입지하게 될 전체 17개 동에 전체 세대수의 50.4% 가 거주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도심부에 해당하는 종로구 사직동은 준공건물의

경우

1.7% , 미준공건물은 2.6% , 전체 건물은 2 .3%를 차지하고 있어 건물수의 비중에 비
해 세대수 비중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도심부 주상복합 건물은 다른 지
역에 비해 주거기능 공급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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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0 년대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공간적 전개 과정
주상복합건물은 81 년 8월 24 일 주택 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상업지역 내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주상복합건물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등장한 용어이다. 그 후 몇 번의
법령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어 갔다. 특히
상업지역 내 주택 건설이라는 기존의 문구가 1994년에는 준주거지역까지 확대되
었고l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시켜 줌으로써 주상
복합건물의 급속한 발전을 예고하게 되었다. 이어 1995년에는 세대수 제한이 페지
되었고I 1998 년에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 비율을

90%

까지 확대시켜 줌으로써 건물의 증가 및 대형화를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

로 본다. 이러한 시점들이 주상복합건물의 공급 확대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이라
보고/ 개별 건물들의 허가연도와 관련하여 전체 물량의 공급 확대 및 서울시에서
의 공간적 확산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φ 건물수

규제 완화는 결국 건축허가건수에 가장 큰 변화를 미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
재 준공건물들을 대상으로 연도별로 허가건수를 살펴보면(그림

N-3) 준주거지역

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이 있었던 1994년을 기점으로 1995 년 I 1996년까지 3년 동안

가장 많은 허가건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1997년에 급격하게 감소
하고 있는 것은 국내 건설 경기 하락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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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N-3> 연도별 주상복합건물 허가건수(준공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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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허가 건물들은 현재 미준공인 경우가 많아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 건물의 상황을 살펴보았다(그림 N-4). 1993 년부터 1996 년까지 지속적으로 증
가 경향을 나타내던 것이 1997년 건설 경기 하락I

IMF

등의 여파로 급격하게 감

소하고 있다. 이후 1999년부터 새롭게 증가한 주상복합건물 허가는 2000 년에 이르
러 약 60 건에 달하는 건물이 허가를 받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IMF

이

후 경기 회복과 더불어 1998 년의 법령 개정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새로운 시장
을 급속하게 형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같은 시기 동안의 건물 규모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욱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N 장 3 절의 건축적 특성에서 분석할 것
임).

mω 때

허가 건 수

m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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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43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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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연도

<그림 N-4> 연도별 주상복합건물 허가건수(전체건물)

허가건수의 성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표 N-4) 1989 년 이전에는 종로구y 서대문

구， 마포구 둥 주로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I 1990 년 이후 서울시

전역을 기반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1990 년부터

1993

년 동안에 허가된 주상복합건물은 전체의 12.5%인 26개인데 대부분 동남과 서남

권 등 한강 이남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며/ 동북지역과 서북지역 등 도심을 제
외한 한강 이북 지역의 주상복합건물 허가 건수는 극히 미미하다. 이어 1994년부
터 1998 년 동안에 전체 건물의 약

30%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전 시기에

정도를 차지하는 62 건의 건물이 허가를 받

가장 취약했던 동북지역(성장률 800.0%) 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은 동대문구에서 주상복합건물의 허가

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같은 시기 동남과 서남권은 서초y 강남I
송파l 양천， 강서 l 구로I 영등포구의 증가가 성장을 주도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나
타내고 있다. 한편 1999년 이후 허가건물은 전체의 절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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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1087ß 의

건물이

허가를 받고 있다. 이 시기에는 특히 도심부에 해당하는 종로구의 증가가 눈에 띄

는데 이는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도심부 주거 기능 회복이라는 기본적인 계획 개
념이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긍정적
동북 지역 (144 .4% )과 서북 지역 (130.0%) 이

방향으로의

변화라 생각한다. 또한

한강 이남 지역에

비해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N-4> 허가연도별 건물수(전체건물)
단위 : 개

이상의 결과 1989년 이전 대부분 도심 재개발 구역에 해당하는 서울시의 5 개
구에서만 허가를 받았던 주상복합건물이 1993년까지 147~ 구에서 나타나고 있으
며/ 이어 1998 년에

이르면 21 개 구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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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건물이

모두 준공될 경우 서울시 전체 25 개 구에 1 개 이상의 건불이 입지하게 될 것임을
알수 있다.

@ 세대수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적 규제 완화 중 1995 년에

있었던 세대수 제한 폐지

와 1998 년의 주택연면적 비율 확대는 대규모 건물의 건설을 촉진시킨 계기가 되
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허가연도별로 세대수 구성비율을 통해 대규모화 경

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대형화가 지역별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보고자
하였다(그림

N-5).

1989 년 이전에는 114 세대의 규모가 가장 컸던 것에

상의

건물이

처음으로 나타났고， 1994 년에는 300 세대

400 세대와 500 세대

이상의

비해 1993 년에 200 세대

이상의

건물도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물이， 1995 년에는
점차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대수의 구성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9 년

에는 처음으로 1，000 세대 이상의 건물도 나타나고 있어 주택연면적 비율의 확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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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N-5> 허가연도별 세대수 구성 비율(전체건물)

자료를 단순화시켜 서울시

전체 주상복합건물의 평균 세대수를 살펴보면(그림

N-6) 95 년과 99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고 었다. 이는 주택연면적에 따라
제한했던 세대수를 95 년의 법령 개정으로 폐지하게 되었고f 이어 98 년 개정시 주
택연면적 비율을 90% 미만으로 확대시킨 제도 완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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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그 결과 1999년에 이르러 주거용 세대수가 평균 350 여 세대에 달하는 대형

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후 주상복합건물의 열기가 식으면서 최근 허
가를 받는 건물들은 다시 세대수가 적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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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6> 허가연도별 평균 세대수(전체건물)

@ 준공건물의 공간적 확대 과정
한편 건물의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현재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공간적 확산 과
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그림 IV-η. 95년까지 완만하게 진행되던 것이 96년을 기
점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서남권과 동남권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동북권과 서북권은 한강 이남 지역에 비
해 1 년 늦은 97년부터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그 증가 속도는 상당히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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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7> 연도별 주상복합건물 준공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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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준공년도 1990 년대 이전과 1995 년을 기준으로 시기별 건물의 입지 현황
을 살펴보았다(지도

N -3 24)).

1990 년대 이전 주상복합준공건물은 주로 도심 재개발

사업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종로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영둥포구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어 1990-1995 년 사이 5 년 동안 준공된 건물은 11 건으로

107R

구에서 나타

나고 있다. 그 중 구로구만 2 개의 건물이 나타나고I 한강 이남의 강서 · 양천 · 서

초 • 송파 · 강동구에서 각각 1 건씩 5개의 건물이 l 한강 이북의 종로 · 중 · 동대문 ·
마포구에서 각각 1 건씩 4 개의 건물이 나타나고 있다. 1996 년 이후 준공건물은 3 개

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구별 준공건물수도 상당히 증가했다.

24) 구청별 건물 개수만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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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적 특성

1) 용도지역
@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도시의 건축물은 도시의 토지이용이라는 측면에서 l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별로 주
상복합건물이 어떠한 토지이용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계획구역은 전체 605.96km 에 이르며 l 이를 주거 · 상업 · 공
2

업 · 녹지 둥 4 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체 지역의 거의 절반이 주거지역
에 해당하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3.88% , 4.64% 에 해당하는 좁은 지역이다(표

N-5).
〈표

자료 :

N-5>

서울시 용도지역 현황 (2001.

http:j jurban.seoul. go.kr( 서울특별시

이러한 용도지역별로 20세대

이상의

12. 31 현재)
단위 : km 2, %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주상복합건물의

입지 상황을 살펴보면(표

N-6)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건물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
건설촉진법에서 주택건설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업지역이

나 준주거지역에서 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할 경우인 것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4 년 이후 준주거지역으로 확대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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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여전히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법정 허용 용적률이 상업지역에 비해 극히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표

ill-8 참조).

한편 미준공건물은 도섬재개발 지역에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복합용도개
발의 기본 목표와 일치하는 부분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듯하다. 반면 주거지역

과 공업지역 등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공업지역에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건물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복합

용도개발에 있어 공업기능의 복합이 가장 힘들다는 기존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공업 지역 내에서조차 이러한 주거 기능의 복합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표

주 .

1)

아래 표(표 N-8)

2)

아래 표(표 N-끼

N-6> 용도지 역 별 건물수

여기서 도심재개발지역과 공업지역의 건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도심지역의

주상복합건물은 원래 1960 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용도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세운상가아파트가 그 효시이다. 그러나 6.70 년대 건립된 상가아파트

들은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된 것들은 아니지만/ 현재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도
주거 부문이

거의 전용되어 있어 복합용도의 주거라고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도

섬재개발지역의 주상복합건물(표 N-7) 중 1980년대 이후 건설된 것들은 모두 9개
이며， 미준공건물은 동일 지역에 11 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곳은 종로구
사직동으로 미도파 빌딩/ 신문로 빌딩/ 세종 빌딩/ 대우 빌딩과 함께 현재 건설 중
인 I 경희궁의 아침 l 등이 들어설 지역이다. 현재 건설 중인 건물들이 완공될 경우

사직동은 9개 건물에 769 세대(표 N-3) 가 입주하는 도심내 복합건물 주거지역으로
특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은(표 N-8) 건설예정인 건물은 한 곳도 없으며/
현재 6 개 동에 8 개의 건물이 입지해 있는 상태이다. 이 중 7개의 건물이 모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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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포구에 위치해 있으며 성동구에 1 개의 건물만이 입지해 있다.

<표

N-7> 도심 재 개 발지 역 주상복합건물
단위:개소

<표

N-8> 공업 · 준공업지역 주상복합건물
단위:개소

@ 상업지역 토지이용
주상복합건물이 가장 많이 입지해 있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것을 위의 분석

에서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은 도시계획상 그다지 많은 용지가 할당되
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상업지역에 대부분의 주상복합건물이 입지하고 있으

며 또한 앞으로 건설 예정지라는 것은 상업지역이 주거지로 변화될 가능성을 제

시해 주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 내 상업 기능 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각 구청별 상업지역에 대한 주상복
합건물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준공건물의 대지면적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25).

25) 미준공건물의 대지면적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여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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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9>

‘、 i “‘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지역 이용도(준공건물)

τ
;Ã

3,730,000
3,630,000

빼

7~淑1얹했

동대문
7J~
님F

930,000
3,220,000
320,000

체

4，470，α꺼g

으'-펴。

강동

350,000
180,000
570,000
tl00,OOO
1,360,000
2,250,000
1,250,000
550,000

계

5，410，α}()

양천

560,000
670,000
360,000
180,000
9,550,000

성동(준공업지역)

서대문

4a

마포

체
서초

강남

송파

강서
구로
1

금천

ιι

짧"'1.

영 τE포~공업지역
상업지역

25/926.1
11,738.7
3,435
1,974.2
17,147.9
3,136
3,046.2
5,800.8
lt983
15,352
39,650.9
23,590.5
1,181.3
79,774.7
18,570.9
5,921 .1
9,252 .8
450.9
38,394
4,426
27,391
8,438.0
108,418.7
243,250.4

200,000
350,000

관악

째

4，7201α얘O

Z짧
.1)

13,545.9

2，4애，000

동작

주

U 뻐2훌輪歷響훌효첼종↑

‘

종로

23,060,000

0.4
0.4
1. 3
0.1
0.6
0.4
0.9
1.7
1. 0
1.1
1.1
1.8
1.9
0.2
1.5
3.3
0.9
2.6
0.3
0.4
0.2
13.7
2.4
2.3
1.1

5
1
1
71
1
2
4
7
8
10
8
1
27
6
3
5
7
6
2
30
77

I

I

자료는 1999 년 서울시 통계연보(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각 구청별로 살펴보면(표

N-9) 동작구의 경우 상업지역 전체 면적의 13.7% 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상복합건불이 입지하고 있어 가장 넓은 면적의 상업지역 토지

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구는 90년대 초 보라매공원 근처의 옛 공
군사관학교 이전부지의

일부를 서울시가 주상복합용지로 일괄 개발하여

분양한

부지로 대규모의 토지가 사용된 곳이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3% 이하 수준에서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구청 전체의 상업지역을 놓고 보면 수치상으로 별 영향

을 미치지 못할 듯 하지만， 주변 지역의 여건을 놓고 보았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지역들은 꽤 있다. 양천구 목 제 5동의 경우 중심부의 가장 넓은 상업지

역에 현재 준공건물만도 6 개가 입지하고 있으며/ 건설 중인 건물들까지 모두 들어
설 경우 그 지역 전체가 띠 모양의 주상복합건물 지구로 변모하게 된다. 또한 강
남구 도곡 제 2동 또한 주변 지역이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
로 상업기능을 제공해 주어야 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최고의 대형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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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화된 주상복합건물 지구로 변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지역 내 주민들에게
공급되어져야 할 상업 기능의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26)，

2) 입지 환경
도로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주상복합건물의

주변 환경을 고찰하였다(표

N-10).

크게 역세권 내 입지 l 교차로(사거리) 입지 y 간선도로변 입지 y 이면도로변 입지， 주
거지구내 입지/ 단지 형성 동 6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표

주 .

1)

N-10> 주상복합건물의 입 지 환경

지하철역으로부터 500m 이내

각 건물의 입지 여건이 복수로 지적되었다.

그 중 간선도로변

입지

건물이

전체의

46 .1 %로 가장 많고 역세권 입지건물이

45.1% 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간선도로와 역세권 지역

입지 경향은 미

준공건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면도로변 입지 건물은
각각 24 .5%, 17.5%, 20.7% 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또한 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은 입
지환경이다. 한편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건물은 준공건물에서 훨씬 많으며 l 전체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14.9% 정도의 건물이 단지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표 N-11) 역세권과 도로변 입지 건물의 정도는 비슷하
지만， 주거지구 내의

건물은 서북권과 서남권에

많이 나타나며/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건물은 동남권의 강남 · 송파구와 서남권의 양천 · 영등포 · 동작구에서 가장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어 한강 이남 지역의 주상복합건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26) 실채 주상복합건물 내 상업 기능의 공급 권역을 공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점포 주인을 상
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V 장에서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한
토의는 결론 부분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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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ll> 지역별 건물의 입지 환경(준공건물)

<표

N-12>

입지 환경과 역세권의 관계
단위:개소

특히 지하철 교통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입지환경을 역세권과 관련

시켜 살펴보았다(표

N-12). 그 결과 간선도로변에 입지한 건물의 50% 정도가 역

세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도 68% 의

건물은 역

세권 지역에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별 주상복합건물들이 한 지역
내에 집중하여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도 역세권을 선택하여 입지하

고 있는 곳이 많다. 교차로에 해당하는 사거리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도 50% 정도
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어 주상복합건물은 대부분 입지의 교통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거리와 간선도로/ 이면도로 모두 도로와 바로 접하여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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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하고 있는 경우이고/ 역세권 또한 도보로 대중 교통 이용이 가능한 곳이기 때
문이다. 미준공건물도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재 현재 서울시는 지하철 8호선까지 262개

역에

걸쳐

역세권이

형성

되고 있기 때문에 반경 500m 권의 역세권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시 전역의 50% 이

상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의 입 지 환경 중 복합용도개 발
의 계획 개념에

비추어볼 때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역세권 입지 건물 103 개를 대상으로 지하철역으로부터
의 반경거리 개념으로 조사한 결과(표 N-13) 지하철역 출입구를 나오면 바로 접
하게

되는

곳이

277~ 로 26.2%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222 개

건물

중

12.2% 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100m 이내의 건물은 33.0% , 200m 이내는 절반이 넘
는 60 개의

건물이 포함되고 300m 이내로 확장시키면 78.6% 인 81 개의

건물이

당된다. 이 수치는 전체 2227~ 건물 중에서 36 .5%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이다.
<표 N-13> 지하철역으로부터의 반경 거리(전체건물)

<표

N-14> 환승역 입지 건물(전체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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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특히

역세권 입지 건물 중 환승역

입지는(표

N-14) 전체 222 개 건물 중 13 개

구에서 31 개의 건물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3 개 노선 환승역에 해당하는 2개 건
물을 제외하면 나머지 29 개는 모두 2개 노선의 환승역에 입지하고 있는데， 2호선
과 관련된 환승역 입지가 17곳으로 가장 많고 6호선과 연결된 환승역 입지가 10
곳으로 다음을 차지한다.

3) 주상복합아파트 가격
강남의 대형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 당시 평당 분양가가 기존의 아파트에 비해
비싸다는 이유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이는 초고층l 초대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건설업체들의

건물 내 고급

전략으로 인테리어를 고급화하고 전자 경비

시스댐 등을 채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당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가격은 신
규 분양되는 중 · 대형 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격 상승을 선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매매 가격은 아파트 가격에 비해 낮은 편인데 y 이는 강남

지역 아파트들이 재건축 붐을 타고 엄청난 가격 상승을 하였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도 대부분 아파트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
러나 지역별로는 매매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표

N-15 ,

N-8).
<표

N-15>

주상복합아파트 평균 평당 가격
단위 : 만원

자료 :

http :f jwww.r114.co.kr. 2002 년 9 월 기준(부동산 114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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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N-8>

주상복합아파트 평균 평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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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강남/ 서초 지역의

평균 평당 가격은 1 ，170 만원 선으로 권역별

평당가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50 평형

이상은 평당가가 평균 1 ，300 만원이며/ 최고급 호화 주거공

간을 선보이는 100 평형

이상은 평당 1 ，810 만원으로 최고 수준이다. 2002 년 10 월

말에 입주가 시작된 도곡동 타워펠리스로 인해 주상복합y 오피스텔이 밀집한 도곡
동 지역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대치동 아파트단지와 더불어 강남의 신주거공간
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y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송파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는 평당가격이 850-1 ，000 만원대이며 l 강동권은 평

당 400-500 만원대로 비교적 낮은 가격대를 나타내고 있다.
구로/ 양천 지역은 서울 외곽지역이기는 하나 인천 및 광명 l 부천 등 경기 주요

도시와 접해있고 여의도 업무지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주상복합 수요층이 형성
되어

있는 지역이다. 목동 신시가지에

위치한 굿모닝탑l 삼성쉐르벌/ 하이페리온

등의 분양권이 평당 900 만원 이상 높은 가격을 나타내고 있고， 90 년 말에

입주를

마친 구로 지역의

비교적

현대파크빌 y 희훈타워빌은 평당 520 만원 -550만원대의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목동 신시가지에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분
양이 대거 공급될 예정이어서 주상복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관
악권에는 봉천동의 롯데스카이와 보라매 해태/ 그리고 2002년 11 월
남현동 르메이에르 강남타운 등이

속해

입주를 앞둔

있다. 관악권은 주상복합 개별 단지수도

타 권역에 비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형구성도 다양하지 않은 편이다. 롯데스

카이는 60평형대로 구성됐고 보라매 해태는 20-40평형대 구성이다. 초기 주상복합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관악권의 주상복합 시세는 최근 분양된 고급 주상복합과
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형성되어

있다. 롯데스차이가 평당 770-780 만원 l 보라

매해태가 평당 530-570만원대이다.
2002 년부터 초고충 주상복합 건물이 하나 둘 들어서면서 여의도 일대는 새로운

주상복합의 중심지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여의도는 대단위 업무시설 밀집지역으로

특히 금융권 및 외국계 회사가 많아 이동 수요가 몰리는 지역인데다 한강이 바로
내려다보이는 조망권 확보로 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동작구에는 1995 년 보라매우
성을 시작으로 삼성옴니타워/ 보라매아카데미 I 보라매나산스위트/ 롯데관악타워가

96 년 -98 년 사이에 집중 공급되었고， 45층 높이의 ”보라매쉐르빌”이 2002년에 추
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여의도 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가 평당 900 만원 -1 ，000 만원
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대방동 주상복합의

경우 입주년도y 시설수준에

비례하여

높게는 750 만원/ 낮게는 450 만원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마포r 서대문 지역은 중소평형대로 구성된

것이

특정이다. 전체

평균평당가는

837만원이며 평형대별로는 30 평형대가 943만원으로 최고 평당가를 기록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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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평형이하는 795 만원으로 전체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강남과 서초 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으며 이어 송파와 양
천 l 여의도 지역 가격이 상위에 속한다. 마포와 서대문 지역이 중간 정도를 차지
하며/ 종로/ 강동l 구로I 관악/ 동작 등이 가장 낮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

4) 도시공간구조와의 관련성
도시 내의 다양한 기능들은 일정한 위치와 면적을 차지하여 입지하게 되고l 비
슷한 기능들끼리 집적 지구를 이루게 되면서 도시의 내부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 집적 지구는 중심성의 차이로 인해 계충성이 생기게 되고 이 계충성은 도시
공간구조 파악의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도시 내부 구조의 계층성은 도시의

규모가 작아 단핵의 중심으로도 전체 도시를 커버할 수 있을 때보다 도시의 규모
와 기능이 확대되면서 다핵화 현상을 경험하게 될 때 더욱 의미가 있게 된다.
도시의

모든

기능은

도시공간구조의

계충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Proudfoot2 7)와 Berr y 28) 의 연구를 통해 볼 때 특히 상업지역의 분포에는 계충구조

가 존재하며 도로 또는 접근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상
복합건물은 대부분 상업지역에 건설되어 있어 계층성과 관련한 입지 특성을 분석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V 장에서 분석할 상업지역에서 나타나는
주거기능이 계충별로 차별적 특성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주거와의 복합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는 상업기능은 지역의 계층성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
기 위한 기본적 분석이다.
서울시의 공간구조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29) 은 중심지 식별 기준으로 각기 다른
요인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결과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도

시기본계획 l 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중심지

체계를 밝히고 있는데/ 계획

연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표 N-16).

Proudfoot, M. J. , 1937, "City Retail Structure" , Economic Geography, Vol. 13, pp .425-428.
28) Berry, B. J. L., 1959, "Ribbon Development in the Urban Business Pattern" , A.A.A.G.,
Vo 1.49, pp.145-155.
-, 1963, "Commercial Structure and Commercial Blight", University of
Chicago, Research Paper NO.85.
---, 1967, Geography of Market Centers and Retail Distribution, Englewood
Cliffs.
29) 하성규 · 김재익 (1992)， 김수령 (1992)， 전명진 (1995)， 하성규 · 김재익 · 전명진 (1995) ， 최막중
(1995) 등이 있다. 지대 l 직업밀도l 교통발생량/ 사무실수/ 업종별 종업원수y 상주인구수I 지가

2끼

와 임대료 등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1 도심과 2-7부도심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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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료

N-16>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부도심

: 최막중 · 지규현， 1997, 31.

2011 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섬과 부심 y 지역중심/ 지구중심의 4단계로 중심지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지도

N-4). 나머지 지역은 기타지역으로 간주하고 실재 지

도상에서 건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들 중심지 내에 입지하고 있는 건물들을 구
분하여 보았다. 한편 건물의 충수와 세대수 자료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크게 3 개의 군집으로 구분된 것을 대 · 중 · 소규모로 분류하였다애) . 건물
의 규모별로 중심지 체계와 관련하여 입지 상황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잠실의 경
우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부도심으로 지정되어

서도 부도심의

있던 곳이었고/ 실재 상황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 부도심 지역에 포함시켜 분석하였

다. 그 결과(표 N-17) 도심지역에 해당하는 건물이 7개， 부도심지역 건물은 297~ ，
지역중심에

입지하고 있는 건물은 127~ ， 지구중심에

입지하고 있는 건물은 297~ ，

기타 지역 입지 건물이 18 개로 나타났다. 중심지 체계와 관련하여 본 서울시 주상

복합건물 입지는 부섬지역과 지구중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건물이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규모별 입지를 살펴보면 대규모 건물의 경우 도심지역에는
하나도 없으며， 부심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규모 건물은 지구중심
과 부심/ 그리고 기타 지역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건물은 부심과 지구중심/

기타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정도가 똑같았다.

<표 N-17> 중심지체계와 관련한 규모별 건물수(준공건물)

30) 건물수와 세대수 자료만을 이용한 군집분석에서 3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는데 l 첫 번째 집
단은 주로 26-35충， 200 세대 이상의 규모이며 l 두 번째 집단은 20-35층， 100-200 세대의 규모

가 주된 구성원이었고， 세 번째 집단은 20층 이하， 100세대 이하 규모의 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을 각각 대 • 중 • 소 규모로 분류하였다(Sig. = 0.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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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특별시，

1997, 2011 서울도시 기본계 획， p.79.

<지도

N-4>

서울시 중심지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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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적 특성

1)

건물의 규모

주상복합건물의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평면적

관점에서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y 수직적 관점에서 충수 · 연면적 · 용적률을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 요소들
은 지역별 l 허가연도별로 파악하였으며/ 건축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미준
공건물의 자료도 분석하였다.

@ 대지면적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대지면적은(그림 N-9 , 표 N-18) 준공건물의 경우 300 평
이상 700 평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7% , 700 평

이상이 44% 를 차지하고 있어 700

평을 기준으로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1 ，000 평 이상 2，000 평 미만의
건물이 21.3% 로 가장 많다.

300평미만

9%
700평이상

44

300 평이상

700평미만

47%

<그림

N-9> 준공건물 대지면적 구성비율

미국의 복합용도개발 건물 규모(표 N-19) 와 비교해 보면/ 가장 넓은 대지면적을

나타내는 4，245 .5평 (14，000 .4m ) 의 건물 하나를 제외하면 모두 3，600평 이하로 소규

2

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표 N-18) 3，000평 이상의 건물은 도심부와 동남권 지역에만
입지하고 있으며 2，000 평 이상일 경우 서남권도 포함된다. 1 ，000평 이상의 대지면

적을 나타내는 건물은 서남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한편 100.평

미만의 가장 좁은 대지면적을 나타내는 건물은 서북지역에

입지하

고 있는데/ 서북지역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가장 넓은 것도 1 ，000 평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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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18> 준공건물 지역별 대지면적
단위 : 개，

<표

N-19>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본 건물의 규모(미국)

주

acre를 m 로 환산 ， 1 평

자료 :

WitherspooTI, 1981, 44 ;

2

미준공건물의

(%)

경우(그림

= 3.306m2 로 계산
호유정，

1996, 59.

N-1이 500평 미만이 25% , 500평 이상 1 ，000 평 미만이

42.6% , 1 ，000평 이상은 32.4%를 차지하고 있다. 준공건물에 비해 500평 미만의 소
규모 건물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중규모와 대규모의 건물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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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평미만

1000 평이상

25%

32%

500 평이상

1 ， 000 펑미만

43%

<그림

<표

N-10> 미준공건물 대지면적 구성비율
N-20> 미준공건물 지역별 대지면적
단위 : 개 I

(%)

미준공 건물을 지역별로 살펴보면(표 N-2이 5，000 평 이상의 대지면적을 갖는 건
물이 2 개

있으며/ 더욱이 10，000 평

이상의 건물도 강남구 지역에

예정되어

있다.

이 3 개의 건물은 미국의 규모와 비교할 때 중규모에 해당한다. 미준공건물도 준공
건물과 마찬가지로 가장 넓은 대지면적을 나타내는 건물들은 동남과 서남지역에

많으며， 도심부의

재개발 지역내 건물도 대부분 1，000 평 이상이어서 앞으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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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주상복합건물은 기존의 건물보다 대형의 건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자료를 단순화시켜 권역별로 서울시 주상복합건물 대지면적의 평균값을
구해보면(표 N-21) 준공건물과 미준공건물 모두 도섬지역이 가장 넓다. 이를 통해
도심 재개발 사업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의 대지면적이 가장 넓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준공건물의

경우 서남과 동남지역이 그 다음이고/ 서북지역의 대지면적이 가

장 좁다. 동북지역은 대부분 1 ，000 평 미만의 건물인데， 1 ，000 평 이상 2，000 평 미만

의 건물 3 개가 평균면적을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준공건물은 동남지역
건물이 서남지역에 비해 훨씬 더 넓은 대지면적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l 여

전히 서북지역은 가장 좁은 대지면적을 보여주고 있다.

<표 N-21> 권역별 대지면적 평균

구 성

100%

쫓 ,j

비 율

%%

60%

.10 ，αx)평이상
1515， αx)-10， αm평미만

f

~4， αx)-5， αm평 미 만

Bl 3 ， αx)-4，αm평 미 만
FB2， α))-3， αn평 미 만

40%
.1 ， αx)-2 ，αn평 미 만

20%

g§

§

Ii!I EDC←1 ， αP평미만

g

엽 1α}-~평미만

0%

찌앙앙황양
43 앵OjOj'\얘용영양 rP 싸
、、\、\\\\、이17' '1,'" 't

口 100평미만

、?、

~Oj-“

s

허가연도

<그림 N-11> 허가연도별 대지면적(전체건물)

허가연도별로는(그림

N-11) 1989 년 이전에도 1，000평대 규모 건물의 비중이 제

법 높지만 전체 건물 수가 적은 시기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1992년 이후 500 평
이상 1，000 평 미만의 건물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1993 년과

1999년에는 1，000평 이상 2，000평 미만의 건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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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7년 이후 건설경기 하락과 이어지는 IMF로 인해 다시 대지면적 100 평 이상
500 평 미만의 소규모 건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1 년도의
허가건물 중에는 500 평 이상의 건물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다시 넓은 대지면적
의 건물들이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대지면적을 종합하면 현재 도심부와 동남y 서남권 지역
의 건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넓으며/ 미준공건물을 포함할 경우 대규모의 대지면
적 건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규모와 비교해 보면 대부분
이 소규모이며/ 몇몇 건물들만이 중규모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건물들만을 대상으로 할 때 1 ，000 평 이상의 대지면적은 대규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500평과 1 ，000평을 기준으로 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표 N-22> 와 같다. 준공건물의 경우 1 ，000 평 이상의 건물은 전체의 29.2% , 500 평
미만은 32.6% , 500 평 이상 1，000 평 미만은 38.2% 로 500 평과 1 ，000 평을 기준으로 거

의 비슷한 비율을 구성하고 있다. 미준공건물의 경우 중규모와 대규모에 해당하는
500 평 이상의 건물이 기존에 비해 증가하게 되고 500 평 미만의 소규모 건물은 감

소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 · 미준공건물을 모두 고려한 전체 건물은 중규모 건물이

40% 이상을 차지 l 가장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1 ，000평

이상의

대규모 건물 또한

30% 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지면적 500평 미만의 건물은 1 ，000평 이상

의 건물과 비슷한 정도일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N-22> 대지면적에 의한 규모 분류

건축면적

건축면적 100 평

이상 600평 미만의 건물이 전체

건물의 76% 를 차지하고 있어

건물의 2/3 이상이 600평 미만의 건축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600 평

이상 1 ，000 평

미만의 건물은 전체 12% , 1 ，000 평 이상은 6 .5%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N-12).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표 N-23) 현재 건물 중 가장 넓은 건축면적은 1 ，500 평
이상으로 동남지역 중 강남구에

입지하고 있다. 1 ，000 평

이상으로 확대시키면 도

심지역과 서남지역까지 포함된다. 반면 가장 좁은 100평 미만의 건축면적을 가지
는 건물은 서북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600평 이상의 건물은 서북지역을 제외한 전

- 84 -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1.000 평이 상

100 평 미만

7%

5%

600 평이상

1 ， 000 평 미 만

12%

100 평이 상

600 평미만

76%

<그림 IV-12> 건축면적 구성비율

<표 IV-23> 준공건물 지역별 건축면적
단위 : 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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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자료를 단순화시켜 권역별로 평균값을 구해보면(표 N-24) 전체 454.6평
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 도심지역의 건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보다 훨씬
넓은 건축면적을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 동북y 서남y 동남순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세 지역의 규모는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서북지역의 건물은 서울시 평균 건축
면적의 절반 정도의 규모를 나타낼 정도로 상당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지면적과 함께 주상복합건물의 수평적 규모는 도섬부 건물이 가장 넓다는 것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도심부 재개발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북
지역의 평균면적이 가장 좁고y 나머지 동북 · 동남 · 서남 지역은 비슷한 수준을 보
여주고 있다.

<표

N-24> 준공건물 권역별 건축면적 평균

구 1α%
서

잉%

닙I

000/0

율

뺑8

ζ그

.1α]평이상

쨌

ffY/o
8)%

40%

쫓

3J%

g 있평이상

f

입 π평이상
.없평이상

II!I!I

원3l)평이상

3)0/0

10%

짧 10평이상

0%
4쓰

、

[l., ('>.r>:> ('>.tJ.. ('>.<0

S 〉앙 강).'1양
、ι/

('>.ro Ä.\

~

",,?>

"Ç)

’

qg iP \\\\
양 이잠 이F 앙j rtrfJ ιr

잉

사b

\

口 1 0J평미만

허가연도

,,-.,1

<그림 N-13> 준공건물 허가연도별 건축면적

허가연도별로 살펴보면(그림

N-13) 1993 년에 처음으로 건축면적 1 ，000 평 이상의

건물이 나타나 96 년까지 지속되다가 이후의 건물은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1998 년
에는 100 평 이상 300 평 미만의 건물이 대부분이었다가 1999 년에 다시 900 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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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물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건축면적 100평 미만과 300 평 미만의 건
물들이 대부분이다.

@ 건폐율
현재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건폐율은 50% 이상 60% 미만의 건물이 6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미준공건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N-25). 이
는 법적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90% 까지 허용되던 건축법이 2000년 7
월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을 받으면서 현재 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이
다 .60% 이상의 건물들은 주로 92, 93, 94, 96년도에 허가를 받은 것이다.

<표

N-25>

지역별 건폐율
단위 : 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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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π
μ

@

준공건물(그림 N-14， 표 N-26) 의 경우

충 사이의

21-30

건물이 44.1% 로 가장 많

고， 11 층 -30충까지가 73 개로 전체의 71.6% 를 차지하고 있다. 41 층 이상은 전체 건
물 중 5 개이다. 서울시의 건축 허가 기준을 보면 21 층 이상 건물인 경우 서울시청
의 허가 대상이며 20층 이하의 건물은 각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21 층 이상의 건물을 고충 건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l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21 충 이상은 66 개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64.7% 를 차지하고 있어 결국 아파트에 비해 상당히 고층의 건물들이 입지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1). 이 건물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스카이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I 주변 지역 내에서

랜드마크 (landmark) 역할을 하고 있

다. 반면 10층 이하의 건물은 8 건에 불과하다.

냄

51 경0층

1%

41-50층

%

4%
31-40증

11-20증

16%

27%

21-30증

44%

<그림

N-14> 준공건물 층수 구성비율

61 층이상
51 -60층

1-10충

2%

2%

3%\\

11-20충

\\

31%

41-50흥

9%

31-40흥

15%
21-30층

38%

<그림

31)

N-15> 미준공건물 충수 구성비율

2001 년 12월말 현재 사업계획승인에 의한 I 서울시 아파트 현황 자료l 를 이용하여 127~ 구청

의 자료 중 t 충별 아파트 동수I 를 재구성한 결과 서울시 아파트 평균 층수는 평균 15층 미만

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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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건물(그림

N-15 , 표 N-26) 도 준공건물과 마찬가지로 21-30층 사이의 건

물이 46 개로 가장 많으며 11 층 이상 30충 이하는 83 개로 전체의 69.7% 를 차지한
다. 41 충 이상은 전체 건물 중 167n 인데 특히 기존에 없던 61 충 이상의 건물이 강

남구와 양천구에 처음으로 동장하고 있다. 또한 10층 이하의 건물은 2 건으로 나타
나 준공건물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앞에서 살펴 본 대지면적과 충수만을 두고 볼 때 10，000평 이상의 최대 대지 규

모와 61 충 이상의 최고 충수 규모 둥 기존의 규모를 갱신하는 건물들이 미준공건
물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N-26>

지역별 충수
단위 : 개 I

지역별로 살펴보면 준공건물의

(%)

경우 대지면적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수치

를 나타내는 건물은 역시 동남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일하게 51 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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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물이 입지하고 있다. 또한 21 충 이상 건물의 비율도 동남 지역이 가장 높으

며， 31 층 이상의 건물은 도심과 동북l 서북 둥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
고 있다. 동남과 서남l 동북 지역은 21-30층의 건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y 서북지역은 11-20층의

건물이

가장 많다. 도심지역은 11-20충， 21-30층의

건물 비중이 비슷하다. 한편 미준공건물 역시 동남과 서남권의 건물들이 가장 높
으며 l 도심과 동북/ 서북 지역 등 한강 이북 지역에서

기존 준공 건물보다 높은

31 충 이상의 건물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아직 51 층 이
상 건물의 허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충 이하의 건물은 준공건물의 경

우 서북과 서남 지역에서 8 건이 나타나는 반면 미준공에서는 2 건밖에 없다.

자료를 단순화시켜 권역별로 충수의 평균값을 구해 보면(표 N-27) 역시 동남과

서남 지역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북 지역이 가
장 낮은 충수를 보이고 있다. 미준공건물은 준공건물에 비해 층수가 상당히 높아
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층수 증가는 현재 높은 층수를 나타내는 동남과 서남
지역보다 오히려 도심과 서북 지역의 충수 증가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표 N-27> 권역별 충수 평균

이를

허가연도별로 살펴보면 준공건물의

경우(그림

N-16) 1994 년부터 1997년

사이에 21-30 충 사이의 건물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51 충 이상의
건물이

처음으로 허가를 받기도 하였다. 10층 이하의

건물은 증가와 감소가 반복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건물의

허가연도를 살펴보변(그림

N-1 끼 21 층 이상 40층 이하의

건물은

1991 년 이후 꾸준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41 층 이상 50층 이하의
건물은 93, 94 년과 99, 2000 년에만 나타나고 있으며， 51 층 이상의

건물은 95 년과

99 년에 I 그리고 61 층 이상의 건물도 99년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준공건
물 중 최고충인 51 충 이상과 미준공건물 중 최고층인 61 층 이상의 건물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세대수 제한 폐지와 주거연면적 90% 확대와 관련된 법령 개정 시기와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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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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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993

1994-1997

1998-2001
허가연도

<그림 N-16> 준공건물 허가연도별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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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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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N-17> 허가연도별 건물 충수(전체건물)

이상의 충수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규모를 분류하여 보았다(표

N-28). 20충

과 40충을 기준으로 소 · 중 · 대 규모로 분류하였는데 l 준공건물에 비해 미준공건
물의 경우 대규모 건물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근래에 완성될 건물들 중 41 층
이상의 대규모 건물이 많아질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한편 40층 이하의 건물은 전

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N-28> 층수에 의 한 규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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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현재 서울시 주상복합 준공건물의 연면적은(그림 N -18) 10，000m 이상 30,000m2

2

미만의 건물이 전체의 44.1%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30，000m 2 이

상 50,000m

2

미만의 건물이 18.6% 를 차지하고 있어 이 두 구간의 건물이 전체의

62.7%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준공건물에서(그림 N-19) 연면적 70,000m2 이
상의

건물이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물의 층수가 높아진다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30，000m 미만의 건물도 전체 50% 이상을 차지
2

하고 있다.

00 ， αE이상
70 ， α)()ol 상

100 ， 000미 만
3%

100 ， 00001 상
3%

00 ， 000口|만

4%

$

10%

10 ， α)()Ol 상
•

30 ， α)()미만

상 만

70 ， α)()미만

뼈뼈

50 ， α)()Ol 상

$

43%

%

<그림

준공건물 연면적 구성비율

N-18>

00 ， α)()Ol 상

100 ，α)()Ol 상

100 ， αn미만

10%

2%
18%
70 ， α)()Ol 상
90 ， α)()미만-

8%

10 ， α)()ol 상

-30 ， αn미만

33%

50 ，뼈이상

70 ， αn미만

30 ， α)()이상

10%

50 ， α)()미만

19%

<그림

N-19>

미준공건물 연면적 구성비율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표 N-29) 서울의 건물은 연면적에 있어 100,000m
이상인 준공건물 3 개 l 미준공건물 117R 를 제외하면 모두 소규모에 해당한다.

<표

N-29>

연면적을 기준으로 본 건물의 규모(미국)
‘

f쫓했뿔

92,903 - 232,258m

L

X

￥합뽑휩

I 232,258 -464,515m 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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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464，515m 이 상

2

<표 N-30> 지역별 연면적
단위 : 개，

(%)

지역별로는(표 N-30) 준공건물의 경우 가장 넓은 연면적을 나타내는 100,OOOm2
이상의 건물이 중구와 강남구에 입지하고 있다. 반대로 10，OOOm 2 미만의 가장
규모의 건물은 서북지역과 서남지역에 많으며 도심에는 없는 것으로

작은

나타났다. 도

2

심과 동북지역은 10，OOOm 이상 -30，OOOm 미만 규모의 건물이 대부분이고/ 동남지역
2

은 10/0OOm2 이상 -50 ， OOOm 2미만 건물의

비중이

가장 높다. 반면 서남 지역은

10/0OOm2 이상-30，OOOm 미만의 건물이 가장 많으면서도 모든 급간에서
2

고른 분포

를 보이고 있는 편이다.
미준공건물의

연면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심지역의

경우

30， OOOm2 이상

70， OOOm 2 미만의 건물 비중이 가장 높고 32) ， 동북지역은 1OIOOOm2 이상 50， OOOm 2미만

32)

좀 더 세분화된 자료에서 살펴보면 도심 지역의 경우 40， OOOm 2 이상 60 ， OOOm 2 이하의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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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간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서북지역은 20，000m 이상 40，000m 미만의 규모
2

2

2
가 가장 많다. 한편 동남과 서남 지역은 100，000m 이상 대규모 건물이 많으면서도

30，000m 미만의 건물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양극화 현상을 볼 수 있다.
2

서울시에서 가장 넓은 연면적 수준을 나타내는 200，000m 이상의 건물은 서초 · 강
2

남 · 송파구 동 동남지역에 5 개/ 서남지역의 양천구에 1 개씩이 예정되어 있어 연면

적 최고의 건물 또한 한강 이남에 입지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권역별로 연면적의 평균값을 살펴보면(표 N-31) 준공건

물보다 미준공건물의 연면적이 훨씬 넓어짐을 알 수 있는데 y 거의 60% 정도의 증
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준공건물의

경우 도심지역

연면적 평균값이

가장 높은데

이는 연면적은 층수와 가장 관련성이 크지만 대지면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 대지면적이 가장 넓었던 도심 지역의 건물이 비슷한 층수에서는 연
면적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서남지역과 동남지역으로
이 지역 건물의 연면적 평균값은 전체 평균값을 상회하고 있다.

<표

N-31> 권역별 연면적 평균

반면 미준공건물에서는 동남지역의 평균값이 가장 높으며， 특히 서북 지역의 연

면적 증가가 눈에 띈다. 이는 앞서의 충수 분석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 왔
다. 반면 동북 지역이

제외하면 전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준공건물은 동남지역을

평균값을 상회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북과

서북을 제외한 도심과 한강 이남 지역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허가연도별로 보면 현재 준공건물의 경우(그림 N-2이 1990 년 이후 허가 건물들
2

중에 처음으로 연면적 50，000m 이상의 건물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7년
까지

대규모 연면적의

건물 허가 건수가 증가하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연면적

2

5，000m 미만의 소규모 건물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역시 IMF로 인
한 건설 경기 위축이 건물의 규모를 축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전체 건물을 보면
2
(그림 N-21) 1989 년 이전에 100，000m 이상의 건물이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기는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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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며， 1995 년과 1999년이후에 100，OOOm 이상 규모
2

의 건물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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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0>

준공건물 허가연도별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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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 -21>

전체건물 허가연도별 연면적

이상의 분석을 통해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연면적만을 대상으로 규모별로 구

분해 보았는데(표 IV -32) , 10，OOOm 와 30,OOOm2, 70，OOOm 2 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
2

다. 연면적으로는 중규모에

해당하는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규모의 연면적

건물은 앞으로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OOOm2 미만의

건물은 현재

수준과 비슷한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체건물에서는 10/0OOm2 이상

-30， OOOm2 미만의 건물이 약 40% 로 가장 많을 것이며， 30 ， OOOm 2 이상 -70 ， OOOm 2 미만
의 건물도 약 30% 를 차지하게 되어 약 70% 의 건물 연면적이 이
타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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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규모를 나

<표

N-32>

연면적에 의한 규모 분류

@용적률

1α~I 만

1 ， αXlO I 상

%이상
4∞미만

14%

14%
앉))01 상

1 α))01
16%

4∞01 상
%미만

뼈

80001 상

~I 만

70001 상

10%

a:xJO l 만

EroO I 상
70001 만

7%

13%

<그림

N-22>

12%

%

준공건물 용적률 구성비율

1 ， α))01 상

7%
00)0 1 상

4α)0 1 상

1 ， αn미민

ElJ，)J I 만

10%

7%

1m01 상

EOOOI 상

~I 만

a:x:JO l 민}

16%

22"10
70001 상

<그림

\600이상

1m미만

700미만

10%

14%

N-23> 미준공건물 용적률 구성비율

준공건물의 용적률은(그림

N-22) 앞서의 충수와 연면적의 분석에서 미루어 짐

작할 수 있듯이 900% 이상-1，000% 미만이 16% 로 가장 많고 이를 800% 이상으로 확
장시키면 39.6% 에 해당한다
전체의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것은 300% 이상-400% 미만으로

14% , 200% 이상 -400% 미만은 22% 를 차지하고， 600% 이상-700% 미만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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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고 있다. 용적률을 통해 살펴 본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은 800% 이상의 대

규모 (39.6%) 와 400% 이상-800% 미만의

중규모 건물 (37.4% )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400% 미만의 건물은 23% 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준공건물은(그림

N-23) 500% 이상-600% 미만의 건물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800% 이상-900% 미만I 600% 이상-700% 미만I 300% 이상-400% 미만의

건물 비중이

거

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900% 이상의 건물도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준
공건물에

비해 500% 이상-600% 미만의

건물과 800% 이상-900% 미만 건물의

비중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N-33>

전체건물 지역별 용적률
단위 : 개 I

지역별로는(표

슷하게

분포하고

(%)

N-33) 준공건물의 경우 도심은 300% 이상-800% 미만의 건물이 비
있고I 동북지역은 500% 미만의

건물이

많고l 서북지역

건물은

300% 이상-500% 미만의 규모가 많다. 반면 동남과 서남지역은 전 규모에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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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동남 지역은 1，000% 이상의 건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 1，000% 이상의 건물은 동대문 · 양천 · 구로구에
1 개씩， 송파 · 동작구에 2개씩 I 서초 · 강남구에 3 개씩 입지하고 있다.
미준공건물의 경우 300% 미만의 소규모는 송파구에 1 개밖에 없고， 1，000% 이상의

대규모 건물은 역시 동남과 서남 지역에만 예정되어 있다. 도심과 서북지역은 준
공건물의 규모와 거의 비슷한 정도를 보이고 있고/ 동북 지역은 500% 이상-700% 미

만의

건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남 지역은 900% 이상이 서남지역은

800% 이상의 건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자료를 허가연도별로 살펴보면(그림 N-24) 1991 년 이후 연면적 800% 이
상의 건물 허가가 많아졌고 93년 이후에는 1，000% 이상의 높은 용적률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도용적제를 적용한 2000 년 이후 1，000% 이

상의 건물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법 적용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500% 미만의 건물도 그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용적률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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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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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연도

N-24> 허가연도별 용적률 구성비율(전체건물)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허가연도별로 평균값을 구해 보았다(그림 N-25). 그 결과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1992년과 IMF를 경험했던 96, 97년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8 년 주거연면적 90% 로의 규제 완화로 인해
평균 용적률이 1，000% 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주상복합열기 저하
와 2000년 용도용적제로 인해 현재까지 규모의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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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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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5> 허가연도별 용적률 평균 규모 변화(전체건물)

2) 건물 형태
복합용도개발의 형태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지구내 혹은 지역내 복합을 시도

하는 대규모의 형태가 있는 반면， 단일건물이나 건물군/ 근린분구 규모의

기능복

합을 이루는 협의의 규모가 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은 광의의 개

념에서 복합을 시도한 경우는 없고 모두 협의의 개념에 해당하는 건물들로 한정
된다.

협의의 범위에서 건물의 형태와 수용 기능에 따른 분류는 단일건물 내의 용도
복합33)， 다발형

complex34), 도시블럭형 35) 둥으로 나눌 수 있는데 l 현재 서울시 주

상복합건물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단일

건물

형태이며

몇몇

건물들이

다발형

complex 로 분류될 수 있다.

단일건물일

경우 건물 내부 구성은 지하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장

바로 위의 지하 2-3 개 충부터 지상 1-3충 정도까지 상가 시설이 입점하고 있고/
그 위로 업무 시설이 복합되어 있거나 아니면 바로 건물의 꼭대기충까지 아파트
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현재 주상복합건물에 가장

33) 단일고층건물형식으로 저충부에는 상업기능I 중충부에는 업무I 고충부에는 주거를 배열하는
유형

34) 단일용도의 tower들을 저층의 기반부로 묶는 방식(기단부는 상가 및 공용공간이고l 상충부
는 주거+업무+호텔 동의 기능이 몇 개의 타워로 배치되는 방식

35) 소규모의 복합건물들을 지구단위로 묶어 복합화하려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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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복합되어

있는 상업기능이 건물 내 어디에

입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

해 준공건물을 대상으로 현지 답사를 통해 상가가 입점해

있는 층을 조사하였다

(표 N-34). 현재 서울시 주상복합건물 내의 상가 기능은 지하보다 지상에서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된 82개 건물 중 82.9% 에 해당하는 68 개 건물은 1 층에

상가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지하 1 층에 상가가 있는 건물은 70.7% 를 차지하고
있으며 I 2층에는 54.9% 의 건물이 상가를 가지고 있다.4충까지 상점이

입지해

있

는 경우가 전체의 22% 를 차지하고 있다. 지하는 1 층까지만 상가가 많았고 지하

2

층은 15.9% 만이 상가 기능을 하고 있었다.

<표

N-34>

상가가 입 점 한 충별 건물수
단위 : 개소，%

주

: 점포가 위치한 층을 조사한 82 개 건물에 대한 비율

자료:현지조사

한편 다발형 complex 의 경우 도곡동의 대림 아크로타운/ 우성캐릭터/ 사직동의
세종로 대우 빌딩 y 세종빌딩 I 신대방동의 나산스위트 등이 해당된다. 도곡동의 대

림 아크로타운은 3동의 건물이 지하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y 그 중 1 개 동은 업무시
설이 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직동의 세종로 대우 빌딩은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1 개 동은 전층을 업무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개의 벌딩에 주거
기능이 공급되어 있으며 l 지하 1 층의 상가 시설을 통해 두 개의 빌딩을 연결시키
고 있다. 세종빌딩 또한 2 개의 타워를 하나의 기단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1 개의 동

은 모두 상업기능만 제공하고 있다.

3) 건물의 복합 기능현재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수용기능은 대부분 주거/ 상업 l 업무기능이었으며 l

주로 주거와 상업의

복합건물이

대부분이었고 업무 기능의 복합 정도는 상당히

미약했다. 한편 동남권에 입지한 2 개의 건물이 외국인을 상대로 호텔기능36) 을 수

36) 실재 주상복합l 오피스텔 분양시장에 외국인 임대를 겨냥한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이 많이
나오고 있다. 주로 업무밀집지역인 광화문과 삼성동 일대에 건설되는 건물을 중심으로 l 외국
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는데/ 외국인임대의 경우 2-3 년치의 월세를 한꺼번에 선불로 받아
연 15% 선의

고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시중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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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2 배

이상

행하고 있다.

따라서 2개의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기능을 토대로 주상복합건물 수용
기능의 종류와 주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능별 구성 비율을 분석하였다. 연면적
비교가 자료상 불가능하여

기능별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를 현장 답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이들을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37).

또한 도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도시내부공간구조와 관련
성이 크기 때문에 건물들의 위치를 서울시 중심지 체계도와 중첩시켜 공간구조의

계층성과 관련한 복합 기능의 구성을 분석하였다.

@ 지역별 수용기능 비율
기본적으로 현재 주상복합건물은 주거기능의 비율이 거의 70% 정도에 달하고 있
다. 결국 나머지 30% 를 상업이나 업무 혹은 기타의 기능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인
데 I 그만큼 주거기능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입지 지역이 대부분 상업지역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상
업지역 내 주거기능의 비중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건설 예정 중인 건물의 수가 훨씬 많다는 앞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주거기능 공급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수용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표

N-35) 동북 · 서북 · 동남 지역의

기능별 평균값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I 대체로 주거 기능은 약 65% , 상업 기
능은 약 20% , 업무 기능은 약 15%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서남지역과 도심지역의
수용기능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서남권의 주상복합건

물은 주거 기능 비율이 75.5%로 탁월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구를 제외한
나머지 6 개 지역의 건물이 모두

75%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양천구는 86% 를 나

타내고 있어 가장 많은 주거기능 제공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가와 업무 기능
은 서울시

전체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심지역 건물은

주거 기능 비율이 50% 가 채 안 되고 오히려 상가와 업무 기능의 비율이 다른 지
역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의

경우 업무 기능이 60% 를 넘고

있으며 l 중구는 상가 기능이 약 40% 에 달하고 있어 기존 도심부의 지역적 성격이

높고 내국인을 상대로 한 임대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내부구조를 외국인 취
향에 맞추는 것은 물론 건물 자체를 외국인전용으로 꾸미고 외국인 임대알선을 분양조건으

로 제시하는 곳까지 동장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I 2001.06.05).
3끼 예를 들어 10충짜리 건물이 2개층은 상가로， 6개층은 주거용 아파트로， 2개층은 업무용 사
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건물의 기능별 구성비는 상가 20% , 주거 60% , 업무 20% 로 계
산하였다. 현재 준공건물 102 건 중 82 개 건물에 대한 현장 답사 결과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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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N-35> 지역별 수용 기능 구성 비율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도심지역에서는 용산구 건물에서 주거

기능이 가장

높고r 중구가 상가 기능y 종로구가 업무 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북권에서는
동대문과 강북구 건물들의 상가 기능 비율이 평균값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y 서북

권에서는 은평구l 동남권에서는 강동구/ 서남권에서는 강서구와 관악구가 평균값

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상업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업무기능은 도섬부의 종로구y
동북권의 광진구/ 서북권의 서대문구/ 동남권의 강남l 송파구l 서남권의 동작구가
전체 평균값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심부 건물이 주거 이외의 기능에 대한 복합비율이 가장 높고y 서

남 지역의 건물이 주거 기능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 나머지
지역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기능 복합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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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N-26>

권역별 수용기능 구성(평균값)

@ 도시공간구조에 따른 기능의 수용 정도
실재 서울시 중심지 체계도에 건물의 위치를 중첩시켜 지역별 건물들을 구분한
후 충별 보유 기능 개수를 분석하였다.

a. 주거기능
주거용 아파트가 건물에서 차지하고 있는 충수는 도심부가 가장 적다(표

N-36).

한편 아파트로 평균 60% 이상의 충수를 할애하고 있는 건물은 전체의 약 72% 에
이른다. 주거기능이

가장 많이 할애되어

있는 곳은 도독동/ 목동 동을 포함하는

지역 ·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곳들이었다.

도심지역의 건물들은 대부분 50% 이하의 주거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도심지

역은 전체 건물의 약 절반 정도가 60-80% 정도의 주거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지
역중심 지역에 입지한 건물들은 71-95% 정도가 가장 많고l 지구중심의 건물들은
61-90% 정도가 가장 많다. 기타 외곽지역의 건물들은 51-90% 정도의

건물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심지 체계상 위계가 낮아질수록 주거기능의 비율이 높아지다가 외곽 지역으

로 가면 다시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보인다(그림 N-27).

미준공건물은 층수자료가 부족하여 연면적으로 분석하였다(그림 N-28). 조만간
완공될 건물들 중에는 주거기능이 80% 이상 90% 미만인 건물이 42.9% 로 가장 많
다.60% 이상인 건물은 83% 에 이른다. 기존의 준공건물보다 주거기능이 훨씬 많아

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복합건물에서 다른 기능은 계속 밀려나게 되고
주거기능이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상업지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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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6>

주거기능 비율

구 성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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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7> 지역별 주거기능 비율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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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율

<그림 IV-28> 미준공건물 주거부문 연면적
건물수 및 비율

b. 상업기능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이

수행하는 상업기능 비율은 대부분 20% 이하이다(표 W

-37). 전체 건물의 65.9% 가 20% 이하의 상업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30% 이하로 확대하면 전체 건물의 83% 에 해당한다. 이는 10 층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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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경

우 3 개층 이하에만 상가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도심의

경우 건물의 60% 정도를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나마 지구중심과 외곽지역에서 30% 정도의

상가 기능을 나타내는 건물들이 20% 정도 나타난다.
상업기능이 전혀 없는 건물도 부도심과 지구중심지역에 나타나고 있다.

<표

N-37> 상업기능 비율

중심지체계와 관련하여 볼 때 주거기능의

경우와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도심에서 상가 기능이 가장 많고/ 위계가 낮아질수록 상가 기능의 비중은 줄어

들다가 외곽지역에서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그림 N-29).

꺼4

nu

’

cυ

구 성 비 율

25

l

10
5

o
도심

부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외곽

지역

<그림 N-29> 지역별 상가기능 비율의 평균값

c.

업무기능

주상복합건물 중 업무기능이 전혀 없는 곳이 전체 건물의 46.3%를 차지하고 있
다(표 N-38 , 그림 N-30). 결국 대부분의 주상복합건물이 주거와 상업 기능만을 수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 중 약 34% 의

건물은

11-20% 정도만을 보유하고 있다. 업무기능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곳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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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지 역 건물들로 나타났다.

<표

N-38>

업무기능 비율

쟁 때 앓

구 성 비 율

50

3 nu

2 ea
2 nu
1 rS
1 nu
ra

nu

도심

부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외곽

지역

<그림

N-30> 지역별 업무기능 비율의 평균값

결과적으로 도심지역의

주상복합건물은 그 수용기능의

측면에서

상가와

업무

기능이 탁월한 곳이며 l 지역중심 · 지구중심 지역에서는 주거기능이 가장 탁월하게

나타났다. 부심과 외곽지역은 중간정도의 형태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도심 아파트 고급화 기능
이흔 애벅

c겔2.1 버이터흘 Et-고 i'1 하

하고남 I던 훌근후 스포츠엔l 터에시

는 뀌표|슐에~
흥

받고 i'1 생

| 종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셔 수영용

곧프연옵용

힌구틀고t 다{힘. 냄편으로부터

끝내고 . i'1 생 2 총어| 있

돈용

급혀

보내라는 전회

l 총에 있는 온행으로 내려깐다. 어쩌| 밑져놓온 석|탁몰온

빨리{방 (2 충)어I~ 월악 경 8 충에 있는 집으로 툴。f 온다. 오후 2 시 .6 총 정

원용 f--J 핸 δf 대 오늘밤 모임 메뉴흩 궁리한다. 오놓 저년온 29 증에 마련
권 공원에셔

바비큐파티로 견정했다. 저년 8 시

서 파티7t" 시짝됐다.~녀틀은

벌딩

속에 있는 공원에

i'11냥 딩종에 있는 독셔 f닐어| 다녀오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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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밤|。시 파티7!- 끝냥다. 손냄틀은

고증에서

보는 야갱이 。f 륨다웠

다고틀 한 Dr 디씩 한다. 손념틀온 C켈2.1 버이터호 곧장 연정되는 r:::1 하후화
장으로

내려깐다.

후화장입구의

며1 물에

요금계/난 등의 불편압이

벅댄에

붙온

점디{에셔

벤셔7!-

손념

R 똥t}흘

인석하고

~t}장용 빠져 냐깐다. 밤

바2f보는 당이

유틸리

뀌

있키

12 시 유리챔

보인다〔한국정쩌!씬분

1999. 6. 1.).

아파트 분양시장에 고소득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VIP마케팅 I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부동산

2000. 11. 2). 이것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고급 주상복합아

파트를 분양하는 일부 업체들이 모델하우스를 일부 수요자에게만 공개해 사전 예
약자를 확보하는 마케팅 전략에 대한 언론의 관심 표명이다. 분양가 규제 대상에
서 제외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러한 제도적 이점을 이용해 몇몇 지역에서 미래
형 주거개념을 도입한 첨단시설의

아파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건물

자체가 30-40층의 초고충인데다 평면구성과 인테리어 l 단지 내 조경 y 건물내 편의

시설 등이 호텔급으로 꾸며져 있다. 이러한 부대 기능들은 기존 아파트와의 차별
화 전략 속에 입주자들이 “원스톱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이러한 경향은 90 년대 말에 공급되는 주상복합아파트들에서 특정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간단한 사무를 볼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 각종 스포츠시설 l 쇼핑센터 l 전

문 식당가l 연회장l 어린이 놀이방I 노인들을 위한 여가공간l 테마공원 f 초고속통신
망y 첨단 관리시설 둥을 기본 편의시설로 갖추고 있다. 즉 “잠만 자는 아파트”를
거부하고 호텔급의 서비스시설이 한 건물 안에 모두 갖춰지는 것을 추구하고 있
다.

특히 괄목할만한 변화는 아파트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방안에서 리모트컨

트롤로 엘리베이터를 작동할 수 있는 시설 l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통화하는 화상

통신설비 둥이 갖추어진 건물도 있다. 여의도의 한 컨물은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시공되는 주문형 주택으로 분양가는 “백지수표”나 마찬가지인 경우도 있다. 또한
공기정화시스탬 y 공조시스템， 무인방범시스댐 둥 첨단 시설이 갖춰지며， 식사는 물

론 업무l 세탁까지 호텔과 비슷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한국경제신문
부동산，

1999. 5. 24).

한편 건물 내 부대 시설을 위해 우선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낮춰 여유공간
을 최대한 늘려놓고r 이렇게 해서 생긴 공간에 각종 테마공원 동을 마련/ 거주환
경을 쾌적하게 만드는데 활용하고 있다. 결국 주상복합은 초고층으로 지어질 수밖
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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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상 30층 이상의 초고충 건물들은 조망권 확보와 건물 외관이 한층 좋아
지는 결과를 낳았다. 여의도 63 빌딩 옆의 주상복합건물은 전가구가 한강이 보이도
록 설계되며 63 빌딩 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 연결통로가 마련되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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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주상복합건물 업지의 공깐적 특성

1)

소결

지금까지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입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포 패턴과 위치
적 특성 I 건축적 특성의 3가지 관점에서 여러 각도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l 분포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건물의 입지 현황을 지역과 시기별로 나누어
건물수와 세대수를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현재 준공 상태의 건물과 미준공이지만
건축 허가가 끝난 건물들도 포함시켰다.
현재 1 개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25 개구 중 22개구
에 해당한다. 권역별로는 동남과 서남권에 압도적으로 많은 주상복합건물이 입지

해 있다. 특히 서초 · 강남 · 송파 · 영동포 · 양천의 5개구에만 전체 건물의 47% 가
입지해 있다. 건물수의 이러한 지역별 경향은 미준공건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러나 도심부 재개발 지역에 미준공건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복합용도개발의 기
본 의도와 관련시켜 볼 때 고무적인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전체 건물이 모두 완공될 경우 30，000 세대가 넘는 가구가 주상복합건물

의 아파트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남지역은 서울시 전체에서 차지
하는 건물수의 비중보다 세대수의 비중이 더욱 높고/ 도심과 서북지역은 훨씬 낮
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동남지역의 주상복합건물은 한 건물당 세대수가 많은 건
물들이며 l 도심과 서북지역은 건물당 세대수가 다른 지역에
된다(그림

N-31).

비 율

X%

%
$
$

τ
“ ∞

녕

m

0
도심

동북

서북

동남

서남

권역

<그림 N-31> 권역별 건물수 · 세대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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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적다는 의미가

행정동 수준에서 1 개 이상의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동은 현재 57개 동이며/ 미
준공건물은 67개동에서 1 개 이상의 건물이 입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과 미

준공건물 모두를 고려한 전체건물은 100개의 서울시 행정동에 1 개 이상씩의 건물

이 입지하게 된다. 그 중 3개 이상의 건물이 하나의 동에 집적되어 있는 지역은
현재 107R 동이며 미준공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27개 동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들
집적 지역은 도심/ 동북/ 서북지역에서는 각각 1 개구에서만 나타나고I 동남지역은
4 개구l 서남지역은 5 개구에 해당한다. 결국 동남 지역과 서남 지역에서는 주상복
합건물의 집적 지역을 많이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1990 년대 이후 허가연도별로 준공건물을 대상으로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공간

적 확대 과정을 살펴보았다. 1994 년과 1997년을 기점으로 주상복합건물 허가건수
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94년의 법령 개정으로 인해 연속 3 년간 최고의 허가
건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후 IMF 의 여파로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주상복합건물
의 허가건수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
고 있다. 1989 년 이전 서울시의 5 개 구에서만 나타나던 주상복합건물이 1993 년

개 구I 1997년

13

207R 구로/ 현재는 227R 구에 1 개 이상의 건물이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도심 재개발 지역에서 점점 한강 이남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

향성을 보이고 있다.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하면 1999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증가
하기 시작한 허가건수가 2000년에 이르면 기존에 비해 엄청난 수의 건물이 허가

를 받고 있다. 이는 경기 회복과 더불어 1998 년의 주거연면적 90% 확대에 관한 법

령 개정이 새로운 주상복합건물 시장 형성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주상복합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주변의 위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토지

이용I 입지환경/ 주상복합아파트 가격/ 도시공간구조와의 관련성 등의 관점에서 분
석하였다.
용도지역별

입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건물들로 서울

시 도시계획구역에서 약 3.88% 를 차지하는 상업지역에 대규모의 주거기능이 공급

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상업
기능을 제공해야 할 토지를 주거기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상업지역의 토지 이용을 건물의 대지면적
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주변 지역

과의 연계 속에서 살펴보았을 때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상업지역의 토지
를 주거기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위해 주변 지역과의

관련성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도로와 지하철역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살펴본 입지 환경 분석의 결과 역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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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준공건

물에서 더욱 증가할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의 도로와 대중교
통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상복합건물들끼리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도 앞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게 될 것 같다. 특히 역세권과 관련

한 입지에 있어 지하철역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입지하고 있는 건물은 전체
의 36.5%에 해당하며， 31 개 건물은 환승역에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상복합아파트 가격은 초기 분양 당시 기존 아파트 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아

언론의 관심사가 되었지만 현재 매매가격에서는 아파트 가격보다 낮은 곳이 대부
분이다. 하지만 초기의 대형주상복합아파트 가격이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
한 부분이 없지 않고 조만간 준공될 건물들의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아 앞으로 대
형 고급 아파트의 가격 형성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평형의 주상복합아파트라도 지역별로 가격차는 매우 심한 편인데 강남/ 서초/ 송
파/ 양천 l 여의도 지역이 가장 높으며 y 마포l 서대문 지역은 중간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l 종로l 강동 l 구로/ 관악l 동작 지역의 가격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형 밀집 지역일수록 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 공간구조의 계층성과 연결시켜 보면 부도심과 지구중심에 있는 건물이 가
장 많다. 그 다음이 기타 지역에 입지한 건물들이며 도심 지역 건물이 가장 적다.
셋째 l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수용기능의 3 가지 관
점에서 분석하였다.
건물의 규모는 평면적 관점과 수직적 관점에서 6 가지의 건축적 요소를 통해 분
석하였다.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을 통해 본 평면적 규모는 도심이 가장 크고/ 층수

와 연면적 등을 통해 분석한 수직적 관점의 규모는 한강 이남의 동남과 서남 지
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규모에서 서북 지역의

건물이 가장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규모가 현재 준공 건물에 비해 미준공건물에서 더욱 커
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지면적/ 건축면적 l 건폐율의 분석
대부분의

건물이

소규모에

결과 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해당한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대 · 중 · 소로 나누면

현재 건물들은 규모별로 비슷한 정도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미준공건물이 모두
완성되었을 경우에는 500 평이상-1，000 평미만의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1 ，000 평

중규모에 해당하는 건물들이 40%

이상의 대규모 건물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도심〉 서남〉 동남〉 동북〉 서북지역의 순서를 나타내며 I 미준공건물은

도심〉 동남〉 동북〉 서남〉 서북의 순이다. 결국 대지면적은 도심의 재개발 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한강 이남지역들이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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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l 서북 지역의 건물이 가장 좁은 대지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건축면적은 도심〉
동북〉 서남〉 동남〉 서북의 순인데/ 도심의 건물은 대지면적이 넓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면적도 넓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북 지역의 경우 대지면적에 비해 건

축면적이

넓은데

이는 공용공간으로 사용할만한 대지가 부족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건폐율은 대부분 50% 이상 60% 미만으로 지역적 차이도 별로 없다. 이는 상

업 지역 내 건물에 대한 건축법 규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충수，

연면적 y 용적률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l

충수는

21 층

이상이

64.7% 로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21-30충 사이의 건물이 44%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11-30충의 건물은 전체의 71.6% 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고충 건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41 층 이상의 건물도 현재 5 개 입지하고 있으며 미준공건물은 61 충 이

상의 건물도 등장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동남과 서남지역의 충수가 가장 높다.
이는 세대수와도 관련이 있는데 I 건물수에 비해 이 두 지역의 세대수 비중이 높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허가연도별로는 94년에서 97년 사이에 21-30층 사이의

건물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전체 건물의 평균 충수는 현재 준공 건물보다 미준공
건물이 4충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41 층 이상의 대규모 건물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면적도 대지면적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건물

이 소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준공건물의

연면적이 아주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의 형태는 거의 모든 건물이 단동형이다. 하나의 건물에 수직적으로 기능을

중첩시키고 있는데/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장 바로 위충부터 2-3 개충 정
도에 상가가 입점하고 있으며 그 위로 업무 기능이 복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

로 주거기능이 배치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몇 개의 건물은 기능별 타워를 건설한
후 기단부에서 상가 둥으로 연결하는 다발형 complex 의 형태를 띄고 있다.

건물 내 수용 기능은 2개의 건물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이 주거 I 상업/ 업무 기
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머지 2 개의 건물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호텔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심의 건물은 상업과 업무 기능이 닥월하였으며 l 지역 · 지구중심

지역에서는 주거기능이 가장 탁월하였고 부심과 기타 지역은 중간적 형태를 띄고
있다. 한편 부대시설의 고급화를 통해 건물내에서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하도록 하
는 고급 아파트 추구 경향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현재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입지 특성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공간적으로는 한강 이남 지역에 특히 많이 공급되었으며， 그 중 몇몇
의 집적 지역을 형성한 21 충 이상의 고충 빌딩들이 역세권이나 주요 간선도로변
에 접하여

입지하고 있고/ 주로 주거와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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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복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런데 이러한 공급은 주택건설촉진법의 변화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있

었다. 80년대 이후， 공동주택이지만 사업계획승인 제외 대상으로 지정한 상업지역

내 주거와 기타 기능의 복합 건물에 대해 I 9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지속적인 규제
완화는 건설업체들로 하여금 건물의 대형화를 부추기게 되었고， 그 결과 상업 지
역 내

거대한 주거지역 형성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충수를 높여

연면적이

확장되었고l 증가한 부분에 주거기능을 공급함으로써

세대수를 늘리게

되었고l 특히 주거기능을 고급화함으로써 이러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고소득
주거지역 주변을 찾아 도심이

아닌 부도심과 지역 · 지구 중심에서

집적 지역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사례지역 선정
주상복합건물의

집적으로 인한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현상과 그 특성을 살펴보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만큼 사례지역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l 주상복합건축물의 수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앞에서 분석하였던 행
정동별 주상복합건물 집적 지역(표 N-3) 을 기본적 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서울시 주상복합 집적 지역으로 도시공간구조 측면의 위계상 뚜렷한 입지

조건을 가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개별 건물의 입지를 서울시 중심지 체
계도와 중첩시켜 도섬 l 부심 y 지역 · 지구중심의 3 계층38)으로 나누고I 각각의 계층
에서 대표적인 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표 N-1 끼.

셋째， 도심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990 년대 중반 이후에 개발된 지역들로 기
존 연구의 조사 대상지역들과 시간적 차이를 두고자 하였다39) ，
그 결과 도심은 종로구 사직동l 부심은 서초구 서초동/ 송파구 잠실동I 지역 · 지

구중심은 양천구 목동과 강남구 도곡동을 선정하였다(지도 N-5). 이 지역은 최소
4개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이 외관상 하나의 블록 내에 집적해 있거나 건물간의 이

동이 도보로 가능한 곳이다. 또한 사직동을 제외하면 모두 1995년 이후에 개발된
건물들이다.

38) 지역중심과 지구중심의 지역은 실제 상황에서 계층별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하나의
분석단위로 묶어 3 계충으로 구분하였다.

39) 도심지역의 건물은 대부분 80 년대의 도심재개발 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사례지역
으로 선정한 사직동의 3개의 건물 중 2개는 80 년대 l 나머지 1 개의 건물은 94년에 완공된 것
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시간적 영향(effect) 을 고려해서 분리해야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80년
대 건설된 건물들을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일단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
차후 연구과제로 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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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상복합건물의 지역별 주거 특성

이 장에서는 대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
로 주거지화 현상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W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서울시의 주상복합건물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에
서 집적지역을 이루면서 새로운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
상복합건물은 복합용도개발 개념에서 둥장한 건축 형식의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
서

/주거지역

형성’과 I 복합용도개발에

특성을 파악하고 이것이

의한 건축물I 이라는 두 가지

도시공간구조의

관점을 통해

위계와 관련된 지역별로 차별적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 주거지역

형성 y 이라는 관점에서 먼저

이러한 지역을 형성하게 된 주민들의 사

회 · 경제적 특성이 어떠하며/ 기존 주거지역의 특성과 차별적인지를 파악하고y 이

주 과정 및 주거 입지 요인과 주거에 대한 만족도 둥을 통해 주상복합건물 지역
간의 특성이 차별적인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주상복합건물이 앞으로 새
로운 주택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복합용도개발에서 얻고자 하는 도시계획적 측면의 유용성은 주민과 상가 점
포주들의 통근양식과 주민들의 구매 생활을 통해 직 · 주 근접과 교통량 감소 동
의 입지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사례지역 개관
1) 도심지역
도심재개발 사업구역 중 도렴구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도섬재개발을 통해 주상
복합건물이 건립된 지역이다. 세종문화회관 뒤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의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주변에 많은 업무 시설들이 입지해 있는

곳이다. 또한 경복궁， 경희궁 등 서울의 과거를 느낄 수 있는 시설들이 많고 인왕
산과 북한산을 바라보는 녹지 경관 또한 풍부한 지역이다.

현재

대농빌딩(신문로빌딩)， 미도파빌딩/ 세종빌딩 y 세종로 대우빌딩 등 4개의

주상복합건물이 건립되어 있으며 l 주변의 준주거지역인 내수구역의 4개 지구에서
쌍용건설의 i 경희궁의 아침 I 등이 건설 중에 있다. 이상의 4개 건물 중 설문조사

대상 건물은 미도파 · 세종 · 세종로 대우 빌딩 둥 3 개이다(표 V -1 , 지도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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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l>

사직동 사례건물 기본 현황

자료 : 현지 답사

2) 부도심지역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을 중심으로 강남대로의 서쪽으로 線形의 주상복합건물 집
적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테헤란로의 마지막 지점에 해당하는 곳으로 주변

에 업무와 상업 기능이 활발하며 유동인구가 엄청난 지역이다. 주상복합건물 지역
뒤쪽으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지해 있다.
서초동아타워/ 현대타워/ 서초삼성쉐르빌 0 ， 밀라텔 쉐르벌/ 나산스위트 동의 건
물이 있고r 현재 건설중인 건물도 다수이다. 사례 조사 건물은 서초동아타워， 현대
타워/ 서초삼성쉐르빌

H 등 3 개이다(표 V -2, 지도 V -2).

￠잠실동
잠실역 사거리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블록으로 남쪽으로는 석촌호수가 인접

해 있고 북쪽으로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훌륭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폭
50m 의

올림픽도로와 2호선과 8호선이

지나가는 잠실역사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잠실역 사거리의 서북쪽 블록에는 잠실 주공 고층단지가 입지해 있으며 I 대

각선 맞은 편으로는 롯데월드가 입지해 있다. 사례 지역의 블록은 금융을 중심으
로 하는 업무중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l 그 밖의 주요 시설로는 어린이 교통공

원 l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한국어린이 육영회/ 교통회관 등이 인접해 있다.
준공상태의 주상복합건물로는 한벚프라자/ 한라시그마타워/ 현대타워 등이 있고/
현재 엘그린 타워 등 50층 이상의 초고충 주상복합건물이 신축 중이다. 오피스텔

위주의 복합용도 건축물도 주변지역에 다수 있다(표 V -2, 지도 V -3).
이 지역은 90년대 중반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도록 규정

이 바뀌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주상복합건물로 눈길을 끌었던 곳이다. 당시
분양가가 평당 6 백만원 이상 고가였는데도 5대 1 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라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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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타워는 건물 내에 수영장 · 골프연습장 등 당시 아파트로는 볼 수 없었던 부대
시설을 넣어 인기를 끌기도 하였던 곳이다(한국경제신문，

2001.10.18).

한편 이 지역에서 석촌호수길(송파동)과 올림픽공원을 배경으로 한 위례성길에
이르는 도로변을 따라 10 여개의 주상복합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어 線形의 거대한

주상복합건물 집적 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아파트 규모는 21 평형에서 90평형까지

다양한 평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주상복합아파트의 단점인 낮은 전용율과
주상복합기능의 혼합으로 인한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기능에 춧점을 맞춰

지은 건물이며 정원을 갖춘 단독주택처럼 올림픽공원 l 석촌호수 등 대규모 녹지
및

위락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한국경제신문，

1996.7.10,

1996.7.11).
<표

V -2>

부도심지역 사례건물 기본 현황

자료 : 현지 답사

3) 지역 · 지구중심지역
현재 주상복합건물 지구 중에서 가장 대규모의 단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곳
이다.

@목동

양천구의 중심상업지역에 해당하는 線形의 지역에 파리공원을 가운데 두고 거

대한 주상복합건물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파리공원 북쪽의 블록은 전체
가 주상복합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I 목동가든스위트I 벽산미라지타워/ 부영그린타
운 1.2.3 차 등 5 개가 건립되어 있다. 파리공원 남쪽 블록에는 목동트윈벌이

있

으며/ 그 아래쪽으로 현재 현대건설에서 백화점을 포함한 거대한 주상복합건물을
건설 중에 있다(표 V -3 , 지도 V -4). 線形의 지역 주변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어 거대한 주거지역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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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 지역 · 지구중심지역 사례건물 기본 현황

.3층

5/31

I

420

IBl-2

5-31 I

: 공용공간
관리실， 독서실 f 주민회의실)

·4충 : 스포츠센

1/26

I

240

IBl-4

5-26 I

.4개 타워형

· 3-4충 :

스포츠센타

.3개 동이 지하에서 연결된 형태 .

. 1개
3-46 I

동은 업무 빌딩

.5ιm평대

· 공용공간의 고급화(커뮤니티홀， 비즈니스센터，

사무지원실， 독서실， 클럽하우스l 어린이 놀이방
등)

자료 : 현지 답사

￠도곡동
서울의 강남에서 상업지역으로 남겨둔 유일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며/ 최

근 새로운 경향의 초고층 건물들이 건설 중에 있거나 계획되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곳이지만l 도시계획의 목적에
맞게 이용되어지지 못하고 개별적인 민간업체에 맡겨지다 보니 기형적인 신주거
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교통 여건으로는 남부순환도로와 언주로가 교차하는 지역

으로 지하철 도콕역과 매봉역이 인접해 있으며 40m 폭의 언주로와 남부순환로가
각각 타운의 서북의 외곽도로를 형성하며 남쪽으로는 양재천이 인접해 있다.
주상복합건물로는

대림아크로벌 y 현대비전

21 ,

우성캐릭터벌 l 우성리빙텔

등이

준공되어 있으며 I 현재 삼성타워펠리스 주상복합빌딩이 거의 완공상태에 있고/ 라

성건설의 아카데미스위트를 포함한 다수의 주거 중심 주상복합건축물이 계획 상
태에 있다. 같은 블록 내에 업무시설인 군인공제회관이 입지해 있다(표 V -3, 지도

V -5).
이 지역 건물들은 97년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이 70% 로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도심 주택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때 동장한 것들로， 30충 이상의 초고층에 철골
구조로

지어져

아파트

외관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한국경제신문/

1999.10.24).
서울 강남 지역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대치동 아파트 지구와 남부순환로

북쪽에 위치한 숙명여고 화우에 재건축을 통한 일반 고급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
게 되어 도곡동 일대는 고급 아파트와 고급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초호화 주거의
성격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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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V-l>

도섬지역 - 종로구 사직동

.

서초초등학교

〈지도

V-2> 부도섬지역 - 서초구 서초 재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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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V -4> 지역 • 지구중섬지역 - 양천구 목 재 5 동

- 120 -

〈지도 V-5> 지역 • 지구중섬지역 - 강남구 도곡 채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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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의 특성
거주지역의 분화란 조사 관찰할 수 있는 지역단위 수준에서 그 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제반 특성이 동질적이라 할 때 y 이 동질적 지역이 연속적인 분포나 국지화
하여 도시 내에서 타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소지역 (sub-area) 으로 인식되는 경우
와/ 이와 같은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포함하여 정의할 수 있다(이기석，
현재 주상복합건물의

집적 지역들이 상업지역에

1980,

13이.

형성되어 가는 새로운 주거지

역이라는 관점을 검증해 보기 위해 주민의 사회 · 경제적 특성이

기존의 지역 통

계와 비교하여 차별적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득 • 직업 · 학력
의 3가지 요소를 이용하였고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생애주기를 분석하
였다.

소득

1)

가구의 소득은 실제 금액으로 표현되는 월평균 소득도 있지만/ 주택과 관련하여

소유형태와 규모 또한 소득 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한
다. 따라서 이상의 3 가지를 통해 주상복합건물 거주자들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 월평균 소득
<표

V-4>

가구의 월소득
단위 : 인 I

(%)

자료:설문조사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월소득 500 만원

이상으로

54.8% 를 차지하고 있다. 전 지역에서 500 만원 이상의 월소득 비중이 가장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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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잠실동과 도곡동은 응답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사직동과

서초동I 목동은 전체 평균치를 조금 밑돌고 있다(표 V -4).
기본적으로 고소득 집단이긴 하지만 지역별로 차별성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는
데/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소득을 살펴보면 도심은 300만
원이상-400만원미만l 부도섬 중 서초동은 400 만원이상-500만원미만의 집단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중심지 계충별로 본 지역의 소득은 서초동과 잠실동 등

부도심 지역이 가장 높고 목동과 도곡동 둥 지역 · 지구중심 지역이 그 다음을 차
지하며/ 도심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주택 소유 형태
전체 응답 가구의 자가 비율은 87.8%로(표 V -5) , 서울시의 통계 자료(표 V -6) 에

서 자가 비율이 66.3% 인 점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
득 수준(표 V -4) 과 관계 있는 것으로 고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 앞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5> 주택 소유 형태
단위 : 인 I

(%)

자료:설문조사

<표

V -6> 사례지역 통계자료상의 주택 소유 형태
단위 :

자료 : 각 구청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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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는 부도심 지역의 자가 비율이 전체 지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지
역 · 지구중심 지역에서는 전세 비율이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심부
인 사직동은 월세와 기타 소유 형태의 가구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
나고 있어 건물내 주민들의 주택 소유 형태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주택 소유 형태를 통해 본 지역별 소득 수준은 월소득으로 본 결과와 마찬가지
로 부심 지역이 가장 높고 도섬부가 월세 동 기타의 형태가 많아 가장 낮은 것으
로 보인다

@ 주택의 규모
사례지역의 주상복합건물은 전체적으로 60평 이상의 주택 규모가 51.2% 로 가장
많고I 50평 이상은 75.6% 를 차지하고 있다(표 v-끼. 주택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비
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I 그만큼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부문 규모가 상당
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부도심지역이 60 평

이상의 규모가 가장

많고I 지역 ·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목동과 도곡동은 5 .60평대의 규모가 가장 비중
이 크다. 반면 도심지역은 30평대의 비중이 가장 크다. 결국 주택의 규모는 부도
심〉 지역 • 지구중심〉 도심의 순을 보이고 있다.

<표

V -7>

주택의 규모
단위 : 인，

(%)

자료:설문조사

<표

V -8> 사례지역 통계자료상의 주택 규모
단위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2000(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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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

제공자료로 재구성)

주택 규모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표 V -8) 규모가 커질수록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상복합건물 내의 아파트와는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60 평 이상의 대형 주택은 종로구가 가장 비중이 높지만 주상복합 아파
트는 도심의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또한 반대이다.

2)

직업

세대주의 직업(표 V -9) 은 개인자영업자가 45.7% 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종사자
가 그 다음으로 21 .4%를 차지하고 있다. 도심은 개인 자영업자가 가장 많지만 전

문직， 사무직/ 판매 · 서비스직 종사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구성비율이 높았고l 부
심지역인 서초동과 잠실동은 개인 자영업자의 비율과 전문직 비율이 동일한 수준
에서 가장 많으며/ 사무직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 · 지구중
심에 해당하는 목동과 도곡동은 개인자영업자의 비율이 거의 60% 에 해당하고 있

다. 즉 도심 지역은 전문직 I 사무직 둥의 화이트칼라 업종과 개인자영업자의 비중
이 비슷하게 많으며 l 부도심 지역은 화이트칼라 업종이 가장 많고I 지역 · 지구중
심 지역은 개인자영업 종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V-9> 세대주 직업 분포
단위 : 인 I

자료:설문조사

<표

V -10>

배우자 직업 분포
단위 : 인 I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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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배우자의 직업(표

V -10) 은 응답자의 73.7% 가 주부였다. 그 다음이 개인자

영업 순으로 나타나 주부를 제외하면 세대주의 직업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직업별로는 전문직의 경우 도심과 부심 지역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y 개
인자영업은 도심 지역이 가장 높았다. 지역 · 지구중심 지역의 응답자 중에는 주부
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대주의 직업과 관련하여 볼 때 거의 비
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특정적인 부분은 세대주가 개인자영업자인 경우 배우자는
주부인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4이. 이를 통해 고소득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낮음을 짐작할 수 었다.

3)

학력

세대주의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표 V -11) 도곡동을 제외한 전 지역 응답 가구
의 95%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배우자는 도심을 제외한 전 지

역에서 80%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반적 학력 분포와
비교해 볼 때 대졸이상이 3-40% 수준인데 비해 상당히 고학력자 위주의 주민 구성
임을 알 수 있다(표

V -12).
<표

V -11>

학력 분포
단위 : 인 I

자료:설문조사

40) 세대주의 직업별 배우자의 직업을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배우자
전문직
전문직
행정관리직

세대주

사무직

행정관리직

5(25.0)
2(10.5)
2(28.6)

1(5.3)

1(1 끼

1(1.끼

사무직 개인자영업

1(5.3)
2(28.6)

2(10.0)
1(5.3)

판매서비스직
개인자영업

1(1.끼

9(15.0)

기타

1(20.0)

계

3(42.9)
2(100.0)

20(100.0)
19(100.0)
7(100.0)
2(100.0)

48(80.이

6이1애.0)

14(73.끼

1(1애.0)

끼
;ι-τ
!:!..

기타

주부

13(65.0)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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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100.0)
5(100.0)

(%)

<표

V -12> 사례지역 통계자료상의 학력 분포
단위

:%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2000(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통계 DB제공자료로 재구성)

4) 생애주기
@가구원수
설문에 응답한 가구의 가족수(표 V -13) 는 지역별로 큰 차이

없이 대부분 4 인

가족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가구의 절반 정도가 4 인 가구였고r 다음이

3 인 가구로 두 집단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도심 지역은 1 인 혹은 2 인 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어 평균 가족수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5 명 이상의 가족수를 나타
내는 경우는 도심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더욱 높다.

<표 V -13> 웅답자의 가구원수
단위 : 인，

자료:설문조사

〈표

V -14>

사례지역 통계자료상의 세대당 인구

자료 :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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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지역의 해당 행정동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표 V -14) 사직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세대당 인구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심지역 가구의 특정을

주상복합건물 또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지역의 세대당 인구수는
3 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상복합건물 거주 가구원수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 가구의 생애 주기
가구의 라이프 사이클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들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았다. 먼저

세대주의 연령(표

V -15) 은 평균적으로 50대가 가장 많고 다음이 40 대로 나타났다.
<표

V-15> 세대주와 배우자의 연령 분포
단위 : 인 I

(%)

(100.0)
(1애.0)

(앓) |(185%) |(1% |(1값) 1(4앓) 1(3졌) 1(1꿨) 1(1짧)
자료:설문조사

지역별로 보면 도심지역은 60 대 이상과 40 대 연령층의 세대주가 가장 많으면서
4-60 대의 세대주 구성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초동과 잠실동 등 부도심지역
은 50 대 세대주가 가장 많다. 목동은 4.50 대 y 도곡동은

5 .60 대가 가장 많다.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 비교에서 도심과 도곡동은 60 대 이상의 세대주가 상대적
으로 많고/ 도곡동은 30 대 세대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곡동은 30 대와 60 대 이상의 세대주 비율이 비슷한데 인터뷰 결과 이 지역에는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의

연령 분포 또한 세대주와 마찬가지로 40 대와 50 대가 가장 많고 도심

과 도곡동에서는 60대 이상의 배우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이처럼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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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령 분포에서 나타난 지역간 차별적 경향이 배우자 연령 분포에서도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은(표 V -16) 전반적으로 20 대가 가장 많다. 첫 번째 자녀의 경우 사

직동/ 서초동y 잠실동/ 도곡동은 20 대가 가장 많았고I 목동은 10대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 자녀의 경우도 20 대가 가장 많았고l 세 번째 자녀는 10 대와 20대의 분포
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8-9세 아동의

경우 사직동과 목동l 도곡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l 이들 지역 중
에서도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30대의 자녀는 부도
심지역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16> 자녀 연령 분포
단위 : 인，

(%)

자료:설문조사

세대주 연령과 관련하여 보면 부심지역은 세대주가 50대이며

첫 번째 자녀가

2.30 대인 경우가 많고l 목동은 4.50대의 세대주에 1 .20대의 자녀 구성비가 가

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도곡동은 부모 가구와 결혼한 자녀 가구가 혼합되 어 나타
나고 있어 첫 번째 자녀의 연령대도 미취학 아동과 20 대로 양분되는 경향을 나타
내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생애주기와 관련시켜 보면 부도심〉 목동의 순으로 나타나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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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도곡동은 특정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도섬은 40-60 대 이상의 세대주가

비슷한 비율로 고르게 분포하며/ 첫 번째 자녀가 20대인 경우가 가장 많으면서도
미취학아동인 가구수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은 구성비를 나타낸다. 한편
도곡동은 연령대의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어 부모가구와 자녀가구의 집합 주거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자료상의 지역별 연령 분포(표

V -17) 를

살펴보면 도심으로부터 부도심/ 지

역 · 지구중심 등 하위계층의 중심지로 갈수록 연령대의 분포가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로구는 60 세

이상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10 대의

구성비율은 양천구와 강남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주상복

합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기본적으로 지역적 특성과 비슷하게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7>

사례지역 통계자료상의 연령 분포
단위

:%

자료 :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계연보

이상의 분석에서 소득과 직업 I 학력의 3 가지 요소를 통해 살펴 본 서울시 주상

복합건물 집적 지역 주민의 사회 • 경제적 특성은 기본적으로 상위계층의 주거집
단으로 분화된 주거지역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주민 대부분의 월소
득이

500 만원

이상이며 y 자가 소유가

89% 를 넘는다. 이들의

거의

90% 에

학력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이르고， 40 평

이상의

대졸 이상의 고학력

규모가

집단이 8

0-90% 를 차지하며/ 개인자영업과 전문직 l 사무직 등의 화이트칼라 업종에 종사하

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현재 서울시 주상복합건물 집
적 지역이 주상복합아파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통해 형성되고 있는 분화된

주거지역이라는 관점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결과라 생각한다.

한편 이러한 동질적 주민의 제반 특성들이 지역별로는 약간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부도심

지역

건물 주민들의 소득계층이

가장 높고 지역 · 지구중심

지역이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으며 l 도심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구의 생애주기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통계 자료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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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지역간 차별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차별성은 주변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I 특히 주거 선택에서부터 거주 과정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므로 3 절에서
는 주상복합 집적지역들간의 차별적 속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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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업지 요언 및 만족도
주민의 소득， 직업/ 학력의 3 가지 사회 · 경제적 속성이 비슷한 분화된 주거지역

적

성격이

강한 곳이지만 동일한 유형의 주상복합건물이라 해도 입지하고 있는

주변 지역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차별적인 속성들을 나타낼 것으로 본다. 특히

이

러한 차별성은 도시공간구조 측면의 위계와 관련하여 뚜렷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주거 선택의 결정 요인이 지역마다 다를 것이며/ 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주거만족
도도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이주과정 l 주거입지요인， 주거만족도l 발전
가능성/ 상업기능의 역할 둥을 통해 주상복합건물 주거지역 특성의 지역간 차별성
을 분석하였다.

1) 이주과정
@ 이전 거주지
a. 이전 거주지 위치
모든 지역의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은 약 70% 이상이 같은 권역 내에서 이주한 것
으로 나타났다(표

V -18).

구

70

A-i

t:l l

율

60

50
40
30
20
10

서초동

잠실동

목동

도。

사직동

끔

o

지역

<그림 V-1> 동일 “구” 내 이주자 구성 비율

특히 동일구 내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약 49% 를 차지하고 있어 기존에 살던 지
역 주변으로의 높은 이주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도심 지역과 지역 · 지구중
심 지역인 목동y 도곡동은 동일 “구” 내에서 이주한 비율이 거의 60% 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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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인접 지역 주변으로의 이주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서초동

과 잠실동 둥 부도심 지역 주민들의 동일 ”구” 내 이주 비율은 30%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V -1). 도심부 주민들 중에는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 사

람들도 있었다.

<표 V -18> 이전 거주지 위치
단위 : 인，

(%)

자료:설문조사

b. 이전 주택의 형태/ 소유형태 및 규모
이전 거주의 주택 형태(표 V -19) 는 아파트가 75.9% 로 단연 선두다. 그러나 도심
지역은 예외적으로 단독주택 거주자였던 사람들이 43.5%로 가장 많고y 주상복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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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에서 이주해 온 경우도 21.7% 로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결국 도심 지역의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은 기존에도 도심부에서 살았으며 주상

복합아파트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주상복합아파트로 이주한 경

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V-19>

이전 거주 주택 형태
단위 : 인 I

(%)

자료:설문조사

이전 주택의 소유형태(표 V -2이 역시 자가의 비율이 88% 로 가장 높다. 특히 부

도심 지역 주민의 자가 경험 비율이 가장 높으며 y 지역 · 지구 중심 지역이 그 다
음으로 나타나고 있고 도심 지역이 가장 낮다. 또한 도심 지역 주민들 중에 전세
로 살았던 사람들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20> 이전 주택 소유 형태
단위 : 인 I

(%)

자료:설문조사

이전 주택의 규모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69.4%가 40평 이상에 거주했던 것

으로 나타났으며 l 특히 60평 이상에 거주했던 가구도 23% 가 넘는다(표 V -21). 지
역별로는 도심부의 경우 24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과 60평 이상의 대규모 주택 거

주 경험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며 I 부도섬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은
주로 40 평대 이상에서， 목동 지역은 3-40 평대가 가장 많고l 도곡동은 50 평대 이상

의 주택에서 이주해 온 가구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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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 -21>

이전 주택의 규모
단위 : 인 I

(%)

자료:설문조사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이전 거주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인근 지역에

서의 이주가 가장 많으며 자가 소유의 주택에서 이주해 온 비율이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도심

지역은 전세

경험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전 주택의

규모는 도심 지역 규모가 가장 작고r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40 평대 이상이다. 이
전 거주지를 통해 본 가구의 특징도 고소득층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도심
지역 가구의 소득 수준이 약간 낮음을 알 수 있다.

@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인지
응답자의 95% 가 이주 과정시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도심부의 사직동과 부도심 지역 중 서초동 거주자들 중에는 주상

복합건물에 대한 인지 없이 주택을 선택한 경우도

7%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V

-22).
<표

V -22>

주상복합건물 인지
단위 : 인 I

(%)

자료:설문조사

2)

주거 입지 결정 요인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 다른 유형의 주택이 아닌

주상복합건물 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를 질문하였다(표 V -23). 이 질문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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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유형간의 선택에 관한 질문이지만 현재의 주거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

에 각 지역의 특성들을 유추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주거

입지

결정 요인으로써의 지역간 차별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중요한 분석 요소라 본다.

<표

V-23>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 선택 이유
단위 : 인 I

주

(%)

: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은 해당 지역에서 웅답 비중이 높은 요소 (10% 이상).
진한 글씨는 전 지역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요소.

자료 : 설문조사(복수웅답)

가장 많은 응답은 주거환경 요소 중 주변의 근린환경이나 편익시설 둥이 좋아
서 선택했다는 것으로 전체의 19% 에 해당하는데， 사례조사를 실시한 모든 지역에
서 1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사직동의 응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도심부 주거를 선택한 사람들의 경우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교통의

편리함 때문에

현재의 주상복합건물 아파트를 선택한 경우로 16.8% 를 차지하고

있는데/ 목동과 도곡동을 제외한 도섬과 부도섬 지역에서는 25% 이상의 가장 많은
응답을 얻고 있다. 특히 도심 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교통의 편리함 외에 직장과의

근접성 또한 높은 선택 이유가 되고 있어 교통 환경이 중요한 주거 선택 요소로
드러나고 있는데(전체의 57.1% 차지)， 이는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와 교통환경의 이

점을 서로 상쇄시킨 결과로 보여진다. 교통환경 요소는 부도섬 지역 거주자들도
중요한 주거 선택 요소로 응답하고 있는데， 직장 근접의 이유는 적고 교통의 편리
성 요인이 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도심지역과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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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2002 년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i 한국의 인구 및 주택 l 보도자료

와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개인적인 이동 사유는 지난 30 년
동안에

많은 변화를 보이는데 구직/ 직장r 사업 등 취업관련 이유는 줄어들고 주

택이나 가족관련 이유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통계청，

2002.9,

5이.

즉 직장과의 근접성이나 통근시간 단축 등은 덜 중요한 주거 선택 요소로 나타나
고 있는데

비 해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은 교통환경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주거

입지 결정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동일 건물 내에 복합되어 있는 상업기능의
편리성인데 다시 말해 주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주거로 선택한 경우를 말하는 것
이다. 이것을 주거선택 요소로 응답한 사람들은 지역 · 지구중심인 목동과 도곡동
의 주민 중에 가장 많았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복합 기능으로서의 상업기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제 건물 내 기능 중 특정 몇몇 기
능(스포츠l 금융 등)들만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은 복합건물로써의 유용성 측면에
서 제고해 보아야 할 점으로 보인다(표 V-46 참조).
주택의 내부 구조에 대한 선호도는 도심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교적 높게 나

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도곡동이 가장 높다. 한편 내부관리의 편리성에 대
해서는 도심부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통환경을 가

장 중요시하는 도심부 주민들의 성향과 함께 시간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구
들이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경제적 이유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선택한 사람들 중 부도심과 지역 · 지구중심의

주민들은 재산 가치 때문에 주거로 선택한 경우가 도섬 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도섬지역은 교통비용과 주거 관리에 대한 시간비용을 중

요하게 생각하는 가구들이 주로 선택한 주거형태라면 지역 · 지구중심 지역은 주
거환경과 건물의 내부 구조 및 주상복합건물의 편리성과 경제적 이유 때문에 선
택한 가구가 가장 많고， 부도심지역은 교통환경과 주거환경 l 경제적 이유 등이 고
르게 분포하고 있어 이 두 지역의 중간적 형태를 띄는 곳으로 풀이된다.

3)

주거 만족도

@ 주거 요소별 만족도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표 V -24). 각 문항별로
5 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이들을 다시 점수화하여 평균 점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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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중 교통의

편리함에

가장 높은 접수를

주고 있다. 이어 주변의 공공시설이나 편익시설/ 경비/ 직장 근접 등이 4 점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면서 2, 3, 4 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V -24>

주거 만족도 점수
단위 : 점

주

: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은 전체 지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요소.
진한 글씨는 만족도 4 이상을 나타내는 요소

자료:설문조사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직동 주민의

경우 주거환경 요소 중 대중교통과 직장 근

접 l 공공시설에 4 점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며 전체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
고 있지만 이외의 다른 요소들은 4점 이상의 요소도 없으며 전체 지역의 평균 만
족도보다 높은 요소 또한 전혀 없다. 서초동은 대중교통과 직장근접 y 교육환경 y 엘

리베이터 I 경비 · 방범에 4 점 이상의 만족도를y 그 이외에도 건물출구와 전용면적 l
보수수리/ 투자가치에

전체

지역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고 있다. 한편 잠실동과

목동/ 도곡동 주민의 주거만족도는 107~ 이상의 요소에서 전체 지역 평균 점수 이
상을 나타내고 있어 다른 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에 비해 주거 만족 수준이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는데 l 잠실동은 교통환경 요소/ 공공시설과 주변청결l 주차장y

경비 · 방범 요소에서 4점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y 그 이외에도 주거환
경요소l 상가기능 관련 요소， 내부구조 요소/ 관리 요소 등에서 전체 평균 점수 이
상의 만족도를 얻고 있다. 목동은 교통환경 요소에서는 전 지역 중 가장 낮은 점

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거환경과 상가기능에서는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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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많다. 도곡동 주민은 가장 많은 요소에서 4 점 이상과 평균 이상의 만족도

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주거환경과 건물 및 아파트 내부구조/ 관리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

반면 복합용도건물의 특정인 상가기능에 대해서는 전 지역 만족도 수준이 3 점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상가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잠실과 목동l 도곡동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조

금 높은 만족도 점수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지역조차 아주 낮은 수준이
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도심은 교통 환경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이
외에 다른 요소들은 전 지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부도심 지역 역

시 도심과 마찬가지로 교통 환경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 있지만 나머지 요소
들에서는 도심과 지역 · 지구중심 지역의 중간 정도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
지구중심 지역은 주거환경과 상가기능f 내부구조 및 건물 관리 부문에서 도심과
부도심 지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 목동은 교육환경과 공공

시설/ 도곡동은 아파트 관리와 주변 청결 및 공공시설에서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복합건물로서의 상가 기능에 대해서는 지역 · 지구중심 지역
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른 요소들에 비
해 가장 낮은 접수를 나타내고 있어 상업기능의 복합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지금
까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그림

만 5
조 4.5
-,

도

4

l 교통환경

3.5

3

짧주거환경

2.5

.상가기능

2

웹내부구조

1.5

톨건물관리
§재산가치

0.5
서초동

잠실동

목동

도

사직동

끊

0

지역

<그림

V -2>

지역별 주거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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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

@ 근린관계 형성
근린관계는 주거 만족도와 주거지역 이해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근린관계가
좋을수록 주거에 대한 총체적 만족도가 높을 것이므로 앞에서 살펴 본 주거 요소
별 만족도와 더불어 주상복합건물 내 아파트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가구수가 얼
마인지를 질문하였다(표 V -25).

〈표 V-25> 주상복합 건물내 인지가구수
단위 : 인 I

(%)

자료:설문조사

그 결과 5 가구 이내의 가구만 알고 지내는 집이 60% 를 넘는다. 지역별로 살펴
보면 이웃을 전혀 모트고 지내는 가구는 도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117}구 이상을 알고 지내는 지역은 목동과 도곡동 주민들이

었다. 부도심 지역 주민들은 이들 지역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건물 및 집적의 규모와 관련시켜 볼 때 목동과 도목동은 사례 지역 중 가장 단

지 규모가 크고 건물의 규모 또한 큰 곳으로 단지와 건물 규모가 클수록 주거만
족도가 높고 근린관계도 좋은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통해

형성된 주거지역의 규모와 근린관계 형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 이전 거주지와의 비교
이전 거주지와 비교하여 좋은 점(표 V -26) 은 건물 내 편의 시설이 있어 좋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I 다음으로 교통의 편리함을 들었다. 도심 지역 주민들이 이전
거주지에 비해 좋은 점으로 교통환경과 관리 부분이 가장 많다. 부도심지역은 교

통과 건물내 편의 시설의 입지 l 지역 · 지구중심은 건물내 편의 시설 입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주상복합아파트를 주거로 선택한 이유(표

V -23) 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 선택시 고려
요소였던 부분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간 차별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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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할 때 도심부의 주상복합건물은 교통환경이 가장 좋고l 지역 · 지구중심
지역은 건물의 내부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좋으며 I 부도심 지역은 이 두 지역
의 특성들이 조금씩 혼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V -26>

이전 거주지와 비교시 좋은 점
단위 : 인 I

(1 페

(25)

1(3.5)

l(0깨) I폐 (원)

(%)

넓 I I 1 (1~8)1(1값0)
(짧) I 패 \(0\)\폐(155$)

자료 : 설문조사(복수웅답)

<표

V -27>

이전 거주지와 비교시 나쁜 점
단위 : 인 I

(%)

(4.1)

폐

1(0\) 1(/1)

I (3~2) I 꾀| 패) I (0\) I(1~6) I 꽤

자료 : 설문조사(복수웅답)

반대로 이전 거주지와 비교했을 때 나쁜 점(표 V -2끼은 소음 · 공해가 가장 많

았다.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며 간선도로변에 입지한 건물들이 대부분이므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것은 J 나쁜 점이 없다/이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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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오픈스페이스 부족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직동은 주변환경과 소음공해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부도심과 지역 · 지구중심의 주민들은 소음공해 및 건물의 폐쇄성과 삭막함에 대
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도심부 주민들은 건물 및 내부구조에
대한 불만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I 이는 도섬부 주민들은 주거
선택시

이미 교통비용과 관리의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아파트 내부 구조와

건물 내 오픈스페이스 등에 대한 고려는 아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할 수 있겠다. 한편 목동에서는 31.7% 에 해당하는 웅답자들이 이전 거주지와 비

교했을 때 나쁜 점이 없다고 대답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
내고 있다.

@ 총체적 만족도
주거환경과 관련된 개별 요인들의 만족도l 근린관계 l 이전 거주지와의 비교 동
을 통해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총체적 만족도를 질문하였는데(표 V -28) , I 조금
만족’ 이상의 수준이 50% 를 넘어서고 었다. 즉 절반 이상의 주민이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금 불만’ 이하

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도심지역이었다. 잠실과 목동I 도곡동은 요소별
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의 요소가 평균 이상의 접수를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로 총체적 만족도에서도 t 조금 만족’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

다. 특히 목동과 도곡동 등 지역 · 지구중심 지역 주민들은 도심과 부도심 지역에
비해 i 아주 만족l 의 응답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 · 지구중심 지역의 주상복합 집적 지역의 주거 만족도가 가장
좋으며 l 도심 지역은 반대로 만족 수준이 가장 낮으며 부도심 지역은 이 두 지역
의 중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V -28> 생활환경에 대한 총체적 만족도
단위 : 인 I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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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전 가능성

현재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분화된 주거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이와 같

은 주상복합건물 접적 지역의 주거지화가 얼마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다.

@ 향후 주상복합건물로의 이주 의사

a. 이주 의향
앞으로 이사를 할 경우 다시 주상복합아파트로 갈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표

V -29). 예와 아니오의 대답이 거의 절반씩이다.
지역별로는 도심 지역 주민들의 경우 이주 의향이 전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
고 반면 잠실과 목동l 도곡동 주민들은 “예”의 응답률이 약 74% 수준이다. 도곡동

은 가장 높아 82.1% 를 나타낸다.
집적 지역의 규모와 관련시켜 볼 때 주상복합건물 집적 정도가 큰 지역일수록

주상복합건물로의 이주 의사가 높으며 l 이 지역들은 앞에서 분석한 주거 만족도I
근린관계 형성 역시 높은 접수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들이다.

<표

V-29>

주상복합건물로의 이주 의향
단위 : 인 I

(%)

자료:설문조사

b. 주상복합건물 이주 의향 없는 이유와 원하는 주택 유형
주상복합건물로의 이주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이유를 질문하였다(표 V -30).

소음과 공해 l 관리비 과다/ 전용면적과 관련한 건물의 내부 구조， 상업용도와의
혼합/ 낮은 투자가치 등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업지역을 이용한 주거이기

때문에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있는 건물이 많아 소음과 공해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전용면적에 비해 집의 가격이 비싸고 관리비가 많이 드는 점 또는 주상복
합 아파트의 대표적 약점 중 하나이다. 또한 상업용도와의 혼합을 이유로 든 것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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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상의 4가지

이유는 상업지역에

건설된 주택으로써 주상복합건물이

가지는

대표적 약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다른 유형의 주택을 원하는 주민들
이 50% 를 넘는다.

이상의 결과는 앞으로 새로운 주택 유형으로써의 주상복합건물의 발전을 위해
공급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제시된 것이라 생각한다.

<표

주상복합건물로의 이주를 원하지 않는 이유

V -30>

단위 : 인 I

(%)

(4.8)

23 I 2 I 13 I 3 I 4 I 23 I 1 I 18
(18.1) 1(1.6) I(10.2) 1(2.4) 1(3.1) I (18.1) 1(0.8) I (14.2)
자료 : 설문조사(복수용답)

주상복합건물로의

이주 의사가 없는 사람들 중 65.2% 는 아파트로 이주하기 바

라고 있으며 f 단독주택을 원하는 가구도 31.8% 를 차지하고 있다. 도심과 서초동지
역 주민들은 아파트를 원하는 가구가 70% 이상이며 l 잠실 주민들은 아파트와 단독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45 .5%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l 목동과 도곡동은 아파트
로의 이주 의향을 나타낸 응답자가 57% 정도로 비슷하다(표

<표

V -31>

V -31).

향후 이주하고 싶은 주택 형태
단위 : 인 I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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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상복합건물 개발에 대한 의견
주상복합건물의

공급 증가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표 V -32). I 찬성 l 이상이

75% 로 응답자의 2/3 이상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도심부는 반대 의견이 약 30% 에
해당하며 I 부도심 지역인 서초동과 잠실동은 보통이거나 약간 찬성 정도의 의견이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찬성 비율이 높은 곳은 목동과 도곡동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주거
만족도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곳이다. 한편 도심은 주거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 역시 개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도심부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주상복합건물 개발에 대해 가장 많은 반
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도심부 주거 공급을 통한 새로운 도시성 회복이 목적인
복합용도개발의

계획

개념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도심부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새로운 개념 정립과 개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표

V-32> 주상복합건물 개발에 대한 의견
단위 : 인 I

(%)

자료:설문조사

5)

상업기능의

역할41)

복합기능으로써의 상가는 기본적으로 건물 내 주민들에 대한 근린 생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이 계획 개념에서의 목표이다. 실재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에서 제공
하는 주거 외의

기능들이 이러한 개념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권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점포 입지 요인을 분석하고l 실재 내점 고객들
의 비율을 대상으로 상권 형성의 공간적 범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 상권 형성과정
41)

설문 응답 점포의 일반적 사항은 부록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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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점포 입지 요인

주상복합건물 내 점포 입지 이유를 질문하였다(표 V -33).
건물 내 주민에

대한 기대는 예상외로 적게 나타났는데 (24.1 %), 그 중 도심과

부심 y 도곡동 상가에서는 복합건물에 대한 기대로 입점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V-33>

입 점 요인
단위 : 인 I

(%)

자료:설문조사

오히려 건물과는 상관없이 주변의 여건을 고려할 때 위치상 적합해서라는 대답
이 54.0% 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부심 역세권 건물의 상가는 70% 이상이 위치의 적
합성 을 입 점 요인으로 대 답하였다.
주거지와 가까워서 개업했다는 점포주들은 주로 목동과 구로동에 많았다. 이는
직 · 주 근접을 분석하게 될 차후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표 V-42
참조) 상가 점포주의 경우 지역 · 지구 중심 지역으로 갈수록 직장과 집과의 거리
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b. 만족도(일반 상가와의 비교)
일반상가와의 비교를 위해 I 분양가나 임대료/ 월평균 순수익/ 영업시 애로사항과
유리한 점 I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분양가나 임대료는 비슷하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표

V -34). 특히 부심 역세권의 임대료가 일반 상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점포의 월평균 순수익(표

V -35) 은 도섬과 부섬역세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대답이 많았고I 목동과 도곡동은 비슷하다는 응답이 대부분
이었다. 순수익 측면에서 일반 상가에 비해 특별히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들은 26.2%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도심과 부도심 지역 주상복합 건물 내 상가 점포주들은 일반 상가에 비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순수익은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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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보이며 l 반면 목동과 도독동의 점포주들은 이들 지역에 비해 상가 경영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V-34> 점포의 분양가나 임대료 수준
단위 : 인 I

(%)

자료:설문조사

<표

V-35> 점포의 월평균 순수익
단위 : 인 I

(%)

자료:설문조사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 운영시 가장 힘든 점(표 V -36) 은 주거부문과의 마찰이
었다. 상가 대표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는
데/ 주민 대표들과 상가 대표들간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들이 쌓여

있었다.

주민들은 건물 외벽에 거는 점포의 간판 크기 f 음식점의 냄새/ 상가 운영 시간 등
주거 환경을 해칠만한 요소들에 대해 미리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요
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점포 주인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건물 내
부의

일부 몇 개 층만을 사용하는 점포들이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에게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 불만사항 중 하나였다. 건물의 외관상 대부분 주거나 사무실용으로
보이는 곳들이 많아 지하에 있는 음식점 등은 손님 유치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상가와 비교해서 크게 애로점이라고 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
는 점포주도 40.3% 나 된다.

반면 주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표 V -37) 에 대해 전체 26.5%의 응답
자가 고정고객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특히 부심역세권의 경우 주변 업무시설들에
서 오는 고정고객이 많아 좋다고 대답한 경우가 36.8% 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건
물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좋다는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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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6% 로 높은 편이다. 한편 도심부는 주변 지역에 상가가 집적되어 있어 유리
하다는 웅답이 17.6% 로 많은 반면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 응답한 점포주가
52.9% 로 가장 많다.

〈표 V-36> 주상복합건물에서 영업시 애로사항
단위 : 인 I (%)

자료:설문조사

<표 V -37> 주상복합건물에서 영업시 유리한 점
단위 : 인 I (%)

자료:설문조사

@ 상권의 공간적 범위
점포 고객 전체를 100으로 잡았을 경우 동일 건물 내 고객과 단지 내 고객(도보

권 고객)， 단지 외 고객이 어느 정도의
주상복합건물 내 주민의 내점

비율이

비율로 내점하는지 조사하였다(표
높을수록 복합용도개발의

계획

V -38).

개념이

잘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심 건물은 고객의 70% 이상이 건물 내 주민인 경우가 30.8% 로 가장 많았고I
부심 지역은 고객의 30-50% 를 차지하는 점포가 31.8% 로 가장 많다. 목동과 도곡

동은 고객의 10-30% 가 건물 내 주민인 점포가 26 .7%, 40.0% 로 지역 내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도심지역 건물은 고객의 70% 이상이 건물 내 주민이라고 대답한 점포가 전
체 응답 점포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최고 수
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도곡동은 건물 내 주민이 고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부심역세권 점포와 목동은 22~26% 의 점포가 동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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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내 고객이 70%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동일 건물 내 주민이 고객의 30% 미만을 차지하는 점포는 도심은 38 .5%, 부심은

40.9% , 목동은 40% , 도곡동은 70% 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건물 내 주민이 고객의
10% 가 채

안 되는 점포도 도섬

23.1 %, 부심 18. 2% , 목동 13.3% , 도곡동 30.0% 로

나타나 특히 도곡동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건물 내 상가 이용률에 있어 가장 저
조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도보권 고객은 도심을 제외한 지역 모두가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단지외 고객은 도심과 도곡동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
다.

<표

V-38> 고객 구성 비율
단위 : 개소，

(%)

(앓)I(~~) I(앓) 1(1값)I(페 I(값 1 (9~8) 1(1!~) 1쇄 I(앓)|(1%이
지역별로 상가 고객 구성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교하면(그림

V -3, 4, 5) , 도섬지

역은 건물내 주민과 단지외 고객이 주를 이루며 r 부심역세권은 건물내 주민과 단
지내 도보권 고객이 주를 이루고 있고l 지역 · 지구중심은 세 가지 고객 비율이 비

슷하지만 건물내 주민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의 건물내 복합기능 이용 분석(표 V -46) 과 관련시켜 보면/ 지역 · 지구중심
지역 건물의 주민들이 건물 내에서 이용하는 상가 기능의 종류가 가장 많았으며 r

도심지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점포별 고객 중 건물 내 주민의

비율은 지역 · 지구 중심 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목
동과 도곡동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의 종류는 많지만 건물내 주민이 점포당
차지하는 고객의 구성 비율은 오히려 적은 것을 알 수 있으며 l 도심 지역은 이용
하는 기능의 개수는 적지만 점포당 고객의 비율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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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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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

동일건물

도보권

단지외

상권의 범위

<그림

V-3> 도섬 지역 상가 고객 점유 비율

고 캐「
을

비
--

동일건물

도보권

단지외

상권의

<그림

‘~

객

V -4>

범위

부도심 지역 상가 고객 점유 비율

40
35
30

비

율

25
20
15
10

도보권

단지외

상권의

<그림

범위

V -5> 지역 · 지구중심 지역 상가 고객 점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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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에 대한 의견
주상복합건물의 공급 확대 경향에 대한 점포주들의 의견(표 V -39) 은 주민에 비
해 반대 의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도섬

역세권 지역 점포주들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고l 도

지역 점포주들의 보통 이상 찬성 비율도 높은 반면 목동과 도곡동은 중간정도의

의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의

경우 도심지역에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목동과

도곡동 주민들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에 비해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V -39> 주상복합건물 개발에 대한 의견
단위 : 인，

자료:설문조사

- 151 -

(%)

4.

복합용도개 발의 효과
복합용도개발 계획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i 직 · 주 근

접 l 과 이를 통한 도시 I 교통량 감소l 이며 주상복합건물은 이러한 계획 개념에 의해

등장한 건축 형식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복합용도개발의 계획 개념이 현재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을 통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주상복합건물 주민과 점포주들의 통근 양식과 구매 관련 생활 패턴을 통해 복
합용도개발이

긍정적 측면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러

한 효과 또한 중심지 계층 구조와 관련된 지역별로 차별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1) 통근 행태
@ 직장의 위치
a. 주상복합아파트 주민
주상복합아파트 거주 주민의 직장의 위치를 조사하였다(표 V-4이. 그 결과 동일
권역

내의

통근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직동은 73.1 %, 서초

동 · 잠실동은 56-57% , 목동은 75% , 도곡동은 52 .5%로 목동과 사직동지역에서 가
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서초동 · 잠실동 · 도곡동은 55% 수준으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거주지 “구”내에서의 통근율을 살펴보면 사직동이 65.4% 로 가장 높은 수

치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서초동과 잠실동은 각각 28.6% , 28.0% 로 가장 낮은 수

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도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목동은 52.8% , 도곡동은 42 .5%정도의 주민이 “구”내에서의 통근자로 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도심부인 사직동 주상복합건물 주민의 “구”내 통근
률이 가장 높아 직장과의 거리가 가장 짧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재 복합용도개발에서 얻고자 하는 직 · 주 근접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검증해 보기 위해 서울시 자료(표 V -41) 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그림

V

-6). 서울시 전체 “구”내 통근자의 비율은 23 .5%이며 종로구는 26.1% 로 평균보다
높은 “구”내

통근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22 .5%, 24 .4%,

양천구는 19.1 %, 강남구는 37.6% 를 나타내고 있다. 강남구의 "구”내
가장 높고 종로구가 그 다음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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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비율이

〈표

V-40> 세대주의 직장 위치
단위 : 인，

싫활촬였
종로

.x.씹

용산
τ
;;0:.

채

λ￥혁훌

셔깅흥훌

17(65.4)
1(3. 8)
1(3.8)
19(73.1)

2(7.1)

4똥훌

1(3.이

3(10.η

동대문
광진

훌합

1(3. 8)
1(2.8)
1(28)

1(3.8)

서초

8(28.6)

1(4.0)

강남

7(25.이

6(24.이

송파

1(3. 8) 1(3. 6) 7(28.0)
1(3.8) 16(57.1) 14(56.0)

계
양천
금천

셔납

21
2
3
26(16.8)
1
1
2
1
1
6(3. 9)
1
2
3(1.9)
12
33
10
55(35.5)
19
3

1(2.5)
3(7.5)

3(12.이

마포

계

2(5.0)
1(2.5)
1(2.5)
4(10.0)

1(4.0)

계
서대문

짧

2(5.0)

도봉
노원

서홉

.x.홉총

1(4.0)
1(4.0)

성동

3훌훌훌

찢￥짧풍

영등포

2(7. 끼

동작

1(3. 8)

1(3. 6)

3(8 .3)

3(8.3)
19(52.8)
3(8 .3)
1(4.0) 4(1 1.1)
1(4.0)
1(2.8)

(%)

1(2.5)
1(2.5)
3(7.5)
17(42.5)
1(2.5)
21(52.5)

3(7.5)

11

3
1
관악
2(8.이 27(75.0)
3(7.5)
37(23.9)
계
3(11 .5)
6(24.0)
5(1
3.
9)
2(7.
끼
6(15.0)
26(16.8)
췄 71흘
짧
1(2.5)
1(0.6)
71'e￥
윷*
S책5￥
1(0.6)
1(2.5)
짧
26(100.0) 28(100.0) 25(100.0) 36(100.이 뻐(100.이 155(100.0)
책
1(3. 6)
2(7.1)
7(25.0)

자료:설문조사

<표

V-41>

사례지역 통계자료상의 통근 비율
단위

자료 : 서울시， 1997， 교통

DB

센서스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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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율

70

50
때
엽통계

%

.주상복합아파트주민

m
10
0
종로구

서초구

송파구

앙천구

강남구

지역

<그림 V-6> 동일 “구” 내 통근자 비율의 비교

모든 지역에서 “구”내 통근비율은 통계자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종로

구와 양천구의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은 통계자료에 비해 “구”내 통근 비율이 상당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도심지역에 해당하는 서초구와 송파구 주민들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한편 “구”내 통근과 동일 권역내 통근은 아니지만 직장과 주거지의 근접 정도

를 보기 위해 I 확장된 개념을 적용하여 인접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의 통근 정도
를 살펴보았다(지도 V -6, 7, 8, 9, 1이. 도심(사직동)의 경우 중구와 용산구 그리고

서대문구까지 통근하는 주민들/ 부도심 중 서초동은 강남 · 송파 · 관악구， 잠실동
은 강남 · 서초구， 지역 · 지구중섬 중 목동은 영등포 · 통작구， 도곡동은 서초 · 송
파구까지 통근하는 주민들을 인접구 통근자로 볼 수 있겠다42) ，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주상복합 주민들의 통근거리는 일반 주민들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구” 내 통근l 인접구 통근/ 권역내 통근 등의
모든 개념에서 특히 도심지역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의 통근거리가 가장 짧고I 반면

부도심 지역 주상복합 주민들의 통근 거리가 가장 멀고 특히 일반 주민들의 경우
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도

퓨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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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V-6> 구별 통근 현황(사직동)

〈지도 V-7> 구별 통근 현황(서초동)

- 155 -

〈지도

V-8> 구별 통근 현황(잠실동)

퉁근자(명)

-'

__ 3

_4

〈지도 V-9> 구별 통근 현황(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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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V-I0>

구별 통근 현황(도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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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가 점포주
복합용도 건물로써 상가 점포주의 통근거리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표

V-42).

도

심과 부도심 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점포주들은 주민들에 비해 통근거리가 상

당히 먼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목동과 도곡동 둥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구”내
통근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일권역내의 통근자로 확대시킬 경우 도
심지역만 제외하면 50% 이상이 권역내 통근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도심부가 직 · 주 거리가 가장 짧게 나타난 주민의 분석 결과와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심부 점포주들의 상가 입지는 직 · 주
근접 행태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표

V-42>

점포주의 거주지 위치
단위 : 인 I

자료:설문조사

@ 통근시 이용 교통수단과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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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승용차 보유 현황

직 · 주 근접을 통한 교통량 감소가 주된 목표인 복합용도건물에서 주민들의 승
용차 보유 현황은 중요한 분석 요소이다. 승용차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표 V -43)
1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93.1% 이며 I 2대

이상의

경우가 50% 를 넘는다. 이는

직 · 주 근접을 통한 교통량 감소를 위한 계획 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특히 부도심 지역은 전체 응답 가구의 74% 이상(66가구 중 49가구)이 2 대 이상
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가구원수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 가족 2 인 중 1 인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곧 승용차 이용 정도가 클 것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는 부도심 지역 주민들의 직 · 주 거리가 가장 길게 나타난 앞의

분석(표 V-40 참조)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심의 주민들은 승
용차가 없는 가구가 19% 에 달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세대
주의 동일구내 통근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 관련시켜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

복합용도개발의 계획 개념을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풀이된다.

<표

V-43> 가구의 승용차 보유 현황
단위 : 인 I

(%)

자료:설문조사

b.

이용 교통수단과 교통시간

통끈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표

V -44) 세대주의 경우 자가용 이용이 전체의

70% 를 넘는데 사직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약 80% 이상이 자가용 통근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도심지역인 사직동의

경우 도보와 버스l 지하철을 포함

하는 대중교통이용률이 65.2% 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도보 통근자가 43% 를 넘어

서고 있어 다른 지역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심부의 복
합용도개발은 기본적인 계획 개념이 실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개
발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점포주의 경우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점포주가 56% 를 넘으며 I 도보는 15.6% 정도

이다. 세대주의 경우 도보 통근이 가장 많았던 도심부에서 점포주가 도보로 통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목동과 도곡동 등 하위 계층의 중심지로 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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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도보 통근이 많아지고 있어 이 또한 주민들의 통근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V-44>

통근시 이용 교통수단
단위 : 인 I

(1::8)

I

(3.4)

1(6않) 1(1짧.0)

2
(6.3)
36
(87.8)

1
(2.4)
5
(12.8)
5

15
(9 .1)

(3.이

1
(0.6)

(%)

(100.이

41

5
(20.8)

2
(5 .1)

29
39
(74.4) (100.0)

6
(24.0)

3
(1. 8)

121
164
(73.8) (100.0)

14
(15.6)

2
(8.3)

9
(10.0)

2
(8.3)

15
(62.5)

24
(100.0)

3
1
(12.0) (4.0)

15
(60.이

25
(100.0)

1
(1.1)

51

90

(56.끼

(1때.0)

15
(16.끼

자료:설문조사

<표

V-45>

통근 소요 시간
단위 : 인 I

15
(53.6)

3
(10.7)

10
(31.3)

4
(125)

17

2
(5.3)

5
(20.8)

3
(7.9)

4
(16.0)

1
(4.0)

27
(30.0)

(6.끼

(44.끼

14
(8.9)

'1이

1
(0.이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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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7.3)

2
(9 .1)

(%)

I(1tiiO)
24
(100.이

6

25
(100.이

%
(100.0)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살펴보면(표 V -45) 세대주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통근
시간 30분 이내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0% 를 넘고 있어 교통 조건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도심과 도곡동

은 30분 이내의 응답률이 65% 를 넘을 정도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부도심 지역인 서초동과 잠실동 지역은 통근에 1-2 시간을 소요하는 응답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 · 지구 중심지역 주민들은 1 시
간 이내의 통근 시간을 갖는 응답자가

90%

이상으로 부도심 지역에 비해 짧게 나

타나고 있다.

점포주의 경우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도 도섬 점포주들이 가장 많으며 지역 · 지
구 중심 지역

점포주들의 통근 시간이 훨씬 짧게 나타나고 있어 통근 수단에서

나타난 주민들과의 상반된 통근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2)

일상서비스 구매 행태

건물내 상업기능을 건물내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품 및 일상생활서비스 구매 관련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표 V -46)

스포츠 · 레저 시설과 금융기관 이용이 건물 내에서 가장 많다.
지역별 응답자의

건물내

이용 기능의 개수는 도심지역이 2가지(문구 · 서적， 금

융)， 부도심지역은 5가지(음식료품l 문구 · 서적 I 스포츠 · 레저/ 병원/ 금융)， 목동과
도곡동은 각각

7, 6 가지 이 다.

음 · 식료품과 스포츠 · 레저 시설은 목동과 도곡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

고 있으며， 병원은 잠실동과 목동I 학원은 목동 주민들이 y 금융기관은 사직동과 잠
실동l 도곡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심과 지역 · 지구중심 건물에서 스포츠 · 레저 시설 이용과 금융기관 이
용이 가장 특징적으로 보인다.

건물내 복합기능의 이용을 통해 주변 지역 교통량 감소를 꾀하는 복합용도개발
의 계획 개념에 비추어 볼 때 l 앞에서 분석한 /직 · 주 근접’의 상황과는 관련성이

적어 보인다. 즉 도심부 주민의 경우 도보를 이용한 통근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

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내 복합기능의 이용은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는
도심부 복합 건물의 경우 업무기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상 서비스 판

매 기능이 적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도심부는 주변에 상업기능
이 많아 주민들은 그러한 기능들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 지구중심 지역에
입지한 주상복합건물은 일반 판매 기능보다 고급화된 스포츠 · 레저 시설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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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내 주민의 수요에 부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퍼를 제외한
일반 판매 기능의 건물내 이용은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

〈표

V-46>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장소
단위

주

: 인， (%)

: 1( 건물내 상가)， 2(근처의 상가)， 3(중심가 전문점)， 4(할인점)， 5( 백화점)， 이기타)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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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상복합 건물 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한 질문에서 수퍼 l 병 ·
의원 I 스포츠 · 레저 시설 I 금융기관 동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표 V
-4끼. 판매 업종 중 수퍼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은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일

반적으로 개인 서비스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주상
복합건물에 가장 많이 입점해 있는 음식점은 이용도가 낮을 뿐 아니라 필요 시설

로 인식하는 사람도 적다. 오히려 음식점이 같이

있어 소음과 환기 문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복합건물내 주민들은 일반 판매업의 복합으로 인한 주거 부문에의 침입을 싫어
하고 있었으며

구매에

있어 그다지

점포 선택의 중요성이

높지

않은 기능(수퍼，

병 · 의원/ 스포츠 시설/ 금융기관 둥)들에 대해서만 복합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표

V-47> 주상복합건물 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업시설
단위 : 인 I

씨뻐%
-

5

자료 : 설문조사(복수웅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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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결

V 장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집적을 통해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주거 지역화 현
상에 대해 지역 단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중심지 계충
구조와 관련하여 6 개 지역을 선정/ 주민과 상가 점포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y 주상복합아파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통해 형성된 분화된 주거지역

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주거지역과는 다른 성격의 지역임을 설명할 수 있는 주

민들의 사회 · 경제적

특성과 인구학적 특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소득과 직업，

학력 r 생애주기의 4가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응답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평균 소득 500 만원 이상이며 l 전 지역에서 500 만원

이상의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00 만원

이상은 전체

가구의

74.5%를 기록하고 있어 고소득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주택의 소유 형태와 규모 또
한 가구의 소득 계층을 유추할 수 있는 요소인데/ 웅답 가구의 약 88% 가 자가 소

유이며 y 규모 또한 75% 이상의 가구가 50평 이상에 거주하고 있다.

세대주의 직업은 개인자영업자가 가장 많고 전문직 종사자가 그 다음을 차지하
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심지역은 전문직 l 사무직 등의 화이트칼라 업종과 개인자

영업자가 많으며 I 부도심 지역은 화이트칼라 업종이

가장 많고l 지역 • 지구중심

지역은 개인자영업 종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 지역 응답 가구의 95% 이상이 대졸 이상의 세대주
였고f 배우자 또한 도심을 제외하면 대졸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모두 해당지역 통계자료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세대주/ 배우자y 자녀들의 연령 분석을 통해 파악한 가구의 생애주기는 부
도심〉 목동의 순으로 나타나며 도심은 다양한 연령대가， 도곡동은 두 가지 연령대

의 세대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특정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주상
복합건물 주민의 생애주기는 통계자료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생애주
기와 관련된 주택의 선택은 주택의 유형보다 지역의 선택과 더욱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기존의 다른 거주지역과 구분될 수 있는 주민의 사회 · 경제적 특성이라
는 측면에서 주상복합 주거지역은 대졸 이상 고학력의 개인자영업이나 전문직 I 행
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층의 주거 형태로 분화된 주거지역을 형성할 가능성
이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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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주민 구성의 특정도 입지에 따라 약간의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데 특히 부도심 지역 주민들의 소득 계층이 가장 높고I 지역 · 지구중심 지역이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으며 l 도심 지 역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구의 생

애주기를 통해 살펴 본 인구학적 특성은 지역 통계 자료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
면서 지역간 차별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I 특정한 형태의 주택에 의해 형성된 주거지역이지만 도시의 어느 곳에 입
지하느냐에 따라 지역적 특성은 차별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주거 선택

과정에서 기존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로 인해 발생하는 수요의
차별성이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별 차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주과정 I 주거입지요인/ 주거만족도/ 발전 가능성/ 상업

기능의

역할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주 과정을 통해 본 지역간 차별성은 이전 거주지역의 위치/ 주택의 형태와 소
유형태 및 규모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먼저 인근 지역에서의

이주가 가장 많으

며 가구의 특정도 고소득층이 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도심 지역 가구의 소

득 수준이 약간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 주거

입지 요인 분석 결과 주상복합아파트 선택 이유 중 가장 많은 것

은 i 교통 환경 l 에

대한 고려이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조금씩

다른데 l 도심지역은

교통비용과 주거 /관리에 대한 시간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구들이 주로 선택

한 주거형태라면 지역 · 지구중심 지역의 주민들은 주거환경과 내부구조 및 주상
복합건물의 편리성과 경제적 이유를 가장 중요한 선택 요인으로 응답하였으며， 부

도심 지역은 교통 환경과 주거 환경/ 경제적 이유 등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이
두 지역의 중간적 형태를 띄는 곳으로 풀이된다.
주거 만족도는 개별 건물 규모가 크고 주거 세대수가 많을수록I 그리고 건물 집

적의 정도가 클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에서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았으

며/ 그 외의 지역은 만족도가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목동과 도곡동 둥

지역 · 지구중심 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만족도가 높은 곳일수록
당연히 앞으로의 주상복합건물 개발에 대한 찬성도가 높았으며/ 근린관계 또한 집

적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수가 많은 곳일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상복합건물 내에 복합되어 있는 상업 기능은 입지에 따라 그 역할 정도가 차

별적인지를 고찰하고자/ 입점 요인과 상권의 공간적 범위 동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건물 내 주민을 고정고객으로 생각하고 입접한 상가는 많지 않으며 l 오히

려 주변 지역의 여건상 위치가 적합하다는 이유에서 입접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실재 형성되고 있는 상권의 범위를 보아도 동일 건물 내 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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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비율의 50% 이상인 점포는 전체 응답 점포의 28.6% , 단지 내 주민이 고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는 26.1 %, 단지 외 고객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는

36.0% 로 나타나고 있다. 상가의 점포주가 건물 내 주민이 고객 중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한다고 보는 지역은 부도심 지역으로 나타났다.

셋째/ 복합용도개발의 이익이 실재로 주상복합건물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통근 행태와 물품 및 서비스 구매 관련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도심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구”내 통근율이 가장 높으며 l 통근수단

또한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 직 · 주 근접을 통한 교통량 감소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 권역 내 통근과 인접구 통근까지
확장시킨 경우에도 도심지역 주민들의 통근 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심 지역 주민들의 통근 거리가 가장 멀게 나타났고 통계자

료와도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일반 주민들과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 한편 상가

점포주들의 직 · 주 관계는 주민의 경우와 상반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l 도심
지역 점포주들의 통근 거리가 가장 먼 것으로 나타났으며 l 도곡동을 제외하면 주
민들에 비해 통근 거리가 훨씬 먼 것으로 보인다.

상품 및 일상생활서비스 구매 관련 생활을 통해 건물 내 복합기능 이용의 정도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복합 기능 건물에서의 구매가 많을수록 인근 지역에
유발하는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 내

에서 이용하는 기능을 살펴보면 하위 계충의 중심지로 갈수록 건물 내 상가 기능
이용의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능은 스포

츠 · 레저시설과 금융기관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앞에서 분석한 상가의 고객 구성

비율과 관련시켜 보면 지역 · 지구중심 지역 건물의 주민들은 건물 내에서 이용하
는 상가 기능의 종류는 가장 많지만 건물 내 주민의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심 지역은 이용하는 기능의 종류는 가장 적지만 건물 내 주민의 비율은
높은 편이다. 한편 주상복합 건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업 시설에 대한 질문

에서 판매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I 개인 서비스업
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국 건물내 복합기능의 이용을 통해 주변 지역

교통량 감소를 꾀하는 복합용도개발의 계획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분석한
직 · 주 근접의 상황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서울시 주상복합건물 집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들은 주변 지역에 대해 차별성을 가질 정도의 고소득 · 고학력 충의 특성을 가지

고 있어 분화된 주거 지역을 형성할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주민의 사회 · 경제적 특성은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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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별성은 주거입지요인과 주거만족도/ 상가의 역할 둥에서 더욱 뚜렷이 나
타나고 있었다. 즉 도심지역의 주상복합건물은 I 직 · 주 근접 I 을 통한 복합용도개발
의 계획 개념이 가장 잘 실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r
지역 · 지구중심 지역의 건물들은 복합용도개발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 주거지역적

성격이 강한 곳으로 편리하고 차별적인 삶을 추구하는 고소득충들이 독특한 주택

의 한 유형으로 선택했을 뿐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부도심 지역은 이
두 지역의 특성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특정 유형의 주택이긴 하지만 동일한 유형의 주택을 다른 지역에서 선택
한 이유들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선택에 있어 어떤
형태의 주택인가의 문제는 어느 지역에

있는 주택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주택을 통해 형성된 주거 지역은 주변 지역과의 맥락 속에서 지
역별로 차별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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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고급화 · 대형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이 인근 지
역에서 집적을 이루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주거지역이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y 거대한 주거지 형성이 불가능했
던 곳이지만 /주상복합건물’이라는 새로운 건축물의
성/이라는 변화에 초점을 두고/ 주거지역의

집적으로 인한 i 주거지역

형

형성 과정과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자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주택에 의해 형성된 주거지역이 분화된 하나의 지역

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지역은 도시공간구조적 계충성과 관련하
여 볼 때 차별적 성격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주거지역 이해에 있어 주택과의 관

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상복합건물 개발 · 관리
방안을 제 시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m 장에서는 1960 년대 이후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공간적 확

대 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이를 가능하게 한 사회 · 경제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이어 W 장에서는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입지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
고l 그 결과를 토대로 사례 조사 지역을 선정， V 장에서 지역별 주거 특성을 분석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m 장에서 고찰한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r
첫째/ 해방이후 J 상가주택 I 이라는 형태로 존재해 오던 복합용도개발 형식이

1967

년 세운상가 아파트를 시작으로 초기 복합공동주택 개발 시기를 열게 되었다. 그

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주춤했던 개발이 도섬재개발사업으로 1970 년대 말
부터 다시 진행되면서 복합개발의 두 번째 시기를 열게 된다. 하지만 주거 환경에

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 복합건축은 한 동안 주춤하다가 1980년대 말 새로
운 경향으로 다시 대두하게 되었는데 l 이후의 개발은 주로 주거기능을 강조하면서
서울시 전역에 걸쳐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1990 년대 중반 이후에 공급된
건물들은 고소득층의 고급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대규모y 초호화 경향

이 강해지면서 도심부가 아닌 지역에서 개발이 활성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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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I 1990년대 이후 주상복합건물의 공간적 확대는 정부와 건설업체 y 주택수요
자 등 3자의 이해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도심부는 지속적인 인구 및 가구수의 감소l 기존 주택의 노후화 둥으로 인해 인구

공동화 현상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도심부 거주에 매력을 느끼는
인구를 수용할 거주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복합용도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수요 단위로서의 가구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개발 가능 택지는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시가지 재개발과 고밀 이용 방식을 수용
할 수 있는 고충 빌딩형 주상복합 개발 방식은 많은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부분
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하에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지속적인 제도 완화를 통해 주상복합

건물 공급을 활성화시키게 되었다. 특히 지가가 높은 상업 지역 내에서 허용된 주
택 건설은 건설업체들로 하여금 고층의 대형 건물을 공급함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지름길을 마련해 준 꼴이 되어 버렸다. 거기에 주택 수요자들 또한
고층의 주거가 가지는 약점들을 미리 계산해 보기도 전에 투기적 현상에 사로잡
혀 지속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서구의 고층 주거의 실패와 비교해 볼

때 예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고급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요구가
부합되어 i 주택수요의

다원화 시대 l 를 이끌면서 나타난 것이 고층의 고급형 주상

복합아파트였던 것이다.
결국 주상복합건물은 도시재개발이라는 측면과 함께 획일적인 주거문화를 거부

하는 다양한 주택수요계층이 출현하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고층의 주상복합건물의
발방식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주거

형태로 수용하려는 업체들의
지역

형성을 가능하게

개

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는 이러한 현상을 선도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으로 작
용했다.

W 장에서는 서울시 주상복합건물 입지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포 패
턴과 위치적 특성/ 건축적 특성 등 3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 현재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은 전체 25개 구 중 22개 구I 522개 행정동 중
에는 57개 동에 1 개 이상의 건물이 입지 해 있다. 미준공건물이 완성되면 25개구
전체와 1007R 의 행정동에서 1 개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볼 수 있게 된다. 권역별

로는 동남과 서남권에 압도적으로 많은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데 l 그 중에서도 특
히 서초y 강남l 송파/ 영등포/ 양천의 5개구에 전체 건물의 47% 가 건설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준공건물에서도 거의 비슷하지만 도심부 재개발 지역에 미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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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복합용도개발의 계획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고무적인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전체 건물이 모두 완공될 경우 30，000세대가 넘는
가구가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가연도별

특징을 살펴보면

증가하던 허가건수가 IMF 의

건물수의

경우 1993 년부터

1996 년까지

꾸준하게

여파로 침체되었다가 99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l 세대수는 1994년과 1997년을 기점으로 많은 변
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 속에 특히 1994년과 1998 년의 법령
개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l 주상복합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곳의 위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용도지
역 y 입지환경/ 주상복합아파트 가격 l 도시공간구조와의 관련성 등을 분석하였다.
용도지역상 대부분 상업지역을 이용하고

있는 건물들이며

미준공건물의

경우

이러한 경향성은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상업기능을 제공해야 할
지역에

대규모의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도로와 지하철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입지 환경 분석의 결과l 역세권

과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역으로부
터 반경

300m 이내에 입지한 건물이 전체의 36 .5%이며 이 중 31 개 건물은 환승

역 입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의 교통 여건은 상당히 좋을 것으
로 보인다.
초기 분양 당시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는 기존의 아파트 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았지만 현재 매매 가격에서는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의

대형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가가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한 부분이

없지 않으며 l 앞으로 준공될 건물들 또한 가격이 만만치 않아 대형 고급 아파트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상복합 아파트들 간에도 지역별로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심하다. 강남/ 서초， 송파I 양천 I 여의도 둥 한강 이남 지역의
대규모 집적 지역들의 가격이 가장 높으며 l 마포와 서대문 지역이 중간 정도 수준

을 나타내고 있고y 종로y 강동/ 구로I 관악/ 동작 등 도심부와 외곽 지역의 건물들
이 가장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도시공간구조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부도심과 지구중심지역에 있는 건물이 가

장 많으며 다음으로 외곽 지역이 많고 도심 지역 건물이 가장 적다.
셋째 l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수용

기능의 3 가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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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적 관점에서 본 규모는 도섬 지역이 가장 크고， 수직적 관점에서의 규모는
한강 이남 지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규모에서 서북 지역의 건물이
가장 작았다. 이 규모들은 미국의 복합용도개발 건물의 규모와 비교해 볼 때 대부
분 소규모이지만 미준공건물의 경우 중규모에 해당하는 것들이 약간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대부분의 건물 규모는 1993년과 1999년을 기점으로 대형 규모들이 등

장하게 되어 결국 건물의 규모는 법적 규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건물의 형태는 소수의 몇 개를 제외하면 모두 단동형이다. 결국 하나의 건물에

수직적으로 기능을 중첩시키고 있는데 l 지하에 주차장y 그 위에 상가/ 그 위에 아
파트 기능의 순으로 복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건물 내 수용기능도 2개의 건물을 제외하면 모든 건물이 주거와 상업 혹은 주
거와 상업， 업무 기능의 복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심지역의 건물은 상업과 업무

기능이

탁월하였으며 I 지역 · 지구중심의

건물은 주거기능이

가장 탁월하였고l 부

심과 외곽 지역은 중간적 형태를 띄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입지 특성은 공간적으로는 주로 한강

이남의 강남 · 서초 · 송파 · 양천 · 여의도 둥에 21 층 이상의 고충 빌딩들이 집적한
곳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l 위치적 성격으로는 지하철역과 주요 간선도로변에 접하
여 입지한 경우가 많고y 대부분이 주거와 상업 기능의 복합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도심부가 아닌 하위 계층의 중심지(부도심과 지역 · 지구중심)라는 공간적 측면과
21 층 이상의 대형 빌딩들이 교통 여건이 우수한 상업지역에 입지하게 된 주요 원

인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
히 1994년의 준주거지역으로의 확장I 1995 년의 세대수 제한 철폐 I 1999년의 주거
연면적 90% 확대 동은 건물의 규모에 즉각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주상복합건물이 집적을 이루고 있어 상업 지역 내에 새
로운 주거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지역들을 선정하였다. 이

때 도시공간구조의 계충성을 관련시켜 도심과 부심 l 지역 · 지구중심 둥 3 개의 계

층에서 5 개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과 상가 점포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그 결과를 V 장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I 주민의 소득과 직업 I 학력을 통해 본 주상복합 주거지역은 대졸이상 고학

력의 개인자영업과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의 동질적인 제반 특성들도 지역별로는 약간의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으로 볼 때 부도심에 해당하는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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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잠실동 지역이 가장 높고/ 목동과 도곡동 둥 지역 • 지구중심 지역이 그 다음
이며/ 도심의 사직동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인구학적 특성으로
살펴본 생애주기는 지역 통계 자료의 성격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 또한 지
역별로는 차별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 · 경제적 특성상 동질적 성향이 강한 주거지역이지만 도시의 어느 지

역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차별적 성격을 가질 것이라 보고， 주상복합 주거지역의

특성이 입지별로 차별적인지 분석하기 위해 이주과정/ 주거입지요인， 주거 만족도y
발전 가능성 y 상가 기능의 역할 등을 고찰하였다.
이전 거주를 통해 본 주상복합건물의 주민 특성도 상당한 고소득충임을 알 수
있었고l 단지의 규모가 클수록 건물내 기능 이용정도가 높아지며， 근린관계도 좋

고l 만족도가 높아 이주할 경우 주상복합아파트를 다시 선택할 의향이 많고 개발
에도 찬성하는 편이었다. 따라서 하위 계층의 중심지로 갈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도심 지역에서는 근린관계와 주거 만족도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주상복합 아파트를 주거로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 또한 지역별

로 차별적이었다. 기본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선택한 주민들은 교통환경에 대한
고려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었다. 지역별로는 도심은 교통환경 y 부심은 교통과 넓
고 편리한 구조/ 재산 가치 l 지역 · 지구중심은 넓고 편리한 구조와 재산 가치 등

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하고 있다. 도심지역 주민들은 직 · 주 근접과 교통

의 편리가 주요한 입지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복합용도개발 계획 개념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며/ 부도심 지역은 도심과 지역 · 지구중

심 지역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권

형성과 관련하여 도섬지역은 건물내 주민과 단지외

고객이

주를 이루며/

부심역세권은 건물내 주민과 단지내 도보권 고객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역 · 지구
중심 지역은 건물내 주민과 단지내 주민， 단지외 고객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

고 있지만 건물내 주민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l 복합용도개발의 유용성 검증을 위해 주민과 상가 점포주들을 대상으로 통
근양식 및 구매 관련 생활 패턴을 분석하였다. 직 · 주 근접에 대한 분석 결과 주

민과 상가 점포주들의 통근 양식은 반대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주민은 도심
지역이 통근 거리가 가장 짧고 도보 통근이 많은 반면 상가 점포주들은 도심 지
역 통근 거리가 가장 멀고 하위

계층의 중심지로 갈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구매 관련 생활 분석 결과 주민들은 일반 판매업의 복합을 통한 주거 기능
에의

침해를 싫어하고 있어 스포츠 · 레저 시설/ 병 · 의원l 금융 기관y 수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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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대해서만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 1967년 세운상가 아파트를 시작으로 개발된 복합공동주택은 70 년대

말，

80년대 말을 기준으로 특정적 성격을 가지면서 발전해 왔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
후에 공급된 건물들은 고소득층의 고급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한 대규모/
초호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도심부가 아닌 지역에서 개발이 활성화되었는데/ 이것

은 정부의 도심재개발을 인한 규제 완화가/ 획일적인 주거문화를 거부하는 다양한
주택수요계층과 이들의

수요를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고층의

주상복합건물의

형태로 수용하려는 업체들을 부추기면서 대형의 주상복합건물 집적 지역

형성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r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입지 특성은 규모면에서 규제 완화의 영향을 직접
적으로 받으며

고층의

대형

건물로 발전하여

왔다. 특히

강남 · 서초 · 송파 · 양

천 · 여의도 둥 한강 이남 지역 위주로 대형의 건물들이 집적하고 있으며 I 위치적
성격으로는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으로 지하철역과 주요 간선도로변에 접하여 입지

한 경우가 많고l 중심지 계층과 관련하여 볼 때 도심보다는 부도심과 지구중심 지
역에 입지한 건물이 가장 많다. 건축적 특징은 도심지역 건물이 대지면적과 건축
면적이 가장 넓고l 충수와 연면적 l 용적률 등은 동남권의 건물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기능적으로는 주거와 상업 기능의 복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y 현재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집적 지역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주상
복합아파트라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통해

형성되어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CD

가는 /분화된 주거지역 y 적

I 주민의 구성 I 을 통해 바라볼

때/ 현재 서울시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의 사회 · 경제적 특성을 종합하면 대졸 이상

고학력의 개인자영업이나 전문직 l 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충의 주거 형태라
고 할 수 있다.(2) 이들의 i 주거선택요인 l 은 공통적으로 교통환경을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고 있다. 즉 시간비용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들의 거주지라 볼 수
있겠다.

넷째 y 기존의

다른 주거지역과 차별적이라 할 만한 주상복합건물 집적

지역은

내부적으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상복합 주거지역 간에는 입지에 따른 차
별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CD

I 주민 구성 I 에

있어 고소득I 고학력 계층의 주

거지이긴 하지만 지역별로 약간의 계층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하위 계층의 중
심지로 갈수록 생애주기가 낮아졌으며/ 경제적 수준으로는 도심 지역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기존의 지역적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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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거선택요인’은 교통환경에 대한 가장 많은 고려 이외에 특정 유형의 주택을

각기 다른 지역에서 선택한 이유들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도섬
은 교통환경이 l 부도심은 교통환경과 주거환경과 경제적

이유가， 지역 · 지구중심

은 주거환경과 기능복합으로 인한 편리성 및 경제적 이유가 가장 중요한 주거 입
지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 @ ，주거만족도’에

있어 건물과 관련시켜 보았을 때

부도심과 지역 • 지구 중심 지역의 건물들은 도섬에 비해 개별 건물 규모가 크고/

주거 단지 형성 규모 또한 가장 큰데 l 이러한 지역들일수록 만족도가 높고 근린
형성이 잘 되고 개발 자체에 대해서도 찬성의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의 특성과 역할I 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차별적인데/ 부도심과 지역 · 지구중심

지역의 건물은 공급되는 상업 기능의 종류가 도심 지역에 비해 많으며 고급화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건물 내 상가를 이용하는 종류가 많다. 그러나

고객의 비중으로 볼 때는 특히 지역 · 지구중심 지역의 건물 상가에 건물 내 주민
의

고객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복합용도개발의

효과y 는 특히

직 · 주 근접과 관련하여 도심 지역이 가장 성공적으로 보이며/ 부도섬 지역이 가
장 낮은 효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주상복합건물 주거 지역의 지역별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심의
주상복합건물은 복합용도개발의 계획 개념의 실천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 지구 중심의

건물들은 복합용도개발과는 관련성이

적은 일반 주거지역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편리한 삶과
차별적인 주거 공간을 추구하는 고소득층의 사람들이 독특한 주택의 한 유형으로
선택했을 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도심 지역은 이 두 지역의 특성이

혼합되 어 나타나고 있는 곳이 라 할 수 있겠다.

결국 주택과 주거지와의 관계에서 특정 유형의 주택은 소득과 학력， 직업 등에

서 차별적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주거지로서의 특징은 중심지 계충 구
조별로 지역 간에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주택의 선택에

있어 사회 l 계충적 요소는 중요한 설명요인이지만y 주거

지 선택에 있어 주변 지역의 성격은 중요한 요소임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인데， 결
국 특정 유형의 주택이지만 어느 지역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주거 입지의 선택과
정은 달라질 수 있고I 그 결과 주거지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 주상복합건물

건설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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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l 주상복합건물은 복합용도개발 개념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분양 당
시부터 인식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규모의 고급 주상복합건물일 경우

이러한 개념과는 상관없는 특정 유형의 주택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계획 개념은
상실된 채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I 현재 서울시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집적 지역이라 할 만한 곳들 중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건물들(조만간 준공될 건물들을 포함)은 대부분이 3.40충/ 심지어
60층 이상의 고충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고l 내부의 아파트 또한

5

.60 평 이상의 대

규모이다. 이 건물들은 분양 당시부터 특정 수요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내

부 마감재의 고급화로 인한 높은 분양 가격 등으로 인해 'income 게토’라 불리울
만하다. 이로 인한 계충간 위화감/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등은 상당한 사회
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고려가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주거 입지의 결정 요인과 특성은 지역별로 차별적임을 인
식할 때 지역별로 각기 다른 개발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도심지역은
주변 지역이 대부분 업무와 상업 기능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따라서 복합용도개발

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이라 할지라도 건물 내 주거 기능을 오히려 많이 보급하는

것이 도심부 재생이라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부심과 지
역 · 지구 중심 지역은 건물 내 상업 기능이 주거 부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건축적 설계가 최대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현재 복합되어
보다 더욱 다양한 종류의

있는 기능들

기능들을 많이 복합함으로써 건물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지역 주민들은 건물 내 기능의 수준이 자
신들의 수요에 맞고y 주거 부문에 대한 침입이 최소화된다면 이용할 가능성이 가
장 높은 지역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기능들을 공급함으로 인해 주
변의

일반 주거

지역

거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I 현재 시행되고 있는 I 용도용적제’와 같은 일률적

규제는 건설업체들의 수익률 증대를 위해 도심이 아닌 기타 지역에서 고층의 주

거 위주 개발을 부추길 것이며 I 그 결과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계층간 위화감 등
을 조성하게

되고l 한편 주변 지역이

양질의 주거 지역인지 y 대규모 상업기능이

필요한 지역인지 y 혹은 업무 중심의 기능 집적을 통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곳인지
등에 대한 고려 없는 일률적 개발을 통해 지역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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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와 한계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입지 특성과 지역별 주거 특성을 연구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주상복합건물 자료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실재 주

상복합건물만을 따로 관리하는 자료 체계가 없어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거의 사례
지역의 몇몇 건물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었다. 전체 자료의 구축을 통해 실질

적으로 법령의

변화와 관련시켜 건물의 특성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

었다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 생각한다.
또한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공간적

확산 및 규모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 사

회 · 경제적 배경에 대해 정부와 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설명과 분석
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상복합건물 집적 지역의 특성을 밝히는 데

있어 주민뿐만 아니라

상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종합적 분석을 하였다는 점이다. 주상복합건물이 가지고

있는 다기능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이 주거와 상업 기능을 별개로 연구하고 있
는 것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도 밝혔듯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연구
들이 건물 자체의 주거 적합성에 초점을 맞추고 설계 부문에 대한 제언들이 많았
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개별 건물의

대상으로 지역적

관점이

아니라 주상복합건물 집적

지역을

관점에서 주거 특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주택에 의해 형성된 주거지역이 주민들의 사회 · 경제적 계충성에 의해 분
화될 가능성을 밝힐 수 있었고I 이러한 주거지역이 기존의 지역적 특성에 의해 차

별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건축물의 공급과 수요의 결과
가 결국 도시공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시각을 제시해 주고자 한

지리적 의도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우선 주상복합 집적 지역의 새로운 주거 지역 특성을 밝히는 데

있어

인근의

일반 아파트 지역의 특성을 함께 고찰한다면 사회 · 경제적 계충성이나 주거 입지
결정 요인을 비교하여 i 분화된 주거지역’ 형성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부분을 기존 통계자료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i 분화l 에 대한 높은 가능성만을 제시한 것은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겠다. 향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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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인근 아파트 지역의 주민 특성과 아파트 상가의 특성을 함께 비교하여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형성되고 있는 주거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지역 선정에 있어 중심지 계층에서 제외되는 기타 지역(외곽)과의 비교가
있었다면 더욱 뚜렷한 지역간 차별성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며 실제 기타 지역에

서의 주거지역화 현상의 장 · 단점을 파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서

울시 주상복합건물 집적 지역 중에는 중심지와 관련 없는 곳이 거의 없다. 향후
이러한 지역으로 건물 공급이 확대되었을 때의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건물의

이용에 대한 고찰은 시간적 효과와 지역적 효과를 함께 바

라보아야 하는데 l 현재 대형화 추세를 나타내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자 사례지역
대부분의

건물이 1996 년대

이후 준공된 것들이었다. 따라서 동일한 지역 내에서

90년대 이전 건물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리라 본다. 다만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은 90
년대 이전의 건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상 공간구조적 계층성에 맞
는 연구 대상들이 부족하여 제외시켰다. 하지만 도심부의 경우 향후 연구에 있어

서 현재 건설 중인 많은 주상복합건물들이 준공되면 80 년대 재개발에 의한 건물
의

이용과 2000 년대 고급화 · 대형화된 건물의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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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 응답 점포의 일반적 사항

1. 업종 : 주상복합건물 내의 상가는 대부분 음식점 l 의류 · 잡화 판매점， 음 · 식료품 판매점
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병 · 의원 둥이 개업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설문에 웅답한
점포는 보석 · 시계 판매점 l 음 · 식료품 판매점(음식점 포함)， 의류 · 잡화 판매점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고I 병 · 의원이나 약국이 그 다음으로 많다(표 1).
〈표

1>

설문 웅답 점포의 업종 분포
단위 : 개소，

(%)

자료:설문조사

2. 매장의 위치 : 설문에 웅답한 매장은 주로 1 충과 지하 1 충에 있는 점포가 가장 많다(표2).
<표

2>

설문 응답 점포의 매장 위치
단위

: 개소， (%)

자료:설문조사

3. 매장 면적 : 점포의 매장 면적은 19평 이하가 45.4% , 30평 이상이 46 .5%, 나머지 8.1% 는
20 평대의 규모로 대부분 소규모이다. 지역별로는 도심부의 매장 면적이 가장 좁고， 50 평대 이상

의 넓은 면적을 가지는 상가들은 도곡동에 가장 많다. 도곡동은 100평 이상의 규모도 다른 지

역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설문 웅답 점포의 매장 면적
단위 : 개소，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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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업기간 : 도심을 제외하면 대부분 점포의 영업 기간은 현재 3 년 미만에 불과하다. 목동
과 도곡동은 준공한지 2-3 년l 부심은 5-6년， 도심은 8년과 20년 이상의

건물들이다. 목동과

도곡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영업 기간 3년 미만의 점포가 가장 많아 점포 주인의 변화

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표

4).

4> 설문 웅답 점포의 영업 기간
단위 : 개소，

(%)

자료:설문조사

5. 종사자수 :

점포 주인이 혼자 운영하는 경우는 도심 지역에서 가장 많다. 점포 주인을 포

함한 전체 종업원 수가 5 명 이하인 점포가 전체의 75% 를 차지하고 있다. 15 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포는 도곡동에만 나타나고 있다(표
〈표

5>

5).

설문 응답 점포의 종업원 수
단위 : 개소，

주

:

(%)

점포 주인을 포함한 종업원 수

자료:설문조사

6. 상점 소유 형태 : 점포의 82% 가 임대 형식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분양을 받거나 매
입한 경우는 전체의 16.9% 를 차지하는데 도곡동에 있는 점포들이 가장 많다(표
〈표

6> 설문 웅답 점포의 상점 소유 형태
단위 : 개소，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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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록

2.

〈주민
이

설문지

대상 설문지〉

젤윤져는 지리학 박샤학위 논윤 작생을 위한 자료효， 꺼율사내 쥬상복합건율의 흑성과 공간

유죠젝

역할에 관한 연유의

얼뷰엽니다. 이 연유는 꺼울시내 쥬상복합건울의 공융이 증가하고 없

는 시점에서 치역젝 륙성과 셔울시 전체 공잔유죠젝 흑연에세의 역할올 파악함으효써 복합용도 건
물의

유용성을 밝히고 앞으료의 도시계획에 대한 기초젝 자료훌 계공하기 위한 것업니다. 응답해

쥬신

내용에 대혜셔는 켈대 비멜야 표장되며， 숭슈 연유 목젝으료얀 샤용훨 것엄을 약속드렵니다.

여러풍의 춰중한 한 마디자 학윤젝 연유 및 앞으효의 쟁책 방향을 요색하는데 도융이 펀다는 것을

생각하시어，

바쁘시더랴도

장사

사잔을

할애하여

설윤에

응혜쥬시연

대단히

감샤하겠습니다.
2002 년 6 월

꺼율대학교 대학원 저리학과 박샤과쟁 쟁은진
(젠 화 : 880-64화/016-2S6-24S7}

1. 't구 밀반 사항팍 톨곤{톰확} 명혜
1. 귀하의 가족구성과 통근(통학)에 대하여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환계

찍창(훌tJ훌}

혈I、황 청z뽑 ?$&용 짝&헥
j

훌문‘훌훌t)

섭훌황
시

세대주
배우자

&줬훌쩍

구

동

구

동

자녀

시

구

동

자녀

시

구

동

훌7.훌야추용홉f

8.샤소x요
g

--시--구--동
--시--구--동

자녀
〈보기〉

cv

1. 연령 @ 미취학아동 (2) 8-9세 @ 10 대 @ 20대 (5) 30대 @ 40대
50 대 @ 60대 이상
2. 생별 @ 남 (2) 여
3. 직업
전문직(교수l 교사l 의사 둥)(2) 행정/관리직 (5급 이상 공무원l 회사 과장급이상)
@ 사무직 @ 판매/서비스직 @ 개인자영업 @ 생산직 @ 주부 @ 학생 @ 기타
4. 학력 @ 대졸 이상 @ 고졸 @ 중졸 이하 @ 고동학생 @ 중학생 @ 초둥학생
5. 직장(학교) 소재지 소재지의 시 · 구 · 동명을 적어 주십시오.
6. 직장(학교)와 집과의 거리 @ 같은 건물 ø 500rn 이내 @ 50Orn-lkrn @ 1krn-2km
(5) 2krn-3km @ 3krn -4km (J) 4km 이 상
7. 교통수단 @ 도보 @ 자전거 @ 버스 @ 지하철 @ 택시
@ 통근(통학)버스 @ 자가용 @ 기타
8. 시간 Q) 30분 이내 (2) 30분 -1시간 @1 시간-2시간 @2시간 이상

m

2. 가족 전체의 월평균 수입은? (
(j) 50 만원 미 만

)

(2) 50 - 100만원

@ 100 - 150 만원

@ 150 - 200 만원

(5) 200만원 이상 @ 300 만원 이상

(f) 400 만원 이상

@ 500 만원 이상

3. 승용차가 있습니까? ( )
@ 없다 @ 한 대 있다 @ 두 대 있다 @ 세 대 이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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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1 후팍쩡팍 꺼추 언목 요인

4. 현재 살고 계신 주택에 관하여 답해 주십시오.

쭈 소

{

껴쭈 '1 찰

추핵획규..i.
처「

매에」

펴。

기

타

-양
브ι

세

@
@

전

@
@

가 세
자， 원낱

워E
궤새

년

- - - 구 - - - 동 - - - 번지

t 소휴행헬

5. 현재 주택으로 이사오기 전에 살던 주택에 관하여 답해 주십시오.
참 차주;tl 쭈소

--- 시
--- 구

--- 동

쭈택협행했

lf-핵획1t j표
--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
@ 단독주택 @ 주상복합아파트 @ 기타

펴。

(아파트:분양면적 I
단독주택:건축면적)

:샅휴협'fl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6. 현재의 주상복합건물로 이사오게 된 이유에 대하여.

1) 아파트와 다른 주상복합건물이라는 것을 알고 선택하셨나요? (
@

예

@

아니오

2) J 빼’일 경우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건축물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3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재개발 이전의 원래 권리자 @ 직장이 가깝기 때문에
@ 주변의 근린환경/ 편익시설
등 주거환경의 문제로

@ 더 넓은 주택이 필요해서

@ 건물 내에 있는 상업시설 @ 방 배치， 시설 둥 집구조가
동의 이용이 편리해서

@ 교육여건이 좋아서

@ 재산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 내 집 마련을 위해서

@ 기

@ 교통이 편리하므로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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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서

@ 집값이 싸기 때문에
@ 맞벌이 생활의 편리를 위해

111.

면제의 후꺼 환용에 며한 만혹도

7. 1) 이전
(ffi
2) 이전
(ffi

거주지와 비교해서 좋은 점은?

~
거주지와 비교해서 나쁜 점은?

~

8. 이사를 가신다면 또 주상복합건물로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CD

예 @ 아니오

<“아니오”일 경우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떤 형태의 주택으로 옮기고 싶으십니까? (

)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태 @ 단독주택 @ 기타 (

2)

주상복합건물에 있는 주택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2가지만 골
라 주십 시 오

@
@
@
@

.

.

소음 · 공해가 심해서

교육여건이 나빠서
관리비가 비싸서
투자가치가 없어서

.

.
@
@
@
@

.

.

.

.

.

.

주변환겸이 나빠서

•

.

.

.

.

. (

@ 교통환경이 나빠서

공공시설/ 편익시설이 없어서 @ 주차시설이 나빠서
전용면적이 작아서

@ 상업용도와의 혼잡

기타

9. 아래 표의 사항들에 대해 평소 느끼시는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챙 훌훌황췄 딴훌흥Jiî æ 샤합쭉

@합￥쭉월g 킹한￡쭉옳 $홍& 활
;I:;끓딴

앓쫓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가치

처생쭈활져풍황셔청와

자녀의 학교와의 교통환경과 교육환경
직장과의 교통환경
주변의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관공서 I 우체국I 은행 등)
놀이터

• 녹지 퉁 오픈스페이스

관리비 및 난방비의 부담 정도
상가의 규모

장천7뿔}샤 째협

업종의 다양함
상품 및 서비스 수준
가격 수준

건물 출입구

엘리베이터 이용편리성
주차장 이용의 편리함 및 주차공간의 여유

웠훌쩍 구;I:;

소음 • 먼지 • 대기오염 동으로부터의 보호
채광·퉁풍퉁의 조건

주택내부 구조(설계)의 안전성과 편리 함
전용면적

전챙훌체의적환혹랴성및

경비 • 방범 상태
주택 보수 및 수리상태

건물 주변 청결 상태
역훗환책

건물 내 이웃과의 친분관계

서로 알고 지내는 집은 대략 몇 가구?

춰확7} 느껴서촬 총혜책 반쪽.5:.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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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IV. 상얻 '1 놓에 며한 인식팍 훌용도
10.

다음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곳이 어디인지 〈보기〉에서 골라 주십
시오.

〈보기 >CD 건물내 상가 @ 근처의 상가 @ 중심가 전문점 @ 할인점 @ 백화점 @ 기타

[그 음 · 식료품(

)

口 문구l 서적(

口 의류l 잡화(

)

)

口 전기， 전자제품(

口 가구/ 인테리어 제품(

口 스포츠 · 레저활동(

口 병 · 의원(

口 아이들 학원(

口 은행 둥 금융서비스(

)

)

)
)

11. 건물내 상가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상점이나 시설을 3 가지만 골라 주십
시오.(현재 건물에 없는 상점이나 시설 중에서 골라 주십시오)(

V.

@ 수퍼마켓 · 식료품 · 일용품

@ 문구·서적

@ 음식점 · 제과점

@ 병의원 · 한의원 · 약국

@ 학원 ·독서실

@유치원

@학교

8

@ 스포츠 · 레저시설

@ 이 · 미용실 l 목욕탕l 세탁소

@ 동사무소 둥 공공기관

@ 의류·잡화점

@ 가구 · 인테리어 제품점

@ 전기 · 전자제품점

@ 기타(

은행 ·금융기관

총셰혁 의견

12. I 주상복합건물I 이란 현재 귀댁의 경우와 같이 주거공간과 상업 · 업무공간을 혼합
하여 지은 건물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상복합건물이 사는 곳과 직장
을 가깝게 하여 교통의 혼잡을 줄이고 야간에도 시가지가 활성화되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r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귀하의 입장에서
보실 때
까? (

이러한 주상복합건물의 공급을 늘린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

@ 여러 모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한다.
@ 나름대로의 좋은 점도 있겠으나 살기에 불편하므로 반대한다.
@ 그저 그렇다.
@ 몇 가지 불편사항만 개선되면 괜찮다.
@ 살기에 편리하고 별로 큰 피해가 없으므로 가급적 많이 보급해야 한다.
@ 기타 (

컬풍에 응당빼 쥬셰꺼 혜딴히 강샤합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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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점포주 대상 설문지〉
이

젤윤，;1 는 ，;1 리학 박샤학위 논윤 작성을 위한 자료효， 꺼울시내 쥬상복합건융의 흑성과 공간

4 죠젝

역할에

관한 연유의

얼뷰엽니다. 이

연유는 꺼율시내

쥬상복합건플의

공융이

증가하고 있

는 시점에셔 지역젝 륙성과 서울사 젠쉐 공간유죠젝 흑연에셔의 역할을 따약함으효써 욕합용도 건
물의

유용성을 함히고 앞드료의 도시계획에 대한 기초젝 자료훌 제공하기 위한 것엽니다. 응답혜

쥬신

내용에

대해꺼는 캘대

비밀이

.!L장되며， 숭츄 연 4 폭젝으효얀 샤용훨

것임을 약속드렵니다.

예러붕의 쉬풍한 한 마디자 학윤젝 연유 및 앞으료의 쟁책 방향을 요색하는데 도융이 펀다는 것을
생각하시어，

바쁘사더랴표

장사

시잔을

할애하여

첼윤에

응혜쥬시연

대딴히

감샤하겠습니다.
2002 년 6 월

셔울대학교 대학원 져리학과 박샤과쟁 쟁은진

(젠 화 : 880-64앨/016-256-2457)

1. 점포 주인의 일반 사항과 통근 행태
1) 성
별 : φ 남 @ 여
2) 나
이 : CD 20 대 (2) 30 대 CID 40 대 @ 50 대 (5) 60 대 이 상
3) 거주지:

시

구

동

4) 통근수단 :CD 도보 9 자전거 @ 버스 @ 지하철 @ 택시 @ 자가용 @ 기타( )
5) 통근시간
CD 30분 이내 (2) 30분-1 시간 CID 1 시간-2 시간 @ 2 시간이상

2.

영업환경에 관하여

1) 귀하가 취급하고 계시는 업종은 다음 중 몇 번에 해당합니까? (
업종구뽑

엽총구환{짧환흉한

확박찢 옳삭쟁업

3.

품융 찢 훌협활현 셔합스협 Il흙홈싼앓

4.

j표홉셔버스업

5.

6.

보싼업

가타 오확， 훌짧 찢 훌훌왔현산협

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할인정)

12.

음식 료품l 담배(수퍼 동)

13. 의약품 및 화장품

1. 소째업

2.

11.

~

14.
15
21.
22.
31.
32.
41.
42.
43.
51.
52.
53.
61.
62.
63.

의류/ 신발I 잡화
가전제품， 가구/ 가정용품
숙박업

음식점업(주점 I 제과점 포함)
은행
부동산 둥 소개업소
학원
독서실

유치 원I 보육시설

병 · 의원I 한의원
동물병원
약국
도서관
오락실l 당구장 동

체육시설(헬스장I 볼링장l 레져시설 l 기원 동)

71. 이 · 미용실
7.71 확 서바스업

8.

지타

72.

목욕탕

73.
74.
81.
82.
83.

세탁소
비디오방I 노래방 등
사진관/ 표구점
제조업 l 수리 점， 카센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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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7)

현재의 장소에서 상점을 경영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년 ---개월
상점주인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명

매장은 몇 층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상--충

혹은 지하--충

매장 면적은?평
상점 소유 형태는 ?CD 분양 혹은 매입 @ 임대(전 I 월세)@ 기타(
상점의 분양가/임대료는 주변지역의 일반상가와 비교해 볼 때

@ 비싼 편이다 @ 비슷하다 @ 싼 편이다

8) 월평균 순수익은 주변지역의 일반상가와 비교해 볼 때
@ 많은 편이다 @ 비슷하다 @ 적은 편이다

9)

귀하의

상점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100% 로 보았을 때 l 고객들의 구성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동일건물 거주자

%

￠ 단지내 거주자(도보권 이용자):_-_%

@ 단지외 거주자(자가용l 기타 교통수단 이용자):_-_%
3.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1) 주상복합건물에 상점을 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재개발되기 이전의 원래 권리자
@ 건물내 거주자와 가까이 입지하므로 일반상가보다 장사에 더 유리할 것 같아
@ 집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 주상복합건물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점포의 위치상 적합해서
@ 기타(

2) 주상복합건물에서 영업하시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3) 주상복합건물에서 영업하시는 것이 일반상가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면?

4) I 주상복합건물’이란 현재 귀댁의 경우와 같이 주거공간과 상업 · 업무공간을 혼합
하여 지은 건물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상복합건물이 사는 곳과 직장

을 가깝게 하여 교통의 혼잡을 줄이고 야간에도 시가지가 활성화되게 하는 둥의
장점이

있는 반면/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단점이

보실 때
까? (

있다고 합니다. 귀하의 입장에서

이러한 주상복합건물의 공급을 늘린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

@ 여러 모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한다.
@ 나름대로의 좋은 점도 있겠으나 살기에 불편하므로 반대한다.
@ 그저 그렇다.
@ 몇 가지 불편사항만 개선되면 괜찮다.
@ 살기에 편리하고 별로 큰 피해가 없으므로 가급적 많이 보급해야 한다.
@ 기타 (

켈릎에 응발핵 쥬껴꺼 혜한히 강 A~ 합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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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Regionally Specific
Residential Characteristics of ’ Residential-Commercial Mixed Use
Buildings' in Seoul

Jeon g, Eun Jin
Department of

Geo양a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 is study begins with paying aUention to the agglomeration of
'Residential-cornmercial rnixed use buildings(hereafter, R-C MU buildings)' , which

tend to be a high grade and large sized building cluster at various neighboring
areas in Seoul. These areas, however, are rnostly designated as commercial use and
so it was not possible to forrn a large residential neighborhood. But recently new
buildings called R-C MU buildings are agglornerated and these areas are being
transformed into residential neighborho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merging
new housing type and residential area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neighborhood that is rnainly created by R-C MU buildings. For this
purpose, 1 show the specialization 뻐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in connection
with the hierarchy in urban spatial structure) of R-C MU building' s residential
suggest rnethods for the developrnent and
neighborhood. In addition,
administration of R-C MU building.
The data for the all R-C MU buildings which are both already constructed and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s of April 2002 is collected. In the third chapter,
the spatial expansion process of the above rnentioned buildings and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s which rnade the process possible are exarnined. In the forth
chapter, the case study regions are selected after reviewing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In the fifth chapter, the resid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case regions
are analyzed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with the residents and the shops of
the region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rnrnarized as follows.
First, the R-C MU buildings have been developed with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developrnent periods the late 1970s and the
late 1980s since the 'Seun cornrnercial apartrnent' was constructed in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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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in the mid 1990s, R-C MU building's development in the regions
beyond the CBD was rapidly promoted, showing the tendency to make more
luxurious and large scaled residence in the respons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high qua1ity residence of the higher income people. The spatial cluster of large
scaled R-C MU buildings seems to grow through the less regulatory policy of the
government in order to redevelop the CBD. It encouraged the construction
companies to meet the demands of various groups who r리ected the standardized
residence style and expected the more diversified ones by providing the new high
rise R-C MU buildings in the regions near the subway stations.
Second, the R-C MU buildings of Seoul metropolitan city show certain locational
characteristics in that the large scaled buildings are accumulated spatially in the
southem part of the city such as Gangnam, Seocho, Yangcheon, Yeouido and that
they are built on the building site designated for commercial use near the subway
stations and major streets. In terms of central place hierarchy, most buildings are
located in the sub CBDs and the district centers. Ar chitecturally, the buildings in
the CBD occupies the larger site area and building area. In the meantime, the
ones in the southeastem region of Seoul show the highest degree in terms of
stories, total floor area, floor area ratio. But most of them have a similar function
of the mixed use of both residence and commerce.
Third, currently the accumulated regions of R-C MU buildings have a tendency
to become a segregated residential neighborhood through making a new category
of housing from the following two perspectives: First, in terms of the resident
composition, the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of the R-C
MU buildings can be generalized as the high income bracket whose occupations
are independent business, professionals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with the
degrees of higher education. Second, the residents regard the easy access in terms
of transportation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selecting their residence sites.
They consider the distance between the residence and the working place in order
to minimize the travel time.
Fourth, the agglomeration neighborhoods ùf R-C MU buildings have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internally, compared with other existing residences. But they also
show differences in terms of location among them. CD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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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rnent, econornic advantage and district center is for the pleasant
environrnent, econornic advantage and convenience through various functions. @
Buildings in the sub CBDs and district centers are developed in the larger scale in
terrns of both individual building and the cornplex size cornpared with the ones in
the CBD. The forrner ones show higher satisfaction degree, better neighborhood
forrnation and rnore preferable opinion about the developrnent itself. @In terrns of
the characteristics and roles of shops, each region can be differentiated: building in
the sub CBDs and district centers have rnore cornrnercial functions and higher
quality than ones in the CBD. Residents of the forrner regions prefer the shops in
the sarne building for their shopping. In the rneantirne, custorner share of the
residents in the sarne building shows the lowest degree in the case of the district
center regions. (5) Viewed in the 'Mixed-use Developrnent' concept, the nearing of
residence-work place is rnost effective in the CBD.
The resid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R-C MU buildings according to the region
can be surnrnarized as follows. R-C MU buildings in the CBD are rnost prorninent
in realizing the concept of rnixed use developrnent. on the contrary, ones in the
district centers rather show characteristics of general residence neighborhood
instead of realizing the purpose of the rnixed use developrnent. It is likely that
the high incorne class people who seek for convenient life and diversified
housing space have selected the R-C MU buildings as their distinct style of
housing. Meanwhile, the ones in the sub CBD' s have the rnixed characteristics of
the CBD. and district centers.
In the end, the specific type of housing reveals the tendency to be differentiated
in terms of income, education and occupation related with housing and residential
area. And the residential characteristics also seern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regions based on the central place hierarchical structure. It rneans that the social
and class factors are irnportant in choosing house, b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ighborhood area play an irnportant role in the selection of resident area. Finally,
the location of certain type of housing can influence the selecting process of
residence and it can also deterrn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 area in tum.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results, sorne suggestions were rnade on the
construction policy of the increasing

Keywords

Residential-Commercial Mixed use Building,
Residential Segregation, Mixed Use Development,
Urban Spatial Structure, Hierarchy, 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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