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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가구 주거지역의 상업화·업무화와
상업지역의 주거화 현상의 고찰
An Investigation of the Building-use Changes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in the Land-used Superblock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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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nvestigation is to question as to whether and how much urban residential superblocks have changed the uses of
facilities, as compared with original zoning plan.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plan for ‘land use’ in 1960's and
current ‘building uses’ has been examined on six superblocks in Seoul, and the reasons for change were analyzed.
Investigation results are as follows: As the original urban planning was intended for use-purification by the subdivision
of zones in a superblock through zoning, current buildings uses are different from the land-use. Commercial facilities are
located in residential zone along community paths because of the necessity, and business buildings are placed on the
appropriate-sized lots in the middle of residential blocks, due to the need of small and low-rent offices. Also, different
types of residence have been built on convenient locations in commercial zone to meet various housing needs. In
conclusion, the current zoning system plays a role of controling the volume of buildings rather than the use of land.
Therefore, mixed use of land, not functional separation, becomes a natural phenomenon taken place in the contemporary
cities, and it is high time to adopt a mixed-use zoning system.
Keywords : Land-use Plan & Building Uses, Mixed-use Zoning, Commercialized & Business Uses in Residential Area,
Keywords : Residential Use in Commerc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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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1966년 서울시가 현재의 동작동에서 구 경기도의 과천·
언주·신동 등 각 면을 거쳐 뚝섬에 이르는 3,500만평의
방대한 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로 지정하여 개발
한 이후 1983년 강남구 도시기본계획, 1997년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계획과 도시설계적인 내용이 변화,
발전되어왔다.1) 이 중 강남개발에 적용된 대가구계획은 교
통체계에 의한 토지분할과 대가구 내의 용도지역 구분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기능 배분을 이루고자 하였
으나, 재축·신축에 의한 용도변경, 시설 용도의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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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을 규정하는 용도지역·지구제는 그 의미가 퇴
색하게 되었다.
이처럼 용도지역·지구제를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계획
은 애초에 용도구분과 기능순화를 목표로 하였지만, 시간
이 경과하면서 점차 복합용도화되고 있다. 또한 대도시의
고밀화, 기능변화로 인해 건축물의 시설용도는 토지이용
의 의도와는 다른 기능의 시설들이 입지하고 있는 현실
이다. 이러한 현상은 법규와 사회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
으로 대부분의 도시에서 겪고 있는 현상으로, 2000년 초
부터 용도지역·지구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토
연구원, 한국부동산학회 등에서 대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졌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의 수단인 용도지역제의 부
분적인 수정은 현대도시의 토지의 복합적 활용이나 도시
건축물의 기능혼합에 적합하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면서,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강남의 도시주거지를 사례로
개발시의 ‘토지이용계획’과 현재 상태의 ‘시설용도 현황’을

1) Kwon, Y. D. (2012). The Issues and Policies in Urban Planning
of Seoul in the 1960s. (Research Rep. No. 2012-BR-14). Seoul: The
Seoul Institute.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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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하여, 사회와 도시의 변화에 따라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의 용도순화 개념이 건축물의 기능과 일치하는
지 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대도시 주거지의 토
지와 건축물 이용의 특성이 어떤지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토지’의 이용에 대한 ‘계획’과 실제 건립되
어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용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표를 가진다. 즉, 가구의 구획
과 용도지역의 지정에 의해 조성된 슈퍼블록의 토지이용
의도가 도시환경과 사용자 요구에 의해서 변화되고 시설
의 용도로 반영된 내용을 계획과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확
인하고, 그 변화의 이유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특히 주거
지와 상업지의 기능과 용도 변화의 내용에 연구의 중점
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 대가구의 토지이용계
획과 현재의 시설 용도를 비교함으로써 주거지에 있는 상
업, 업무 기능 시설의 분포와, 상업지로 계획된 영역에 건
립된 주거용 시설의 분포 특성을 조사하고 두 번째, 이
내용을 기초로 토지이용계획과 다르게 실제로 사용되는
시설의 용도가 두드러진 가로와 영역을 집중 분석하여 그
이유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세 번째, 주거지가 상업, 업무
화 되고 상업지가 주거기능으로 변화되는 요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도시 기능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결국 도시계획에 있어서 용도순화가 앞으
로도 적용하여야 할 계획원리인지, 현상에서 드러난 내용
을 바탕으로 주거지의 용도순화 계획의 한계를 파악하고
미래 주거지 계획의 방향을 제안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현장조사, 자료분석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우선 문헌연구로 연구대상지의 토지이용계
획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의 지적
도와 계획도 등 역사자료를 조사한다. 수집된 기본 정보
에건축물의 실제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全數) 현장조
사 하여 이 내용을 반영한 연구대상지의 수치지형도2), 용
도지역3), 시설용도4)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수집
한 사진자료, 조사자료를 분석요소별로 정리하고, 지수값
2)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기본으로,
자료수집기간(2014년 7월~2015년 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www.vworld.kr), 포털사이트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부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포털사이트 ‘온나라부동산
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과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
드’(www.vworld.kr)를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원을 열람하고 정리하
였다.
4)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시설용도는 많은 차이가 있어 현장
조사기간(2014년 7월~2015년 2월) 동안 연구대상지 전체 건축물을
조사하여 층별 시설용도를 직접 파악하였고 이 내용을 정리하여 연
구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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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도면화, 그래프화 등의 자료분석 방법을 통하여 주
거지의 상업화·업무화, 상업지의 주거화의 경향과 원인
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제
1.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기본계획은 국토를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용·관리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알맞은 “용
도지역”으로 국토를 구분지정하는 계획이다.5) 따라서 토
지이용계획은 토지에 적합한 용도와 시설을 찾는 계획이
며, 사업 목적에 맞는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인 동시에 최
적의 토지이용 질서를 부여하는 계획이다.
2. 용도지역제와 변화 과정

용도지역·지구제(Zoning System)는 효과적이고 계획된
체계를 이루는 것이 목표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업
지구는 상업지구로부터 분리, 주거지역은 공업지역 및 상
업지역 양자와 분리하여 설치한다. 이 모든 규제 뒤에 숨
어있는 근본적인 당위성은 공공위생, 공공안전, 윤리의 보
호와 공공복리를 향상시킨다는 점에 있다. 특히 지역지구
제는 과밀을 방지하고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며 안정되고
동질적인 이웃을 이루도록 고무시키고 교통량을 조절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6)
시간이 지나며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도시의 조직과 밀
도가 상황에 맞게 변화하듯이 용도 또한 계획과 다르게 사
용되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나라의 도시지역은 특별한 공업
지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1978년 10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의 용도가 총 32개로 분류되었으며, 1992년 종세분화에
이어 1993년에는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총포판매소가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었다. 이후 1996년에는 공연장
과 자동차영업소까지 포함되었다. 이처럼 용도순화라는 처
음 목표와는 달리 근린생활시설에 점점 많은 상업시설들
이 포함되어왔다.

III. 강남 주거지 용도지역의 계획과
시설용도의 현황
1. 강남개발계획과 연구대상지 선정

1960년대 전반기까지 오늘날의 강남구·서초구가 되어
있는 지역은 가난하고 소리 없는 조용한 농촌취락들이었
으나 1966년 1월 초순 서울시가 강남개발 구상을 발표하
였다. 1966년 8월 11일 그는 「새서울백지계획」을 발표
5) Hwang, Y. J. (1988). Urbanology Dictionary. Seoul: Nokwon
Press. p. 414
6) Anthony, J. C., & James C. S. (1984). Introduction to Urban
planning. Yoon, J. S. (trns). Seoul: Kimoon-dang. p.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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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연이어「대서울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연이어
발표한다. 그리고 1968년 1월부터 영동1지구 구획정리사
업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7)
아파트지구를 지정할 당시 동시에 새롭게 도입한 것은
근린주구이론이다. 그것은 기존 도시블록 하나를 하나의
근린주구가 되도록 계획한 점이다. 이 이론을 적용하면서
인구 10,000~15,000명으로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초등학
교, 근린상업시설, 근린공원을 주거와 함께 배치하였다. 블
록 내부에 이 같은 커뮤니티시설의 배치는 세 가지 방식
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즉, 블록 가운데 몰아서 배치하
는 유형, 선형 축을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균등하게 분
배하는 방식이다. 이 구분은 현재 강남의 도시블록의 유
형을 구분하는데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8)

Figure 1. Case Study Site-Superblocks
Source. naver map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가 아니
라, 계획을 세워 건립한 도시가 계획과 얼마나 다르게 변
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지는 개
발계획에 의해 도시주거지로 개발된 곳 중 대가구(슈퍼블
록)로 계획된 곳을 선정하였다. 대가구는 개발단위의 설
정이 명확하고 용도지역과 블록 구분 등 계획의도를 쉽
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
성된 대가구 지역 중,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구분이 명확하여 간선도로변은 상업지역으로 블록 내부는
주거지로 계획된 대가구인 ‘논현1동’과 ‘논현2동’, ‘청담동’
남쪽 일부와 ‘삼성2동’ 북쪽 일부를 연구의 대상지 즉, 공
간적인 범위로 한정하였다. 이곳들은 전문상업기능과 업
무기능이 우세한 ‘테헤란로’ 주변의 대가구와는 다르게 도
시주거지에 필요한 근린상업기능과 일반상업기능이 혼재
7) Gangnam-Gu, Seoul (1993). Gangnam-Gu. Seoul: ShinsungMunhwa. p. 158
8) Kang, S. J. (2012). A Study on Urban Blocks Types and their
transformation in Gangnam Area of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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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가구여서 연구의 목적인 주거지의 상업화, 업무화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대상지라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대상지인 3개 대가구를 서쪽부터 SB1, SB2, SB3
이라고 하고, 이를 다시 북쪽 블록과 남쪽 블록으로 구분
하여 SB1-N (North)과 SB1-S (South)로 명명하였다.
2. 용도지역의 계획과 현황

영동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처음 개발될 시
연구대상지는 전부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1975
년 간선도로변으로 상업지역이 지정되었다. 본 연구의 대
상지를 둘러싸고 있는 도산대로, 강남대로, 봉은사로를 포
함하여 연구대상지를 관통하는 언주로까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000년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로 통합되면서 주거지역은 다시 6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이 용도지역이 현재까지 유지되어오고 있다. 용도지역의 종
세분화는 주거지역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밀도를 규제
하고 용도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1978
년 이후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에 점점 다양
한 상업시설이 포함되었으며 1993년에는 단란주점·노래
연습장·총포판매소까지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지도 마찬가
지로 슈퍼블록의 바깥부분과 강남구청역 사거리에만 일반
상업지역이 지정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포
함되는 상업시설은 주거지역의 내부까지 깊숙이 입지해 있
다. 연구대상지는 모두 일반상업지역으로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은 모두 허용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도시·군계
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허용된다. 그 결과 연구대상
지를 관통하는 일부 도로는 도로를 중심으로 주거시설이
아닌 상업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도시조직의 계획과 현황

연구대상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처음 도로를 구획
하였다가 슈퍼블록으로 재계획하면서 간선도로는 30, 40,
50 m의 대로와 광로로, 슈퍼블록의 내부는 12 m 이하의
중로와 소로로 된 격자형 도로체계로 구성되어있다. 지형
조건에 맞추어 간선도로와 평행하지 않은 기울어진 격자
블록도 있으며 내부의 소블록 크기도 균등하지 않다. 그
러나 이렇게 계획된 도로체계는 현재에도 큰 골격은 변
하지 않고 블록 내부의 세부도로가 증가된 상태이다.
변화가 크지 않은 도로체계에 비해 블록은 일정한 양
상을 나타냈다. 1977년 도로체계로 의해 나눠진 슈퍼블록
내부의 블록크기는 각양각색으로 크기도 다양할 뿐만 아
니라 위치도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현재의
블록 크기를 보면 학교나 공공기관과 같은 특정한 시설
을 제외하고는 모든 슈퍼블록에서 간선도로와 접하는 슈
퍼블록 바깥쪽 블록의 크기는 크고 슈퍼블록의 내부로 들
어갈수록 크기가 작게 나타나는 통일성을 보인다. 게다가
블록의 크기가 큰 간선도로변 블록의 세장비는 길고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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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깊지 않은 낮은 세장비를 보였다. 그 결과 슈퍼블록
의 내부 도로에 비해 간선도로로부터 슈퍼블록 내부로 들
어가는 진입로의 수가 적었다.
4. 밀도의 계획과 현황

강남도시블록에 적용된 법적 체계들에 따라 대지의 용
도와 건물의 밀도 등이 계속해서 바뀌어갔다. 계획 초기
에는 간선도로변으로 상업지역을 지정하고 슈퍼블록의 내
부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지나 아파트 지구를 통한 주거지
형성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고밀의 상업시설이 슈퍼블록
내부 주거지역을 간선도로변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유
도함과 동시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상업시설을 집중적
으로 배치함으로써 용도순화를 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도 그 의도는 그대로 나타난다. 밀도가 높아지는 현
상을 제어하기 위해 세분화 된 주거지역은 슈퍼블록의 바
깥쪽으로부터 안쪽까지 단계적으로 밀도가 낮아진다. 즉,
주거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고밀의 상업시설은 간선도로변
에 위치하며 이러한 상업시설과 인접한 곳에 다양한 근
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배치
하였으며, 슈퍼블록의 제일 안쪽에는 상업시설의 입지가
가장 제한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Figure 4. Commercialized Residential Area

주거지역의 업무화지수는 ‘한 필지의 업무시설 연면적
의 합’으로, 필지면적에 ‘용도지역별 허용 최대건폐율’을
곱하여 ‘건폐면적’을 약식으로 구하고 ‘업무용도로 사용하
는 층수’를 곱하여 나온 ‘업무용도 개략 연면적’을 업무
화지수로 활용하였다. 이때, 업무화지수 3,000 m2 이상은
대규모 업무시설로 분류하고11), <Figure 5>와 같이 연구
대상지의 업무화지수가 1,000 m2을 기점으로 현격하게 감
소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1,000 m2 이상 3,000 m2 미만’
일 경우 중규모, ‘1,000 m2 미만’일 경우 소규모로 분류하
여 도면화하였다<Figure 6>.

Figure 2. Planned Density in 1970

Figure 3. Possible Density on Land-use in 2000

Figure 5. Business Uses Index

IV. 도시주거지의 기능변화 특성
1. 강남 주거지 슈퍼블록의 용도지역과 시설용도

상업지역의 주거시설 입지를 살펴보면 모두 간선도로변
에 입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용도지역 계획
시 간선도로변은 주거지역에 필요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연구대상지의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나 현재 상업지역은 상업·업무시설
이외에 주거시설이 입지하고 있고. 주거지역은 상업·업무
시설이 주거기능과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을 명확히
분석하기위해 주거지역의 상업화지수, 업무화지수를 산출
하였고, 상업지역은 주거시설의 입지 상태를 도면화하였다.
먼저 주거지역의 상업화지수9)는 ‘한 필지에 상업시설이
입지한 층의 개수’로, 하나의 필지에 얼마나 많은 수의 상
업시설이 들어가 있는가를 ‘상업시설의 층별입지’로 간략
히 측정하였다.10)

9) 상업화지수 측정 방법은 한 층에 하나 이상의 상업시설이 입점해
있을 경우 1점을 부여하며 모든 층 점수의 합으로 구한다. 예를 들
어 5층 건물의 1층에 상업시설이 3개, 2층에 1개일 경우 1층 1점, 2
층 1점으로 상업화지수는 2점이 된다.
10) 정확한 의미의 상업화지수는 전체 연면적에서 상업시설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해야 하나,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와 면적은 실제 건
축물의 층별 용도와 면적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실제 상업시설의 층
별 입지를 조사하여 활용하였다.
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
의 건축제한)은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업무시설의 기준을
3,000 m2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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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tegories of Commerce by Building Uses
Building uses

Facilities

Banks, private hospitals, pharmacies, beauty salons, small
Neighbourcafes, health clubs, supermarkets, convenience stores,
hood
hardware stores, public baths, laundries, veterinary clinics,
commerces
bakeries, etc
Restaurants, printing offices, theaters, polyclinics, home
General appliances, furniture stores, academies, studios, Interior
commerces shops, pawnshop, travel agencies, paint shops, tanning
shops, etc

Figure 6. Business Uses in Residential Area

을 배치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1988년
「건축법 시행령」에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이 상업지역에 입지하게 되었다.

Night clubs, bars, pubs, karaokes, hotels, petrol stations,
Specialized
billiard halls, massage shops, garages, comic book store,
commerces
video arcades, etc

리적 조건에 따른 상업시설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첫 번째
로 도로의 제원을 결정하는 요소는 폭과 방향이 있으며 이
를 각각을 독립변수로 두고 조사하였다. SB1-N의 도로를
도로폭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내면 <Figure 8>과 같다.

Figure 7. Residences in Commercial Area

2. 주거지의 상업화 특성

연구대상지인 슈퍼블록 내부의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제
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에도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법적 구분 안에 포함되는 상업
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지역의 상업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에 허용 가능한 상업시설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상업시설을 재분류할 기준으로는
아사미 야스시(淺見泰司)의 ‘주거환경: 평가방법과 이론’12)
을 기반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이 이론을 근거로 주거지
역에 주거시설 이외 허용 가능한 시설은 크게 상업시설
과 업무시설로 구분하였으며 상업시설은 다시 주거시설에
반드시 필요한 ‘근린상업(N: Neighbourhood Commerces)’
과 거주자의 선택에 의해 이용되는 ‘일반상업(G:General
Commerces)’, 그리고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는 ‘전문상업
(S:Specialized Commerces)’ 3가지로 분류하였다.
1) 상업시설의 확산과 도로·블록의 연관성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슈퍼블록의 내부에 침투하는 상업
시설과 도로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도로의 제원과 물
12) Asami Yasushi (2003). Residential Environment: Method and
Theory of Estimation. Kang, B. S.(trns). Seoul: Spacetime.

Figure 8. Road Width of SB1-N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연구대상지의 도로를 도로폭
에 따라 구분하여 도로에 접한 상업시설의 수를 조사하
였다. 이를 100 m당 상업시설의 수로 계산하여 상업화의
정도를 알아보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Number of Commerces vs. Road Width
Road

SB1
(N)

SB2
(N)

SB3
(N)

# of commerces

Width

Length (m)

Total

per 100 m

under 6 m

2,558

157

6.1
3.9

6~7 m

5,672

221

7~10 m

1,973

156

7.9

over 10 m

660

102

15.5

under 6 m

3,381

129

3.8
4.3

6~7 m

5,044

215

7~10 m

2,671

202

7.6

over 10 m

820

105

12.8

under 6 m

2,783

70

2.5
5.1

6~7 m

4,117

210

7~10 m

1,540

139

9.0

over 10 m

354

3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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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리해 보면 도로폭의 경우 폭이 넓을수록 상업
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선도로의 이면블
록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은 다른 이면도
로에 비해 상업화가 적게 일어났으며 이와는 반대로 슈
퍼블록의 중심에 위치하나 도로의 폭이 넓은 곳은 상업
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지인 슈퍼블록 내부의 도로 중에서 남북방향의
도로에 접한 필지의 상업시설 수와 동서방향의 도로에 접
한 상업시설의 수를 측정해 본 결과 동서방향의 도로에
접한 필지의 상업시설 수는 318개, 남북방향의 도로에 접
한 필지의 상업시설 수는 352개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
았으나 동서방향의 도로보다 남북방향이 좀 더 우세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도로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독립변수 중 방향이 도로폭, 지형 등 다른 물리적인 요소
보다 상업화에 적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로 도로의 위계에 따른 상업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슈퍼블록에서 슈퍼블록을 관통하는 비슷한
두 개의 도로를 골라 다른 길과의 연결되는 개수를 알아
보고, 마찬가지로 단위 미터 당 상업의 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결도로의 수가 적은 길에서는 많은 상업시
설이 위치하였고, 이에 반해 연결도로의 수가 많은 길에
는 총 길이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비해 절반에
도 못 미치는 상업시설이 입지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블록의 열의 수와 상업시설의 분포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슈퍼블록별로 블록의 열의 수를 구분하고 상
업시설의 분포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Figure 10. Number of Block Rows
Table 4. Average Row of Blocks and Number of Commerces
Block & road

N
SB1
S

Figure 9. Number of Connected Roads in Selected Streets
N

Table 3. Number of Commerces vs. Connected Road
Connected road # of commerces
Block & road

N
SB1
S

N
SB2
S

SB3

S

Gangnamdaero146
Nonhyunro145
Gangnamdaero140
Nonhyunro139

Length

858
863

per
per
Total
Total
100 m
100 m
23
20

2.68
2.32

30
20

Hakdongro12
Bongeunsaro21

834

32

3.84

65

7.79

Nonhyunro150
Dosandaero54

1,011

17

1.68

161

15.90

Nonhyunro136
Seonreungro133

978

31

3.17

93

9.75

Nonhyunro128
Seonreungro129

954

19

1.99

166

17.40

Nonhyunro116
Seonreungro115

933

24

2.57

52

5.57

Seonreungro120
Samsungro119

812

17

2.09

97

11.95

Seonreungro116
Samsungro115

830

26

3.13

88

10.60

2.37

164

N

2.32

801

19

S

3.49

Hakdongro6
Bongeunsar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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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2

20.47

SB3
S

Sum of
Commerces # of
# of rows
block’s
per 100m blocks
(avr.)
row

Gangnamdaero132
Nonhyunro131

11.32

28

62

2.21

Nonhyunro135
Gangnamdaero136

1.96

19

39

2.05

Hakdongro6
Bongeunsaro7

20.47

21

54

2.57

Hakdongro12
Bongeunsaro21

7.79

34

79

2.32

Nonhyunro150
Dosandaero54

15.90

19

47

2.47

Nonhyunro136
Seonreungro133

9.75

35

66

1.88

Nonhyunro128
Seonreungro129

17.40

23

52

2.26

Nonhyunro116
Seonreungro115

5.57

28

62

2.21

Seonreungro148
Samsungro149

14.46

21

55

2.62

Seonreungro132

9.45

15

30

2.00

Seonreungro120
Samsungro119

11.95

20

37

1.85

Seonreungro116
Samsungro115

10.60

28

63

2.25

슈퍼블록을 북측과 남측으로 나누어 총 6개의 슈퍼블록
중 도로 2개를 선정하여 12개의 도로를 비교해 본 결과
6개의 비교 중 5개의 도로가 상업시설이 많은 도로가 비
교 도로보다 높으며 블록의 열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상업시설이 많은 도로가 오히려 도로의 열평균이
적게 나온 곳은 도로의 71%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대
규모 주거지역(아파트)와 접한 것을 감안하면 적게 나온
수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슈퍼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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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존재하는 블록의 형태와 상업화의 연관성을 알아
본 결과 도로의 열평균이 높을수록 상업화가 많이 일어
났음을 볼 수 있었다.
네 번째로 블록의 세장비가 주거지의 상업화에 어떤 영
향을 주는지를 조사하였다. 블록의 세장비가 높을수록 도
로에 접한 면적이 적고 깊은 블록을 뜻하며 이러한 블록
은 도로를 잘게 나눈다. 조사 방법으로는 각 슈퍼블록별
로 100 m당 상업시설의 수가 차이가 나는 두 도로를 지
정하고, 그 도로에 접한 블록의 세장비를 계산하여 합산
한 값을 전체블록의 수로 나눠 평균을 구한다.
6개의 비교군에서 100 m당 상업시설의 수가 많을수록
평균세장비가 작은 곳이 4곳, 100 m당 상업시설의 수와
상관없이 평균세장비가 같은 곳이 1곳, 상업시설의 수가
많은 곳이 오히려 평균세장비가 큰 곳이 1곳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블록의 세장비가 작을수록 상업시
설이 많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길의 연속
성, 길의 의존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5. Slenderness Ratio vs. Number of Commerces
# of
commerces
per 100 m

# of
blocks

Slenderness
ratio
(avr.)

Gangnamdaero132
~Nonhyunro

11.32

28

1.84

Nonhyunro135
~Gangnamdaero136

1.96

19

1.84

Road

N
SB1
S

N
SB2
S

N
SB3
S

Table 6. Location of Commerces
Category

N
SB1

Hakdongro6
~Bongeunsaro7

20.47

Hakdongro12
~Bongeunsaro21

7.79

21

1.37
S

Nonhyunro150
~Dosandaero54

15.90

Nonhyunro136
~Seonreungro133

9.75

34
19

1.98
0.70
N

35

1.83
SB2

Nonhyunro128
~Seonreungro129

17.40

23

1.26

Nonhyunro116
~Seonreungro115

5.57

28

2.03

Seonreungro148
~Samsungro149

14.46

21

1.44

Seonreungro132

9.45

15

1.40

Seonreungro120
~Samsungro119

11.95

20

1.92

Seonreungro116
~Samsungro115

조사해 본 결과 SB1-N의 경우 상업시설의 개수가 4개
인 필지를 제외하고 상업시설의 개수가 많을수록 필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업시설의 개수가 1
개인 필지의 평균 면적은 419.81 m2였으나 2개인 필지의
평균 면적은 이보다 큰 518.23 m2로 나타났다. 상업시설
이 3개인 필지는 좀 더 증가한 537.61 m2로 나타났고, 상
업시설의 개수가 5개 이상인 필지의 평균 크기는 784 m2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필지의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상업시설이 입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필지의
면적이 클수록 용도순화보다는 상업화의 경향이 강한 것
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블록 내 상업시설의 위치를 도로변 필지와
코너 필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슈퍼블록 내부의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에 침투한 상업시설의 분포조사 결과
를 보면 절대적인 수치는 도로변 필지에 상업시설이 더
많이 입지해 있으나 필지의 비율로 보면 코너필지에서 더
욱 높은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

N
SB3

10.60

28

2.22

2) 상업시설의 입지와 필지의 연관성
상업시설이 입지하게 된 필지의 조건을 조사하여 어떠
한 조건에 가장 많은 상업시설이 확산되었는가를 알아본
다. 필지의 조건으로는 필지의 크기, 필지의 위치, 필지의
세장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상업화 정도와 필지크기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주거지역의 모든 필지의 크기를 조사하여 상업시설
이 들어간 개수로 분류·비교해 보았다.

S

Middle lot Conner lot

Sum

Number of lot

354

249

603

Number of lot
with commerces

88

76

164

Ratio(%)

24.86

30.50

27.20

Number of lot

1111

486

1597

Number of lot
with commerces

322

256

578

Ratio(%)

28.98

52.67

36.19

Number of lot

576

392

968

Number of lot
with commerces

249

224

473

Ratio(%)

43.23

57.14

48.86

Number of lot

709

428

1137

Number of lot
with commerces

264

224

488

Ratio(%)

37.24

52.34

42.92

Number of lot

447

264

711

Number of lot
with commerces

159

155

314

Ratio(%)

35.57

58.71

44.16

Number of lot

427

246

673

Number of lot
with commerces

110

130

240

Ratio(%)

25.76

52.85

35.66

3) 근린·전문상업시설의 배치 특성
앞서 분류한 근린상업, 일반상업, 전문상업 각각의 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첫 번째로
연구대상지에 입지한 근린상업시설의 분포는 아래의 그림
과 같다.
근린상업시설은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된 종(種) 구분
제26권 제6호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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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무시설은 일정한 패턴 없이 모든 슈퍼블록에서
슈퍼블록의 내부까지 고루 분포한 것을 볼 수 있다. 중규
모 업무시설 역시 소규모 업무시설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골
고루 분포해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무시설보다 슈퍼
블록의 바깥쪽에 더 많이 입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규모 업무시설의 경우 앞선 소규모 업무시설, 중규모 업
무시설과 달리 슈퍼블록의 외곽에 주로 입지하는 경향을 보
인다. 이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규모별 업
무시설이 간선도로에 연접해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Figure 11. Distribution of Neighbourhood Commerces

Table 7. Business Facilities and Arteries
Business facilities
fronting artery

# of business facilities

과 관계없이 슈퍼블록의 바깥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깊숙
이 침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분포도를 보면 진
한 색보다 옅은 색으로 넓게 퍼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근린상업시설의 밀도가 저밀로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블록 내부에 점적으로 배치된
근린상업시설은 대부분 한 개씩 나타나며, 따라서 상업화
지수가 1인 것이 많다.
두 번째로 전문상업시설의 배치 특성을 살펴보면 근린
상업시설과는 달리 주로 슈퍼블록의 외곽부분에 선형을
이루며 집중적인 분포를 나타냈으며 그 외에도 산발적인
분포가 아닌 한 부분에 집중적인 분포를 보였다.

Small

Medium

Large

SB1

160

254

SB2

458

146

SB3

290

44

Total
(Ratio)

908

444

Small

Medium

Large

41

4

16

23

26

35

38

15

4

38

22

3

71

77
(8.5)

76
(17.1)

41
(57.7)

Figure 12. Distribution of Specialized Commerces

특히 전문상업시설은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를 따라 집중
적으로 분포하며 일반판매시설이 가로를 따라 길게 분포
할 때는 길의 양 끝이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주거지의 업무화 특성

주거지역에 입지한 업무시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입지와 규모의 연관성, 주거·상업시설과의 연관성, 수직
적 분포 경향 등을 알아보았다. 우선 업무시설은 회사의
크기나 성격에 따라 넓은 면적이 필요하며 접근성이 좋
아야 되는 업무시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
다. 따라서 시설의 규모와 층수에 따라 대규모·중규모·
소규모로 구분하여 입지와 규모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한국주거학회논문집

Figure 13. Distribution of Business Facilities in SB1

위의 조사를 보면 간선도로에 접한 소규모 상업시설이
가장 많지만 총량과 비교해 볼 때는 8.5%만 간선도로에
접해있다. 반면 대규모 업무시설은 그 수는 절반 정도지
만 전체 개수 중 57.5%가 간선도로에 접해있다. 이를 정
리해보면 첫 번째로, 슈퍼블록을 둘러싼 8개의 대로 중
상업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대로에서도 대규모 업무시설이
입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두 번째로 논현로와 선릉로, 삼
성로, 학동로와 연접한 블록과 필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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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초기부터 필지의 크기가 작게 나뉘어져 있었으나 대
규모 업무시설이 입지하기 위해 합필한 것으로 추정된다.13)
세 번째로 소규모 업무시설은 필지의 입지와 무관했으며
주거지역의 종과 상관없이 슈퍼블록의 내부까지 침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주거지역에 입지한 상업시설이 다른 시설과
복합될 경우 어떤 곳에 분포하는지 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거시설과 업무시설,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동시
에 입지해 있는 필지를 조사해 보았다<Figure 14>.

135

용도지역별로 살펴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
반주거지역에서 나타난 상업시설과 복합된 업무시설의 필
지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양이 나타나지만 필지수에 대한
상업·업무 복합시설의 비율을 살펴보면 상업·업무의 복
합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높은 수치에 비해 그 비율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상업·업무 복합화
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소규모 업무시설에서는 70.2%가
상업, 업무시설이 단일필지에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상업시설과 복합적인 경향을 보이는 업무시
설이 단일필지 내에 함께 입지할 경우 수직적으로 어떠
한 분포 경향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업무시설이 도
로를 따라 양 옆으로 집중된 언주로 134길과 선릉로 131
길을 따라 수직적 분포를 조사해 보았다.

Figure 14. Business Facilities mixed with Residential Uses

주거시설과 복합된 업무시설은 모두 소규모 업무시설로
중규모 업무시설이나 대규모 업무시설과 함께 복합된 주
거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즉, 업무시설이 주거시설과
복합될 경우 필지크기가 작으며 업무시설 또한 소규모임
을 알 수 있었다.
상업시설과 복합된 업무시설을 살펴보면 주거시설과 복
합된 업무시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분포
경향은 상업시설이 분포하는 경향과 비슷하게 선형의 형
태로 가로(街路)집중적인 모습이 보였으며 주로 간선도로
에 접한 블록과 그 이면도로에 접한 필지에서 많이 나타
났다. 특히 용도지역에 따라 규모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
는데 이를 수치로 확인해보면 <Table 8>과 같다.
Table 8. Relation between Zoning and Size of Business Facilities
with Commerces
Number of commerces (mixed with)

Size

Large business
facility
Zone

Medium business
facility

Small business
facility

Sum
(ratio)

SB1SB2SB3 Sum SB1SB2SB3 Sum SB1SB2SB3 Sum

GR114)

0

1

0

1

2

14

21
(3.2)

GR215)

5

0

1

6

68 22 12 102 61 115 121 297

405
(13.0)

GR316) 17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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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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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개의 필지 중 지하층에 입지한 업무시설은 하나
도 없었으며 1층에 입지한 업무시설 또한 4개로 매우 적
었다. 반면 2층은 19개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3층은 29개
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업무시설은 상
업시설과 달리 고층일수록 더 많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
였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지에 업무시설이 입지한 필지에
서 각 층별로 업무시설의 유무를 조사하여 전체적인 분
포를 파악해보았다.
이를 업무시설별로 구분해서 보면 대규모 업무시설의
경우 주로 분포하는 층이 3층에서 7층 사이로 나타나며
8층에서 15층 사이에서도 약 30개 이상의 필지에서 업무
13)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대규모 업무시설 중 간선도로에 연접한
모든 필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으
나, 연구대상지의 범위가 넓어 블록의 번지수로 합필을 추정하였다.
14) GR1: Low-density General Residential Zone(제1종일반주거지역)
15) GR2: Moderate-density General Residential Zone(제2종일반주
거지역)
16) GR3: High-density General Residential Zone(제3종일반주거지역)
17) SR: Semi-residential Zone(준주거지역)

제26권 제6호 (2015. 12)

136 전진부·양우현
Table 9. Relation between Residences and Road Direction &,
Width, and Slenderness Raio of Lots
Connected road

Residences

Width
Names Direction
(m)

Dosandaero

Name
Chunghak APT

3,386

0.44

Apt.

Chungdam human
starvil

1,082

0.59

50
Studio

Figure 16. Vertical Distribution of Business Facilities

시설이 분포해 있었다. 반면 소규모 업무시설의 경우 2층
에서 4층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으며 6층부터 급
격히 감소하여 11층 이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
으로 모든 규모에서 1층은 업무시설의 비율이 높지 않았
으며 규모가 클수록 업무시설이 고층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4. 상업지의 주거화 특성

본 연구에서는 주거시설을 ‘주택’을 포함하여 주상복합
(오피스텔), 고시원(고시텔),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이 장기
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하였다. 그 결과
일반상업지역에서 총 22개의 주거시설이 확인되었다. 그
중 오피스텔과 같은 단동형 고층 주상복합 주거시설은 9
개, 고시텔과 같은 소규모 주거시설은 7개, 단지형 아파
트는 6개로 나타났다<Figure 6>.
첫 번째로 주거시설의 입지 여건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다른 주거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지하철과의 거리가
멀며 연접한 도로를 지나는 버스의 종류도 적다. 하지만
주요 간선도로인 성수대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과 직
접적인 연결이 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압구정 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과 같은 특수상권이 집중된 곳과 가까운
곳에 입지한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거시설이 접한 도로와
필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접도로의 방향과 폭, 필
지의 면적과 세장비를 조사해보았다.
연구대상지의 상업지역에 입지한 주거시설의 수는 남북
로 변의 블록보다 동서로 변의 블록에 입지한 수가 두 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필지가 동서방
향으로 긴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연접도로의 방향과 관
계없이 세장비는 대부분 1 이하로 나타났다. 세장비가 1
이 넘는 필지는 총 3개, 1인 필지는 2개였으며 나머지 17
개의 필지는 모두 1 이하였다. 세장비가 1이 넘는 필지
는 모두 남북방향의 도로에 접한 필지였으며, 나머지 필
지는 남북방향의 도로에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이
하를 나타냈다. 이는 주거시설의 남향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동형 고층 주상복합인 오피스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주거학회논문집

Hakdong- East
ro
West
Bongeunsaro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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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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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ungwon hiz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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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BR

Beaver house

248

1.21

Seonreungro129

14

Studio

Sama officetel

451

0.44

V. 결 론
본 연구는 도시계획의 원리로서 용도순화 목적으로 적
용하는 ‘용도지역제(zoning)’가 현재 도시개발 양상에 비
추어 유효한 제도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도시개
발을 위해 작성한 ‘토지이용의 계획’과 현재의 ‘시설의 용
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이를 위해 개발목적이 명확하고 계획의도가 나타나는
서울시의 슈퍼블록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연
구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시설용도의 차이와 그 원인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지를 분석·연구한 결과, 용도지역제를 적용
한 토지이용계획과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일
치하지 않고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용
도지역제가 도입된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
재는 토지 기능을 지정하는 용도 규제가 아니라, 건폐율
이나 용적률이라는 수단으로 개발규모 규제수단으로 변화
18) SBR: Self-boarding Room for Students(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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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용도지역제의 규제 내용의 변화로
인하여 주거지의 상업화와 업무화, 상업지의 주거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용도순화
를 목적으로 한 초기의 토지이용계획의 의도가 건축물의
사용상 편의 추구나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의 이유
로 변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용도지역 별로 같
은 용도의 시설이 건립되지 않고 여러 기능의 건축물이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런 용도혼합 현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로 주거지의 상업화 현상으로 도로의 위계보다 도로 폭
이 넓을수록, 블록의 열(列)이 많을수록 상업시설이 많이
입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필지의 크기가 클수록
상업화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근린상업시설은 일정한 간
격으로 점적으로 배치되었지만 전문상업시설은 도로를 중
심으로 한 선형 배치가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두 번째로 주거지의 업무화 특성으로는 업무시설의 규
모가 작을수록 슈퍼블록의 내부에 고루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며, 규모가 클수록 주로 간선도로변에 입지하고 있다.
또 주거시설과 복합된 업무시설의 수는 적은 반면 상업
시설과 복합된 업무시설은 많이 나타났다. 주거시설과 복
합된 업무시설은 모두 소규모 업무시설이었고, 크기가 작
은 필지에서 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과 복합된 업무시설
은 준주거지역에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업무시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복합화 비율도 줄어들었다.
세 번째로 상업지의 주거화 경향은 필지의 입지 여건
에 따라 다른 유형의 주거시설이 입지한다는 특성을 보
였다. 즉, 도로나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필지의 위치와
세장비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주거시설이 건립된
현상을 보였다.
이상의 특징을 요약하면 주거지에서 근린활동을 위해서
는 기본적인 상업시설이 필요하였고, 간선도로변 상업지
에는 입지의 편의성을 활용한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되었
으며, 이런 시설들은 각각 제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자연스럽게 분포되는 양상이었다. 결과적으
로 현재의 용도지역제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크기
와 높이 등 건축 규모를 제한하고 있을 뿐, 시설의 용도
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있지 않다고 요약할 수 있다. 따
라서 일정 범위의 토지에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는 용도순화, 즉 토지이용계획의 원리는 현대도시에
서는 적용되지 않고, 입지, 가로 조건, 필지의 규모와 특
성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기능의 시설들이 건립된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도시에서의 용도혼합 현상은 당연히 물리적인 조
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적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변화일 것이다. 특히. 연구 결과인 시설용도의 변화와 입
지 특성은 사례가 강남이라는 지역적 여건과 접근성, 지
가, 인지성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된 현상일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원래 토지이용과 현재의 시설 용도를 비
교하였고, 물리적 조건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여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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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상업화·업무화, 상업지의 주거화 요인을 규명하고
자 한 이 연구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서울시 대가구를 사례로 개발시 용도순화의 의도가
현재 건축물의 기능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실증적
으로 분석하여 용도지역제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기초자료
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경제성, 산업변화, 교통량, 사회의식 변화
등 다양한 관점을 통해 도시기능의 복합성을 해석할 수
있는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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