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계획적 관리방향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Policy Directions 

for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s in Seoul

2009



❙연구진❙

연구책임 양 재 섭 •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

연 구 원 권 미 리 • 도시기반연구본부 연 구 원

자문위원

김 광 중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 승 배 • 피데스개발 대표

문 승 국 •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박 환 용 • 경원대 교수

백 운 수 • 미래E&D 대표

심 재 현 • 세종대 교수

이 광 환 • 해안건축 부사장

이 희 정 • 서울시립대 교수

조 주 현 • 건국대 교수

이 정 중 •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장

진 희 선 • 서울시 도시관리과장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 악  도시계획  응 필요

-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은 심지 내 상업․업무공간의 잠식, 고층 고 화

에 따른 기반시설  경 상의 문제, 주거공간으로서의 합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1990년 말 이후 격하게 증가하 음.

- 그러나 주거복합건물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건립되고 있는지 공신력 있는 자료

를 통해 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내 고층 고 화하는 주거복합건물에 한 

도시계획  차원의 응이 필요한 상황임.

◦용도용 제의 도입 취지와 정책효과 검토 필요

- 서울시는 2000년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고층 고 의 주거

복합건물을 제어하기 해 용도용 제를 도입하 음. 용도용 제란 상업지역에 입지

하는 고  주거복합건물을 억제하기 해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용 률이 하향 조정

되는 제도임.

- 2000년 용도용 제를 도입할 당시와 지 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지만, 제도를 

용한 지 10여년이 경과한 시 에서 용도용 제의 도입 취지와 운  성과를 면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 분석  련제도 개선방향 모색

- 이 연구는 1990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건립된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개발양상을 분석하고, 용도용 제의 운  효과를 검토하여 주거복합건물의 계획 인 

리를 한 련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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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결과

1. 주거복합 관련제도의 변화와 문제양상

1) 주거복합건물의 정의 및 개발과정

◦주거복합건물에 한 법제도상의 정의 부재

- 1981년 이후 주택법(주 법)상 사업계획 승인 외 조항을 통해 공 되어 온 주거복합

건물은 법 인 정의가 모호한 상태임. 행법상 주거복합건물은 주택법과 건축법에 

의해 규제되는 복합건축물(공동주택)로, 상업 는 주거지역에 입지하는 20세  이

상의 주거와 주거 이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 내에 복합한 건물임.

<그림 1> 주거복합건물 정의와 사업승인 예외 조건(주택법)

 
◦주거복합건물의 개발과정

시기구분 특             징

제1기

(1990~1994년)

• 1990년대 초반까지 주거비율 50% 미만, 상업지역으로만 입지가 제한되어 개발이 미미함.

• 1992년 강변 한신코아(18층)

제2기

(1995~1999년)

• 1994년 개발 가능지역이 준주거지역까지 확대, 1998년 주거비율 90%까지 완화, 세대수기준 폐지

• 주거복합 개발 활성화, 1996년 이후 30층 이상의 초고층 개발이 시작됨.

• 1996년 보라매 나산스위트(37층), 97년 삼성옴니타워(37층), 99년 대림아크로빌(46층)

제3기

(2000~2004년)

• 2000년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개발을 억제하고자 용도용적제를 도입했으나, 오히려 증가함.

• 2003년 목동 하이페리온(69층), 2004년 도곡동 타워팰리스(69층)

제4기

(2005~2009년)

• 2007년부터 주거복합건물 건립은 감소했지만, 초고층 개발 추세는 여전함.

• 2007년 자양 더샵 스타시티(58층), 용산 시티파크(43층), 2009년 목동 트라팰리스(49층)

<표 1> 주거복합건물의 시기별 개발과정과 특징

cf.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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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복합 관련제도의 변화

◦주거복합 련제도의 변화과정

- 주거복합 련규정은 1981년 8월 주택건설 진법을 개정하면서 최 로 도입되었음. 

1994년에는 주거복합 개발이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하게 되었

고, 1995년 주거비율 70% 완화  세 수 규정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공 됨.

- 이후 외환 기 극복을 해 1998년 주거비율이 90%까지 완화되고, 각종 부동산규제가 

부분 완화, 폐지되면서 주거복합 개발이 폭발 으로 증가함.

-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0년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용도용 제’를 도입하여 상업지역

에서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고층 고 의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을 제어하고자 하

음. 그러나 각종 부동산규제의 완화로 인해 당  도입 목 을 달성하지 못함.

<그림 2> 주거복합 관련제도의 변천과정

3)  용도용적제의 도입과 운영방식

◦용도용 제 : 원칙에 비해 완화된 용 률 용

- 행 용도용 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용 률이 하향 

조정되는 방식으로 운 됨. 재 운 되는 용도용 제의 용 률은 원칙 으로 용할 

때보다 사 문 내에서는 30~120%, 사 문 외에서는 50~100% 정도 완화되어 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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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면적

비율 (%)

일반상업지역

4대문 내 (30~120% 완화) 4대문 외 (50~100% 완화)

현행 적용 용적률 원칙 적용 시 현행 적용 용적률 원칙 적용 시

80~90 미만 480% 이하 360% 이하 제한 제한

70~80 미만 510% 이하 390% 이하 제한 제한

60~70 미만 540% 이하 420% 이하 600% 이하 500% 이하

50~60 미만 570% 이하 450% 이하 650% 이하 550% 이하

40~50 미만 600% 이하 480% 이하 700% 이하 600% 이하

30~40 미만 600% 이하 510% 이하 750% 이하 650% 이하

20~30 미만 600% 이하 540% 이하 800% 이하 700% 이하

20 미만 600% 이하 570% 이하 800% 이하 750% 이하

<표 2> 현행 용도용적제에 의한 용적률과 원칙 적용 시 용적률 비교

4) 주거복합건물 개발의 문제 양상

◦ 심지  상업지역 신축건물의 주거 주 개발

-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상업지역에 신축된 건물(574건) 용도를 보면,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비율이 지역 심 52%, 지구 심 47%, 부도심 36%, 도심 30%를 차지함.

◦ 고층 고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경 상의 문제

-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 주로 고  개발되고 있다는 이 문제임. 고층 주거복합이 

주거 주로 개발되고 있지만, 학교 등 기반시설에 한 설치 의무규정이 없음.

- 고층 개발은 도시경 상에 향을 미치지만, 인동간격 규제 등이 미흡하여 인 지

역 주민과의 일조권  조망권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

◦균형발 진지구 내 규모 주거복합 입지 정

- 지역 심 등에서 심기능을 활성화하기 해 지정된 균형발 진지구에서 규모 

주거복합건물의 입지가 상됨. 균 지구에는 용도용 제가 용되지 않으므로, 주거 

주의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심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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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

- 이 연구는 1990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건립된 10층 이상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을 

상(289건)으로 함. <부동산 114>가 구축한 주거복합 DB를 토 로 하고, 세부 자료

는 건축물 장으로 보완하 음. 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의 조를 얻어 자치구

별 주거복합 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음.

1)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공급 및 입지현황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총 289건, 58,768세  건립

- 1990년 이후 재까지 서울시에 건립된 주거복합건물은 총 289건이며, 세 수는 

58,768세 에 이름. 주거복합건물은 2000년 에 체의 89%인 254건이 건립되는 등 

2000년 이후 폭발 으로 증가하 음. 특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매년 30여

건이 넘는 건물이 건립되어 202건(70%), 39,019세 (67%)가 공 되었음.

<그림 3>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개발 연도별 입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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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연도

<그림 4>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연도별 공급 현황

◦동남․서남권 : 상업지역, 동북․서북권: 주거지역에서 공

- 주거복합건물의 권역별 입지 황을 보면, 동남권이 127건으로 체의 44%를 차지하

고, 서남권 23%, 동북권 14%, 도심권 12%임. 동남권과 서남권에 입지한 비율이 체

의 67%에 달함.

- 주거복합건물의 용도지역별 입지 황을 보면, 상업지역이 193건으로 체의 67%, 

주거지역이 69건으로 24%를 차지함.

<그림 5> 주거복합건물의 권역별 입지현황

 

<그림 6> 주거복합건물의 용도지역별 입지현황

◦ 심지 계에 속하지 않는 그외 지역 93건(32%), 지역 심 69건(24%) 입지

- 심지 계별 주거복합건물의 입지 황을 보면, 심지 계에 속하지 않는 그외 지

역 93건(32%), 지역 심 69건(24%), 부도심 66건(23%), 지구 심 51건(18%)의 분포

를 보임. 도심은 10건(4%)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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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입지 및 개발실태

① 개발규모

 ◦평균 세 수 217세 , 300세  미만 153건(79%)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193건)의 평균 세 수는 217세 임. 100세  미만이 76건

(39%)으로 가장 많고, 300세  미만이 153건(79%)을 차지함. 이는 300세  이상일 경

우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임.

 ◦평균 지면  : 4,758㎡, 1,000~3,000㎡ : 95건(50%)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평균 지면 은 4,758㎡임. 지규모가 1,000~3,000㎡

가 95건(49%)으로 가장 많고, 이어 3,000~5,000㎡ 19%, 5,000~10,000㎡ 17% 순으로 

나타남. 3,000㎡ 미만의 소규모 개발이 108건(56%)를 차지하고 있음.

② 개발밀도 및 층수

 ◦평균 용 률 732%(최고 1,107%), 평균 층수 24층(최고 69층)

-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평균 용 률은 732%, 최고 용 률은 1,107%임. 2000년 용

도용 제를 도입하면서 상업지역 용 률을 200% 하향 조정함에 따라 2001년 이후 평

균 용 률이 다소 감소하 으나, 최고 용 률은 1,000% 수 을 유지하고 있음.

- 주거복합건물의 평균 층수는 24층, 최고 층수는 69층으로 나타남. 평균 층수는 25~30층 

내외로 큰 변화가 없으나, 최고 층수는 1995년 반 40~69층을 상회하는 등 고층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7>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건축 허가연도별 용적률 및 층수



viii

③ 주택평형 및 주거비율

 ◦ 용면  115㎡ 이상 세 수 : 16,870세 (49%)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택규모를 보면, 국민주택규모(85㎡ 미만) 주택은 

30%(1,0389세 )에 불과함. 반면, 용면  115㎡(40평형) 이상인 형 평형의 주

택이 49%(16,870세 )에 달하는 등 형 주로 공 되고 있음.

◦ 평균 주거비율(지상부분) : 63%(오피스텔 포함되지 않음)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평균 주거비율(지상부분)은 63%임. 심지 계별로 보

면,  그외지역 67%, 부도심 65%, 지역 심과 지구 심은 62%, 도심은 48%로 나타남. 

지역 심과 그외지역 등 심지 계가 낮은 지역에서 주거비율이 높게 나타남.

3. 외국 대도시의 중심지 및 상업지역 관리제도

- 뉴욕, 도쿄, 요코하마 등 외국의 도시에서도 상업지역  심지가 과도하게 주거지

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다양한 제도를 운 하고 있음.

- 뉴욕은 세분화된 상업지역과 등가(等價) 주거지역(Residential District Equivalent)을 

운 하고 있으며, 도쿄는 심지 계  장래상에 따라 육성용도를 설정하고 있음. 

요코하마는 도심기능 유도지구를 통해 도심부에 심기능을 우선 육성하고, 주거기능을 

보완 용도로 설정함.

구  분 내       용

뉴욕 :

상업지역 세분화 및 

등가(等價) 주거지역

• 상업지역은 필요한 기능과 입지조건에 따라 8개(C1~C8)로 구분되며, 주거용도는 이 

중 C1~C6 지역에서만 허용됨.

• 상업지역에서 주거용도로 개발 시 해당하는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등가(等價) 

주거지역(residential district equivalent) 제도를 운용함.

도쿄 :

중심지 위계와 

장래상에 따른 

육성용도

• 도심, 부도심(신거점), 도심 주변 등으로 구분되는 중심지 위계별로 육성할 용도와 그 

비율을 설정함.

• 육성용도를 촉진하는 지구에서는 그 용도를 별도로 제시하며, 지역특성과 관련계획 

등에서 육성용도를 유도함.

요코하마 :

도심기능유도지구

(특별용도지구)

• 역세권 주변 상업지역을 도심기능유도지구로 지정하여 차별적으로 관리

  - 역세권에 인접한 상업지역에는 주거기능 도입 금지

  - 그 주변지역은 상주(商住) 공존지구로 지정하여 주거 용적률을 제한(300%)하되, 도심

활성화 용도(호텔, 오피스, 판매 등)를 도입하는 만큼 주거용도 인센티브 제공

<표 3> 외국 대도시의 중심지 및 상업지역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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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정책건의

1)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법적 정의 및 관리기준 강화

◦특별한 공동주택인 주거복합건물에 한 법  정의 필요

- 주거복합건물의 계획  리를 해서는 우선 으로 주거복합건물에 한 법제도상

의 정의가 마련되어야 함. 특히, 향후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1인 가구수의 격한 증가 

등 새로운 유형의 주거복합건물 출 에 비하기 해 법제도상의 규정과 리기 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건축법상의 용도분류를 개선하여 주거복합건물을 ‘겸용 공동주택’ 는 ‘복합건물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외요건의 강화

- 행 주택법상 세 수 300세  미만, 주거비율 90%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거복합

건물의 사업계획 승인 외요건을 강화하여 세 수 기 은 낮추고 주거비율은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중심지별 육성전략과 주거 개발에 대한 원칙 마련

- 심지  상업지역을 체계 으로 리하고 육성하기 해서는 도쿄 사례와 같이 도

심·부도심 등 심지 계별 미래상과 육성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함. 

- 서울의 경우에도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부도심·지역 심별로 미래상을 설정하고, 

심지별 육성 략에 부합하는 용도의 유치를 해 략  육성용도를 설정하는 등 

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3) 용도용적제 운영방식의 개선

◦주거 용 률 상한 설정  육성용도 도입 시 인센티  부여

- 요코하마 사례와 같이,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도에 해서는 용 률 300%

를 상한으로 설정하고 해당 심지에 설정된 육성용도를 도입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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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 를 주거용도로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 방식은 상업공간이 주거용도로 무분별하게 잠식되는 것을 제어하면서, 동시에 상

업지역의 토지를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음.

◦ 용도용 제 용 외규정에 한 재검토

-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부도심  지역․지구 심에 지정된 균형발 진지구에서는 용

도용 제가 용되지 않고 있음. 주거 주의 고층 고  개발이 지역․지구 심 등에

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용도용 제 용 외규정을 재검

토할 필요가 있음.

4)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마련

- 재 주거복합건물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는가에 따라 담당 부서가 각각 나 어져 

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된 주거복합건물의 DB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주거복합건물의 체계 인 리와 모니터링을 해서는 부서별로 나 어져 리되고 

있는 주거복합건물을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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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 분석  도시계획  응 필요

1981년 이후 주택건설 진법( 재의 주택법)에 근거하여 건립되던 서울의 주거복합건

물은 2000년  들어 공  물량이 폭발 으로 증가하 다. 특히,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

복합건물은 용도상으로는 공동주택이지만, 도는 상업지역의 용 률을 용받고 있어 고

층 고 의 공동주택을 공 하는 수단이 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주거복합건물이 ‘어디에, 얼마나, 어떤 양상으로 건립되어 있는지’ 공신

력있는 자료를 통해 제 로 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 한, 상업지역 내에 입지하

는 고층 고 의 주거복합건물에 한 도시계획  차원의 응도 미흡한 실정이다. 주거복

합건물은 법 인 정의가 모호할 뿐 아니라 서울시 내에서도 도시계획국과 주택국 등 여러 

부서가 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건축양상을 체계 으로 

악하는 것도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1990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상업지역에 건립된 주거복합건물의 입지 실태와 

건축 양상을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조사 · 분석하는 것은 주거복합건물의 체계 인 

리와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 용도용 제의 도입 취지와 정책효과 검토 필요

서울시는 2000년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고층 고 의 주거복



4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계획적 관리방향

합건물을 제어하기 해 ‘용도용 제’를 도입하 다. ‘용도용 제’란 어떤 건축물의 용

률이 용도지역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이다. 

서울에서는 IMF 외환 기 이후 경기 활성화를 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상업지역

에 공 되기 시작한 고층 고 의 주거복합건물을 제어하기 해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1)

2000년 용도용 제가 처음 도입되던 때와 지 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한 지 10여년이 경과한  시 에서 용도용 제의 도입 취지를 되돌

아보고, 그 효과가 어떠했는지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2000년 이후 시행되어 온 용도용 제의 운  효과를 검토하여 주거복합건물의 

계획  리를 한 법제도상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 분석  련제도 개선방향 모색

이 연구는 1990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건립된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개발양상을 분석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제어하기 해 도입

된 ‘용도용 제’의 운  효과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주거복합건물의 계획 인 리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련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 이 있다.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1 분석대상 및 주요내용

◦ 분석 상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시 는 1967년 건립된 세운상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주거복합

건물에 한 법  기 이 마련된 것은 1981년 주택건설 진법상 ‘사업계획 승인 외 조

항’이 용되면서부터 다.2) 이러한 완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0년  반까지 주거복

1) 서울에 도입된 용도용 제는 상업지역에 주거복합건물이 입지할 경우, 해당 건물의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용 률

이 하향 조정되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2) 1981년 주택건설 진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르면,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을 개발할 경우 주택비율이 50% 이상인 

때는 20세  미만, 주택비율이 50% 미만인 때는 100세  미만을 기 으로 사업계획 승인 상에서 제외되는 특례 



제1장 연구 개요  5

합건물의 공 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주거복합건물의 공 이 증가하기 시작

한 것은 1990년  후반부터 다. 특히, IMF 외환 기 이후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거복합건물의 공 이 폭발 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1990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약 20년간 서울에 공 된 주거복합건물을 분

석하며, 그 에서도 상업지역에 건립된 10층 이상의 주거복합건물을 심층 으로 분석한다. 

◦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 , ① 주거복합건물 련제도의 변천과정을 

검토하고, ② 1990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서울에 공 된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건축양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③ 용도용 제 운   련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먼 , 주거복합건물이 어떤 법제도를 토 로 공 되어 왔고, 련 법제도가 어떻게 변

화해 왔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 건축법상 주거복합건물은 별도로 구분되는 건물 

용도가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1981년 사업승인 외 조치 이후 지 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련 규정이 개정되어 왔다. 따라서 주거복합건물이 행 법제도 상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으며, 련 법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1990년 이후 최근까지 약 20년간 서울에 건립된 주거복합건물이 어디에, 얼마나 

건립되었는지 입지실태와 건축양상(규모, 도, 높이, 주거비율, 평형 등)을 분석한다. 주거

복합건물은 1990년  이후 서울의 상업지역 곳곳에 건립되었으나, 이들의 입지실태와 개

발 물량, 건축양상 등은 체계 으로 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거복합건물에 한 공신력 

있는 DB를 구축하고, 입지  건축양상을 체계 으로 분석하여 도시계획  차원의 리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상업지역과 심지 등에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의 바람직한 리방향과 용

도용 제를 비롯한 련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해 뉴욕, 도쿄, 요코하

마 등 외국 도시의 상업지역과 심지 리제도를 살펴보고, 서울의 실정을 감안하여 용

도용 제 등 련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규정이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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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방법

◦ 선행연구  련 법제도의 변천과정 검토

먼 , 주거복합건물과 련된 선행 연구와 련논문을 검토하 다. 한 주택법(구 주

택건설 진법), 건축법,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주택  부동산 규제 등 주거복

합건물과 련된 법제도와 서울시 용도용 제의 변천과정 등을 악하 다.

◦ 주거복합건물 DB 구축을 통한 실태 분석

주택법(구 주택건설 진법)에 따르면, 주거복합건물이란 ‘상업 는 주거지역에서 주

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이 동일한 건물에 복합된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나 주거복합건물은 

개별 건축, 지구단 계획(특별계획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 되고 

담당부서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DB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회사인 <부동산 114>가 구축한 주거복합건물 DB와 건축물

장을 토 로 서울시 주거복합 황 DB를 직  작성하 다. 이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청의 조로 주거복합 황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서울시 주거복합건물 DB를 완성하

다3). 주거복합건물 DB의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건물 명칭 주 명칭/ 동 명칭

위치(주소) 자치구 / 동명 / 번지

용도지역 등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개발(사업)방식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시장재개발 /기타

부지현황 대지면적 / 건축면적

층수 최고 / 지하

밀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건물 전체 / 지상부분 / 공동주택 전체 / 공동주택 지상부분

총세대수 전체 세대수/ 평형별 세대수

준공 및 입주연도 준공일자 / 분양일자/ 입주일자

주거/비주거 비율 주거/ 비주거 비율

기타 건물 동수 / 주차대수 / 주용도 (건물전체)

<표 1-1> 서울시 주거복합건물 DB 세부항목

3) 국토해양부는 2006년부터 공동  단독주택의 가격공시를 해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특성조사 

항목 에는 “용도가 복합된 공동주택”을 별도로 구분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자료를 통해 보다 공신력 있는 

주거복합건축물 DB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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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상업지역  심지 용도 리제도 검토

뉴욕의 조닝제도  상업지역에 용되는 ‘등가(等價) 주거지역(Residential District 

Equivalent)제도’, 도쿄의 ‘ 심지 특화 략  육성용도 제도’, 요코하마의 ‘도심기능 유도

지구(특별용도지구)’ 등 외국 도시에서 운 하고 있는 상업지역  심지 리제도를 

검토하여 서울에 주는 시사 을 도출하 다.

◦ 설계자․개발자․공무원에 한 면담조사

주거복합 개발에 참여한 설계자, 개발자, 담당 공무원  련 문가와의 면담조사를 

통해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  건축양상의 문제 , 련 법제도의 개선방향 등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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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검토

3.1 서울시 전역의 주거복합건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서울시 역에 입지한 주거복합건물을 분석 상으로 한 연구는 1996년 주택산업연구원

에서 수행한 연구가 처음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1967년부터 1996년까지 완공된 주거복합

건물(207건)을 상으로 입지실태와 개발특성을 분석하 다. 이후 정은진(2003)은 1980년

부터 2002년 4월까지 공  허가된 주거복합건물(222건)을 분석하여, 분석 상을 2000

년  반까지 확장하 다.

뒤를 이어 김태균(2004), 이원경(2007) 등은 2000년  반까지 건립된 주거복합건물

을 상으로 서울시 공간구조상의 입지  개발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한편, 권 덕

(2007)은 서울의 체 주거복합건물이 아니라 25층 이상 고층의 주거복합건물(76건)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2000년 이후 주거복합건물의 공 이 확 되면서 이를 상으로 한 연구도 양 으로 늘

어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체 주거복합건물을 상으로 한 연구는 공신력 있는 DB 구

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은진(2003)의 연구 이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한 2000년 도

입된 용도용 제 등 주거복합 련 제도에 한 도시계획  차원의 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저자 연도 분석대상 주거복합건물 연구제목 기관

주택산업

연구원
1996

1967~

1996년

207건

(완공 및 예정)
도심의 주거기능 활성화와 주상복합용도 개발

주택산업

연구원

정은진 2003
1980~

2002년 4월

222건

(준공102건,허가120건)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입지 특성과 지역별 

주거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김태균 2004
1980~

2003년 9월
119건

공간구조상의 주상복합용도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위계별 차이를 중심으로 -

한양대

석사논문

이원경 2007
1980~

2006년 5월

185건

(준공완료)

입지특성에 따른 주상복합건물의 개발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권영덕 2007
1990~

2007년

25층 이상 76건

(고층아파트163건)
초고층 주택의 보완과제와 개선방안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표 1-2> 서울시 주거복합건물 대상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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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주제별 선행연구

주거복합건물에 한 선행연구는 크게 ①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개발특성에 한 

연구, ② 주거복합 개발 련제도  정책에 한 연구로 나  수 있다. 주제별 표 인 

선행연구는 아래 표와 같다.

주제 제목 저자 연도 출처

주거복합

건물의

입지실태와 

개발특성

주상복합건물의 특성분석과 입지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임국택 1995 중앙대 박사논문

도심의 주거기능 활성화와 주상복합용도 개발
주택산업

연구원
1996 주택산업연구원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입지 특성과 지역별 주거 특성에 관한 

연구
정은진 2003 서울대 박사논문

공간구조상의 주상복합용도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위계별 차이를 중심으로 
김태균 2004 한양대 석사논문

입지특성에 따른 주상복합건물의 개발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원경 2007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주거복합

관련제도

및

정책

주택 및 도시정책이 주상복합건물의 공급과 입지에 미치는 영향

과 정책효과
고창배 2003 한양대 석사논문

도심의 주거복합건물관련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평가
이준호

임창호
2003

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주상복합건물의 개념과 특례 김종보 2006
법학논문집,

중앙대 법학연구소

초고층주택의 보완과제와 개선방안 권영덕 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표 1-3>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주제별 선행연구

지 까지 주거복합건물에 한 연구는 입지실태  개발특성, 련 제도  정책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입지특성을 다룬 연구는 2000

년  반까지 건립된 주거복합건물을 상으로 이루어졌고, 용도용 제 등 주거복합 

련제도의 운 효과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한 정책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 2010년 상반기까지 상업지역에 건립된 서울시 주거

복합건물의 입지특성과 개발양상을 분석하고, 특히 2000년 용도용 제 시행 이후 주거복

합건물의 개발 실태를 악하여 향후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계획  리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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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거복합건물 관련제도의 변화와 문제점

제1절 주거복합건물의 정의와 개발과정

1.1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법제도적 정의

◦ 주거복합건물의 법  정의 부재

행 법제도 상에는 주거복합건물에 한 명확한 법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주택법

(구 주택건설 진법)상 사업계획승인 외조항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는 건

축물(주거복합건물)에 해 세 수와 주거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건축법(건축

물 용도분류)과 주택법 등에서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 주거복합건물에 한 행 규정

서울시는 2000년 7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 률)에

서 ‘주거복합건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조례 제정 시에는 용어에 한 정의

를 별도로 하지 않았으나, 2008년 8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거복합건물에 해 ‘공동주택

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라는 설명을 첨부하 다.

한 서울시는 2000년 용도용 제를  도입한 이후 같은 해 9월 건축조례를 면 개정하

면서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주거복합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주거용 면 과 다른 용도의 면 이 각각 연면 의 10% 이

상 복합된 건축물’로 정의하 다. 그러나 이후 2005년 12월 조례 개정 시 이 조항이 삭제되

어 행 건축조례상에는 주거복합건축물에 한 정의가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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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에서는 ‘복합건축물’ 에 

해 언 하고 있다. 여기서는 복합건축물에 한 별도의 정의 없이, ‘숙박․ 락시설․공

연장․공장이나 험물 장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

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  어 관 련 법 정  의

주거복합

건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 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2008년 8월 조례개정 시 첨부)

주거복합

건축물

서울시 건축조례 제35조

(2005년 12월 29일 삭제)

• 주거용 면적과 다른 용도의 면적이 각각 연면적의 10% 이상 

복합된 건축물

복합건축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별도의 정의 없음

<표 2-1> 주거복합건물 관련 용어

◦ 주거복합건물과 주상복합건물의 비교

주거복합건물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주상복합건물이란 용어가 있다. 김종보(2006)에 따

르면, 주상복합건축물은 동일 건축물에 주택과 함께 상가 등이 복합되는 건축물이라고 정

의하 다. 한편, 정은진(2003)은 주상복합에서 ‘상(商)’이란 용어가 단순히 상업기능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업무․숙박․문화 련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다고 하

다. 이 게 본다면,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복합건물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4) 

◦ 주거복합 개발의 법  근거

주거복합 개발의 법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있다. 이 규정

에 따르면, 상업 는 주거지역에서 300세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

물로 건축하는 경우, 1세 당 주택 규모가 297㎡ 이하이고, 주거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에는 사업계획 승인 상에서 제외된다.

관 련 법 내      용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때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 1세대당 297㎡ 이하

   -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비율이 90% 미만

<표 2-2>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사업승인 관련규정

4) 과거에는 주상복합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 으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주거복합건물을 정의하 으

므로, 여기서는 주거복합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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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상에서 제외되면 건축법상의 인․허가 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 공   부 복리시설 설치 규정 등을 용받지 않고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일종의 특례가 용된다.  

따라서 행법상 주거복합건물은 주택법과 건축법에 의해 규제되는 복합건축물(공동주

택)로서, 상업 는 주거지역에 입지하는 20세  이상(공동주택 기 )의 주택과 주택 이

외의 시설이 동일한 건축물 내에 복합되어 있는 건축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주택 

세 수가 300세  미만이고 세 당 주택규모가 297㎡ 이하이며, 주거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차에 따라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규정이 용된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경우에는 주택 련 부 복리시설  주택공 기

 등을 용받게 되므로,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조치는 이러한 기 들을 용받지 않게 

되는 특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 주거복합건물의 정의와 사업승인 예외조건(주택법)

cf.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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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거복합건물의 개발배경 및 과정

1) 주거복합건물 개발배경

서울의 주거복합건물은 1967년 세운상가가 공 된 이래 1980년  말까지는 본격 으

로 공 되지 않았다. 재와 같은 주거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반

부터 다. 서울에서의 주거복합 개발은 도심부에서 시작되었다. 도심 외곽으로의 수평  

확산 방지, 상주인구 감소로 인한 도심의 야간공동화 방지, 직주분리로 인한 도심 교통난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해 주거복합건물이 공 되기 시작했다(권 덕, 2007). 

주거복합 개발이 본격 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IMF 외환 기 이후 경제 

활성화를 해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주거복합건물은 고층화, 고 화, 첨단화를 표방하는 고  주거 유형으로 자리 잡으면서 

2000년   주거복합 개발 붐이 일게 되었다.

2) 주거복합건물의 시기별 개발과정 

주거복합 개발은 1990년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주거복합건물에 한 인센티 를 부

여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부터 최근까지 약 20년간 주거복합건물의 개발과정

을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기 : 1990년  반(1990~1994년)

1990년  반까지 주거복합건물은 주거비율이 50% 미만이었고, 입지가 상업지역으로

만 제한되어 있어 건립이 활발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도심과 마포 등에서 추진되는 도

심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복합(업무+주거)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 표 인 주거복

합건물로는 강변 한신코아(1992, 18층)와 세종로 우빌딩(1995, 15층) 등을 들 수 있다. 

◦ 제2기 : 1990년  후반(1995~1999년)

1994년 주거복합 개발 가능지역이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까지 확 되었고, 1995년 

주거비율이 70%로 완화되면서 주거복합건물은 주거용 건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외 조항에서 세 수 기 이 폐지되면서 개발 건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1996년 이후부터는 30층 이상의 고층 주거복합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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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곳으로 보라매공원 주변을 들 수 있다. 1996년 보라매 나산스 트(37층), 1997년 삼

성 옴니타워(37층)와 보라매 롯데캐슬(37층) 등 주거복합 건물군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8년 주거비율이 90%까지 완화되면서 단일 동(棟)으로 건립되던 주거복합건물

내 주거와 상업시설이 별동으로 건립되기 시작했다. 1999년 도곡동에 건립된 림 아크로

빌(46층)은 고층 주거복합건물의 표 인 이다. 이후 1998년 우성 캐릭터 199(31층), 

1999년 우성 캐릭터빌(26층)과 비  21(27층) 등 도곡동 일 에 오피스텔을 포함한 

형 주거복합건물들이 건립되기 시작했다.  

<그림 2-2> 보라매 나산스위트

       

<그림 2-3> 도곡동 아크로빌

◦ 제3기 : 2000년  반(2000~2004년)

1997년 IMF 이후 부동산규제가 폭 완화되면서 용 률 1,000%에 달하는 주거복합건

물들이 서울 곳곳의 상업지역에 건립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0년 용도용

제를 도입하여 상업공간을 잠식하는 주거복합 개발을 억제하려고 했으나, 부동산규제 완

화에 힘입어 주거복합 개발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2000년  들어 목동의 하이페리온(69층, 2003년)과 도곡동 타워팰리스(69층, 2004년)와 

같은 60층 이상의 고층 주거복합건물이 건립되기 시작했다. 강남, 등포, 목동지역을 

심으로 30~40층의 주거복합 개발이 증하 다. 이 시기에는 타워팰리스, 하이페리온 등 

고층화, 고 화된 주거유형으로 변되는 주거복합 개발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계획적 관리방향

<그림 2-4> 도곡동 타워팰리스

 

<그림 2-5>목동 하이페리온

◦ 제4기 : 2000년  후반(2005~2009년)

2003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외 조항의 세 수 규정이 300세  미만으로 강화되

었고, 이후 주거복합건물에 한 매제한  분양가 규제조치도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반 인 경기가 하락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축되자, 2007년부터 주거복합건물의 공 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6년 목동 하이페리온Ⅱ(41층), 2007년 자양동 더 샵 스타시

티(58층)와 용산구 시티 크(43층), 2008년 용산구 크타워(40층), 2009년 목동 트라팰리

스(49층)와 공덕동 롯데캐슬 지던트(40층) 등 고층 개발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그림 2-6> 용산 파크타워

   

<그림 2-7> 공덕동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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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거복합 관련제도의 변화

2.1 1980년대 초 ~ 1990년대 초

주거복합 개발과 련된 정책은 1981년 8월 주택건설 진법이 개정되면서 최 로 도입

되었다. 주거복합 비율  세 수가 일정 기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상에서 

제외하는 특례 조치를 통해 주거복합 개발을 진하 다.

주 법상 사업계획 승인 상이 되면 분양가 규제와 주택 부 복리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 외 용을 받게 되면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고 개발하는 것

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공 자에게는 상당한 이 이 있다. 주거복합건물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자 사업 채산성을 맞추기가 용이한 주택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은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비주거

용 건물로 인식되었고, 세 수 규제 한 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주거복합 개발은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다.

구분 연도 관련법규 주요내용

주상

분리

원칙

1979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한 단지 내에 공동주택과 상가 및 부대시설은 별동으로 간주

198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령 별표4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대지의 조성 기준 등 주택의 건설기준 제시

주거

복합

부분

허용

198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령 제32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개발 시 사업승인대상 제외 기준

 : 주택비율 50% 이상(20세대 미만), 주택비율 50% 미만(100세대 미만)

1982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상업지역, 특정가구정비지구,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 구역 안에서 공동

주택에 근생시설, 주택관리업무시설의 주거복합 가능

1984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령 제32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개발 시 사업승인대상 제외 기준

 : 주택비율 50% 이상(10세대 미만), 주택비율 50% 미만(100세대 미만)

1988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령 제32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개발 시 사업승인대상 제외 기준

 : 주택비율 50% 이상(20세대 미만), 주택비율 50% 미만(100세대 미만)

1989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상업지역, 특정가구정비지구,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 구역 안에서 시장

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주거복합 가능

∙공법인이 건설,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은 주거복합 가능

주거

복합

규제

완화

1989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공동주택건설 원가연동제의 실시(건축비 산정, 택지비 감정, 채권입찰제 상한선 설정,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 의무비율 설정)

∙주거복합건물은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됨으로써 분양가 자율화 혜택

1991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

∙주택과 복합건축 시 불허용도만 규정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표 2-3> 주거복합 관련 법제도 변화(1980년대 초반~1990년대 초반)

      자료: 건설교통부, 2007, ｢도시계획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p.39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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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990년대 중반~2009년

1994년 주거복합 개발은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까지 확 되었다. 1995년에는 

주거비율이 70%로 완화되었고, 세 수 규정도 폐지되었다. 이때부터 주거복합건물은 주거

용 건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후 IMF 외환 기의 향으로 건설 련 각종 규제가 완화

되면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은 1998년 90%까지 완화되었으며, 분양가 상한제와 매 

제한 등 부동산규제가 완화․폐지되면서 주거복합 개발은 폭발 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0년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용도용 제’를 도입하여 상업지역에

서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주거복합 개발을 억제하고자 하 다. 그러나 침체된 경기의 활성

화를 목 으로 각종 부동산규제가 완화되면서 용도용 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구분 연도 관련법규 주요내용

주거

복합

활성

1992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도심재개발사업구역 안에서 복합

건축물 재건축 시 불허용도일지라도 허용

1994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 개발 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외 기준

 - 주택수: 200세대 미만, 주거비율: 50% 미만

 - 주거전용면적을 전체세대수로 나눈 면적: 150㎡ 이하

1995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9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처분가격 기준(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 원가연동제 적용지역과 비적용지역으로 구분

1995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 개발 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외 기준

 - 주택수: 제한 없음, 주거비율 70% 미만

 : 주거전용면적을 전체세대수로 나눈 면적: 150㎡ 이하

199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에 의한 주거복합개발

 :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복합가능

1998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 개발 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외 기준

 - 주거비율: 90% 미만

 - 주거전용면적을 전체세대수로 나눈 면적: 150㎡ 이하

1999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 개발 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외 기준

 - 주거비율: 90% 미만

 - 주택규모: 제한 없음

주거

복합

규제

강화

2000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3항 및

별표2

∙상업지역 안에서 용도용적제 획일적 적용과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강화

 :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 50%, 여타 상업지역에서는 30%를 초과할 경우 주거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용적률을 하향 적용하는 차등적용제 규정

2002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5조

∙서울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선정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분양권 전매, 선착순 분양 폐지

2003
주택법

제16조1항

∙주거복합건물의 주택법상 규정기준

 - 300가구 이상: 일반아파트와 동일한 조건으로 건축 및 분양

 - 300가구 미만: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사업계획 승인 제외

 - 도심에서 주거복합건축 시 부대․복리시설이 적절하게 갖추어 건설되도록 규정

<표 2-4> 주거복합 관련 법제도 변화(199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자료: 건설교통부, 2007, ｢도시계획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pp.39-40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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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관련법규 주요내용

주거

복합

규제

강화

2003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2항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주거복합개발: 주거비율 70% 이하 제한

2004 주택법 제41조의 2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

거나 알선할 수 없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005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3항 및

별표2

∙4대문 외 지역 주거비율 90%→70%까지로 강화

주거

복합

규제

완화

2007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3항 및

별표2

∙주거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 적용 예외

 - 균형발전사업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

획에 의하여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

<표 2-5> 주거복합 관련 법제도 변화(2000년대 중반~현재)

      자료: 건설교통부, 2007, ｢도시계획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p.40에서 재구성

한편, 2005년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사 문 밖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

율을 90%에서 70%까지로 강화하 다. 이후 2007년에는 균형발 진지구  재정비 진

지구를 용도용 제 용 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심지 등 상업지역에 입지하는 주거복합

건물에 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2.3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복합건물은 1981년 도입할 당시부터 지 까지 주거복

합 개발에 한 사업승인 외조치를 통해 공 이 확 되었다. 즉, 재의 주거복합건물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면서 주택 공 을 확 하려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만들어진 변형

된 형태의 고층 고  아 트라고 할 수 있다.

이 게 볼 때, 주거복합건물은 도입 기부터 도심공동화 방지, 직주근 의 실 , 상업

용 토지의 효율 ․복합  이용이라는 정책목표의 일 성 있는 실 과 도시 리 차원에서

의 원칙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한, 주택공  논리의 향을 받아 부동산 련규

제들을 완화하면서 주거복합 개발이 확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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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주거복합 관련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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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용도용적제의 도입과 운영방식

3.1 용도용적제 도입과 기대효과

용도용 제는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확산을 제어하기 해 2000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최 로 도입되었다. 당시 도입목 은 다음 세 가지 다. 첫째, 주거

복합 개발로 인한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제어하는 것이다. 둘째, 고 의 주거복합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셋째, 원칙과 철학있는 토지이용과 리의 필요성 때문이었다.5)

  

◦ 주거복합 개발로 인한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제어

당  도심부의 공동화 방지를 하여 도입된 주거복합건물은 1990년  후반이후 서울 

역의 상업지역에서 사업성이 좋은 고층 아 트로 공 되었다. 상업지역은 본래 권역 내 

심지에 업무․상업 등 경제활동의 거  형성을 목 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러한 심지

가 과도하게 주거지화되는 것은 경제활동 공간의 축소와 이에 따른 임 료 상승 등 토지이

용의 왜곡을 래할 수 있으므로, 한 제어가 필요하다.

◦ 고 의 주거복합 개발 억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울시는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개발 시 주거용도

에 해 일반주거지역의 최  용 률을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용 제를 도입하 다. 

즉, 업무․ 매 등 상업지역에 합한 용도의 건축물은 상업지역의 용 률을 용하되, 주

거 심의 고층 주거복합은 용 률 제약을 받게 함으로써, 고 의 주거복합 개발을 억제하

는 효과를 기 하 다.

◦ 원칙과 철학이 있는 토지이용  리 필요 

서울에서는 ‘원칙과 철학이 있는 토지이용과 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상업지

역과 심지의 체계 인 육성  리를 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 하여 

장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 하기 한 육성 략  사업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심

5) 문승국, 2000, “처음으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골자와 쟁 ”,「자치행정」제148호,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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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토지이용은 업무․상업․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비주거 기능을 우선 으로 육성하

고, 지역별로 차등화된 주거 비율을 설정하여 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용도용 제는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

다. 다만, 사 문안 도심부에서는 해당 규정을 완화하여 도심 공동화를 방지토록 하고, 외곽 

지역에서는 주거복합 형태의 고층 아 트 입지를 제어하는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용도용적제의 운영기준

◦ 주거비율 30% 미만(도심부는 50%) 시 용도용 제 용 제외

2000년 7월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서울시는 일반상업지역의 용 률 상한을 사 문 밖

은 1,000%에서 800%로, 사 문 안은 800%에서 600%로 각각 200%씩 하향 조정(down 

zoning)하 다. 상업지역의 이러한 용 률 하향 조정은 도로 등 기반시설 여건과 함께 높게 

설정되어 있는 법정 용 률을 낮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용도용 제가 용되면서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개발에 따른 용 률 기 은 사

문 밖에서는 주거비율 30% 미만까지, 사 문 안에서는 주거비율 50% 미만까지 각각 해당 

상업지역의 용 률(800%, 600%)을 그 로 용하 다. 즉, 용도용 제 도입 시 주거비율

에 따라 원칙 으로 용 률을 하향 조정하지 않고, 다소 완화된 수치를 용하 다.6) 

주택연면적비율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4대문 내 4대문 외 4대문 내 4대문 외

80~90 미만 600% 이하  580% 이하 480% 이하 500% 이하 420% 이하

70~80 미만 650% 이하  650% 이하 510% 이하 550% 이하 450% 이하

60~70 미만 700% 이하  720% 이하 540% 이하 600% 이하 480% 이하

50~60 미만 750% 이하  790% 이하 570% 이하 650% 이하 510% 이하

40~50 미만 800% 이하  860% 이하 600% 이하 700% 이하 540% 이하

30~40 미만 800% 이하  930% 이하 600% 이하 750% 이하 570% 이하

20~30 미만 800% 이하 1,00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600% 이하

20 미만 800% 이하 1,00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600% 이하

<표 2-6> 2000년 조례 제정 당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용적률

6) 상업지역의 용 률이 200% 하향 조정된 것에도 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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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4 문 외 지역에서 주거비율 70%로 강화

2005년에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사 문 외 지역에서는 주거비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기 을 강화하 다. 종 에 4 문 밖에서 주거비율을 90%까지 허용하던 것을 70%

로 강화한 것인데, 이는 도심공동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해 사 문 내 상업지역에 

해서만 주거비율을 90%까지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면적비율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4대문 내 4대문 외 4대문 내 4대문 외 4대문 내 4대문 외

80~90 미만 600% 이하 제한 480% 이하 제한 420% 이하 제한

70~80 미만 650% 이하 제한 510% 이하 제한 450% 이하 제한

60~70 미만 700% 이하 720% 이하 540% 이하 600% 이하 480% 이하 480% 이하

50~60 미만 750% 이하 790% 이하 570% 이하 650% 이하 510% 이하 510% 이하

40~50 미만 800% 이하 860% 이하 600% 이하 700% 이하 540% 이하 540% 이하

30~40 미만 800% 이하 930% 이하 600% 이하 750% 이하 570% 이하 570% 이하

20~30 미만 800% 이하 1,00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20 미만 800% 이하 1,00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표 2-7> 2005년 조례 개정에 따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그림 2-9> 2005년 조례개정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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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용도용 제와 원칙 용 시 용 률 비교

용도용 제 용원칙에 따른 용 률과 재 용되고 있는 용 률을 비교해 보면,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사 문 안에서는 30~120%, 사 문 밖에서는 50~100%가 완화 용되고 

있다. 주거비율이 증가하는 정도에 따라 용 률을 하향 용하여 고층의 주거복합 아 트 

개발을 억제하려던 용도용 제는 용 률의 원칙 인 하향 조정보다 다소 완화된 용 률

을 용하여 운 되고 있다.

주택연면적비율

(%)

일반상업지역

4대문 내 (30~120% 완화) 4대문 외 (50~100% 완화)

현행 적용 용적률 원칙 적용 시 현행 적용 용적률 원칙 적용 시

80~90 미만 480% 이하 360% 이하 제한 제한

70~80 미만 510% 이하 390% 이하 제한 제한

60~70 미만 540% 이하 420% 이하 600% 이하 500% 이하

50~60 미만 570% 이하 450% 이하 650% 이하 550% 이하

40~50 미만 600% 이하 480% 이하 700% 이하 600% 이하

30~40 미만 600% 이하 510% 이하 750% 이하 650% 이하

20~30 미만 600% 이하 540% 이하 800% 이하 700% 이하

20 미만 600% 이하 570% 이하 800% 이하 750% 이하

<표 2-8> 현행 용도용적제와 원칙 적용 시 용적률 비교

<그림 2-10> 현행 용도용적제와 원칙 적용 시 용적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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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4대문 내 일반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적용 예시

<그림 2-12> 4대문 외 일반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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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주거복합 개발의 문제점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주거복합 개발의 문제 과 련하여 가장 많이 다루어진 신문

기사는 주거공간으로서의 합성 문제(10건) 다. 다음으로 기반시설에 한 과부하 문제

(7건) 고, 그다음으로 상업지역의 주거지화(4건), 주변지역에 미치는 향(4건) 등이 문제

로 제기되었다.

이를 토 로 여기서는 주거복합 개발의 문제 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 다. 첫째, 

심지  상업공간의 잠식문제이다. 둘째, 고층 고  주의 주거복합 개발문제이다. 

셋째, 균형발 진지구의 주거지화 문제이다.  

문제 유형 기사 건수(비율) 90~99년 00~09년

  주거공간으로서의 적합성 10 30.3% 5 5 

  기반시설의 과부하 7 21.2% 3 4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4 12.1% 0 4

  주변에 미치는 영향(지역주민의 소외감 등) 4 12.1% 3 1

  주거복합의 초고층화 3 9.1% 0 3

  기타 5 15.2% 2 3

계 33 100.0% 13 20

<표 2-9> 초고층 주거복합 개발 관련 신문기사 (1990~2009년)

<그림 2-13> ‘초고층 주상복합 곳곳에․․․ 교통난 불보듯’

            (2002.10.11, 조선일보)
<그림 2-14> ‘기반시설이 부족한 주상복합·오피스텔’

           (2002.11.08,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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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중심지 및 상업공간의 잠식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 상업지역 내에 신축된 10층 이상 건물들(574건)의 용도

를 검토해 보면, 심지 계별로 체 건물 비 공동주택  오피스텔 비율이 지구 심 

59%, 지역 심 55%, 부도심 36%, 도심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서울

시, 2010).

<그림 2-15> 서울시 중심지 위계별 상업지역 내 10층 이상 신축건물 용도현황

     (2001~2006): 총 574건

자료: 국토해양부·서울시, 2010,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방안｣, p.54

상업지역에 공 되는 주거 주의 주거복합건물은 기본 으로 상업  오피스 공 을 

한 공간을 잠식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용도지역은 도시 내 필요한 용도를 배분하기 해 

설정된 것으로 장래의 이용 가능성에 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의 개발가능성과 사

업성만을 고려하여 상업지역 내 고층 고 의 주거 주 아 트 개발을 과도하게 허용하는 

것은 향후 해당 심지의 발  잠재력까지 해하는 결과를 래할 우려가 있다.

도시의 균형 있는 발 을 해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  논리도 요하지만, 도시계획에

서 필요한 공익을 한 규제 한 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재의 주거복합 개

발은 해당 심지  상업지역의 장래 발  계획과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의해 상업공간이 잠식되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 따라서 심지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용도 개발에 한 원칙과 기 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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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초고층 ․ 고밀의 주거복합 개발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장래 상업․업무공간으로 활용할 공간을 

주거기능이 잠식하는 문제와 함께, 고층 고  주거복합 아 트에 한 주거공간으로서의 

합성, 주변 기반시설에 미치는 향과 도시경 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 인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  이상 건립 시 부 복리시설을 의무 으로 설치해

야 한다. 그러나 주거 주로 공 되는 주거복합 개발은 이에 한 의무규정이 없어 개발

이 증가할수록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향  효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 고층 개발이 도시경 상 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동간

격 규제 등이 미흡해 인 지역 주민과의 일조권  조망권에 한 분쟁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심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재 서울의 상업지역에서 상업․업무 용도를 채울 

수 있는 수요는 용 률 800%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부분 주거 주로 개발되는 

것이 실이다. 행 상업지역의 용 률은 기반시설에 비해 높게 설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상업지역 세분화를 통해 주거 용도의 허용여부와 용 률 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 타워팰리스 1차 대림 아크로비스타

대상지

전경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용적률/건폐율 920% / 49% 713% / 39%

층수 지하5층, 지상66층 지하6층, 지상37층

용도 주거, 상업, 오피스텔 주거, 상업, 오피스텔

<표 2-10> 주거위주의 초고층 주거복합 개발 사례

      자료: 국토해양부·서울시, 2010,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방안｣,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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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대규모 주거복합 입지 경향

지역 심지의 활성화를 목 으로 부도심과 지역․지구 심 등 서울시내 9개소에 지정

되어 있는 균형발 진지구의 경우, 상당수 지역에서 규모 주거복합건물이 입지할 

정이다. 특히 균 지구에서는 용도용 제가 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 주의 주거복합 

개발로 인해 지역 심지 활성화를 한 심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재 추진되고 있는 균 지구 내 주거복합 개발 황을 보면, 상  균 지구(8구역)의 

경우 47층, 497세 의 규모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며, 주거비율은 46%로 계획되었다. 

한 합정 균 지구(3구역)의 경우에는 34층, 178세 의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며, 주거

비율은 67%로 계획되어 있다.

앞으로 서울에 지정된 여타 균 지구  재정비 진지구에서도 이와 같은 주거 주의 

고층 고  주거복합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균 지구 내 건립되는 주거

복합건물에 해서는 육성용도 도입   주거비율에 한 기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단

된다.

           상봉지구 8구역: 497세대, 주거비율: 46%              합정지구 3구역: 178세대, 주거비율: 67%

<그림 2-16>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주거복합개발 계획

자료: 서울시, 2010, ｢2020년 목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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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 주거복합건물에 한 법제도 상의 정의 부재

1981년 이후 30여 년간 주택법(주 법)상 사업계획 승인 외 조항만으로 운 되어 온 

주거복합건물은 재까지도 건축법과 주택법 등 련법상에서 명확한 법  정의가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많은 혼선과 문제 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주거복합 련제도의 완화  용도용 제의 한계

주거복합 개발과 련된 제도는 지속 으로 완화되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외 

조항의 기 이 지속 으로 완화되었고,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련 부동산정책도 

완화되었다. 특히, 세 수 300세  미만, 주거비율 90% 미만인 주거복합건물은 사업승인 

상에서 제외되어 건축허가만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경우 주택공  기   

부 복리시설 설치요건의 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주거복합건물의 공 이 훨씬 간편해

지는 것이다.

한편, 용도용 제는 1990년  말 상업지역에 입지하는 고층 고 의 주거복합건물을 제

어하고자 도입되었다. 도입 시부터 용 률 기 이 완화 용되는 등 부동산규제 완화로 인

해 확  공 되는 주거복합건물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 행 용도용 제는 고

도로 이용될 수 있는 상업지역의 토지에 주거복합건물이 입지할 경우 도로 이용하도

록 제어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이러한 규제방식에 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상업지역 내 주거 주 개발에 따른 상업공간 잠식문제

상업지역에 공 되는 주거복합건물은 상업  오피스 공  공간을 잠식하는 문제를 야

기하고 있다. 한 우리나라 주거복합건물은 건립된 이후 상업  업무용도에 한 지속

인 리가 되지 않는 구조 인 문제를 안고 있다. 

재의 주택수요와 사업성에 근거한 개발논리에 의해 상업  업무공간이 주거 주의 

복합개발로 잠식될 경우, 향후 도시 차원에서 심지 개발과 육성을 해 필요한 상업공간

의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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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개발양상 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개발양상 분석은 1990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서울에 건립

된 건물을 상으로 하 다. 이 연구에서는 <부동산 114>가 구축한 주거복합건물 DB를 

기본으로 하여 상건물 목록을 작성하 고, 세부 데이터는 건축물 장을 활용하여 수

정․보완하 다. 이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청의 조를 받아 자치구별 주거복합건물 자

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DB를 완성하 다.

분석은 2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상업 는 주거지역 등 서울시 역에 건립

된 10층 이상의 주거복합건물을 상으로, 연도별 공  추이와 입지 황을 검토하 다. 2

단계에서는 상업지역에 입지해 있는 주거복합건물(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이 함께 걸쳐 

있는 경우는 제외)에 해 세 수, 지면 , 용 률, 층수, 주택평형, 주거비율 등의 개발

양상을 심지 계별로 분석하 다.

주거복합건물

<그림 3-1>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개발양상 분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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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거복합건물의 공급 및 입지현황

2.1 주거복합건물의 시기별 공급추이

◦ 1990년 이후 총 289건, 58,768세 7)의 주거복합건물 건립

1990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서울시에 건립(사용승인)된 주거복합건물은 총 289건, 세

수는 58,768세 에 이른다. 주거복합 개발은 2000년 에 들어서면서 격하게 증가하 는

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체 허가건수의 약 50%에 해당하는 143건이 허가되었

다. 특히, 2003년 한 해 동안에만 71건(약 25%)이 허가되어 주거복합 개발 붐이 발되었다.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202건( 체의 70%) 건립

사용승인연도를 기 으로 할 때, 1990년 에 건립된 주거복합건물은 33건( 체의 11%)

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2000년 에 건립된 주거복합건물은 체의 89%에 해당하는 254

건이나 된다. 특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은 매년 30건이 넘게 건립되어 5년간 총 

202건(70%)에 이르는 주거복합건물이 공 되었다. 주거복합건물의 이러한 과잉공  상

은 1997년 IMF 외환 기 이후 침체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해 각종 부동산규제를 

완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용승인연도

<그림 3-2>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연도별 공급 현황

7) 주거복합 DB자료는 모두 건축물 장을 기본으로 하 으나, 세 수의 경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세 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계로 세 수에 한해서 <부동산114> 자료(공동주택 세 수)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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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이후 재까지 153건( 체의 약 54%) 공

1990년에서 2010년 상반기까지 공 된 주거복합건물을 5개년씩 4개 시기로 구분해 보

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가장 많은 153건(53%)이 공 되었다. 한 2000년부터 2004

년까지 101건(35%)의 주거복합건물이 공 되어, 2000년 에 공 된 건수(254건)가 체

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990년부터 1994년까지 3건(1%), 1995년부터 1999년까지 

30건(11%)으로, 1990년 에 공 된 주거복합건물은 체의 11%에 불과하다.

주거복합 개발을 통해 공 된 세 수 역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공 된 세 수가 

29,039세 (50%)로 가장 많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공 된 세 수는 24,054세 (41%)

이다. 2000년 이후 공 된 세 수(53,093세 )가 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3>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개발연도별 입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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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구분
건축허가건수 사용승인건수 세대수

건 비율(%) 건 비율(%) 세대 비율(%)

1986년 2 0.7 - 0.0 - 0.0 

1990년 1 0.4 - 0.0 - 0.0 

1991년 3 1.1 - 0.0 - 0.0 

1992년 1 0.4 1 0.3 88 0.2 

1993년 11 3.9 - 0.0 - 0.0 

1994년 11 3.9 2 0.7 285 0.5 

1990~1994년 29 10.3 3 1.0 373 0.6 

1995년 10 3.5 2 0.7 296 0.5 

1996년 13 4.6 8 2.8 806 1.4 

1997년 7 2.5 4 1.4 283 0.5 

1998년 2 0.7 7 2.4 1,424 2.4

1999년 12 4.3 9 3.1 2,000 3.4 

1995~1999년 44 15.6 30 10.5 4,809 8.3 

1990년대 73 25.9 33 11.5 5,182 8.9 

2000년 27 9.6 5 1.7 1,274 2.2 

2001년 23 8.2 5 1.7 977 1.7 

2002년 39 13.8 11 3.8 3,985 6.8 

2003년 71 25.2 32 11.1 8,141 14.0 

2004년 33 11.7 48 16.7 9,677 16.6 

2000~2004년 193 68.4 101 35.2 24,054 41.3 

2005년 13 4.6 39 13.6 7,255 12.4 

2006년 2 0.7 52 18.1 8,020 13.8 

2007년 - 0.0 31 10.8 5,926 10.2 

2008년 - 0.0 17 5.9 4,777 8.2 

2009년 1 0.4 13 4.5 2,932 5.0 

2010년 - 0.0 1 0.3 129 0.2 

2005~2010년 16 5.7 153 53.3 29,039 49.8 

2000년대 209 74.1 254 88.5 53,093 91.1 

계 282 100.0 287 100.0 58,275 100.0

<표 3-1>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연도별 공급현황                             

주) 주거복합건물 자료 중 연도가 빠진 것이 있어, 합계에서 허가건수 7건, 사용승인건수 2건, 세대수 493세대가 

누락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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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거복합건물의 입지현황

◦ 강남구(15%), 서 구(13%), 송 구(11%) 등 동남권에 입지

주거복합건물의 자치구별 입지 황을 보면, 강남구가 42건(15%)으로 가장 많고, 서

구 36건(13%), 송 구 31건(11%), 용산구 19건(7%), 강동구 18건(6%) 등 상당수가 동남권

에 입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 구와 노원구에 입지한 주거복합건물(10층 이상)은 한 

건도 없었다.

주거복합건물을 통해 공 된 세 수 역시, 강남구가 11,346세 (1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 구 6,847세 (12%), 양천구 5,198세 (9%), 등포구 4,104세 (7%), 용산구 

3,815세 (7%)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건수 세대수

건 비율(%) 세대 비율(%)

종로구 8 2.8 2,396 4.1 

중  구 8 2.8 3,244 5.5 

용산구 19 6.6 3,815 6.5 

성동구 1 0.3 69 0.1 

광진구 16 5.5 3,604 6.1

동대문구 9 3.1 1,783 3.0 

중랑구 6 2.1 1,268 2.2 

성북구 7 2.4 974 1.7 

강북구 2 0.7 155 0.3 

도봉구 - 0.0 - 0.0 

노원구 - 0.0 - 0.0 

은평구 5 1.7 633 1.1 

서대문구 2 0.7 310 0.5 

마포구 12 4.2 2,413 4.1 

양천구 18 6.2 5,198 8.8 

강서구 4 1.4 394 0.7 

구로구 15 5.2 2,052 3.5 

금천구 1 0.3 195 0.3 

영등포구 14 4.8 4,104 7.0 

동작구 9 3.1 1,610 2.7 

관악구 6 2.1 607 1.0 

서초구 36 12.5 6,847 11.7 

강남구 42 14.5 11,346 19.3

송파구 31 10.7 3,762 6.4 

강동구 18 6.2 1,989 3.4 

계 289 100.0 58,768 100.0 

<표 3-2> 자치구별 주거복합건물의 입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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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44%), 서남권(23%), 동북권(14%) 순으로 입지

주거복합건물의 권역별 입지 황을 보면, 동남권에 가장 많은 127건( 체의 44%)이 입

지해 있고, 이어 서남권 23%, 동북권 14%, 도심권 12% 순으로 입지하고 있다. 주거복합건

물의 입지는 동남권과 서남권의 비율이 67%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별로 편 된 경향을 보

이고 있다. 권역별로 공 된 세 수 한 동남권이 23,944세 로 체의 41%를 차지하며, 

이어 서남권 24%, 도심권 16%, 동북권 13% 순으로 나타났다.

공간권역
건수 세대수

건 비율(%) 세대 비율(%)

도심권 35 12.1 9,455 16.1

동북권 41 14.2 7,853 13.4

서북권 19 6.6 3,356 5.7

서남권 67 23.2 14,160 24.1

동남권 127 43.9 23,944 40.7

서울시 289 100.0 58,768 100.0 

<표 3-3>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권역별 입지현황                            

<그림 3-4>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권역별 입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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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합건물은 그외 지역 93건(32%), 지역 심 69건(24%) 순으로 입지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를 심지 계별로 악하기 해서는 도심․부도심․지

역․지구 심 등 심지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여기서는 <2020년 목표 서울 도시기본계

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심지별 경계를 지구단 계획구역, 지하철 역세권 반경, 그리고 

용도지역  토지이용 황 등을 고려하여 재설정하 다.8) 

<그림 3-5> 중심지 위계별 경계 재설정

8) 심지 경계의 재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 지구단 계획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역을 기 으로 하여, 역 

반경 100m 이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역 반경 250m 이내 주거지역 이상, 역 반경 500m 이내 상업․ 공업

지역 이상인 지역을 포함한다. 그리고 역 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용도의 연면  비율이 60% 이상인 지역과 

평균 용 률이 150% 이상인 지역을 포함하여 심지별 경계를 재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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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합건물의 입지 황을 심지 계별로 보면, 심지에 해당하지 않는 그외 지

역9)에 입지한 주거복합이 93건(32%)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지역 심 69건(24%), 

부도심 66건(23%), 지구 심 51건(18%) 순이었으며, 도심은 10건(4%)으로 주거복합건물

이 가장 게 입지하고 있다. 

한편, 공 된 세 수는 그외 지역이 18,532세 (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 심 

14,018세 (24%), 부도심 13,141세 (22%), 지구 심 10,830세 (18%) 순으로 나타났다. 

중심지위계
건수 세대수

건 비율(%) 세대 비율(%)

도심 10 3.5 2,247 3.8

부도심 66 22.8 13,141 22.4

지역중심 69 23.9 14,018 23.9

지구중심 51 17.6 10,830 18.4

그외 지역 93 32.2 18,532 31.5

계 289 100.0 58,768 100.0 

<표 3-4>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중심지 위계별 입지현황

<그림 3-6> 중심지 위계별 주거복합건물 입지현황

9) 여기서 ‘그외 지역’이란 도심, 부도심, 지역 심, 지구 심 등 심지 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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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지역에 193건(67%), 주거지역에 69건(24%) 입지

주거복합건물의 용도지역별 입지 황을 보면, 상업지역에 입지한 주거복합이 193건으

로 체의 67%를 차지하며, 주거지역에는 69건(24%)이 입지하고 있다. 즉, 상업  주

거지역에 입지한 주거복합건물이 262건으로 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복합을 통해 공 된 세 수 한 상업지역에서 41,952세 (71%),  주거지역에서 

11,727세 (20%)가 공 되었다. 상업  주거지역에 입지한 주거복합건물의 세 수

(53,679세 ) 역시 체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건수 세대수

건 비율 세대 비율

상업지역 193 66.8 41,952 71.4

준주거지역 69 23.9 11,727 20.0 

2개 이상 중복지역 27 9.3 5,089 8.7

계 289 100.0 58,768 100.0

<표 3-5>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용도지역별 현황

<그림 3-7>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용도지역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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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개발양상

3.1 개관

◦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총 193건, 41,952세  건립

1990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서울시 상업지역에는 주거복합건물 193건, 41,952세 가 

건립되었다. 건립(사용승인) 연도를 기 으로 할 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46건

(76%), 29,429세 (70%)가 건립되어 가장 많은 주거복합건물이 공 되었다.

허가연도 사용승인연도

<그림 3-8>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연도별 공급 현황

◦ 지역 심과 부도심, 그외 지역 등에 입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을 심지 계별로 보면, 지역 심 59건(30%), 부도심 50건

(25%), 심지가 아닌 그외 지역 37건(19%), 지구 심 37건(1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주

거복합 개발이 외곽의 심지와 상업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심지위계 건수 세대수

도심 10 5.2 2,247 5.4 

부도심 50 25.9 10,210 24.3 

지역중심 59 30.6 12,627 30.1 

지구중심 37 19.2 8,006 19.1 

그외 지역 37 19.2 8,862 21.1 

계 193 100.0 41,952 100.0 

주) 여기서의 그외 지역은 중심지 위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임

<표 3-6>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중심지 위계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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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합 개발은 부분 지구단 계획 122건(90%)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이 개발된 유형을 보면, 지구단 계획이 123건(87%)으로 가

장 많고, 이어 도시환경정비사업 12건(8%), 재정비 진사업 2건(1%) 순으로 나타났다. 상

업지역 내 주거복합 개발은 부분 지구단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9>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개발유형

연도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

정비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기타 계

1990~1994 9 1 0 0 10

1995~1999 20 2 0 0 22

2000~2004 87 7 2 4 100

2005년 이후 4 2 0 0 6

연도 누락 3 0 0 0 3

계
123

(87.2%) 

12

(8.5%) 

2

(1.4%) 

4

(2.8%) 

141

(100.0%) 

<표 3-7>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개발유형

주) 총 193건 중 52건 자료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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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대수 현황

◦ 300세  미만 153건(79%), 평균 세 수 217세

상업지역에 입지한 주거복합건물의 평균 세 수는 217세 이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 

상에서 제외되는 300세  미만의 주거복합건물이 153건으로, 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업지역에 입지한 다수의 주거복합건물들이 주택법상 사업승인 외 조항

을 용받아 건립되었음을 말해 다.

세 수별 개발건수를 보면, 100세  미만이 76건(39%)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0~200

세  45건(23%), 200~300세  32건(17%) 순이며, 300세  이상은 40건(21%)이었다. 300

세  이상의 규모 주거복합 개발은 주로 강남․서 ․송 , 여의도․목동지역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0>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세대수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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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세  미만 개발 : 지역 심과 부도심에서 활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심지 계별 세 수 분포를 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300세  미만의 주거복합 개발(153건)은 지역 심(46건), 부도심(37건), 그 외

지역(31건)에서 많았다. 반면, 300세  이상의 규모 주거복합 개발(50건)은 부도심과 지

역 심에서 각각 13건씩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지

위계

100세대 미만 100~200세대 200~300세대 300~400세대 400세대 이상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도심 2 2.6 2 4.4 5 15.6 - 0.0 1 3.7 10 5.2 

부도심 20 26.3 9 20.0 8 25.0 6 46.2 7 25.9 50 25.9 

지역중심 23 30.3 14 31.1 9 28.1 5 38.5 8 29.6 59 30.6 

지구중심 17 22.4 11 24.4 2 6.3 1 7.7 6 22.2 37 19.2 

그외 지역 14 18.4 9 20.0 8 25.0 1 7.7 5 18.5 37 19.2 

계 76
100.0
(39.4)

45
100.0 
(23.3)

32
100.0
(16.6)

13
100.0
(6.7)

27
100.0
(14.0)

193
100.0
(100.0)

<표 3-8>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중심지 위계별 세대수 현황

3.3 대지면적 현황

◦ 평균 지면  4,758㎡, 지면  3,000㎡ 이하 108건(56%)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평균 지면 은 4,758㎡로 나타났다. 지면 별 개발 건

수를 보면, 1,000~3,000㎡가 95건(4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00~5,000㎡가 37건

(19%), 5,000~10,000㎡가 32건(17%) 순으로 나타났다. 10,000㎡ 이상의 규모 개발도 16

건(8%) 있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개발의 56%(108건)는 지면  3,000㎡ 이하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개발규모를 심지 계별로 보면, 지면  3,000㎡ 미만의 

소규모 개발은 부도심(32건)과 지역 심(30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3,000~5,000㎡의 

규모 개발은 그외 지역(15건)과 지역 심(12건)에서, 그리고 5,000㎡ 이상의 규모 개발

은 지역 심(17건)과 부도심(11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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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위계

1,000㎡

미만

1,000~

3,000㎡

3,000~

5,000㎡

5,000~

10,000㎡

10,000㎡

이상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도심 - 0.0 3 3.2 - 0.0 7 21.9 - 0.0 10 3.2

부도심 8 61.5 24 25.3 7 18.9 9 28.1 2 12.5 50 25.3 

지역중심 3 23.1 27 28.4 12 32.4 11 34.4 6 37.5 59 28.4 

지구중심 1 7.7 26 27.4 3 8.1 3 9.4 4 25.0 37 27.4

그외 지역 1 7.7 15 15.8 15 40.5 2 6.3 4 25.0 37 15.8

계 13
100.0
(6.7)

95
100.0
(49.2)

37
100.0
(19.2)

32
100.0
(16.6)

16
100.0
(8.3)

193
100.0
(100.0)

<표 3-9>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중심지 위계별 대지면적 현황

<그림 3-11>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대지면적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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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용적률 및 층수 현황

◦ 평균 용 률 732% (최고 1,107%), 평균 층수 24층(최고 69층)

상업지역에 입지한 주거복합건물의 평균 용 률은 732%, 최고 용 률은 1,107%로 나

타났다. 평균 용 률은 심지 계에 속하지 않는 그외 (상업)지역에서 780%로 가장 높

고, 이어 부도심 733%, 도심 719%, 지역 심 718%, 지구 심 705% 순으로 나타났다.

1990년  반 이후 주거복합건물의 평균 용 률은 900%선을 유지했으나, 2000년 도

시계획조례 제정 시 상업지역 용 률이 200% 하향 조정되면서 2003년부터는 평균 700%

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 용 률은 여 히 1,000%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주거복합건물의 평균 층수는 24층이며, 지역  지구 심에서 69층의 최고 층수

가 나타났다. 평균 층수는 2000년 이후 25~30층 내외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1999년에는 

38층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최고 층수는 1990년  반 69층의 고층 개발이 이루어졌

으나, 2000년 이후에는 40~50층 내외로 개발되고 있다.

중심지위계
용적률 (%) 층수 (층)

평균 최고 평균 최고

도심 719 988 22.0 32

부도심 733 1,097 21.4 41

지역중심 718 1,083 25.0 69

지구중심 705 1,018 24.4 69

그외 지역 780 1,107 26.5 49

계 732 1,107 24.1 69

<표 3-10>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중심지 위계별 용적률 및 층수 현황

<그림 3-12>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허가연도별 용적률 및 층수 현황



50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계획적 관리방향

◦ 용 률 600% 이상 주거복합 140건( 체의 7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 률 분포를 보면, 용 률 600% 이상의 주거복합건물이 

140건으로 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별로는 지역 심(41건), 부도심(37건), 그 

외 지역(31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800% 이상으로 개발된 주거복합건물은 64건( 체의 33%)이며, 지역 심(22건), 

그외 지역(15건), 부도심(14건) 등에 많았다. 심지 계에 해당하지 않는 그외 지역에서 

800% 이상의 고  개발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심지

위계

600% 미만 600~700% 700~800% 800~900% 900~1,000% 1,000% 이상 계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도심 4 7.5 1 2.3 2 6.1 1 5.0 2 7.4 - 0.0 10 5.2 

부도심 13 24.5 14 32.6 9 27.3 2 10.0 5 18.5 7 41.2 50 25.9 

지역중심 18 34.0 12 27.9 7 21.2 11 55.0 7 25.9 4 23.5 59 30.6 

지구중심 12 22.6 8 18.6 7 21.2 3 15.0 6 22.2 1 5.9 37 19.2 

그외 지역 6 11.3 8 18.6 8 24.2 3 15.0 7 25.9 5 29.4 37 19.2

계 53
100.0
(27.5)

43
100.0
(22.3)

33
100.0
(17.1)

20
100.0
(10.4)

27
100.0
(14.0)

17
100.0
(8.8)

193
100.0
(100.0) 

<표 3-11>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중심지 위계별 용적률 현황

<그림 3-13>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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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층 이상 주거복합 118건( 체의 61%)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층수를 보면, 20층 이상이 118건으로 체의 61%를 차지

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심과 그외 지역(각 29건), 부도심(24건), 지구 심(21건)에 입지하

고 있다. 30층 이상의 고층 주거복합건물은 51건( 체의 26%)으로, 지역 심(16건), 부도

심과 그외 지역(각 13건) 등에 입지하고 있다. 특히, 40층 이상의 고층 주거복합건물은 15

건(8%)이지만, 지역 심(6건), 지구 심(4건), 그 외지역(3건) 등 상 으로 계가 낮은 

심지와 주변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심지

위계

15층 미만 15~20층 20~30층 30~40층 40층 이상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도심 - 0.0 6 12.0 1 1.5 3 8.3 - 0.0 10 5.2 

부도심 13 52.0 13 26.0 11 16.4 11 30.6 2 13.3 50 25.9 

지역중심 6 24.0 13 26.0 24 35.8 10 27.8 6 40.0 59 30.6 

지구중심 5 20.0 11 22.0 15 22.4 2 5.6 4 26.7 37 19.2 

그외 지역 1 4.0 7 14.0 16 23.9 10 27.8 3 20.0 37 19.2 

계 25
100.0
(13.0)

50
100.0
(25.9)

67
100.0
(34.7)

36
100.0
(18.7)

15
100.0
(7.8)

193
100.0
(100.0)

<표 3-12>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중심지 위계별 층수 현황

<그림 3-14>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층수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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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중대형 주택(115㎡ 이상) 입지 현황

◦주택규모 115㎡ 이상 16,870세 (49%)

상업지역에 입지한 주거복합건물의 주택 규모를 보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85㎡ 

미만의 주택은 10,389세 로 체의 30%에 불과하다. 반면, 115㎡(40평형) 이상인 형 

주택이 체의 49%(16,870세 )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225㎡(70평형) 이상의 형 주거

복합건물(2,952세 )은 지역 심(1,144세 )과 그외 지역(740세 ) 등 심지 계가 낮은 

지역에 공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권역
85㎡ 이하 85~115㎡ 115~225㎡ 225㎡ 이상 총합계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도심 410 3.9 562 7.5  295 2.1 - 0.0 1,267 3.7 

부도심 2,963 28.5 1,561 20.9 3,153 22.7 451 15.3 8,128 23.4 

지역중심 2,620 25.2 2,040 27.4 4,950 35.6 1,144 38.8 10,754 31.0 

지구중심 2,002 19.3 1,396 18.7 2,357 16.9 617 20.9 6,372 18.4 

그외지역 2,394 23.0 1,893 25.4 3,163 22.7 740 25.1 8,190 23.6 

계 10,389 
100.0 

(29.9) 
7,452 

100.0

(21.5) 
13,918 

100.0 

(40.1) 
2,952 

100.0 

(8.5) 
34,711 

100.0 

(100.0)

<표 3-13>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중심지 위계별 주택규모 현황

주) 평형별 세대수 자료는 <부동산114>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총 세대수와 차이가 있음.

   (참고 :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총세대수는 41,765세대임)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형 주택 비율을 보면, 115㎡ 이상 주택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거복합건물이 체의 40%인 75건에 이를 정도로, 주거복합건물의 주택 평형

이 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심지

위계

30% 미만 30~50% 50~70% 70~90% 90% 이상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도심 4 4.3 1 8.3 1 14.3 - 0.0 1 1.5 7 3.8

부도심 29 31.5 4 33.3 2 28.6 2 22.2 13 19.7 50 26.9

지역중심 23 25.0 5 41.7 1 14.3 3 33.3 25 37.9 57 30.6

지구중심 21 22.8 1 8.3 1 14.3 1 11.1 13 19.7 37 19.9 

그외 지역 15 16.3 1 8.3 2 28.6 3 33.3 14 21.2 35 18.8

계 92
100.0
(49.5)

12
100.0
(6.5)

7
100.0
(3.8)

9
100.0
(4.8)

66
100.0
(35.5)

186
100.0
(100.0)

<표 3-14>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중심지 위계별 중대형 주택(115㎡ 이상) 현황

      주) 총 193건 중 7건 자료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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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미만

<그림 3-15>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중대형 평형(115㎡ 이상)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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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거비율 현황

◦ 주거복합건물의 평균 주거비율(지상부분) 63%(오피스텔 포함되지 않음)

상업지역에 입지한 주거복합건물의 평균 주거비율(지상부분)은 63%로 나타났다. 심

지 계별로 평균 주거비율을 보면, 그외 지역 67%, 부도심 65%, 지역 심과 지구 심은 

62%, 도심은 48%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복합건물의 평균 주거비율을 건축 허가연도별로 보면, 1986년 32%를 시작으

로 꾸 히 증가하여 1999년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용도용 제 도입 

이후 주거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 다시 70% 를 유지하고 있다. 

구분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그외 지역 계

건수 11 46 51 36 49 193

평균 (%) 47.9 64.7 61.9 62.1 66.9 63.1 

최고 (%) 78.7 97.7 93.5 91.2 99.6 99.6 

<표 3-15>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중심지 위계별 주거비율                    

   

허가연도 건수 최고 (%) 평균 (%) 허가연도 건수 최고 (%) 평균 (%)

1986 1 31.7 31.7 1999 7 94.0 79.6 

1990 1 39.5 39.5 2000 14 91.1 77.8 

1991 3 60.3 40.9 2001 18 91.3 64.2 

1992 1 52.0 52.0 2002 29 99.6 65.6 

1993 11 82.9 55.4 2003 43 95.6 63.0 

1994 8 73.9 53.0 2004 20 84.8 55.6 

1995 9 92.9 63.5 2005 6 90.7 72.1 

1996 11 91.2 60.2 2006 1 70.8 70.8 

1997 5 87.5 72.3 (연도미상) 4 59.0 49.0 

1998 1 75.0 75.0 총합계 193 99.6 63.1 

<표 3-16>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건축 허가연도별 주거비율                     

그외 지역

<그림 3-16>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건축 허가연도별 평균 주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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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비율 50% 이상 주거복합 144건 ( 체의 75%)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심지 계별 주거비율을 보면, 주거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144건으로 체의 75%를 차지하며, 지역 심(48건), 부도심(35건), 그외 지역(29

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비율이 70% 이상인 주거복합은 91건으로 체의 47%를 차지하며, 지역 심

(31건), 부도심(25건), 그외 지역(17건), 지구 심(15건) 등에 많았다. 지역 심과 그외 지역 

등 심지 계가 낮은 지역에서 상 으로 높은 주거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심지

위계

50% 미만 50~60% 60~70% 70~80% 80~90% 90% 이상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도심 3 6.1 3 12.5 1 3.4 2 6.1 - 0.0 1 6.7 10 5.2

부도심 15 30.6 5 20.8 5 17.2 10 30.0 12 27.9 3 20.0 50 25.9

지역중심 11 22.4 8 33.3 9 31.0 12 36.4 16 37.2 3 20.0 59 30.6

지구중심 12 24.5 2 8.3 8 27.6 4 12.1 7 16.3 4 26.7 37 19.2

그외 지역 8 16.3 6 25.0 6 20.7 5 15.2 8 18.6 4 26.7 37 19.2

계 49
100.0
(25.4)

24
100.0
(12.4)

29
100.0
(15.0)

33
100.0
(17.1)

43
100.0
(22.3)

15
100.0
(7.8)

193
(100.0)

100.0

<표 3-17>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중심지 위계별 주거비율 현황

<그림 3-17>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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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1) 개발물량

◦ 용도용 제가 주거복합건물의 공  물량을 제어하지 못함

1990년 에 건립된 주거복합건물은 33건(11%), 5,182세 (9%)에 불과한 반면, 2000년

에 건립된 건수는 254건(89%), 53,093세 (91%) 다. 2000년 용도용 제가 도입된 이후 

주거복합건물은 공 량이 오히려 증가하 다. 이는 IMF 외환 기 이후 각종 부동산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상업지역의 용 률을 활용한 주거복합 개발 붐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주거복합건물은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외조항을 근거로 공 되어 왔으며, 경기 

변동과 부동산 규제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층․고 ․고  주거유

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 개발을 용도용 제만으로는 

제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용도용 제 한 도입 취지에 합하게 용되기보다는 일정 

수  완화되어 용되었기 때문에, 본래 목 에 맞는 정책효과를 크게 발휘하지 못한 것으

로 단된다.

2) 서울시 주거복합건물 공급 및 입지현황

◦ 지난 20년간 289건, 5만 9천여세  공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여 년간 서울에서 공 된 10층 이상의 주거복합건물은 총 

289건, 59,000여 세 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체의 70%인 

202건(39,000여 세 )이 공 되어 과열 상이 나타나기도 하 다.

◦ 동남․서남권 상업지역과 강북 주거지역에서 공

주거복합건물의 입지 황을 보면, 자치구별로는 강남구(42건, 15%) 서 구(36건, 

13%), 송 구(31건, 11%), 용산구(19건, 7%), 강동구(18건, 6%) 순이며, 권역별로는 동남

권 127건(44%), 서남권 67건 (23%), 도심권 35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체의 67%인 193건이 상업지역에서, 그리고 24%인 69건이 주거지

역에서 공 되었다. 동남  서남권은 상업지역에서, 강북지역은 주거지역에서 주로 공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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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개발양상

◦ 도심  부도심보다 계가 낮은 심지와 주변지역에서 주로 공

1990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상업지역에 공 된  주거복합건물은 총 193건(41,952세

)으로 체의 65%에 달한다. 이  도심 11건(6%), 부도심 46건(24%), 지역  지구 심 

각각 51건(26%), 36건(19%), 그외 지역 49건(25%)이 공 되었다. 도심과 부도심에서 30%

만 공 되었고, 계가 낮은 지역·지구 심과 그외 지역에서 약 70%가 공 되었다.

◦ 평균 세 수 217세 , 300세  미만 153건(79%)

상업지역에 입지한 주거복합건물의 평균 세 수는 217세 이며, 300세  미만의 개발

이 153건으로 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300세  미만 비율이 높은 것은 주택법상 사

업계획 승인 외조치가 300세 를 기 으로 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300세  이상의 

규모 개발은 40건(21%)으로, 강남․서 ․송 , 여의도․목동지역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 평균 지면  4,758㎡, 지면  3,000㎡ 이하 108건(56%)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평균 지면 은 4,758㎡로 나타났다. 지면 별 개발 건

수를 보면, 1,000~3,000㎡가 95건(4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00~5,000㎡가 37건

(19%), 5,000~10,000㎡가 32건(17%) 순으로 나타났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개발의 

56%(108건)는 지면  3,000㎡ 이하에서 이루어졌다.

◦ 평균 용 률 732%(최고 1,107% ), 평균 층수 24층(최고 69층)

주거복합건물의 평균 용 률은 732%이고, 최고용 률은 1,107%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2000년 이후 평균 용 률이 감소하는데, 이는 2000년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상업지

역의 용 률을 200%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고 용 률은 1996년 이후 1,000%

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복합건물의 평균 층수는 24층이고, 최고 층수는 69층으로 나타났다. 평균 층

수의 경우 개발 시기에 따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최고 층수는 2000년 반 

40층 이상으로 고층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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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면  115㎡ 이상 세 수 49%(16,870세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택규모를 보면, 국민주택규모인 85㎡미만 주택은 

30%(1,0389세 )에 불과한 반면, 용면  115㎡(40평형) 이상인 형 평형의 주택은  

49%(16,870세 )에 달하는 등 형 주로 공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 225㎡

(70평형) 이상의 형 주거복합건물(2,952세 )은 지역 심(1,144세 )과 그외 지역(740세

) 등 심지 계가 낮은 지역에서 공 되고 있다.

◦ 평균 주거비율(지상부분) : 63%(오피스텔 포함되지 않음)

상업지역에 입지한 주거복합건물의 평균 주거비율(지상부분)은 63%로 나타났다. 심

지 계별로 평균 주거비율을 보면,  그외 지역 67%, 부도심 65%, 지역 심과 지구 심은 

62%, 도심은 48%로 나타났다. 지역 심과 그외 지역 등 심지 계가 낮은 지역에서 상

으로 높은 주거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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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 대도시의 상업지역 및 중심지 관리제도

제1절 뉴욕 : 상업지역 조닝제도10)

뉴욕시 용도지역은 기본 으로 주거지역(Residential District), 상업지역(Commercial 

District), 공업지역(Manufacturing District)으로 구분된다. 주거지역은 R1~R10, 상업지역은 

C1~C8, 공업지역은 M1~M3로 각각 세분되어 총 21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된다. 한 근

린지구의 특성을 살리기 해 특별(목 )지구(Special Purpose District)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림 4-1> 뉴욕시 조닝 현황도

1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뉴욕시 조닝 핸드북｣, pp.53-67



62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계획적 관리방향

1.1 상업지역 조닝

뉴욕의 상업지역은 지역별로 필요한 기능과 입지조건에 따라 8개 지역(C1~C8)으로 세

분화되어 있다. C1과 C2 상업지역은 인근 주거지에서 필요로 하는 일상 인 서비스기능을 

담당하며, 주로 소규모 매  서비스 상 들이 입지한다. 일부 C1과 C2 상업지역은 

도의 주거지역과 복되어(overlay) 지정되기도 한다.

C4 상업지역은 (생활)권역 차원의 상업 심지에 지정되는데, 문상가와 백화 , 극장 

등 규모 상 과 업무용도 등 넓은 배후지를 둔 상업·업무기능이 입지한다.  C5와 C6 상

업지역은 뉴욕시 역과 주변 도시권 차원의 심업무지역으로, 미드 타운(Midtown), 로

어 맨해튼(Lower Manhattan), 롱아일랜드시티(Long Island City) 등에 지정되어 있다. 이 

지역에는 심지 형성에 필요한 높은 용 률의 다양한 상업용도(기업본사, 형 호텔, 

락시설, 복합건물의 매시설과 고층 주거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그 외에 강변 휴양지(C3), 옥외놀이공원(C7), 자동차 시  수리 (C8) 등 특정한 목

의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한편, 상업지역에서 주거용도와 커뮤니티 시설은 C1과 C6에 이르는 모든 지역에서 허

용되지만, C7지역에서는 지된다. 한 주거용도와 일부 커뮤니티 시설은 C8에서 불허된

다. 상업지역의 용 률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 이 차등 용되고 있다. 

컨 , C4-1지역의 용 률(FAR)은 100%인 반면, C4-7의 용 률은 1,000%로 상업지역 여

건에 따라 서로 다른 용 률이 용되고 있다.

1.2 상업지역에서의 주거용도 관리

◦등가 주거지역(Residential District Equivalent)의 용

뉴욕의 상업지역에서는 상업, 주거, 커뮤니티시설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용 률이 

다르게 용된다. 특히, 주거용도가 허용되는 상업지역에서 주거용도를 도입할 경우, 해당 

상업지역의 특성을 반 한 주거지역의 용 률이 용되는데, 이를 ‘등가(等價) 주거지역

(Residential District Equivalent)’이라 한다.

즉, 상업지역에서 상업용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상업용도 용 률이 용되지만, 주거용

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반 한 특정 주거지역(등가 주거지역)의 용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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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뉴욕 맨하튼 상업지역(C6)

을 용받게 된다. 이러한 등가 주거지역은 C1

과 C2 일부 지역을 제외한 체 상업지역에 

용된다.

컨 , C4와 C6지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C4-1과 C6-1지역의 상업용도 용 률은 각

각 100%, 600%이지만, 주거용도 도입 시에는 

등가 주거지역인 R5와 R7의 용 률에 해당하는 

125%와 87~344%가 각각 용된다.

뉴욕시는 지역별 기능과 입지조건에 따라 상

업지역을 세분화하여 리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에서 주거용도를 도입할 경우 특정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용 률이 용되는 등 지역특성과 건축

물 용도를 고려한 도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분 C4-1 C4-2 C4-3 C4-4 C4-5 C4-6 C4-7

상업용도

(%)
100 340 340 340 340 340 1,000

주거용도

(%)
125 78~243 78~243 87~344 87~344 1,000 1,000

등가

주거지역
R5 R6 R6 R7 R7 R10 R10

<표 4-1> C4지역의 주거용도 도입에 따른 용적률체계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뉴욕시 조닝 핸드북, p60

구분 C6-1 C6-2 C6-3 C6-4 C6-5 C6-6 C6-7 C6-8 C6-9

상업용도

(%)
600 600 600 1,000 1,000 1,500 1,500 1,000 1,500

주거용도

(%)

87~

344

94~

602

99~

75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등가

주거지역
R7 R8 R9 R10 R10 R10 R10 R10 R10

<표 4-2> C6지역의 주거용도 도입에 따른 용적률체계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뉴욕시 조닝 핸드북,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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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쿄 : 중심지 특성화전략과 육성용도

2.1 도쿄 도시계획 비전의 공간구상

◦5개 존의 구분과 존별 략 설정

도쿄 도시계획 비 (2009)에서는 도쿄도  주변의 6개 (縣)을 상으로 환상 메가로

폴리스를 구축하기 한 수도권 공간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5개의 코어를 심으로 

핵도시연계 도시축과 도쿄만 워터 론트 도시축을 연계하는 환상형 공간구조를 구축하기 

한 계획이다.

이 계획에서는 도쿄도를 포함한 수도권 체를 5개 존(① 센터-코어 재생존, ② 도쿄만 

워터 론트 활성화존, ③ 도시환경재생존, ④ 핵도시 역연 존, ⑤ 자연환경보 ․활성

존)으로 구분한다. 이  센터-코어 재생존은 일본의 정치·경제·문화의 심지로서, 역사 경

  정치·경제의 심인 도심, 도시문화의 창조·발산 거 인 부도심, 규모 복합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신거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육성하기 해 국제 비즈니스 센터 기능 강

화, 도심거주 추진, 역사·문화를 살린 도시공간 형성 등의 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4-3> 수도권 메가로폴리스 구상에 따른 권역 구분(도쿄도 구부)

자료 : 東京都, 2009, 東京の都市づくりビジョン,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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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센터-코어 재생존의 특성 및 발전방향

◦센터-코어 재생존 계획

도쿄 도시계획 비 (2009)에서는 존별 미래상과 정비방향에 따라 핵거 별로 토지이

용의 략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 계획 이거나 진행 인 로젝트도 

그 치를 표시하고 있다.

범례

수변 축

녹지 축

철도

도로

업무/상업시가지

복합시가지

공원/녹지 등

주요 교육시설

<그림 4-4> 도쿄 센터코어 재생존의 지역상

자료 : 東京都, 2009, 東京の都市づくりビジョン,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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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코어 재생존의 지역별 장래상

도쿄 도시계획 비 (2009)에서는 센터-코어 재생존을 4개의 권역( 앙부, 동부, 북부, 서

부)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을 다시 39개 지역( 앙부 15, 동부 8, 북부 7, 서부 9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역별 장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별 장래상은 지역의 치와 내용, 정비사업 

등을 구체 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역 인 에서 정비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을 두고 있다. 아래 표는 센터-코어 재생존의 앙부 지역에 한 지역별 장래상이다.

지  역 장 래 상

중앙부

에어리어

오테마치(大手町)·마루노우치(丸の内)·유라쿠쵸(有楽町) 

• 일본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기업본사 등 고차 업무기능과 국제교류, 콘퍼런스 기능 등이 집적되어 

있고, 풍부한 녹지와 아름다운 조망 경관을 갖춘 여유와 품격있는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 형성 

• 창건 당시 모습으로 복원된 도쿄역(東京駅) 마루노우치(丸の内) 역사와 광장, 교코도리(御幸通り) 및 

주변 블록의 건축물을 통일감 있게 정비하여 수도의 랜드마크에 어울리는 역사와 품격 있는 가로 

형성 

• 마루노우치(丸の内) 나카도리(仲通り)는 지역 주체의 에어리어매니지먼트와 관민협력을 통해 안전·편

의·쾌적성을 고려한 가로환경, 상업, 문화 등 기능이 집적된 어메니티가 풍부한 도심 교류공간 형성 

• 오테마치(大手町)는 지상·지하의 공공공간과 보행자 네트워크 등의 도시기반 정비를 추진하여 칸다(神

田) 등의 인접 지구와 연계해서 24시간 활동하는 업무기능을 집적, 국제금융거점의 기능을 발휘 

• 유라쿠쵸(有楽町)는 역 주변 시가지 기능 갱신을 추진하여, 상업, 업무, 문화·교류 기능이 집적된 

활기와 회유성이 있는 거점 형성

니혼바시(日本橋)·야에스(八重洲)·쿄바시(京橋) 

• 도쿄역 야에스구치(八重洲口) 역전광장 정비와 지상·지하 보행공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교통결절 

기능과 회유성을 강화하고, 주변 블록의 기능 갱신에 맞춰 도쿄의 현관에 맞는 품격있는 가로 형성 

• 민간활력을 통해 소규모 빌딩의 가구재편 등에 의한 기능 갱신을 추진하여 오모테도리(表通り)의 

활기와 가구 내 골목이 자아내는 매력 넘치는 가로 형성 

• 니혼바시(日本橋)는 금융 관련 서비스 기능과 숙박, 체재, 주거 기능 등의 집적을 추진하고, 중요문화재

로 지정된 근대건축물의 품격과 어울리는 국제금융거점 형성 

• 니혼바시강(日本橋川)의 수변공간을 재생하여 니혼바시(日本橋)를 중심으로 오래된 점포와 에도(江戸) 

문화를 살린 아름답고 매력적인 경관을 갖춘 국제적인 관광 지역 형성 

칸다(神田)

• 오모테도리(表通り)는 물론, 가구 내 골목 공간을 살린 갱신과 주거 기능 회복을 추진하여 시타마치(下

町)스런 분위기를 남기면서 활기 넘치는 가로 형성 

• 칸다 아와지쵸(淡路町) 주변의 공공시설 재편 정비, 토지집약화 등을 통해 도로환경을 정비하고, 회유성 

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동시에 주거, 상업, 업무기능이 조화된 안전하고 여유있는 시가지 형성 

긴자(銀座)

• 츄오도리(中央通り)를 따라 상업시설과 문화·교류시설의 기능 갱신을 추진하여, 스카이라인과 벽면선

의 위치가 통일된 아름다운 경관의 오래된 가게와 백화점, 새로운 브랜드숍 등을 정비하여 국제적인 

상업과 관광 지역 형성 

카스미가세키(霞が関) 

• 일본의 정치․행정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면서 조망 경관을 유지·보전하여 국회의사당, 법무성 

(구)본관 등 역사적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중후하고 품격 있는 수도경관 형성 

히비야(日比谷)

• 일본 최초 서양 근대공원인 히비야공원과 극장, 영화관 등 기존 문화·교류 기능 자원을 활용해서, 

계획적, 단계적으로 시가지를 갱신하고, 중추 업무기능과 상업, 문화·교류 기능이 복합된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묻어나는 회유성 있는 비즈니스 거점 형성 

<표 4-3> 센터-코어 재생존의 지역별 장래상(일부)

    

      자료 : 東京都, 2009, 東京の都市づくりビジョン, pp.38-39



<그림 4-5> 중심지별 정비지구의 구분

자료 : 서울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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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개발제제도의 활용 및 육성용도의 설정

도쿄도는 업무·상업 등 다양한 도시활동이 발생하는 거 지역을 기능 이고 매력 있는 

장소로 만들기 해 도시개발제제도(都 開發諸制度) 등을 활용하여 심지별로 육성용도

를 유도하고 있다. 즉, 지역별 장래상을 실 하기 해 특정가구, 재개발 등 진지구계획, 

고도이용지구, 총합설계 등 4개의 도시개발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한 도심, 부도심 등 심지를 도심 등 거 지구, 복합시가지 존, 직주근  존, 일반 

거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와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지   구 특   징

도심 등 거점지구

(都心等據點地區)

• 업무․상업기능을 비롯한 도시 활동의 적극적인 집적을 도모하는 거점으로서 교통결절성이 

높고, 수도로서의 행정기능과 기업의 중추적 업무기능, 대규모 상업시설 등이 고도로 집적되고, 

도쿄의 도시구조를 구성하는 골격이 됨

복합시가지 존

(複合市街地)
• 도심등 거점지구의 주변에서 복합적인 정비를 촉진하는 지역

직주근접 존

(職住近接)
• 도시개발제제도(都市開發諸制度)를 활용하여 양호한 도심거주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지역

일반거점지구

(一般據點地區)
• 지역의 중심지로서 사람들의 활동과 생활의 편리성을 높이고 지역취업의 장소임

<표 4-4> 중심지별 정비지구의 특성

코
어

그
외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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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 계별로 심부와 주변부를 구분하여 육성용도 설정

도쿄도는 심지의 특성에 따라 그에 맞는 육성용도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도시개발 

용 률 인센티 를 운 하고 있다. 한 심지를 심지와 주변부로 구분하여 육성용도 

 용 률 인센티 를 차등 용하고 있다(서울시, 2009).

도심․부도심․신거  등 심지 계별로 심부와 주변부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육

성용도를 도입할 경우, 도시개발제제도를 활용하여 용 률 인센티 (200~300%)를 부여한다. 

컨 , 도심에는 업무기능과 함께 육성용도인 문화·교류시설, 상업시설, 생활지원시설, 산

업지원시설이 입지할 경우 최  300%까지 용 률 인센티 를 부여하고 있다.

한 심지 계별로 문화․교류시설, 상업시설, 생활지원  산업지원시설, 주택 등 

필요한 육성용도를 설정하고, 계에 맞는 용도의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주거 용도는 도

심․부도심․신거 의 핵 지역을 제외한 주변부에서만 육성용도로 지정된다.

<그림 4-6> 도쿄 센터-코어지역 내 중심지별 육성용도 및 용적률 인센티브

자료 : 서울시, 2009, ｢서울 도시계획 중심지에 대한 평가 및 위계 재정립방안 연구｣,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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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요코하마 : 도심기능 유도지구

3.1 도입배경

요코하마시는 1990년  말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심부에 업무·상업기능이 아닌 

주거용 고층 아 트가 난립하는 것을 규제하고, 업무․상업과 주거용도의 혼합을 통한 균

형 있는 도심부 육성을 해 ‘도심기능 유도지구’를 도입하 다.

2002년 이후 요코하마시 도심부에는 14개소 약 2,000호의 아 트가 건립 고, 2010년까

지 약 4,600호의 아 트가 추가 건립될 정이었다. 이에 따라 도심부의 고용인구는 1996

년 22만 명에서 2003년 20만 명으로 약 2만 명 감소한 반면, 거주인구는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증가하 다. 한편, 도심부 상업지역에 고층 아 트가 건립됨에 따라, 업무․상업기

능 하, 가로경  해, 지역 상인과의 마찰, 등학교 교실 부족 등의 문제가 두되었다.

<그림 4-7> 요코하마시 도심부에 건립(계획 중)된 고층아파트(1998~2004년)

자료 : 요코하마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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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구 지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도입된 도심기능 유도지구는 ① 도심부의 업무․상업기

능 강화, ② 요코하마다운 가로경  형성, ③ 도심에 공존할 수 있는 양호한 거주공간 유도 

등을 목표로 지정된다. 표 으로 요코하마(橫浜)역과 칸나이(關內)역 주변 2곳에 지정되

었으며, 업무․상업 용지구와 상주(商住) 공존지구로 구분되어 운 된다.

<그림 4-8> 칸나이역 주변 도심기능 유도지구

자료 : 요코하마시청 홈페이지

<그림 4-9> 요코하마역 주변 도심기능 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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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운영방식

역 인 지역(상업지역)에 지정된 업무․상업 용지구에서는 오피스, 상  등 업무․상

업기능을 유도하기 해 주거용도의 입지를 불허하고, 업무․상업 용건물에 해서는 

용 률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업무․상업 용지구 주변부에 지정된 상주(商住) 공존지구에서는 주거용도의 용

률을 300%로 제한하되, 층부(1~2층)에 도심기능 유도용도(오피스, 상 , 화 , 극장, 

호텔, 학교, 보육소 등)를 도입할 경우, 도입되는 유도용도의 용 률만큼 주택을 추가로 건

립할 수 있도록 운 하고 있다.

구분 업무․상업 전용지구 상주(商住)공존지구

목적 오피스, 상점 등의 입지를 적극 촉진 업무․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의 조화를 도모

규제 주택 등의 입지 불허 주택 등의 용적률을 300%로 제한

완화
유도용도(점포, 사무실, 문화시설, 호텔 등)를 

도입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 완화

주택을 포함해서 유도용도(오피스, 상점, 영화관, 극장, 호텔, 

학교, 보육소 등)를 도입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유도용도

만큼 용적률을 추가해 주택을 건립할 수 있고, 높이도 완화됨

<표 4-5> 요코하마 도심기능 유도지구의 규제 및 완화 내용

<그림 4-10> 상주(商住) 공존지구에서 유도용도 도입 시 규제완화

자료 : 요코하마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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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사점

◦뉴욕 : 상업지역 세분화  주거지역 용 률 용

뉴욕시는 지역별로 필요한 기능과 입지조건에 따라 상업지역을 8개 지역(C1~C8)으로 

세분화하여 리하고 있다. 특히, 세분화된 상업지역별로 주거용도 도입 시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등가 주거지역(Residential District Equivalent)을 지정하여 주거지역의 용

률을 용하고 있다. 이처럼 상업지역에서 상업과 주거용도에 따라 용 률을 차등 용함

으로써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도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도쿄 : 심지 계  장래상에 따른 육성용도 유도

도쿄도는 도시계획 비  등 장기구상을 통해 주요 심지에 합한 미래상과 심기능

을 설정하고, 도시개발제제도 등의 사업수단을 통해 이를 실 해 가고 있다. 특히, 도심․

부도심․신거  등은 심지 계별로 심부와 주변부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에 설정된 

육성용도를 도입할 경우 용 률 인센티 (200~300%)를 부여하고 있다. 한 심지 계

별로 문화․교류시설, 상업시설, 생활지원시설, 산업지원시설 등의 육성용도를 설정하여 

심지 계와 특성에 맞는 용도의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요코하마 : 도심기능 유도지구를 통해 업무․상업과 주거의 혼합 유도

요코하마시는 도심부에 업무·상업기능이 아닌 주거용 고층 아 트가 난립하는 것을 규

제하고, 업무․상업과 주거용도의 혼합을 통한 균형 있는 도심부를 육성하기 해 도심기

능 유도지구를 운 하고 있다. 

도심기능 유도지구에서는 상업지역의 심인 업무핵지역을 ‘업무․상업 용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의 입지를 불허하고, 업무․상업 용건물에 해서는 용 률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반면, 그 주변의 상업지역은 ‘상주(商住) 공존지구’로 지정하여 주거용도

의 용 률을 300% 범 에서 허용하고, 층부에 오피스, 상 , 문화시설, 호텔 등의 용도

를 도입하는 만큼 추가로 주거용도를 인센티 로 받게 된다.



제1   주거복합 리의 제조건

제2   주거복합 련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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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주거복합건물의 계획적 관리방향

제1절 주거복합 관리의 전제조건

주거복합건물의 계획  리를 해서는 ① 주거복합건물에 한 법 인 정의 마련, ② 

심지  상업지역에 한 육성 략 필요, ③ 용도용 제 등 주거복합 련제도의 개선 

등의 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주거복합건물에 한 법제도 상의 정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1981년 이래 지 까

지 주거복합건물은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외조항을 통해 공 되어 왔기 때문에, 주

거복합건물에 한 법  정의는 여 히 모호하다. 공동주택이면서도 외조치를 통해 건

축 인･허가를 통해 리되는 주거복합건물의 법 인 정의와 지 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심지  상업지역에 한 육성 략  리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도심, 부도심, 지역 심 등 심지별 장래상과 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당히 추상 인 수 이다. 후속계획을 통해 심지별 장래상과 주요기능, 육성용

도, 주거비율 등을 설정하고, 이를 실 하기 한 략  리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셋째, 용도용 제 등 주거복합 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행 용도용 제는 상업지

역에서 주거복합을 공 할 경우 주거 비율이 높아지면 용 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 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고  이용이 필요한 상업지역 내 토지를 주거용도가 도입되면 

도로 이용해야 하는 비효율 인 면이 있다. 상업지역에서 주거용도 도입 시 페 티

를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주거용도에 해당하는 용 률 상한을 설정하고, 층부 육성용도 

도입 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 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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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거복합 관련제도 개선방향

1)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법적 정의 및 관리기준 강화

주거복합건물의 계획  리를 해서는 우선 으로 주거복합건물에 한 법제도상의 

정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복합건물은 1981년 주택건설 진법

상의 주택사업계획 승인 외조건을 통해 공 되어 왔기 때문에, 주택공  련 규정과 부

복리시설에 한 설치기  등을 용받지 않고 건축 인․허가만으로 공 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이 간소화되었다.

IMF 외환 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단행된 2000년 이후의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은 주거복합건물의 공 을 진하는 직 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주거복합건물은 

서울의 도심과 부도심뿐만 아니라 지역․지구 심 등 외곽으로 확산되었고, 수도권 신도

시와 부산, 인천 등 국 도시로 확산되어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주거복합건물의 양 인 증가와 공간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와 련된 법제도

상의 규정은 여 히 미흡한 실정이다. 행 주택법과 건축법상 용도분류에 따르면, 주거복

합건물은 별도로 구분된 건축물 용도가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다. 1981년 주택

건설 진법상 사업계획 승인 외조치를 통해 공 되기 시작한 주거복합건물은 30여 년이 

흐른 지 도 여 히 사업계획 승인 외조항에 따라 공 되는 ‘특별한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격한 증가에 응하기 해서는 소형  도

시형 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거복합 개발이 필요하며, 법제도상의 규정과 리기 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 건축법 혹은 주택법상의 용도분류를 개선하여 주거복합건

물을 ‘겸용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거나 ‘복합건물의 한 유형(주거)’으로 구분하여 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 행 주택법상 세 수 300세  미만, 주거비율 90% 미만으로 되어 있는 주거복합

건물의 사업계획 승인 외요건에 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 수 기 은 낮추거나 

주거비율은 상향 조정하여 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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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용적제 운영방식의 개선

◦ 용도용 제의 원칙  용  육성용도 도입 시 인센티  제공

행 용도지역제의 운 개선은 상업지역 내에 도입되는 주거용도에 해 주거지역 용

률에 해당하는 상한치를 설정하고, 층부에 심지 활성화기능 는 육성용도를 도입

하면 이에 상응하는 용 률  높이 등의 인센티 를 부여하여 주거용도를 추가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요코하마시의 도심기능 유도지구 사례). 즉, 상업지역이라고 하더

라도 주거용도에 해서는 용 률 300%를 상한으로 설정하고, 해당 심지에 설정된 육성

용도를 도입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주거용도를 상층부에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컨 , 상업지역에 설정된 300%의 주거 용 률 상한치 이상으로 주거용도를 도입하기 

해서는 층부에 심지 활성화기능 등을 도입하는 경우에 인센티 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150%의 심지 활성화기능을 층부에 도입하면, 그만큼의 주거 용 률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층부의 비주거 용 률 150%와 주거 용 률 450% 

(300%+150%)를 모두 합하면 600% 용 률의 주거복합건물이 개발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상업공간을 주거용도가 무분별하게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상업지역 

내 용도복합과 심기능 활성화, 그리고 토지의 효율  이용 등의 장 이 있다.

◦ 용도용 제 용 외규정에 한 재검토

행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용 제는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에 용되지만, 

행 도시환경정비구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지역과 균형발 진지구(재

정비 진지구) 등에서는 용도용 제를 용하지 않도록 외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에 의한 강제  토지합병  기반시설 설치를 해 시행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일부 지역과 생활권별 심지를 육성하기 해 부도심  지역․지구 심 등에 지정된 균

형발 진지구에서는 용도용 제가 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거용도 

주의 고층 고  주거복합건물이 심지 계가 낮은  지역․지구 심에서 과도하게 건립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용도용 제가 모든 균형발

진지구에서 일률 으로 외 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외 용

되도록 련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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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심지별 육성 전략과 주거용도 개발에 대한 원칙 마련

도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심지와 상업지역을 체계 으로 리하고 육성하기 

해서는 우선 도심․부도심․지역 심 등 심지 계별로 미래상과 육성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에도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부도심․지역 심별로 미래상

과 기능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고, 심지 계별 육성 략에 부합하는 용도를 략  육

성용도로 설정하여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행 주거복합건물은 도심․부도심 등 심지와 상업지역에 용되는 높은 용

률(일반상업지역 800% 이하)을 상당 부분 주거용도로 채워나가는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지의 체계 인 리를 해서는 단기 사업성 주의 고층고  주거복합 개발

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래 업무․상업․문화․서비스 공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지 계별로 주거용도 개발에 한 원칙과 기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컨 , 도

심․부도심․지역 심 등에서는 심지의 향력과 기반시설, 배후지 등을 고려하여 업

무․상업 등 비주거 비율을 차등화하여 리할 필요가 있다.

4)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마련

재 주거복합건물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부서에서 

리하게 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립될 경우에는 균형발 본부가, 지구단 계획구

역 내 특별계획구역에서 건립될 경우에는 도시계획국이, 그리고 일반 건축허가를 받아 건

축될 경우에는 주택국이 리하게 된다. 한 연면 과 층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주거복합

건물은 해당 구청에서 리하고 있다.

이 듯 주거복합건물에 한 업무는 서울시와 구청의 여러 부서로 나 어져 리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된 주거복합건물 DB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주

거복합건물의 체계 인 리와 모니터링을 해서는 부서별로 나 어져 리되고 있는 주

거복합건물을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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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Policy Directions

for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s in Seoul

Jae-Seob Yang  ․  Mee-Ry Kwon

The research intended to examine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patterns of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s(MURBs) located in Seoul since 1990. It 

also aimed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for managing their development from 

a planning perspective by evaluating ‘Floor Area Ratio(FAR) Regulation’ introduced 

to control unplanned development of MURBs within the commercial zone in Seoul. 

For the purposes, three major contents were mainly investigated. First, it reviewed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related to developing and regulating MURBs. Second, 

their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patterns were explored after a 

database of MURBs has been prepared located in Seoul for two decades since 1990. 

Last, we made policy suggestions for reforming the FAR regulation while referring to 

some relevant efforts made in the City of New York, Tokyo and Yokohama. 

The research found that MURBs developed within the commercial zone in Seoul 

for last twenty years totaled 193 in which 41,952 households have been living. They 

have not been located in urban cores and centers; rather they have spread over the 

outskirts of Seoul metropolitan area. 

In light of the results, four policy recommendations we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hat a legal definition and management criteria of MURBs should be 

improved. Second, different strategies for introducing MURBs should be prepared for 

each level of urban centers, and the principles and rules for residential development 

in the commercial zone are required. Third, specific land uses should be encouraged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incentives for residential use while the FAR regulation 

is implemented in principle. Forth,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s also required 

to encourage and manage MURBs in terms of  housing supply and urban planning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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