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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중심, 서울 도시권 차원 중심성·광역성 필요

‘강점특화 ·약점보완’ 지역특성별 맞춤전략 적용해야

광역중심, 서울대도시권 거점역할…밀도·다양성·연결성 측면 진단할 시점

서울시가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플랜에서는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으로 공

간구조를 다핵화하고,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

실 등 7개 광역중심을 설정하였다. 광역중심은 서울시 경계부 또는 외곽에 입지하여 서

울대도시권 차원에서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서울시와 인천·경기 등 배후 지역과 연계하

여 권역별 자족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역중심은 다양한 중심기능이 집적된 “결절점(Node)”으로, 도심의 차하위 중심성을 갖

는 부도심과 유사하다. 또한 서울대도시권 배후지에서 도심으로의 통행량 일부를 흡수하

고, 도심 또는 지역중심과 “연결(Link)”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광역중심의 기능을 진단

하기 위해 중심성 측면에서 밀도와 다양성, 광역성 측면에서 연결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광역중심 평균은 연면적 376ha, 조용적률 367.5%, 사업체수 8,431개소

2016년 기준 광역중심의 총 연면적은 2,259ha, 평균 연면적은 376ha이며, 3도심 평균

(2,486ha)의 1/7, 12개 지역중심 평균(166ha)의 2.3배에 해당한다. 광역중심 중에서는 

가산·대림이 862ha로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용산 409ha, 잠실 385ha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동·상계는 100ha로, 지역중심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광역중심 평균 조용적률은 367.5%로, 3도심 평균 328.8%에 비해 개발밀도가 높은 편

이다. 광역중심별로는 잠실과 상암·수색, 가산·대림 등에서 평균 이상의 밀도를 보인다.

사업체는 광역중심에 5.1만 개소, 지역별 평균 8,431개소가 입지해 있는데, 3도심(17.6

만 개소, 지역별 평균 5.9만 개소)에 비해 적은 편이다. 광역중심별로는 가산·대림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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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청량리·왕십리 9,300여 개소, 용산 6,948개소 순으

로 많았다.

광역중심, 비주거용도 비중 높아…업무는 상암·수색, 상업은 잠실·용산 특화 

광역중심은 상업 88ha(23.3%), 업무 71ha(18.8%), 주거 70ha(18.6%) 순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기타용도는 148ha(39.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3도심은 업무 30.9%, 상업 

25%, 주거 22.3%, 기타 21.7% 순으로, 업무용도가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 높은 비중

을 보인다.

광역중심은 서울시 전체 대비 업무·상업용도가 특화되어 있다. 업무용도를 기준으로, 최

근 개발된 상암·수색은 업무기능이 특화되어 있고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가산·대림은 

최근 5년간 업무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이 13%로 높게 나타났다. 상업용도는 잠실에서 

매우 특화되어 있으며, 특히 제2롯데월드 개발 등에 힘입어 연평균 5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용산과 청량리·왕십리 등에서도 상업기능 특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업무용도 특화도 대비 연평균 변화율

자료 : 건축물 과세 장, 2011, 2016.

[그림 2] 상업용도 특화도 대비 연평균 변화율

자료 : 건축물 과세 장, 2011, 2016.

한편 광역중심별 평균 대비 부족한 ‘결여용도’를 검토하여 향후 육성·보완이 필요한 용

도가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업무시설은 청량리·왕십리, 잠실 등에서 평균 대

비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쇼핑시설은 상암·수색, 가산·대림 등에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 및 식음시설은 가산·대림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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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중심, 도심·지역중심보다 광역통행 비율 높고 가산·대림은 광역영향권

중심지 위계별 출퇴근통행 중 광역통행은 광역중심이 29.8%로 가장 높고, 도심은 

22.6%, 지역중심은 20.1%로 나타났다. 업무통행 중 광역통행은 광역중심이 19.3%로 

가장 높고, 도심은 10.9%, 지역중심은 11.5%이다. 

광역중심별 출퇴근 흡수통행 중 광역 비율은 가산·대림이 40%로 가장 높고, 용산과 청

량리·왕십리는 낮게 나타났다. 한편 창동·상계의 경우 업무 규모는 광역중심 중 가장 작

지만, 출퇴근 흡수통행 중 광역통행 비율이 높다. 업무 발생통행 중 광역 비율의 경우도 

가산·대림이 업무 발생통행 중 광역통행이 35%를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상암·수색, 창동·상계 등이 2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한편 지역중심 중 사당·이수

(32%)와 망우(23%)는 상대적으로 업무 규모가 작지만, 광역통행 비율이 높게 나타나 주

목할 만하다. 가산·대림과 잠실을 제외한 광역중심보다 많은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업무연면적과 출퇴근 흡수통행 중 
광역통행 비중

주 : 오전첨두 가정기반 출퇴근 흡수통행 기준
자료 : 건축물 과세 장,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2016.

  

[그림 4] 업무연면적과 업무 발생통행 중 
광역통행 비중

주 : 전일 비가정기반 업무 발생통행 기준
자료 : 건축물 과세 장,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2016.

한편 광역통행량 기준 영향권은 한양도성과 강남 등 3도심 위주로 나타났다. 한양도성

은 주로 한강 이북지역에서, 강남은 한강 이남과 일부 동북권에서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다.  가산·대림은 영등포·여의도와 경합할 만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광역중심 중 

도심에 비견될 만한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는 중심지는 가산·대림이 유일하다. 이로 인해 

서남권에서는 강남, 영등포·여의도, 한양도성, 가산·대림, 인천·경기 등의 경합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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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울대도시권 내 광역통행 영향권 검토

자료 : 가구통행실태조사, 2016.

[그림 6] 가산·대림 출퇴근 도착통행 중 광역통행

자료 : 가구통행실태조사, 2016.

[그림 7] 광역중심 기능 진단 종합

주1 : ▲는 평균 이상(광역중심 6개소 기준), ▼는 평균 이하, ○는 평균 수준임을 나타내며,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마곡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주2 : 지역중심의 면적, 밀도, 사업체, 결여용도에 한 진단은 광역중심 평균 비 검토한 결과임

장기적·총량적 관점에서 광역중심 육성계획 세우고 ‘선택·집중’ 전략 중요

향후 광역중심을 육성·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총량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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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 있게 중심기능의 집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신규 인프라 투자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와 토지이용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동시

다발적 개발·정비보다는 대상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총량을 감안하여 우

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육성·지원해나갈 필요가 있다.

강점 특화·약점 보완으로 광역중심지별 특성에 맞는 정책수단 활용 바람직

광역중심의 중심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제한적이다. 광

역중심별 토지이용 현황 진단과 SWO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수단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한 후, 강점은 특화하고 약점은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광역중심의 중심성과 광역성 종합

용산은 최근 대규모 숙박·쇼핑 기능을 강화했으나, 중심성과 광역성 보완을 위해 도심의 

고차업무기능을 지원하고 환승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전략이 필요하다. 정비

창부지 개발계획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제비즈니스를 위한 업무용도 위주의 지속적

인 육성이 필요하다. 광역성 측면에서는 신규 광역교통망 확충 시 용산역 중심으로 환승

기능을 집적하여 기존 철도노선과 연계하고 환승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청량리·왕십리는 청량리역, 왕십리역 두 거점 간 연계가 부족한 한계가 있다. 현재 청량

리역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통해 중심상업·업무기능을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

다. 또한 청량리역의 GTX-B, C 노선 등 공급계획에 대응하여 환승기능을 더욱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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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왕십리와의 직결체계를 강화하여 하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창동·상계는 현재 고용기반이 부족한 저개발지역이지만,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

장, 환승주차장 등 가용지가 충분한 지역이다. 개발계획을 통해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동

북부 광역생활권 내 고용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창동역 중심으로는 GTX-B 노선 

등 광역급행철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환승기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상암·수색은 미디어산업 위주의 업무기능이 집적해 있으나, 상대적으로 상업·문화기능

이 약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필요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생활권 및 

상암-수색 지역 간 연계, 보행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곡은 지식산업 위주의 육성방향을 유지하고,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

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인천공항철도 개통, 김포 신도시 등의 개발로 배후

지가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마곡나루역을 중심으로 환승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산·대림은 광역중심 중 중심성과 광역성이 가장 높고, 서울대도시권 서남부 지역의 거

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준공업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

업단지 고도화에 대응하고, 지식산업에 필요한 지원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허용업종의 재검토·확대, 인센티브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잠실은 상업기능 측면에서는 매우 특화되어 있으나 업무기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

고, 광역통행 역시 개발계획의 규모나 밀도에 비해서는 미흡한 편이다. 대규모 가용지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므로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잠실대로 이면부 등 노후 상업지역

을 정비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응한 환승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잠재력 있는 지역중심 위계조정 검토·서울대도시권 차원 공간구조 효율화 필요 

추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에는 광역중심으로 지정된 이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거

나 잠재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심지 육성을 위한 보완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반면, 지역중심 중에서도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계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서울의 중심지체계는 시계를 넘어 인천·경기 등 광역생활권을 아우르는 토지이용

을 검토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중심지 설정 시 서울시 위주의 관점에서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내용을 검토해왔으나, 서울대도시권은 이미 광역생활권과 경제권

을 형성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인천·경기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공

간구조를 설정하고 거점 기능을 배분·연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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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 개요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서울시는 2014년 수립한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30 서울플랜’)을 통해 서울의 중

심지체계를 단핵구조1)에서 다핵구조로 개편하고,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 권역 간 격차 완화, 서울대도시

권으로의 광역화 등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2018년 수립한 생활권계획에서는 2030 

서울플랜에서 지정한 중심지의 범역을 설정하고 발전방향을 구체화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광역중심은 지역중심급 이상의 중심지를 대상으로 신성장산업의 집적

도, 광역철도의 연계성, 대규모 개발가용지, 별도의 개발계획 수립 여부 등을 검토하

여 광역중심을 지정하였다(서울시, 2014: 143). 광역중심은 도심 기능을 보완하는 도

심의 차하위 중심지로서, 기존 단핵구조에서의 부도심 역할뿐 아니라 기능적으로 특

화되어 있는 광역적 고용 기반을 담당한다.

이처럼 2030 서울플랜 수립 과정에서 광역중심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현재 지정되

어 있는 광역중심의 현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광역중심의 

육성·관리를 위한 큰 틀과 방향성이 미흡하여 서울대도시권이라는 공간구조 속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되기보다는 개별 사업을 통해 개발·관리되는 한계가 있다. 광역중심

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광역중심의 역할과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방향을 제

시할 필요가 있다.

1) 2006년 수립한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의 중심지체계를 설정하였음



3

서
울
시
 광
역
중
심
 기
능
진
단
과
 육
성
방
안

광역중심은 도심의 기능을 보완하면서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업무, 상업·문화, 관광, 

첨단산업 등 기능적으로 특화된 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중심지별 규모와 생활

권 내 위상, 통행패턴과 규모 등에 편차가 있고 성장의 속도가 서로 달라 획일적인 

방식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서울시 광역중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함

과 동시에 중심지별 인구, 사업체, 토지이용 특성 등에 부합하는 육성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광역중심의 특성과 현황, 관련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장래 여건 

변화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2030 서울플랜에

서 지정한 광역중심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육성·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차

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광역중심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광역중심의 역할과 기능을 정의하고,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서울대도시권 차원에서 광역중심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가능은 무엇인가?

둘째, 현재 광역중심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셋째, 향후 광역중심의 관리·육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은 무엇인가?

[그림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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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는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

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등 7개 광역중심을 대상으로 현황을 진단하고 관련 계획내

용을 분석하였다. 중심지별 진단은 2016년 기준 현황과 2010년 이후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공간적으로는 서울시 경계를 넘어 수도권까지 확장하여 광역중

심의 기능을 재정립하였다. 

[그림 1-2]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중심지체계

자료 : 서울시, 2030 서울플랜, p.142 재구성

도심 또는 지역중심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광역중심이라면 갖추어야할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지역중심 중에서는 외곽에 

위치하여 수도권 배후지를 갖는 망우,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천호·길동 등을 대상

으로 광역중심으로서의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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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1) 중심지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이 연구에서는 광역중심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해 중심지 관련 이론을 검토하였다. 

다핵 도시공간구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광역중심 또는 부도심(부핵)의 개념과 위상을 

정리하고,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와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한편 런던, 도쿄 등 외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역중심 또는 부도심(부

핵)의 역할과 특성을 검토하고, 서울시 중심지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런던 

사례는 중심지 육성·관리와 관련하여 the London Plan(GLA, 2016)과 2017 

London Town Centre Health Check Analysis Report(GLA, 2018)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도쿄의 중심지 및 대도시권 차원의 네트워크 구조와 관련해서는 都市づ

くりのグランドデザイン(東京都, 2016)2)과 新しい都市づくりのための都市開発諸制度

活用方針(東京都, 2018)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2) 중심지체계 및 광역중심 관련 법정·비법정계획 검토

서울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과정과 중심지체계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계획내용을 검

토하였다. 상위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심지체계와 육성방향을 

살펴보고, 이전 계획과 비교 검토하였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구체화한 중심지

별 육성 및 관리방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였다. 

이밖에도 해당 중심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개발계획, 재생사업 등의 사업 추진현

황과 주요 광역교통망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황을 진단하였다.

(3)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중심지별 또는 역세권 단위의 현황 분석

광역중심의 인구, 사업체, 토지이용, 교통 등 분야별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시기별 변화와 2016년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로 중심성과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건축물 과세대장, 사업체조사 자료와 통행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서울시

와 서울대도시권 차원에서 입지 여건과 배후지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지하철 및 버스, 

광역교통망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2) 최초 수립연도는 2016년이며, 2018년 재정비한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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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자문회의 및 초청특강 개최

연구 진행과정에서 2회 이상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광역중심을 둘러싼 주요 쟁점

을 정리하고, 현황 진단을 위한 분석의 틀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자의 초청 

특강을 개최하여 서울대도시권 차원에서 통근통행 패턴과 공간구조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서울시 관련부서 실무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서울대도시권 차원의 공간

구조 설정과 광역중심 육성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림 1-3]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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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광역중심이란?

2_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체계 변화

3_광역중심별 여건 및 육성계획

4_외국 도시의 중심지 지정과 육성방향 : 도쿄와 런던



8

02

광
역
중
심
의
 개
념
과
 여
건
 변
화
 검
토

02. 광역중심의 개념과 여건 변화 검토

1_광역중심이란?

1) 중심지 관련 이론적 검토

(1) 중심지는 중심성 또는 중심기능에 의해 계층성 부여

도시는 중심지와 배후지로 구성되며, 중심지는 도시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집적해있는 공간이다. 중심지체계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이론은 크리스

탈러(Christaller, 1933)가 제시한 것이다. 크리스탈러는 중심지체계를 도시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 간 경쟁관계로 인해 중심지들이 위계와 중심성을 

가지면서 육각형의 공간적 형태를 형성하는 규칙적인 공간구조로 정의하였다.3)

[그림 2-1] 중심지 이론에 대한 개념도

자료 : 서울시, 2009, 서울 도시계획 중심지에 한 평가 및 위계 재정립방안 연구, p.12.

3) 크리스탈러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전제로 함. 중심지들 간에는 각 중심지의 중심성 또는 중심기능에 
의해 계층화된 위계를 가짐. 한편 시장원리하에서 가능한 한 적은 수의 중심지가 보다 넓은 지역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심지들이 분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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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중심지는 일정정도 인구규모의 배후지를 갖는다. 재화의 양과 성격에 따

라 배후지 지지인구기반(threshold)의 규모가 달라지고, 중심지는 이로 인해 계층성

을 갖는다. 같은 위계의 중심지는 동일한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위의 

중심지일수록 상위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배후지 규모가 크고 하위 중심지일수

록 배후지 규모가 작아진다. 하위 중심지의 위계와 규모는 상위 중심지로의 수직적 접근

성(vertical accessibility)에 영향을 받게 된다(김선웅·김광중, 1998: 11~12; 서울시, 

2009: 11~12).

이후 로쉬(Lösch)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체계화하면서, 중심지들이 공간적

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최소노력의 원리(principle of least effort)가 반영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중심지체계란 최소한의 비용으로 상호작용을 최대화하고, 다양한 도

시활동을 전개하는 데 거리의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희연, 1995).

한편 독일의 MKRO(1968)는 산업, 문화, 행정서비스와 같은 도시편의시설을 제공하

는데 중심지체계를 활용하였다. 계획체계를 통해 중심지를 설정하고 중심지 위계별로 

서비스·시설 공급을 차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타 도시로의 인구유출에 대응하였다. 

1968년 MKRO(공간계획 장관회의)4)는 중심지를 고차, 중차, 저차, 소규모 등 위계

별로 구분하는 사항에 대해 의결하였다. 고차중심지는 국제 기능과 전문화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저차 중심지는 농촌지역에 기초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차별화하였다. 

중차중심지(intermediate center)는 저차중심지보다 상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차중심지는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지

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공공시설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5) 중차중심

지가 갖추어야 할 기능(시설)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지역교육 및 훈련, 문화·레저, 의료·복지서비스 기능 등

∙ 중심부의 상업서비스 : 광역기반의 소매·서비스 기능

∙ 지역 간 연계를 위한 교통망 : 광역철도망 등

∙ 대중교통,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압축적 토지이용(밀집도시) 등

4) MKRO(Ministerkonferenz fur Raumordnung, 공간계획 장관회의)
5) 독일정부는 중심지체계와 관련하여, 시기별로 1960년대 저차중심지, 1970년대 중차중심지, 1980년대 고차중심

지로 정책적 관심이 이동하였음. 개인 교통 발달에 의한 활동영역 확대, 저차중심지 공간 정비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 문제 등이 주요 원인임(변필성·임상연·김명수, 2014: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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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중심도시 이론(Monocentric City Theory)은 중심지가 하나인 도시공간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모든 고용이 도시 중심부의 중심업무지구에서 발생하고 주변에는 

주거지를 형성하는 구조이다. 단일중심도시의 통근수요는 주거지에서 도심으로 발생

하기 때문에,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입지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알론소

(Alonso)는 튀넨의 농업지대론을 도시에 적용하여 도시토지이용이론(Urban Land 

Use Model)을 개발하였으며,6) 버제스(Ernest W. Burgess)의 동심원이론

(Concentric Zone Theory), 호이트(Homer Hoyt)의 선형이론(Sector Theory) 등

이 기본적인 이론들이다.

이러한 단일중심도시 모형은 산업화시대 이전의 도시 또는 단핵구조의 중소도시에 한

해 적용 가능하다. 도심 이외 지역 간의 이동이 불편하고, 도심부의 과도한 혼잡, 교

통난 등의 문제가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 다핵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면서 중심지 간 네트워크 차원의 접근성 강조

도시가 성장하면서 도심 이외의 핵이 형성되고, 공간구조는 점차 단핵에서 다핵으로 

변화하였다. 다핵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은 Harris와 Ullman(1945)의 

다핵심이론(Multiple Nuclei Theory)을 들 수 있다. 새로운 중심지는 특정 시설의 

필요성, 특정 활동의 집적 및 배척현상, 지대 지불능력의 차이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다핵 도시에서 모든 핵이 동일한 기능과 규모를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에, 규모와 기능이 서로 다른 주핵과 부핵, 부도심 등 중심지를 갖게 된다. ‘주핵-부핵-부

심’을 갖는 도시구조에서 주핵과 부핵은 전 도시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주핵이 도심의 

역할을 담당한다. 부핵은 전문화된 기능을 갖고 하위 중심지와 결합하여 부도심을 형성한

다. 한편 부심은 제한된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서울시, 2009: 16). 다

핵화되면서 배후지로부터 중심지로의 접근성뿐 아니라 중심지 간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가 강조되었다. 

6) 도시토지이용이론에 따르면, 다양한 기능이 모여 있는 도시 특정지점에서의 지대는 중심부에 대한 접근성인 교통비
용의 대체성(trade-off)에 의해 결정됨. 즉, 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지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도심의 지가가 가장 
높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가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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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다핵도시의 규모 및 계층 구조

자료 : 서울시, 2009, 서울 도시계획 중심지에 한 평가 및 위계 재정립방안 연구, p.16.

2) 광역중심 기능 진단을 위한 요소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플랜에서는 광역중심을 새롭게 지정하였다. 광역중심은 서

울시 경계부 또는 외곽에 입지하여 서울대도시권 차원에서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서

울시 내뿐 아니라 인천·경기 등 배후도시와 연계하여 권역별 자족기반을 강화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역중심은 다양한 중심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결절점(Node)”이자, 서울대도시권 차

원의 배후지에서 도심으로의 통행량 일부를 담당하고 도심 또는 지역중심과 “연결

(Link)”하는 역할을 맡는다. 광역중심은 일반적으로 중심지에 요구되는 중심성, 즉 집

적과 다양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도심의 차하위 중심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부도심

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또한 다핵 중층의 도시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중심지로, 배

후지로부터의 접근성과 도심 등 여타 중심지와의 연결성을 갖는다.

광역중심의 역할과 기능을 정의하고 진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밀도, 다양성, 연결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밀도’

광역중심을 대상으로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진단하기 위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

항은 밀도에 대한 현황이다. ‘광역중심에는 일자리, 놀거리 등이 질적 다양화를 일으

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집적되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역중심은 중심지 위계상 도심의 차하위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부도

심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광역중심에는 중심기능과 관련 시설이 집적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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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위계에 부합하는 고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적 다양화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

의 충분한 밀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2) 생활권 내에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다양성’

다양한 도시기능의 집적은 지역 또는 중심지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업종과 사업체가 집적할수록 업종 간 지식전파나 아이디어 결합 등이 촉진되어 지역

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광역중심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광역중심에서 원스톱 서비스

로 지원받을 수 있는가?’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배후인구가 다른 생활권으로 장거리 통행의 동기를 

줄이고, 해당 권역에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광역

중심이라면, 대부분의 일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입지해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기능이 특화되어 있는지, 여타 중심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기능은 무엇

인지 살펴보고, 해당 기능을 도입 또는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수도권 차원에서 높은 ‘연결성’

마지막으로 ‘도심-광역중심 등 중심지 간 수직적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수도권 배후지로부터 광역중심으로의 승용차 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충분한가?’를 

고려해야 한다.

광역중심은 해당 생활권 내 이동이 용이하도록 연결되어 있고, 수도권 배후지와 광역

중심 간 높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7) 또한 광역중심은 일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 수도권 배후지로부터 도심으로의 장거리 통행을 줄일 수 있는 입지와 교통

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7) 권역을 넘는 광역중심 간 이동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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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광역중심 기능 진단을 위한 개념 정의

2_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체계 변화

1) 기존 중심지체계 검토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을 수립하여 서울의 중심지체계를 단핵구조에서 다핵구조로 

개편하였다.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 체계였으나, 

2030 서울플랜에서는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으로 다핵화하였다. 

2030 서울플랜에서 3도심은 특성에 따라 글로벌 중심지로 지정하였는데, 한양도성은 

역사문화중심지, 영등포·여의도는 국제금융중심지, 강남은 국제업무중심지로 육성하

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7개의 광역중심은 서울대도시권 차원에서 배후도시와 

연계하여 권역별 자족기반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기존 부도심이었던 청

량리·왕십리, 상암, 용산과, 전략육성중심지였던 상계(창동·상계), 전략육성지였던8) 

마곡을 광역중심에 포함하여 설정하였다(앞의 [그림 1-2] 참조).

8) 전략육성지였던 마곡과 문정에 대해서는 마곡은 광역중심으로, 문정은 지역중심(수서·문정)으로 각각 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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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2006) 2030 서울플랜 (2014)

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53지구중심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1도심 - 도심 3도심 - 한양도성, 영등포·여의도, 강남

5부도심
- 영동, 영등포, 청량리·왕십리, 

상암, 용산
7광역중심

-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 림, 잠실

11지역중심

- 동북권 : 미아, 망우, 상계

- 서북권 : 신촌, 공덕, 연신내

- 서남권 : 목동, 림, 사당·남현

- 동남권 : 잠실, 천호·길동

※ 전략육성중심지 : 망우, 상계, 

연신내

※ 전략육성지 : 마곡, 문정

12지역중심

- 도심권 : 동 문

- 서북권 : 신촌, 마포·공덕, 

연신내·불광

- 서남권 : 목동, 봉천, 사당·이수

- 동남권 : 수서·문정, 천호·길동

* : 2030 서울플랜에서는 기존 지구중심 유지 원칙,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시 자치구와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표 2-1]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 서울플랜 중심지체계 비교

2) 2030 서울플랜과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광역중심의 목표와 관리방향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을 수립하면서 도시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목표로 중심

지체계를 3도심 7광역중심으로 개편하였다. 한양도성, 강남, 영등포·여의도 등 3도심

을 설정하고, 도심의 발전·관리를 통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광역중심은 7개소로,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심의 글로벌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업무, 상

업, 문화, 관광, R&D, 첨단산업 분야 등 특화된 광역 고용기반을 창출하고자 한다. 

기능적으로 특화된 중심지를 육성하여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12개

의 지역중심은 권역생활권별 자족성 제고, 직주균형의 지역고용기반 형성, 공공서비

스 공급 및 상업·문화의 중심기능을 담당한다.

(1) 2030 서울플랜에서는 광역중심별 특화기능 육성과 자족성 강화 목표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광역중심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도심권역에 해당하는 용

산은 기본계획에서 역사도심인 한양도성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층·고밀의 대규모 

상업·업무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양도성과 영등

포·여의도와 연계하여 국제비즈니스 등의 고차업무기능 담당을 목표로 한다. 청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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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는 철도교통의 중심지이자 환승역세권인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상업·문화기능

을 집적시켜 동북권의 최대 상업·문화 중심지로 발전방향을 설정하였다. 창동·상계는 

창동차량기지 등 대규모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복합 개발하고, 수도권 동북부의 통근

교통을 흡수하며 자족성을 높이고자 한다. 

서북권의 상암·수색은 상암DMC 등 개발가용지를 활용한 수도권 서북부의 광역고용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서남권에 해당하는 마곡은 김포공항과 상암을 연계함과 동

시에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가산·대림에 대해 서울플랜에서는 산업단지와 구로차량기지 등 가용지를 활용하여 

창조적 지식기반 고용기능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국가산업단지관리기

본계획에서도 첨단정보·지식산업단지 등으로 거듭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마

지막으로, 동남권의 잠실은 강남도심과 연계하여 MICE 산업 등 국제 업무·관광기반

을 구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2-4]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서울시 공간구조와 중심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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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권계획에서는 서울플랜의 중심지 육성방향을 구체화하고 범위 설정

서울시가 2018년 수립한 생활권계획은 서울플랜의 중심지 발전방향을 더욱 구체화하

였다. 생활권계획의 공간관리지침에서는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으로 구

분되는 중심지별 특성과 도시경쟁력, 균형발전, 권역별 자족성, 실현가능성 등의 여건

을 고려하여 육성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성장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중심지별

로 특화 방안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또한 생활권계획에서는 중심지 경계를 설정하여 중심지 육성을 위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9) 생활권계획에서 설정한 경계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며, 중심지 발전방향과 목표를 구체화하거나 육성·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운영할 수 있다(서울시, 2018: 19).

[그림 2-5]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 범역과 발전방향

9) 중심지 경계는 지적과 도시관리계획 경계, 도로·하천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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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광역중심별 여건 및 육성계획 

1) 용산

(1) 개발가용지 확보, 용산역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진 활발

용산 광역중심은 정비창부지, 캠프킴부지 등 개발가능한 대규모 가용지가 입지해 있

다. 남영역 인근 캠프킴부지는 업무, 업무지원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 중이며, 용

산미군부지는 이전 후 용산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정비창부지 일원은 기존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구상이 필요한 실정이다.10)

한편 용산역 일대에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2017년 용산역 뒤편 관광버스 터미널부지를 재개발한 서울드래곤시티와 국제

빌딩 인근의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 등이 완공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19년 1월에는 신용산역 북측의 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도시계획심의를 통

과하는 등11) 대규모 업무복합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이슈와 관련해서는 노후한 용산전자상가의 재생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기존 잠재력을 활용하여 도심산업 생태계를 재활성화하고, 물리

적 환경 정비를 위한 세부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2022년까지 산업, 공간, 거버넌스 

등 3대 분야에 대한 13개 과제를 구체화하여 전자산업 기반의 신산업복합문화교류공

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12)

(2) GTX,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공급 계획

현재 용산역에는 KTX, ITX 노선이 지나고 있으며, 향후 광역교통망 추가 공급이 예

정되어 있다. 먼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서울대도시권 동-서를 연결하는 

GTX-B 노선 계획이 용산역을 경유할 예정이다.13) 또한 강남~수원 광교 구간에서 

운행 중인 신분당선이 용산역을 거쳐 연장될 예정이다. 현재 강남에서 신사, 용산역을 

잇는 연장 구간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신분당선 서북부(용산~서울역~은평뉴타

10) 광역중심별 육성계획에 대한 내용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공간관리지침(중심지부문)을 참고하여 요약·재
정리하였음

11) “마천루 단지로 변하는 용산역 일대…‘한국의 맨해튼’ 된다”(세계일보, 2019.1.17.)
12)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홈페이지(http://y-valley.org/yc_vision)
13) 해당 노선의 계획에 따르면, 송도~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망우~마석 등을 경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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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삼성) 구간도 2018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14)

(3) 가용지를 활용한 도심의 고차중심기능 보완

생활권계획에서는 용산의 정비창부지 등을 활용하여 도심의 국제비즈니스 등 고차 업

무·상업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화하였다. 세부적

으로 용산역은 정비창부지 등을 활용하여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여 교통체계를 개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캠프킴부지는 고밀의 상업·업무시설을 확충하고 관광·문화·주

거 복합개발을 권장하고 있으며, 용산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

였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도시재생을 추진하여 활성화하고, 중심지 범역 내에 포함

된 주거지는 도심주거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그림 2-6] 생활권계획상 용산 광역중심의 토지이용 및 관리방향

자료 : 서울시, 2018, 2030 서울생활권계획

14)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국토교통부 정책자료); 삼송~용산 잇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본궤도”
(매일경제,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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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량리·왕십리

(1) 청량리역 일대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노후 전통시장에 대한 정비 이슈

청량리역 일대는 청량리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청량리역에 인접한 4구

역은 최고층수 65층, 5개동 규모의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왕십리역 북측으로

는 활용가능한 한국전력 물류센터 부지가 입지해 있다.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특히 노후한 청량리 전

통시장에 대한 정비 이슈가 있다. 청량리 전통시장 일대는 2013년 한방특정개발진흥

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전통시장 주변으로 노후 기반시설,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

생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감소하면서 점차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왕십리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15)

(2) GTX 노선 등 광역교통망 공급 계획

현재 청량리역은 경춘선(ITX)과 경강선 KTX가 지나고 있으며, 2018년 말에는 분당

선의 왕십리~청량리역 연장 구간도 개통되었다. 향후 청량리역에는 GTX 2개 노선

(B, C 노선)이 계획되어 있다. B노선은 인천과 남양주를 잇는 노선이며, C노선은 수

원과 양주를 잇는 노선이다.

한편 서울 경전철은 청량리와 왕십리에 각각 1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다. 청량리역은 

청량리~면목~신내로 이어지는 면목선이 지날 예정이며, 왕십리역에는 왕십리~중계

(은행사거리)를 잇는 동북선이 계획되어 있다.16)

(3) 청량리·왕십리는 역세권의 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하고 기반시설 정비

청량리·왕십리는 크게 청량리역세권과 왕십리역세권을 중심으로 관리방향을 설정하

고 있다. 먼저, 청량리역 일대는 광역급행철도 공급 계획을 반영하여 촉진계획을 재정

15) 왕십리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2016) 주요 내용
  ∙ 도심 지원 및 상주인구 확충을 위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 등 설치 권장
  ∙ 상업지역 이면부 활성화 및 적정규모 개발을 위해 업무, 판매, 문화(교육) 등 권장용도를 지정하고, 권장용도 

50% 수용 및 자율적 공동개발 시 높이 완화(30m→40m) 
  ∙ 과도한 특별계획구역은 실현가능한 개발단위로 조정
  ∙ 합리적 통행체계 구축, 보행안전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도로 통행체계 정비 등
16)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서울시 보도자료, 2019.2.20.); “2017년까지 서울 경전철 7개 

노선 건설 - 동북․면목․서부․DMC․목동․신림․우이-신설연장선 등 총연장 62㎞ 달해”(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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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고, 역세권 내 중심기능을 확충하도록 한다. 왕십리역 일대는 낙후된 상업기능과 

가로환경을 정비·개선하고, 청년층 유입을 위해 상업·문화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특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주요 가용부지인 한전물류센터에는 상업·업무기능을 유치하고, 전통시장은 재생사업

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환승역세권에는 소형임대주택을 공

급하고자 한다.

 

[그림 2-7] 생활권계획상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의 토지이용 및 관리방향

자료 : 서울시, 2018, 2030 서울생활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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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동·상계

(1) 대규모 개발가용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재생사업 추진 중

창동·상계는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환승주차장 등 대규모 가용지가 다수 분

포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이 연

계 추진되고 있다. 문화·유통·업무기능을 복합 연계하여 동북부 신경제 중심지로 육

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 지역 내 고용기반 부족, 지상철 구간으로 지역 단절 문제

창동·상계 광역중심 일대 주변으로는 1991년 준공된 상계택지개발사업과 1992년 준

공된 창동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대규모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베드타운 성격이 

짙어 지역 내 특화산업이 부족하고, 광역중심 역할을 위한 고용기반이 미약한 실정이

다. 한편 중심지 경계 내 두 거점인 창동역과 노원역은 1호선, 4호선 등 지상철 구간

에 해당되어, 고가철도가 남~북 간, 동~서 간 지역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3) GTX 등 광역교통망 공급 계획

창동·상계 지역은 기존 지하철(1·4·7호선) 외에도 창동역을 중심으로 수원~양

주를 잇는 GTX-C 노선과, 청량리역에서 창동역을 거쳐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KTX-동북부 연장선이 계획되어 있다. 인접해있는 동부간선도로(1.3km 구간)

는 지하화 추진 등의 영향으로 광역교통 여건이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4) 개발가용지를 활용해 문화·특화산업 집적지를 조성하여 동북부 거점으로 육성

창동·상계 일대는 대규모 주거지이자 고용기반이 취약한 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창동

차량기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등 가용지를 적극 활용하여 문화·산업 등 거점기능을 

육성하고자 한다. 창동역 일원은 서울 아레나 등 문화공연과 인프라 및 창조산업 집적지

로 조성하고, 노원역 일원은 창동차량기지 이전 후 글로벌 비즈니스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에는 지식산업센터, R&D산업, 창업지원시설 등 중심업무시설

을 중점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는 업무지원센터, 컨벤

션·전시장, 공공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밖에도 문화 복합, 창업 육성, 복합환승 

기능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17) 

이를 위해 생활권계획에서는 공공주도의 책임 있는 추진으로 사업의 실현성을 담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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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설정하고 있으며, 부지확보 및 선도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구체

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2-8] 생활권계획상 창동·상계 광역중심의 토지이용 및 관리방향

자료 : 서울시, 2018, 2030 서울생활권계획

17) 생활권계획의 주요 관리방향과 “낙후된 베드타운서 K팝 성지로... 서울 창동 ‘천지개벽’”(한국경제, 2019.1.9.), 
“서울에 K팝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생긴다”(KBS, 2019.1.9.)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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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암·수색

(1) 상암 DMC 내 가용지가 일부 있으며, 수색역 주변 정비사업 추진 중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는 상암택지개발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2006년 이후 구역별로 사

업을 완료하였다. 일부 미분양용지가 남아 있어 개발 여지가 있다. 현재는 문화비축기지 

조성과 맞물려 상암지역 일대의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수색지역 일대는 상암지역과 달리 공동주택 위주로 개발되면서 중심기능이 다소 미흡

한 실정이다. 또한 경의선 철도로 인한 상암-수색 간 단절 문제로 수색지역의 개발활

력이 저하되어 있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2006)가 지정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

지구에 포함되는 수색로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수색

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경의선 상부공간 활용 및 복합역사 개발 사업은 추

진 중에 있다.

(2) 신규 인프라 공급 계획

상암·수색 광역중심에는 6호선,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 등이 지나고 있으며, 발표된 

GTX 등 광역교통망 공급계획은 없는 상황이다.18) 다만, 상암동과 양평동(영등포구)

을 연결하는 월드컵대교를 신설하고 있으며, 마곡 등 서남권 주요 거점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상암 DMC 내 미디어·관광기능 확대, 수색역 일원의 중심기능 강화

생활권계획에서는 상암·수색 중 상암 DMC 일원의 미분양용지를 개발하여 미디어·

관광기능을 확대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분양용지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수색로 연접부는 중심기능인 업무·상업기능의 도입을 

유도하고, 청년층 직주근접을 위한 준주택 도입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의선 철도부지 일원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R&D산업 등 DMC 지원기능 및 

연관산업을 도입하고, 경의선 상부구간 개발로 상암 DMC와 수색 지역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월드컵대교를 신설하여 마곡지구와 연계한 디지털미디어 첨단기

술, 연구개발기능 복합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18) 광역급행철도(GTX) 공급계획에 따르면, A노선이 경기 동남부와 서북부를 잇고 있으나, 해당 노선은 상암·수색을 
지나지 않고 서울역에서 연신내~일산 킨텍스~파주 운정을 연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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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생활권계획상 상암·수색 광역중심의 토지이용 및 관리방향

자료 : 서울시, 2018, 2030 서울생활권계획

5) 마곡

(1) 마곡지구 개발계획 추진 현황

현재 마곡 광역중심은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1지구 주

거지역 대부분은 착공되거나 일부 준공된 상황이다. 2지구는 대기업 연구소, 병원, 공

공청사, 복합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이며, 현재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입주시설을 

신축 중에 있다. 한편 2018년 9월 마곡나루역에 인천공항철도가 연결되면서 인천공

항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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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자족적 지식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마곡 광역중심은 정보·나노기술(INT) 클러스터, 바이오·정보(BiT) 클러스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GeT) 클러스터, 의료서비스·의약 중심산업(BmT) 클러스터 등으로 구

성하여 지식산업을 육성하고, 선도시설 및 공공지원시설(CORE) 클러스터 등을 조성

하여 특화기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강서미라클메디특구와 연계하여 의료관광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화산업과 관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내 행위규제를 완화하는 등 도

시계획적으로 특화기능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 2-10] 생활권계획상 마곡 광역중심의 토지이용 및 관리방향

자료 : 서울시, 2018, 2030 서울생활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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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산·대림

(1) 주변 개발가용지를 활용한 정비, 도시재생사업 등 추진

이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주요 기업 이전과 

제조업 쇠퇴 등으로 지역 성장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주거와 공업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정주환경이 점차 악화되는 이슈를 안고 있다.

가산·대림 광역중심에서는 지역 정비와 활성화를 위해 구로차량기지, 공군부대 이전

과 관련하여 주변 가용지를 활용한 대규모 복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롯데알미늄 부지에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리봉지역은 도시재생활

성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 광역교통망 공급·정비 계획

가산·대림 내 주요 거점인 구로디지털단지역에는 안산~서울역 구간을 잇는 신안산

선19)이 연결될 예정이다. 한편 중심지 경계에 인접하여 안양천변을 지나는 서부간선

도로 약 10.3km 구간은 지하화 공사를 추진 중이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산업 고도화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신성장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계획

가산·대림은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

는 것을 주된 발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1단지는 사물인터넷 관련업종 등 지식기

반산업, 2단지는 물류·패션산업, 3단지는 첨단·ICT 등 제조업기반산업 등을 중심으

로 특화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활권계획에서는 특화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기능을 유도하고,20) 산업 

간 연계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신안산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과 여타 여건 변

화를 반영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가리봉 재생활성화지역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

여 디지털로변 산업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19) 신안산선은 안산~광명~시흥~구로디지털단지~영등포~여의도~서울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이 중 가산·대림이 포함되어 
있는 안산~여의도 구간은 1단계 사업에 해당함

20) 생활권계획에 따르면, 산업구조 고도화와 연계한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단지는 도심형 산업·업무기반 
조성, 2단지는 패션디자인 인재 활동공간 조성, 3단지는 생활지원시설 우선 도입 등을 주요 관리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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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생활권계획상 가산·대림 광역중심의 토지이용 및 관리방향

자료 : 서울시, 2018, 2030 서울생활권계획

7) 잠실

(1) 지속적인 정비·개발사업 등의 추진으로 현재 개발가용지는 미미

잠실 광역중심은 강남도심과 인접한 광역중심으로, 잠실역을 중심으로 고밀의 상업·

업무시설이 다수 입지해 있다. 2012년에는 잠실역 일대가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되었

고, 2017년에는 롯데월드타워가 개장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사업과 개발계획의 추진

을 통해 대규모 관광·위락·업무 복합기능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상당수는 재건축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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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실 광역중심은 강남과 연계하여 국제업무·관광 중심지로 육성 계획

생활권계획에서는 잠실역세권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관광, 쇼핑, MICE산업 기반을 구

축하고, 석촌역 주변과 송파대로변 중심성을 강화하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1)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22)하여 주요 간선도로변으로 오피스, 컨벤션, 호텔, 

판매시설 등 MICE 산업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석촌역세권과 송파

대로변으로는 가로 경관을 특성화하고 보행환경과 공공공간을 개선하는 등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12] 생활권계획상 잠실 광역중심의 토지이용 및 관리방향

자료 : 서울시, 2018, 2030 서울생활권계획

21) 최근 연장된 9호선이 연결되면서 석촌역은 환승역세권(8·9호선)을 형성함
22)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을 2개 구역으로 분리하고 이 중 잠실 광역중심에 편입되어 있는 제1지구를 우선 재정비하

였으며, 제2지구에 대해서는 이면도로의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분리 등을 골자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임(“송파대로 따라 ‘개발계획 키맞추기’ 나선다”, 아시아경제, 20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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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외국 도시의 중심지 지정과 육성방향 : 도쿄와 런던

1) 도쿄

(1) 도쿄의 중심지체계

도쿄도는 2000년대 이후 환상메갈로폴리스 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마

치즈쿠리를 추진해왔다. 중앙환상선 내부에 위치한 센터코어를 중심으로 고도의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삼환도로의 정비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광역 차원의 이동을 지원하

고 있다. 한편 2009년 수립한 도쿄의 도시만들기 비전에서는 기존 인프라를 살리면

서 거점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기능을 집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컴팩트 

도시를 지향하는 이 같은 방향성을 지금까지 유지·발전시키고 있다.

2017년 수립한 ‘도시만들기 그랜드디자인’에서는 도시구조 측면에서 환상메갈로폴리

스 구조를 더욱 발전시켰다. 삼환을 정비해나가되, 공항과 항만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쿄의 큰 강점인 기존의 철도망을 충실히 활용하여 이동과 교류를 지원하고자 하였

다. 교통 네트워크의 발달로 더욱 확장된 대도시권역과 국제 기능을 지원하고,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2-13] 도쿄도의 교류·제휴·도전을 위한 도시구조

자료 : 東京都, 2017, 都市づくりのグランドデザイン,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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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공간구조 속에서 중심지는 핵심거점(中核拠点)과 생활거점(生活拠点), 생활중

심지(生活中心地)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핵심거점을 다시 도심(都心), 부도

심(副都心), 신거점(新拠点)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2-14] 도쿄도의 거점 위치도

자료 : 東京都, 2014, 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

2017년 도쿄도는 도시만들기 그랜드비전을 수립한 이후, 2018년 새로운 도시만들기

를 위한 도시개발제제도활용방침의 개정을 통해 도쿄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도쿄도는 버블기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고, 도심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

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설정하고, 업무·상업 등 다양한 도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점을 육성·정비해나가고 있다(東京都, 2018: 1~2).

첫째, 활력있는 도시를 형성하고자 한다. 도쿄가 활력있는 도시로 지속적·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업무·상업시설의 집적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 교류와 활동 

연계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업무·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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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과도한 지역적 편중을 피하면서도 도쿄의 매력을 만들어내는 원천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둘째, 높낮이가 있는 도시공간(メリハリのある都市空間)을 형성하고자 한다. 도심, 부

도심 등 도시활동의 거점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기능을 집

적시켜 나가고자 한다. 거점과 그 이외 지역에 맞는 도시공간의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셋째, 양질의 도시공간을 형성하고자 한다. 국제 비즈니스 센터 등에 적합한 사무실과 

녹지를 갖춘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업무·상업을 비롯한 다양한 도시활동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는 질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교류 등 다

양한 기능을 적절하게 도입하여 사람들이 모여 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고용형태 

변화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중심지 위계별 육성방향 설정

① 도심은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육성용도 유도 및 고도화 도모

도심은 오오테마치(大手町), 마루노우치(丸の内), 유락쵸(有楽町), 우치사이와이쵸(内
幸町), 가스미가세키(霞ヶ関), 니혼바시(日本橋), 야에스(八重洲), 교바시(京橋), 긴자(銀

座), 신바시(新橋) 등의 지역이 해당한다. 도심을 정비하여 도시기능의 다양화 및 특색 

있는 도시기능을 육성·도모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심의 가구(街区)를 재편하고 생활지원 인프라를 정비함과 동시에, 

집적된 업무·상업기능을 갱신하여 업무기능의 육성과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육성용도를 유도하고 있다.

② 부도심은 핵심 교통결절기능 강화 및 지역 특성을 살리는 기능 유도

도쿄도는 도심과의 관계와 미래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7개의 부도심을 육성·

관리하고 있다(東京都, 1997). 신주쿠(新宿), 시부야(渋谷), 이케부쿠로(池袋), 오오사

키(大崎), 우에노·아사쿠사(上野·浅草), 긴시쵸·카메이도(錦糸町·亀戸), 임해부도심(臨

海副都心)이 이에 해당한다. 핵심 교통결절기능을 강화하고, 도시 기반의 재편과 일체

적인 민간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능적으로는 업무·상업·문화교류 등 중

심, 생활정보, R&D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의 집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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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거점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육성

신거점은 시나가와(品川), 아키하바라(秋葉原) 등으로, 도쿄에서는 센터·코어재생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심, 부도심과 마찬가지로 핵심 교통결절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기반의 재편 및 민간개발을 일체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거점으

로 육성하고자 한다. 

지역별로 보면 시나가와는 하네다공항까지의 접근을 위한 교통결절점이며, 리니어 중

앙 신칸센의 출발역에 해당한다. 국내외 관문으로서의 역할에 적합한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키고 ‘바람길(風の道)’ 확보, 공원, 물과 녹색 네트워크, 하수열(下水熱) 등을 활

용해 환경 부하를 낮추는 마치즈쿠리를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참고] 부도심 정비계획(1997)23) : 부도심 정비를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도쿄의 부도심은 기성시가지 중 철도와 간선도로의 결절점이자, 넓은 배후지를 갖는 특성이 

있다. 1997년 도쿄도는 중심지 중 7개 부도심에 한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다. 해당 

계획에서는 부도심 정비의 기본 이념과 목표, 각 부도심의 역할과 정비의 기본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부도심 정비는 ‘거점성 증진’과 ‘도시 공간의 질적 향상’을 주요 이념으로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추진하였다. 첫째, 다심형 도시구조를 형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목표로 

하였다. 부도심에 업무기능을 유도하여 도심의 업무기능 집중에 따른 교통혼잡 등 도시문제를 

완화하고, 원활한 도시활동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향하였다. 

둘째, 광역차원의 생활 거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일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일상생

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평일·주말, 밤·낮으로 사람들이 붐비는 광역적인 생활 거점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개성 있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였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매력적인 마을만들기를 

추진하여 지역 정비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부도심에 해서는 역할과 

미래상·이미지를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비 테마별로 제시하고, 

과제별 시책의 전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3) 東京都, 1997, 副都心整備計画 199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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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육성용도 지정 및 중심지 위계별 용적률 인센티브 차등 운용

도심 등 업무·상업시설의 집적도가 특히 높은 지역은 사무실만 특화하는 것이 아니

라, 상점, 레스토랑, 홀, 컨벤션 센터, 문화시설 등 집객 효과가 있는 시설을 육성용도

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여건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도시 활동의 중심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부도심과 신거점은 지역별 특성과 정비 현황이 다르므로, 지역별로 강화·유도할 

용도를 지정하고 다양한 기능 증진을 도모하였다. 부도심과 신거점의 복합시가지존은 

지역별 육성용도 외에 주택을 육성용도로 지정하여 도심 거주를 촉진하였다. 업무상

업시가지존은 업무·상업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 기능의 집적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의 표와 같이 육성용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도심과 신거점의 복합시가지존, 도심

주변부는 도심거주를 비롯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집

적·유도하기 위해 할증된 연면적의 1/2 이상은 육성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성용도
지역명

문화
교류

상업
생활
지원

업무
산업
지원

주거

업무
상업

시가지 
존

도심 ○ ○ ○ ○

부도심

신주쿠 ○ ○ ○

시부야 ○ ○ ○ ○

이케부쿠로 ○ ○ ○

우에노·아사쿠사 ○ ○ ○

긴시쵸·카메이 ○ ○ ○ ○

오사키 ○ ○ ○ ○ ○

신거점
아키하바라 ○ ○ ○

시나가와 ○ ○ ○ ○ ○

복합
시가지 

존

도심 ○ ○ ○ ○

부도심

신주쿠 ○ ○ ○ ○

시부야 ○ ○ ○ ○ ○

이케부쿠로 ○ ○ ○ ○

우에노·아사쿠사 ○ ○ ○ ○

긴시쵸·카메이 ○ ○ ○ ○ ○

오사키 ○ ○ ○ ○ ○ ○

신거점 시나가와 ○ ○ ○ ○ ○ ○

자료 : 東京都, 2018, 新しい都市づくりのための都市開発諸制度活用方針(平成30年3月29日改定版).

[표 2-2] 도쿄도 부도심의 육성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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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는 ‘도시만들기 비전’에서 제시한 다기능 집약형 도시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중

심지 위계별 육성용도를 설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업무, 상

업, 문화교류 등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을 유도하기 위해 육성용도를 촉진해야 하는 

지구 또는 구역을 설정하고, 중심지와 주변부로 구분하여 육성용도를 지정하였다. 육

성용도의 도입에 따라 최대 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림 2-15] 중심지 위계별 육성용도 및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방침

자료 : 東京都, 2018, 新しい都市づくりのための都市開発諸制度活用方針(平成30年3月29日改定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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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런던

(1) 런던플랜에서 중심지(Town Centre) 지정

런던플랜(2016)에서는 중심활동지구(CAZ), 기회지역(Opportunity Areas), 중점개

발지역(Areas for Intensification), 중심지(Town Centre) 등을 지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심지는 주거지 개발과 상업기능 육성·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공간(a key 

spatial priority)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지향하고 지역정체성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2-16] 런던의 중심지 지정 현황

자료 : GLA, 2016, the London Plan, p.71.

중심지는 기능과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면 또는 대략적인 위치(point)로 도면

에 표시한다. 2017년 기준 총 221개의 중심지가 지정24)되어 있다.

중심지의 위계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국제 중심(International Centre)은 글로벌 중

심지로서 고차의 전문적인 쇼핑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대도시권 중심(Metropolitan Centre)은 여러 자치구를 배후

24) 국제 중심 2개소; 대도시권 중심 13개소; 지역 중심 34개소; 지구 중심 151개소; 중심활동지구(CAZ 내에서도 
소매기능이 특화되어 있는 중심지) 21개소 등 총 221개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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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하며,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이 주로 입지한다. 소매업, 서비스, 여가시설 

위주로, 높은 접근성을 갖고 고용과 서비스·레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 중심(Major Centre)은 일반적으로 내부 런던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

부 외부 런던에 지정되어 있다. 연면적 5만㎡ 이상의 소매시설이 주로 입지하며, 고용

과 서비스·여가 기능을 담당한다. 

지구 중심(District Centre)은 런던 대도시권 전역에 산발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연

면적 1만~5만㎡의 소매시설이 주로 입지해있고, 지역 커뮤니티의 일상생활을 지원한

다.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몇몇 지구중심지는 전문 쇼핑기

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근린 중심(Neighbourhood and More Local Centre)은 대중교통, 자

전거, 보행의 높은 접근성을 갖는 지역으로, 연면적 2,000㎡ 이하의 근생시설 위주로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중심지 기능 진단 시행

런던플랜 1.2.4에서는 “중심지의 현황을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 검토하고, 중심지가 

역할 변화와 상호 관계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

는지 확인해야 한다. 후속 검토 또는 변경을 통해 중심지를 재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런던광역시(GLA)에서는 런던 전역의 중심지를 대상으로 4~5년마다 

중심지 기능을 진단한다. 2017년 중심지 기능 진단에서는 앞서 소개한 221개의 중심

지와 더불어, 런던플랜에서 잠재적으로 채택한 9개의 미지정 중심지, 추가 테스트 중

심지 19개소를 분석하고 있다.

중심지 기능은 중심지의 평가 및 위계 조정, 야간 경제활동을 위한 중심지 현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진단한다. 총 41개 지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심

지 기능과 관련하여 제시한 NPPF(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지표 외

에 잠재력, 개발동향, 고용 등 16개 지표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25) 이밖에도 오피스 

가이드라인 방향을 제시하거나, 런던플랜 계획기간 동안 변화가 예상되는 중심지 등

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5) 전략적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런던플랜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되, 2013년 60개 지표에 비해 간소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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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중심지 위계 구분
(Town Centre

Network 
Classification)

오피스를 제외한 총 점유공간(㎡)

총 소매업(retail) 점유공간(㎡)

총 소매업(comparison) 점유공간(㎡)

총 소매업(retail) 연면적 중 Comparison goods 비중(%)

총 소매업 연면적 비 Convenience goods 비중(%)

총 여가시설 점유면적(㎡)

총 오피스 연면적(㎡)

총 소매업 연면적 비 Multiple retailers 비중(%)

중심지별 고용자수 추정치(명)

중심지 Workplace Zone 고용자수 추정치(명)

2016년 Zone A 임 료(₤/㎡)

2009~2016년간 임 료 증가율(%)

중교통 접근성 레벨(PTAL)

장래 잠재력 구분
(Future Potential 

Network 
Classification)

오피스 제외 총 점유공간(㎡) + LDD Pipeline

총 소매업 점유공간(㎡) + LDD Pipeline

총 여가시설 점유공간(㎡) + LDD Pipeline

총 오피스 점유공간(㎡) + LDD Pipeline

야간 경제활동*
(Night time 
Economy)

총 여가시설 연면적(점유, 카페 제외)

총 영화관 연면적(점유)*

총 극장 연면적(점유)*

총 레스토랑 연면적(점유)*

총 Pub&Bars 연면적(점유)*

총 클럽 연면적(점유)*

총 호텔 객실수

총 Hot Food Takeaway 연면적(점유)*

상업 성장 잠재력
(Commercial 

Growth Potential)

상업시설의 Pipeline(공사 중/착공 전) 연면적

2015~2041년 Comparison goods 수요(Pipeline 시나리오, ㎡)

고용 가능성 지표(London Employment Site Database, GLA, 2016)

중심지 교통인프라 개선

런던 오피스 정책 리뷰(London Office Policy Review)의 오피스 가이드라인

주거 성장 잠재력
(Residential Growth 

Potential)

주택을 위한 Pipeline(공사 중/착공 전) 연면적

장래 최  중교통 접근성 레벨(2031년)

공실 면적(㎡, 총 잔여 공실률 5%를 초과하는 면적)

중심지 내 4층 이하 비주거용 건물 비율

보전지역(Conservation Area)에 속하는 중심지 면적 비율

전체 건물 중 보전 건물(Listed and Locally Listed buildings) 비율

기회지역(Opportunity Area)에 속하는 중심지 면적 비율

중심지 교통인프라 개선

중심지 내 전략적 주택토지 가능성 평가(SHLAA)의 1~5단계 주택수

400m 범위 내 전략적 주택토지 가능성 평가(SHLAA)의 1~5단계 주택수

* : 야간경제·문화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 GLA, 2018, 2017 London Town Centre Health Check Analysis Report, pp.112~115.

[표 2-3] 중심지 검토 지표(Town Centre Network Review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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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심지 위계 분류를 위한 기준점 제시

중심지 평가와 위계 조정과 관련하여 중심지 위계별 기준(threshold)을 제시하고 있

다. 기준은 상업·업무기능의 집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총 연면적, 소매업 연면적, 

사무실 연면적, 고용자수, 임대료 및 임대료 증가율 등의 지표와 대중교통을 활용한 

접근성 등의 지표를 활용한다. 해당 지표별 값은 향후 중심지 위계를 조정하거나 신규 

중심지를 지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국제 중심
(International)

대도시권 중심
(Metropolitan)

지역 중심
(Major)

지구 중심
(District)

중심활동지구 
(CAZ)

총 연면적(㎡)
(소매, 서비스, 

여가시설)
240,000+ 100,000+ 50,000~100,000 5,000~50,000 5,000~100,000

총 소매업 연면적(㎡) 200,000+ 65,000+ 25,000~65,000 2,500~25,000 2,500~65,000

총 일반소매업 
연면적(㎡)

180,000+ 50,000+ 15,000~50,000 1,000~15,000 1,000~50,000

총 소매업 연면적 비 
일반소매업 연면적 비중

90~100% 75~100% 50~75% 15~65% 15~100%

총 소매업 연면적 비 
식음료소매업 연면적 비중

0~10% 5~25% 15~45% 20~75% 0~60%

여가서비스 시설(㎡) 100,000+ 25,000+ 10,000+ 1,000+ 2,500+

사무실 연면적
(㎡, 2016년 3월 말 기준)

1,000,000+ 65,000+ 30,000+ 500+ 30,000+

총 연면적 중 
체인 사업체(multiples)* 

연면적 비중
50~90% 50~80% 30~80% 5~80% 25~80%

중심지 내 고용자수 
추정치

9,000+ 5,000+ 1,500+ 100+ 500+

중심지 
WZ(Workplace 
Zone) 고용자수 

추정치

20,000+ 10,000+ 4,500+ 700+ 4,000+

소매업 임 료
(￡/㎡, 2016)

5,000+ 1,500+ 1,000+ 500+ 1,500+

2009~2016년 
임 료 증가율(%)

50+ 5+ 5+ 5+ 5+

중교통 
접근성(PTAL)

6a~6b 6a~6b 5~6b 3~6b 6a~6b

* : 단독 사업체(independent businesses)는 10개 미만의 직매점(outlet)을 갖는 반면, 체인 사업체(multiple 
businesses)는 10개 이상의 직매점을 갖는 사업체를 의미함

자료 : GLA, 2018, 2017 London Town Centre Health Check Analysis Report, p.116.

[표 2-4] 중심지 위계 분류를 위한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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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심지 위계를 조정하거나 신규 중심지 지정 제안

중심지 기능 진단에서는 지역별로 분석한 자료를 종합하여 중심지의 추가, 결합, 개별 

중심지로 구분하기 위한 중심지 경계 대안, 대형 쇼핑몰이 입지한 중심지 등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2017년 중심지 기능 진단에서는 카나리 워프(Canary 

Wharf) 지역은 현재 지역 중심이지만 향후 런던플랜 재정비 시 대도시권 중심지로 

상향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총 연면적이 증가하여 지역 중심 중 가장 큰 규모를 갖게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건설 중인 상업용도 시설도 많은 편이다. 현

재 업무 기반의 지역 특성이 상업적 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임대료와 

임대료 상승률 또한 높은 편이다. 향후 엘리자베스 라인의 개통으로 대중교통 연결성

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심지 기능 진단을 종합하여 엘리펀트 앤 캐슬(Elephant and Castle)과 

월워스 로드(Walworth Road)는 통합 후 위계 상향 조정, 뉴 크로스(New Cross)는 

뉴 크로스 게이트(New Cross Gate)와 통합, 사우스필즈(Southfields) 등과 같이 중

심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지역을 중심지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중심지 위계 중심지 위계 조정 제안

카나리 워프
(Canary Wharf)

지역 중심(Major Centre) 도시권 중심(Metropolitan Centre)

엘리펀트 앤 캐슬
(Elephant and 

Castle)
지구 중심(District Centre)

지역 중심(Major Centre)
(Walworth Road와 통합)

월워스 로드
(Walworth Road)

지구 중심(District Centre)
지역 중심(Major Centre)

(Elephant and Castle과 통합)

뉴 크로스
(New Cross)

지구 중심(District Centre)
지구 중심(District Centre)
(New Cross Gate와 통합)

사우스필즈
(Southfields)

미지정(Unclassified) 지구 중심(District Centre)

쇼디치
(Shoreditch)

미지정(Unclassified)
중심활동지구 상업 클러스터

(CAZ Retail Cluster)

패링던
(Farringdon)

미지정(Unclassified)
중심활동지구 상업 클러스터

(CAZ Retail Cluster)

자료 : GLA, 2018, 2017 London Town Centre Health Check Analysis Report, pp.101~102.

[표 2-5] 중심지 위계 조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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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1) 도쿄는 부도심 등 중심지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육성용도 지정

도쿄에서는 도심, 부도심, 신거점 등으로 구분하여 중심지를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기능을 집적시켜 나가고 있다. 이 중 부도심에 대해서는 도심과의 관계와 

미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핵심 교통결절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기반

의 재편과 일체적인 민간 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심과 달리 부도심과 신거점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정비 현황이 다르므로, 지역

별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맞춤형 육성용도를 지정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 또한 중심

지 위계별·지역별로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분하여 육성용도를 지정하고, 육성용도를 

도입할 경우 최대 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도심거주를 촉

진하기 위해 부도심의 주변부에서는 비주거용도 이외에도 50% 이내 도심주거를 허용

하고 있다.

(2) 런던은 중심지 지정 이후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 모니터링

런던플랜에서는 중심지를 기능과 특성에 따라 지정하고 있으며, 중심지 경계를 설정

하지 않고 면 또는 대략적인 위치로 도면에 표시한다. 이 중 대도시권 중심은 서울의 

광역중심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위계로, 여러 자치구를 배후지로 하며 높은 접근성을 

갖고 고용과 서비스, 여가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런던에서는 중심지의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4~5년마다 중심지 기능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분석은 기지정되어 있는 221개 중심

지와 런던플랜에서 잠재적으로 채택한 미지정 중심지(9), 추가 검토 중심지(19)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표에 대한 기준점을 바탕으로 중심지 위계 조정을 제안하고, 

런던플랜의 수립과 재정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3) 대도시권 차원에서 거점 간 네트워크 강화 추진

도쿄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대도시권 차원에서 교통결절기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도시공간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각 거점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

이기 위해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일체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거점에 

광역급행철도, 도시철도 등을 집결하고, 대중교통환승센터 등을 공급하는 입체복합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



03

광역중심 분석의 틀과 

기능 진단

1_광역중심 분석의 틀

2_밀도 : 얼마나 집적되어 있는가?

3_다양성 : 일정 수준 이상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가?

4_연결성 : 원활히 접근할 수 있고, 연결되어 있나?

5_진단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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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광역중심 분석의 틀과 기능 진단

1_광역중심 분석의 틀

광역중심은 다양한 중심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결절점(Node)”이자, 도심과 배후지 

등을 “연결(Link)”하는 역할을 한다. 시 외곽에 위치한 수도권의 거점 중심지로서 중

심기능이 집적되어 있으며, 배후지로부터 도심으로 향하는 통행량의 일정 부분을 흡

수하여 도심의 부담을 줄인다. 이와 같은 광역중심의 개념에 근거하여, 광역중심의 

중심성은 ‘밀도’와 ‘다양성’, 광역성은 ‘연결성’ 등의 측면에서 진단하였다. 

분석의 범위는 광역중심별 현황 파악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분석하거나 도심 또는 지역중심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중

심 기능을 진단하고, 향후 육성을 위한 기본원칙과 광역중심별 육성전략을 도출하였다.

(1) 광역중심 내 일자리와 놀거리에 대한 밀도 분석

광역중심은 중심지 위계상 도심의 차하위 중심지로서, 서울시 외곽에 위치하여 수도

권 차원의 광역생활권의 거점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중심기능이 충분히 집적해

있어 배후인구에 고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적 다양화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밀도

와 양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광역중심별 일자리, 놀거리 등이 얼마나 집적해있는지 현황을 진단하

고, 광역중심의 평균적인 밀도가 중심지 위계에 부합하는지 도심 및 지역중심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서울대도시권 차원에서 배후지 규모를 검토하고,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체수, 종사자수의 현황과 변화 추이 등을 파악하였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건축물 총 연면적, 상업·업무·문화 등 중심기능 용도별 연면적, 

평균 개발밀도, 건축물 평균 층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광역중심의 집적 현황을 파

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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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일상생활(weekly/monthly life)의 지원 가능성 검토

광역중심은 시 경계를 넘는 광역생활권의 거점으로서, 시민들은 광역중심에서 일상생

활을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업

무, 산업, 컨벤션, 상업, 문화·여가시설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광역중심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별 비중을 살펴보고, 최근 뚜렷한 성장세 또는 

하락세를 보인 용도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또한 중심기능에 대해 용도별 특화도(LQ)를 분

석하고 결여용도를 파악하여, 향후 다양성 제고를 위해 육성이 필요한 용도를 도출하였다.

(3) 도심 및 수도권 배후지와의 연결성 분석

광역중심은 배후지로부터 도심으로의 통행량 일부를 흡수하여 도심의 부담을 경감시

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수도권 배후지와 광역적인 대중교통망으로 연결되어 환승기

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광역중심별 입지 현황과 배후지, 지하철 및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 여건, 주요 광역교통망 현황과 계획내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

심지에서 발생하는 광역통행 패턴과 비중 등을 활용하여 각 중심지가 수도권 차원에

서 어느 정도의 연결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4) 광역중심별 잠재력과 향후 발전가능성 검토

광역중심별로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이나, 예정되어 있는 주요 개발사업, 광역교통망 계획 

등을 바탕으로 중·단기 여건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광역중심별 육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나 개발가용지 등이 있는지 검토하여, 향후 광역중심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하였다.

[그림 3-1] 광역중심 현황 진단을 위한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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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밀도 : 얼마나 집적되어 있는가?

1) 연면적과 개발밀도

(1) 광역중심에 22.6㎢의 건축연면적 집적, 서울시 전체의 4% 규모

2016년 건축물 과세대장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건축연면적은 중심지에 집중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지의 위계별로는 3도심에 7,458ha(서울시 전체의 

14%), 7광역중심에 2,259ha(4%), 12지역중심에 1,998ha(4%)가 집적되어 있다. 광

역중심의 평균 연면적은 376ha로, 이는 3도심 평균(2,486ha)의 1/7 규모, 12개 지

역중심 평균(166ha)의 2.3배 규모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가산·대림이 862ha로 가장 많은 연면적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용

산 409ha, 잠실 385ha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동·상계는 100ha로, 지역중심 평

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 중심지 위계별 
건축연면적 비율

주 : 마곡 광역중심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통계에서 제외

자료 : 건축물 과세 장, 2016.

[그림 3-3] 중심지별 건축연면적 현황

주 : 마곡 광역중심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통계에서 제외

자료 : 건축물 과세 장, 2016.

광역중심 내 비주거용도 건축연면적은 총 1,840ha로, 서울시 전체 비주거용도 건축

연면적의 8% 정도 규모이다. 각 광역중심에는 평균 307ha의 비주거용도가 집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가산·대림에 가장 많은 798ha가 입지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잠실 292ha, 용산 246ha 순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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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중심의 비주거용도 연면적은 전체 용도 연면적 대비 평균 81.4%에 해당한다. 광

역중심의 비주거용도 구성비는 도심(78%) 및 지역중심(74%)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

를 보인다. 지역별로는 창동·상계(98%), 가산·대림(93%) 등이 높고, 용산(60%), 청량

리·왕십리(73%), 잠실(7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림 3-4] 중심지 위계별 비주거용도 
건축연면적 비율

주 : 마곡 광역중심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통계에서 제외

자료 : 건축물 과세 장, 2016.

 [그림 3-5] 중심지별 비주거용도 건축연면적 현황

주 : 마곡 광역중심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통계에서 제외

자료 : 건축물 과세 장, 2016.

(2) 광역중심의 조용적률26)은 367.5%, 3도심에 비해 고밀 경향

중심지별 개발밀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 건축가능 토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용적률을 검토하였다. 서울시 평균 조용적률은 210.1%이며, 마곡을 제외

한 지역중심 이상의 21개 중심지 평균값은 343.2%로 나타났다.

이 중 광역중심의 평균 조용적률은 367.5%로, 3도심 평균 328.8%에 비해 고밀 개발

된 것을 알 수 있다.27) 한편 지역중심의 평균 조용적률은 377%로, 광역중심보다 다

소 높게 나타났다. 광역중심별로는 잠실(547%)과 상암·수색(416%), 가산·대림

(378%) 등에서 평균 이상의 개발밀도를 보이고 있다.

26) 조용적률 = (총 연면적 / 총 건축가능 토지면적) × 100
27) 3도심은 건축가능 토지면적 2,268ha 대비 총 건축연면적은 7,858ha이며, 마곡 제외 광역중심 6개소는 건축가능 

토지면적 614.7ha 대비 총 건축연면적은 2,259ha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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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중심지별 조용적률 현황

주 : 마곡 광역중심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통계에서 제외

자료 : 건축물 과세 장, 2016.

광역중심의 비주거용도 조용적률은 299.3%로,28) 3도심 평균(255.4%)뿐 아니라 12

지역중심 평균(278.7%)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광역중심별로는 잠실(415%)과 

상암·수색(369%), 가산·대림(350%) 등에서 높은 개발밀도를 보이고 있어, 앞서 전체 

용도를 기준으로 검토한 조용적률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7] 중심지별 비주거용도 조용적률 현황

주 : 마곡 광역중심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통계에서 제외

자료 : 건축물 과세 장, 2016.

28) 광역중심의 건축가능 토지면적 614.7ha 대비 비주거용도 연면적은 1,840ha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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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체와 종사자 현황

(1) 광역중심에 5.1만 개 사업체 입지, 그중 가산·대림에 가장 많은 2.2만 개소 입지

중심지의 고용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2016년 사업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사업체

수를 검토하였다. 광역중심에는 총 5.1만 개 사업체가 있으며, 지역별 평균 8,431개소

가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도심에 총 17.6만 개의 사업체가 있고, 지역별 평균 5.9

만 개의 사업체가 입지한 것에 비해 광역중심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광역중심별로는 가산·대림에 가장 많은 2.2만 개의 사업체가 집적해있어, 여타 광역

중심에 비해 규모면에서 압도적이다. 이밖에 청량리·왕십리 9,300여 개소, 용산 

6,948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500대 기업은 광역중심에 총 22개 기업이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8개)과 

잠실(6개)에 상대적으로 많고, 상암·수색과 가산·대림에도 각각 4개소가 입지하고 있다.

[그림 3-8] 중심지별 총 사업체수(2016)와 500대 기업 현황(2017)

주 : 마곡 광역중심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통계에서 제외

자료 : 사업체조사 자료, 2016; 매경닷컴, 회사연감서비스, 2017.

(2) 광역중심 내 종사자수는 42.1만 명, 2010년 대비 연평균 3.7% 증가

사업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6년 광역중심 내 총 종사자수는 42.1

만 명으로, 2010년 33.9만 명 대비 연평균 3.7% 증가하였다. 광역중심별 평균 종사

자수는 약 7만 명이며, 이는 3도심 평균 49.5만 명 대비 1/7 수준이다. 광역중심별로

는 가산·대림의 종사자수가 21.8만 명으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은 잠실 7.1만 명, 용산 4.1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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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0~2016년간 종사자수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오피스와 상업시설이 집중 공

급된 상암·수색(8.0%)과 잠실(5.8%) 등에서 연평균 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청량리·왕십리(4.0%)와 가산·대림(3.7%)이 서울시 평균 변화율 

2.2%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9)

[그림 3-9] 중심지별 종사자수(2016년)와 성장세(2010~2016년)

주 : 마곡 광역중심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통계에서 제외

자료 : 사업체조사 자료, 2010, 2016.

29) 해당 분석에서 용산의 종사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자료의 기준연도 이후 최근 진행된 대규모 
업무복합개발사업(드래곤시티와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등이 2014년 착공하여 2017년 준공)의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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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다양성 : 일정 수준 이상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가?

1) 용도별 구성비

광역중심은 기타 용도가 148ha, 전체의 3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상업 88ha(23.3%), 업무 71ha(18.8%), 주거 70ha(18.6%) 순으로 나

타났다. 한편 광역중심은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도심은 업무 30.9%, 상업 25%, 주거 22.3%, 기타 21.7% 등으로, 업무용도가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10] 중심지별 건축연면적 용도별 구성비

주1 : 마곡 광역중심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통계에서 제외

주2 : 가산· 림의 지식산업센터는 실제 업무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건축물 용도 구분에 한계가 있어 
다수 지식산업센터가 기타비주거용도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 건축물 과세 장, 2016.



50

03

광
역
중
심
 분
석
의
 틀
과
 기
능
 진
단

2) 성장과 특화

2016년 건축물 과세대장 자료 기준 용도별 특화도를 분석한 결과, 광역중심은 서울

시 평균에 비해 업무·상업용도가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용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근 개발된 상암·수색은 업무기능이 매우 특화되어 

있고,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용산은 업무기능이 특화되어 있으나 성장세는 미미

한 반면, 가산·대림은 최근 5년간 업무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이 13%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1] 중심지별 업무용도 특화도 대비 연평균 변화율

주 : 가로축은 특화도로 log2(2016년 업무용도 연면적 LQ) 기준, 
세로축은 2011~2016년간 업무용도 연면적의 연평균 변화율 값임

자료 : 건축물 과세 장, 2011, 2016.

한편 상업용도는 잠실에서 매우 특화되어 있으며, 특히 제2롯데월드 개발 등에 힘입

어 연평균 5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가산·대림은 상대적으로 상업용도가 

부족하지만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용산과 청량리·왕십리 등에서도 상

업기능 특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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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중심지별 상업용도 특화도 대비 연평균 변화율

주 : 가로축은 특화도로 log2(2016년 상업용도 연면적 LQ) 기준, 
세로축은 2011~2016년간 상업용도 연면적의 연평균 변화율 값임

자료 : 건축물 과세 장, 2011, 2016.

건축물 용도를 업무, 쇼핑, 문화, 식음, 숙박, 의료, 주거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특

화도를 살펴보았다.30) 분석 결과, 3도심은 업무, 숙박기능을 중심으로 특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양도성은 주거를 제외한 모든 기능에서 특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강남은 업무·식음·숙박·문화·의료, 영등포·여의도는 업무·쇼핑·숙박·문화용도가 특

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광역중심별 A용도 특화도는 “log용도    log

서울시 총 연면적
서울시 용도 연면적
해당 광역중심의 총 연면적
해당 광역중심의 용도 연면적

”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LQ가 1 이상 또는 log2(LQ)값이 0 이상인 경우 서울시 전체에 비해 A용도가 특화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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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중심은 3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쇼핑과 문화용도의 특화도가 더욱 높은 경향을 

보인다. 중심지별로 보면 용산은 쇼핑·문화와 업무, 잠실은 쇼핑과 문화, 업무·식음 

등이 특화되어 있다. 청량리·왕십리와 창동·상계는 쇼핑·식음·의료 등의 기능이, 상

암·수색은 업무·문화·식음용도가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대림은 지식

산업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용도와 업무·쇼핑기능이 특화되어 있다.

업무 쇼핑 문화 식음 숙박 의료 주거 기타

도심
(3)

한양도성 1.73 1.30 2.32 1.18 2.90 0.23 -1.97 0.50

강남 1.43 -0.95 0.71 1.52 1.27 0.33 -0.92 0.35

영등포·여의도 1.53 1.32 0.21 -0.33 1.32 -0.23 -0.93 0.30

광역
중심
(6)

용산 0.90 2.63 1.32 -0.33 -1.57 -0.81 -0.20 -0.32

청량리·왕십리 0.10 1.60 0.10 0.15 -0.12 0.97 -0.93 0.81

창동·상계 0.48 1.99 0.88 1.94 0.34 1.49 -5.05 1.26

상암·수색 1.61 -2.24 1.33 0.72 -0.44 -3.10 -2.26 0.89

가산· 림 0.08 0.78 -1.58 -0.99 -0.14 -1.76 -2.77 1.36

잠실 0.31 4.42 3.50 0.18 -0.59 -1.09 -1.45 0.30

지역
중심
(12)

동 문 1.05 -0.04 -2.29 0.94 1.28 0.44 -1.40 0.82

마포·공덕 1.43 - -2.31 0.76 1.73 -0.32 -1.50 0.74

망우 -0.50 0.61 1.39 0.45 -0.48 0.75 -0.32 0.47

목동 0.58 1.86 2.33 -1.23 - 0.23 -0.46 0.31

미아 -0.99 2.56 1.13 0.24 -0.54 1.19 -0.97 0.86

봉천 0.15 - -1.74 0.37 - -0.26 -1.19 1.04

사당·이수 0.63 -0.25 -0.58 1.35 -1.13 -1.12 -1.42 0.98

성수 0.47 1.15 0.62 -0.10 -0.18 -0.73 -1.64 1.07

수서·문정 0.96 3.73 0.26 -1.92 - -2.70 -2.11 0.80

신촌 0.59 0.01 0.32 1.68 0.65 1.43 -1.54 0.94

연신내·불광 0.26 1.25 -0.97 1.67 -1.11 0.47 -1.23 0.91

천호·길동 -0.11 2.03 1.15 1.28 -0.18 1.51 -0.77 0.64

중심지 평균 (21) 0.60 1.25 0.39 0.45 0.17 -0.15 -1.48 0.72

주 : 마곡 제외, log2(LQ)값이 0 이상인 경우 특화용도로 보고 음영처리하였음

자료 : 건축물 과세 장, 2016.

[표 3-1] 중심지별 특화용도 : log2(LQ)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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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광역중심별 3도심 평균 대비 용도별 구성비 비교

주 : 건축물과세 중분류 기준, 용도별 건축연면적 비중

자료 : 건축물 과세 장, 2016.



54

03

광
역
중
심
 분
석
의
 틀
과
 기
능
 진
단

광역중심의 육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특화되어 있는 용도 이외에도 부족한 용도

(이하 ‘결여용도’)를 파악하여, 향후 육성·보완이 필요한 용도가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각 광역중심의 용도별 구성비를 살펴보고, 6개 광역중심의 용도별 구성비 평

균값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이때 평균 구성비는 광역중심이 거점 기능을 수행하

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용도별 구성비라고 가정한 것이며, 평균값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μ-0.5σ 또는 μ-1.0σ) 떨어져 있는 결여용도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표 3-2] 참조).

주요 중심기능인 업무시설은 청량리·왕십리, 잠실 등에서 평균 대비 낮은 비중을 보

이고 있으며, 쇼핑시설은 상암·수색, 가산·대림 등에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편, 문화 및 식음시설은 가산·대림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업무 쇼핑 문화 식음 숙박 의료 주거 기타

용산 17.31 6.89 0.96 +0.73
++0.1

7
0.53 48.92 ++24.49

청량리·왕십리 +9.91 3.38 +0.41 1.01 0.47 1.83 29.45 53.54

창동·상계 12.91 4.43 0.71 3.50 0.64 2.62
++1.7

0
73.50

상암·수색 28.26 +0.24 0.96 1.50 0.37 +0.11
+11.7

6
56.80

가산· 림 +9.75 +1.91 +0.13 +0.46 0.46 +0.28 +8.24 78.78

잠실
+11.4

7
23.92 4.34 1.03 0.34 +0.44 20.66 +37.81

광역중심(6) 
평균

14.93 6.79 1.25 1.37 0.41 0.97 20.12 54.15

μ-0.5σ (+) 11.70 2.83 0.54 0.87 0.34 0.50 12.30 44.72

μ-1.0σ (++) 8.46 -1.14 -0.16 0.37 0.27 0.04 4.48 35.29

주 : 마곡 제외, 총 연면적 100% 기준 용도별 비중이며, 용도별 광역중심 평균 비중 비 결여용도 검토

자료 : 건축물 과세 장, 2016.

[표 3-2] 광역중심별 결여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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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연결성 : 원활히 접근할 수 있고, 연결되어 있나?

1) 입지 현황

(1) 대다수 광역중심은 서울대도시권 차원의 철도망을 기반으로 배후지 형성

광역중심과 잠재력 있는 지역중심을 대상으로 지하철과 광역교통 노선을 기준으로 한 

배후지를 검토하였다. 

중심지별로 보면 창동·상계는 동북2권과 의정부, 양주, 포천 등, 상암·수색은 서북권

과 일산, 파주 일대, 마곡은 서남권과 김포, 인천 등의 배후지를 형성하고 있다. 가산·

대림은 서남권 및 인천, 부천, 광명, 시흥, 안산 등, 잠실은 동남권과 하남, 분당, 용인 

등의 넓은 배후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3-13] 광역중심별 수도권 배후지 범위

용산, 청량리·왕십리 등 서울시 내 중심부에 입지한 중심지는 광역교통망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도시권 차원의 배후지 형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지역중심 중 검토대상인 망우, 사당·이수, 연신내·불광, 천호·길동은 서울시 경계

에 입지하여 서울대도시권 차원의 권역별 배후지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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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급행철도는 용산, 청량리, 창동 등 일부 광역중심 경유

국토교통부는 서울대도시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장거리 통근자를 위한 교통복지를 높이

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급 계획을 수립하였다. 수도권 외곽으로부터 주

요 거점 간 30분대 연결을 목표로 3개 노선에 대한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31) 향후 

GTX 공급으로 서울대도시권 차원에서 배후지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노선별 공급 계획은 [그림 3-14]와 같다. A노선은 서북권 파주(운정)~동탄을 잇는 노선

으로 2018년 12월 착공하였다. 2020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 후 파주에서 강남까지 20분대로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노선은 지역중심인 연신내역을 지나 서울역, 삼성, 수서 등을 연결할 예정이다. 

B노선은 수도권 동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인천(송도)과 남양주(마석)를 기종점으로 

한다. B노선은 광역중심인 용산과 청량리, 지역중심인 망우를 지난다. 한편 C노선은 

동북권인 양주(덕정)와 의정부, 창동, 청량리, 삼성 등을 지나 수원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광역급행철도는 서울대도시권 차원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교통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심지체계와 연계하여 공급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4]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계획

자료 : 국토부 정책리뷰(http://www.molit.go.kr)

31) 국토부 정책리뷰(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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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입지* 지하철 등 광역교통노선** 

주요 배후지

서울시 내 인천·경기

용산 중심부
⦁ 1·4·(6)호선, 경의중앙선

⦁ GTX노선 예정

도심권

(종로·중구·용산)
-

청량리·

왕십리
중심부

⦁ 1·(2·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 GTX노선 예정(청량리)

동북1권

(동 문·성동)
구리, 남양주

창동·

상계

경계부 

또는 외곽

⦁ 1·4·7호선

⦁ GTX노선 예정(창동)

동북2권

(노원·도봉)

의정부, 양주, 

포천

상암·

수색

경계부 

또는 외곽

⦁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서북권

(마포·은평)
고양(일산), 파주

마곡
경계부 

또는 외곽
⦁ (5·9호선), 공항철도

서남권

(강서·영등포)
김포, 인천

가산·

림

경계부 

또는 외곽

⦁ 1·(2)·7호선

⦁ 신안산선 예정

서남권

(영등포·금천)

인천,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잠실
경계부 

또는 외곽
⦁ (2)·8·(9)호선 

동남권

(송파·강남)

하남,

성남(분당), 용인

망우
경계부 

또는 외곽

⦁ 7호선, 경의중앙선

⦁ GTX노선 예정

동북1권

(동 문·중랑)
구리, 남양주

사당·

이수

경계부 

또는 외곽
⦁ (2)·4·7호선

서남+동남권

(관악·동작·서초)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수원

연신내·

불광

경계부 

또는 외곽

⦁ 3·(6)호선

⦁ GTX노선 예정(연신내)

서북권

(서 문·은평)
고양(일산), 파주

천호·

길동

경계부 

또는 외곽
⦁ (5)·8호선

동남권

(송파·강동)
하남, 광주

 * : 시 경계에 맞닿아 있는 자치구에 속해 있는 경우 ‘경계부 또는 외곽지역’으로 분류하였음

** : 지하철 노선 중 ( ) 안은 서울시 내 연결 위주

[표 3-3] 광역중심과 주요 지역중심의 입지 및 배후지 현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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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통행 패턴

광역중심이 광역생활권 내 거점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2016년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해 목적통행별 광역통행 비율을 분석하였다. 광

역통행은 출퇴근, 업무, 쇼핑 및 기타통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시 광역중

심뿐 아니라 도심과 지역중심을 포함하여 상대 비교하였다.32)

(1) 광역중심은 도심과 지역중심에 비해 출퇴근·업무 광역통행 비중이 높은 편

중심지 위계별 출퇴근통행 중 광역통행을 살펴보았다. 출퇴근통행 중 광역통행은 ‘오

전첨두 가정기반 출퇴근 흡수통행 중 인천·경기에서 서울 시계를 넘어 이동하는 통

행’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중심의 비율이 29.8%로 가장 높고, 도심은 

22.6%, 지역중심은 20.1%로 나타났다. 

업무통행 중 광역통행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업무통행 중 광역통행은 ‘전일 비가정

기반 업무 발생통행 중 서울 시계를 넘어 인천·경기로 이동하는 통행’을 기준으로 검

토하였다. 광역중심의 비율이 19.3%로 가장 높고, 도심은 10.9%, 지역중심은 11.5%

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쇼핑·기타 목적 통행 중 인천·경기에서 출발하여 중심지에 도착한 통행은 도심

(6.8%)과 지구중심(6.2%)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광역중심 5.6%, 지역중심 4.3% 순

으로 나타나 출퇴근·업무 통행과는 차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32) 중심지 위계별 평균 흡수통행량(해당 중심지 도착 통행)과 발생통행량(해당 중심지 출발 통행)은 다음과 같음. 
① 도심은 평균 147.8만 통행 흡수, 150.7만 통행 발생, ② 광역중심은 평균 23.2만 통행 흡수, 22.8만 통행 
발생, ③ 지역중심은 12.5만 통행 흡수, 12.6만 통행 발생으로 나타남. 평균적으로 광역중심의 통행량은 도심 
대비 15~16%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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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중심지 위계별 목적통행 중 광역통행 비율 - 출퇴근(위), 업무(중간), 
쇼핑·기타(아래)(2016)

주 : 오전첨두 가정기반 출퇴근 흡수통행, 전일 비가정기반 업무 발생통행, 오후첨두 
쇼핑·기타 흡수통행 기준

자료 : 건축물 과세 장,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2016.

(2) 출퇴근 흡수통행 중 광역 비율은 가산·대림이 높고, 용산과 청량리·왕십리가 낮아 

중심지별 업무연면적 대비 출퇴근 광역통행 비율은 [그림 3-16]과 같다. 가산·대림은 지

역중심 이상 중 업무기능이 가장 많이 집적해 있고, 인천·경기로부터의 광역통행이 출퇴

근 흡수통행의 40%를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창동·상계의 경우 업무 규모는 

광역중심 중 가장 작지만, 출퇴근 흡수통행 중 광역통행 비율이 21%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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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기능에 비해 광역통행 비율이 낮은 지역은 용산과 상암·수색 등이다. 이 지역은 

업무기능의 집적 정도에 비해 서울 내부에서 출퇴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

역이라 할 수 있다. 용산과 상암·수색의 업무연면적은 각각 78ha, 87ha로 가산·대림

(99ha)에 이어 많지만, 출퇴근 흡수통행 중 광역 비율은 각각 22%, 14%로 낮은 편이

다. 청량리·왕십리는 규모가 비슷한 수서·문정, 천호·길동33) 등의 지역중심에 비해서

도 광역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중심 중 사당·이수와 망우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기능 규모가 작지만, 광

역통행 비율이 높게 나타나 주목할 만하다. 사당·이수는 업무연면적 23ha, 광역통행 

비율 32%, 망우는 업무연면적 9ha, 광역통행 비율 23%로, 가산·대림과 잠실을 제외

한 대다수 광역중심보다 많은 광역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광역중심·지역중심 업무연면적과 출퇴근 흡수통행 중 광역통행 비중(2016)

주 : 오전첨두 가정기반 출퇴근 흡수통행 기준

자료 : 건축물 과세 장,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2016.

33) 청량리·왕십리의 업무연면적은 40ha이며, 수서·문정과 천호·길동은 각각 44ha, 31ha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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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발생통행 중 광역 비율도 가산·대림과 상암·수색, 창동·상계 등에서 20% 이상

중심지별 업무통행 중 광역통행, 즉 ‘전일 비가정기반 업무 발생통행 중 인천·경기로 

이동하는 통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3-17] 참조). 업무연면

적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가산·대림, 상암·수색, 창동·상계 등 광역통행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지역과, 용산, 잠실, 청량리·왕십리 등 광역통행 비율이 10%를 하회

하는 지역으로 구분된다. 

지역별로는 가산·대림이 업무 발생통행 중 광역통행이 35%를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용산은 광역통행 비율이 8%로 업무연면적(87ha)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창동·상

계는 업무연면적이 16ha에 불과하지만 광역통행 비율은 24%로 높았다. 한편, 지역

중심 중에서는 사당·이수가 업무 발생통행 중 광역통행 비율이 22%로 높았으며, 천

호·길동과 망우도 1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광역중심·지역중심 업무연면적과 업무 발생통행 중 광역통행 비중(2016)

주 : 전일 비가정기반 업무 발생통행 기준

자료 : 건축물 과세 장,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2016.

(4) 쇼핑 및 기타 흡수통행 중 광역 비율은 용산과 가산·대림에서 높은 편

쇼핑 및 기타 흡수통행 중 광역통행 비율이 높은 광역중심은 용산과 가산·대림 등으

로 8% 내외의 광역통행 비율을 보였다. 천호·길동과 봉천은 9~11%의 높은 광역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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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중심지는 지역중심 위계를 갖고 있지만 쇼핑 등의 측면에

서는 광역중심 이상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잠실은 쇼핑 및 기타용도 연면적이 184ha로 압도적이지만 광역통행 비율은 4%

에 불과해, 광역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서울 내부의 쇼핑 

거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18] 광역중심·지역중심 쇼핑·기타연면적과 쇼핑·기타 흡수통행 중 광역통행 비중(2016)

주 : 오후첨두 쇼핑 및 기타 흡수통행 기준

자료 : 건축물 과세 장,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2016.

(5) 광역통행 영향권은 3도심 위주, 가산·대림은 영등포·여의도와 경합할 만한 규모 형성

서울대도시권 차원에서 중심지의 영향권을 검토하기 위해 출퇴근 OD자료34)를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통행 영향권은 서울시 행정동 또는 인천·경기 시군구별로 이동(출근)하

여 가장 많이 도착하는(1순위) 중심지 또는 행정동·시군구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방식

으로 분석하였다.35) 이때 중심지는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행정동의 86%(365개동)가 지역중심 이상의 중심지 영향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6) 특히 한양도성과 강남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영향권

을 형성하고 있다. 한양도성은 주로 한강 이북지역에서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34) 오전첨두 가정기반 출퇴근 통행 기준임
35) 예를 들어, A동에서 출발하는 출근(오전첨두 가정기반 출퇴근) 통행 중 B중심지에 도착하는 통행량이 가장 

많다면, ‘A동은 B중심지의 영향권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였음
36) 이밖에 인천·경기 시군구 중 서울 영향권에 포함되는 지역은 과천시뿐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63

서
울
시
 광
역
중
심
 기
능
진
단
과
 육
성
방
안

강남은 한강 이남지역뿐 아니라 한강을 넘어 일부 동북권에까지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다. 서남권은 타 권역과는 달리, 강남, 영등포·여의도, 한양도성, 가산·대림, 인천·

경기 등의 경합지로 확인되었다.

광역중심 중 영향권이 확인된 지역은 가산·대림과 청량리·왕십리, 잠실 등이다. 그중

에서도 도심에 비견될 만한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는 중심지는 가산·대림이 유일하다. 

가산·대림은 면적(面的)으로도 영등포·여의도만큼의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

산·대림 광역중심에 해당하는 행정동이 가산·대림의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청량리·왕십리와 잠실은 영향권에 해당하는 행정동이 3곳 미만으로 적고, 각 중

심지 영역 내 행정동이 도심 등 여타 중심지 영향권에 해당하는 등 영향력이 미미하

게 나타났다.37)

[그림 3-19] 서울대도시권 내 광역통행 영향권 검토

주 : 오전첨두 가정기반 출퇴근 통행자료를 기준으로, 서울시 행정동 및 인천·경기 시군구에서 
출발하여 가장 많이 도착하는 중심지 또는 행정동을 범례로 구분(통행 절 량 기준)

자료 : 가구통행실태조사, 2016.

37) 예를 들어, 청량리·왕십리는 한양도성 영향권에 해당하고, 잠실은 강남과 한양도성 영향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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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심지별 오전첨두 가정기반 출퇴근 도착통행과 광역통행의 O-D네트워크

① 용산 광역중심

중심지 도착 통행 중심지 도착 중 광역통행

②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

중심지 도착 통행 중심지 도착 중 광역통행

③ 창동·상계 광역중심

중심지 도착 통행 중심지 도착 중 광역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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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암·수색 광역중심

중심지 도착 통행 중심지 도착 중 광역통행

⑤ 가산·대림 광역중심

중심지 도착 통행 중심지 도착 중 광역통행

⑥ 잠실 광역중심

중심지 도착 통행 중심지 도착 중 광역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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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망우 지역중심

중심지 도착 통행 중심지 도착 중 광역통행

⑧ 사당·이수 지역중심

중심지 도착 통행 중심지 도착 중 광역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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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천호·길동 지역중심

중심지 도착 통행 중심지 도착 중 광역통행

⑩ 연신내·불광 지역중심

중심지 도착 통행 중심지 도착 중 광역통행

주 : 광역중심 중 마곡 제외

자료 : 가구통행실태조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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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접근성 

(1) 지하철역 입지와 역세권 비율

중심지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도보권을 기준으로 지하철역 입지를 검토

하였다. 광역중심에는 평균 3.3개 지하철 노선이 경유하고, 3.4개 역이 입지하고 있

으며, 반경 250m 역세권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은 42%이다. 한편, 도심에 포함되

는 노선은 평균 5.3개로 광역중심에 비해 훨씬 많은 지하철이 지나고 있으며, 도심 

내 250m 역세권에 해당하는 면적은 40%로 광역중심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광역중심별 250m 도보권 기준 역세권 면적 비율은 청량리·왕십리와 잠실이 각각 

65%, 49%로 높은 편에 속한다. 청량리·왕십리는 1·2·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5개 노선이 지나고 4개 역사가 입지해 있으며, 잠실은 2·8호선, 9호선 등이 지나고 

4개 역사가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산·대림은 도보권 내 역세권 면적

이 전체의 23%에 불과하여, 중심지 내 주요 역세권 간 도보이동에 한계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그림 3-20] 광역중심별 지하철 노선 및 지하철역 입지 현황(도심·동북·서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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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광역중심별 지하철 노선 및 지하철역 입지 현황(서남·동남권)

청량리·왕십리는 역세권 비율이 높지만, 청량리역과 왕십리역이 양 끝으로 길게 연결

되어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주요 역세권인 청량리역과 왕십리역 간 도보 이동은 제한

적이다. 가산·대림은 역세권 비율이 가장 낮고, 주요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1, 

7호선)과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간 직결 지하철노선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중심지

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예상된다. 향후 중심지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중심지에 대한 

내부 통행체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지하철 이용 현황

2018년 1분기 지하철역 이용객수 자료를 기준으로, 중심지별 지하철 이용자수를 분

석하였다.38) 분석 결과, 3개 도심에는 총 47개 역이 있으며, 매일 339.3만 명이 지하

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광역중심에는 23개 지하철역이 입지해 있으며, 

매일 평균 132.4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광역중심별로는 가산·대림이 일평균 33.1만 명으로 승하차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 중에서도 구로디지털단지역을 가장 많은 13.7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

38)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의 2018년 1분기 역이용객(승하차인원 기준)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사용일자가 집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하여 합산한 결과임



70

03

광
역
중
심
 분
석
의
 틀
과
 기
능
 진
단

로 나타났다. 승하차인원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잠실로 일평균 25.8만 명이 이용

하고 있으며, 이 중 22.3만 명 이상이 잠실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청량리·왕십리 23.2만 명, 용산 20.8만 명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상암·

수색은 일평균 6.5만 명으로, 지하철 이용 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하철 이용자수와 버스 노선 현황을 기준으로, 일부 지역중심은 광역중심에 비

해 높은 연결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중심 중 사당·이수와 연신내·불광이 대

표적이다. 사당·이수는 일평균 19.3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며, 46개 버스노

선이 지나는 광역적 교통결절점으로 확인된다. 연신내·불광 역시 평균 14.4만 명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지역으로, 40개 버스노선이 지나고 있다.

(단위 : 개소, 만 명/일)

지하철역수 총 승하차인원수 최다 이용 지하철역과 승하차인원수

도심

한양도성 19 153.1 서울역 19.0

강남 18 131.3 강남역 23.1

영등포·여의도 10 54.9 신도림역 13.8

계 47 339.3 - -

광역중심

용산 5 20.8 용산역 9.0

청량리·왕십리 4 23.2 청량리역 9.5

창동·상계 2 16.5 노원역 10.0

상암·수색 2 6.5 DMC역 6.0

마곡 3 6.6 발산역 3.5

가산· 림 4 33.1 구로디지털단지역 13.7

잠실 3 25.8 잠실역 22.3

계 23 132.4 - -

지역중심

망우 2 6.8 상봉역 5.1

연신내·불광 2 14.4 연신내역 8.9

사당·이수 2 19.3 사당역 15.7

천호·길동 3 14.7 천호역 9.0

계 (4개 지역) 9 55.3 - -

합계 79  527.0 - -

주1 : 사용일자가 집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하여 합산한 결과임

주2 : 지역중심 중 망우,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천호·길동 등 4개 중심지를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음

자료 :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2018년 1분기 역이용객수 자료 기준

[표 3-4] 중심지별 일평균 지하철 이용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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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승센터 입지 현황

광역중심은 다양한 대중교통 간 환승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결절점으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간에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환승기능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39) 특히 최근에는 환승 기능뿐 아니라 쇼핑·편의시설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공급되고 있다.

광역중심 중 버스·지하철·택시·승용차 등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및 복합 환승센터는 

청량리·왕십리(청량리), 가산·대림(구로디지털단지역), 잠실(잠실광역) 등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용산, 마곡 등에는 환승센터가 없어 향후 개발·정비계획과 연

계하여 환승센터 공급이 필요할 것이다.

구분 환승시설명 주요 환승수단

도심

한양도성
⦁서울역 중교통환승센터 버스↔버스·지하철·승용차·택시

⦁서울역 복합환승센터 승용차↔버스, 버스↔버스, 버스↔지하철

강남
⦁강남 환승정류소 버스↔버스·지하철

⦁양재 환승정류소 버스↔버스·지하철

영등포·
여의도

⦁신길역사 환승주차장 승용차(25면)↔버스·지하철

⦁신길 환승주차장 승용차(88면)↔버스·지하철

⦁영등포구청역 환승주차장 승용차(66면)↔버스·지하철

⦁여의도 중교통환승센터 버스↔버스·지하철·승용차·택시

광역
중심

용산 (없음)

청량리·왕십리 ⦁청량리 중교통환승센터 버스↔버스·지하철·승용차·택시

창동·상계
⦁창동역서측 환승주차장 승용차(125면)↔버스·지하철

⦁창동역동측 환승주차장 승용차(455면)↔버스·지하철

상암·수색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환승주차장 승용차(64면)↔버스·지하철

⦁수색역 환승주차장 승용차(78면)↔버스·지하철

마곡 (없음)

가산· 림 ⦁구로디지털단지역 중교통환승센터 버스↔버스·지하철·승용차·택시

잠실
⦁잠실역 환승주차장 승용차(359면)↔버스·지하철

⦁잠실광역 중교통환승센터 버스↔버스·지하철·승용차·택시

주 : 복합환승센터는 환승주차장, 환승터미널, 편의시설, 상업시설 등이 입지한 복합시설을 의미함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https://www.mta.go.kr)의 환승시설현황 기준. 장거리 통행·환승을 
담당하는 ‘환승터미널’(센트럴시티, 서울고속버스, 상봉, 동서울, 서울남부)은 제외한 것임

[표 3-5] 중심지별 환승센터 입지 현황

39) 수도권교통본부(https://www.mta.go.kr)에 따르면, 환승시설은 지원하는 환승 형태나 기능에 따라 환승주차장, 
환승정류소, 대중교통환승센터 등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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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스노선과 중심지 내부 직결노선

광역중심에는 평균 60개 버스노선이 지나고 있으며,40) 38개 버스정류장이 입지하고 

있다. 광역중심 중 가장 많은 버스노선이 지나는 지역은 용산으로 총 95개 노선이 지

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청량리·왕십리에 89개, 잠실에 58개 노선이 지난다. 버스

정류장은 청량리·왕십리가 48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가산·대림 46개소, 용산 42개

소 순이다.

한편 지역중심 중에서도 사당·이수는 46개 노선이 경유하고 32개 정류장이 입지하고 

있으며, 연신내·불광은 40개 노선이 경유하고 34개 정류장이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은 창동·상계(30개 노선), 마곡(35개 노선) 등 일부 광역중심보다 많은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22] 중심지 역세권별 버스정류장과 노선수

자료 : 서울시 교통정보과, 2018, 서울시 버스정류장 위치정보; 서울시 교통정책과, 2018,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자료.

둘 이상의 역세권이 하나의 중심지로서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보권으로 중

첩되어 있거나 버스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중심지경계가 주변지역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거나, 둘 이상의 거점을 연결한 형태의 

중심지 등에 대해서는 내부 직결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광역중심 중에서는 청량리·왕십리와 가산·대림 등의 경우 둘 이상의 역세권이 하나의 

중심지로 지정되었으나, 기능적 연계나 연결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40) 해당 중심지 내 역세권별 버스노선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동일 노선이 중복된 경우 실제보다 노선수가 많아지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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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보면 청량리·왕십리는 주요 역에 해당하는 왕십리역과 청량리역을 지나는 직결 

버스노선이 1개로 부족한 실정이다. 가산·대림은 가산디지털단지역과 구로디지털단

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간 내부 연결체계가 미흡하다. 역세권 간 중심기능 연계를 위

해서는 내부 직결체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3-23] 중심지 내부 역세권 간 직결 버스노선수

자료 : 서울시 교통정보과, 2018, 서울시 버스정류장 위치정보; 서울시 교통정책과, 2018,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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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심과의 연결성

광역중심별 최인근 도심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하였다.41) 

그 결과, 창동·상계와 마곡은 각각 한양도성까지 30분, 영등포·여의도까지 25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반면 용산~한양도성, 가산·대림~영등포·여의도, 잠

실~강남 구간은 이동시간이 5분 이내로 긴밀한 연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창동·상계나 마곡 등에서는 중심기능 육성 과정에서 도심과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4] 광역중심별 최인근 도심까지 직결노선과 소요시간

41) 출근시간인 오전 8시 30분을 출발시간으로, 중심지 경계에 포함된 지하철역 중 대표 역사(驛舍)를 선정하고 
직결노선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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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진단 종합

1) 중심성과 광역성 측면에서 현황 진단

3장에서는 앞서 정의한 광역중심의 기능과 역할에 근거하여 밀도, 다양성, 연결성 측

면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중심성’과 ‘광역성’을 진단하였다. 

종합해보면, 중심성과 광역성이 가장 높은 중심지는 가산·대림으로 나타났다. 광역성

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중심지는 용산42), 상암·수색, 잠실, 중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중심지는 창동·상계, 마지막으로 광역성과 중심성 모두 보완이 필요한 중심지는 

청량리·왕십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용산과 청량리·왕십리는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수도권 차원에서 배후

지를 형성하고 광역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개발 중인 마곡과 창동·상계는 

개발계획 추진을 통해 중심성을 확보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가산·대림, 상

암·수색, 잠실 등의 중심지에서는 입지, 인프라, 통행 패턴을 고려한 육성전략을 구체

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2) 광역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있는 지역중심에 대한 검토

이 연구에서는 현재 중심지체계상 광역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7개 중심지뿐 아니라 

망우, 사당·이수, 천호·길동, 연신내·불광 등 4개 지역중심을 비교 검토하였다. 해당 

지역중심은 광역중심과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중심성은 낮지만, 광역통행 담당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당·이수는 도심과의 연결성이 높고 환승기능이 집적되어 있어, 광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망우와 연신내·불광은 향후 광역급행

철도가 공급될 예정이며, 천호·길동은 개발밀도와 비주거용도의 특화도가 높아 일정 

수준 이상의 배후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 잠재력이 

있는 지역중심에 대한 면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2) 용산은 최근 대규모 업무복합개발(드래곤시티,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등)을 추진하였으며, 분석에 활용한 통계자료 
기준연도인 2016년 이후 중심성이 향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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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는 평균 이상(광역중심 6개소 기준), ▼는 평균 이하, ○는 평균 수준임을 나타내며,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마곡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주2 : 지역중심의 면적, 밀도, 사업체, 결여용도에 한 진단은 광역중심 평균 비 검토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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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울시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1_중심지 관리의 기본 원칙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중심지 관리를 위한 기

본 원칙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중심지 체계는 제한된 도시공간 속에서 토지이용

을 집적, 고도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고도성장기에는 중심지를 지정한 후 필요한 교통

망을 확충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 기조로 전환되면서 중심지 체계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1) 기존의 현황과 교통 여건을 반영한 중심지 육성·관리

저성장 기조로 전환된 상황에서, 앞으로는 토지이용이 기공급된 교통 여건에 순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계획적 의지만으로는 개발·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결절점(nodal point)을 잘 활용하여 중심지를 육성·관리하는 것

을 의미한다. 

(2) 중심지 육성·관리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저성장기 중심지 관리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별 개발 총량

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량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한정된 수요와 

재원하에서 어느 한 곳에 집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자는 다른 곳의 집적을 허용하지 

않음을 내포한다. 우선적으로 중심기능의 집적이 필요하거나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을 

선택하고, 해당 중심지의 육성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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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심지 육성·관리 계획의 일관성 유지

중심지 육성을 위한 계획과 개발의 방향성은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 중심지 관리·육

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계획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투자와 지원에 일

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계획에서는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림 4-1] 중심지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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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광역중심 육성의 기본방향

광역중심은 서울대도시권 차원에서 ‘중심기능’과 ‘광역기능’ 서비스를 담당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중심기능이 집적되어 있고, 광역교통망 등을 통해 차상위 중심지인 도심 

또는 수도권 배후지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현황 진단 결과, 중심지 중 중심기능과 광역기능이 모두 뚜렷하게 높은 지역은 많지 

않다. 중심성과 광역성은 상호 비례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중심성을 대표하는 조용적률을, 세로축은 광역성을 대표하는 출

퇴근 흡수통행 중 광역통행 비율을 의미한다. 중심성과 광역성이 모두 낮은 지역은 

우상향(중심성 ↑, 광역성 →)하기 위한 관리방향이 필요하다.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생

활권계획에서 제시한 관리방안을 토대로 광역중심 육성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 광역중심의 중심성과 광역성 종합

주1 : 중심성은 시가화면적 비 전체 건축물의 조용적률(%)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광역성은 오전첨두 
출퇴근 흡수통행 중 광역통행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음

주2 : 그래프 내 원의 면적은 중심지 면적에 비례함



81

서
울
시
 광
역
중
심
 기
능
진
단
과
 육
성
방
안

(1) 광역중심의 ‘중심성’을 높이기 위해 특화기능은 존중하고 결여기능은 보완

광역중심은 특화기능을 존중하고, 평균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결여기능은 보완하는 

방향의 관리가 필요하다. 특화용도의 지속적인 육성과 더불어, 특화용도를 강화하거

나 광역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결여기능 위주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역 주변 보행권역 내 이동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중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

다. 중심지는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작동하여 고밀·집약된 지역 안에서 이용자가 

원활하게 도보로 이동하거나 중심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 이상 중첩된 

보행권 또는 역세권은 하나의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다. 만약 하나의 보행권역을 형성

하기 어렵다면 내부 교통망을 강화하거나, 블록단위로 구분하여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광역성’은 배후지 및 도심으로의 연결성을 높이는 방향

광역중심은 인천·경기 배후지로부터의 높은 접근성을 갖고, 도심 등 여타 중심지로의 

긴밀한 연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 계획에 도

시계획적으로 대응하거나 제한적이나마 신규 공급을 검토하는 방안, 기존 노선을 고

속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대중교통수단별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핵심적이다.

(3) 활용가능한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이에 기반한 육성전략 제시

광역중심의 중심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제한적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수단의 활용가

능성을 검토한 후 육성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심성을 높이기 위해 ‘가용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 가용지의 

공급은 물리적 토지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평면적)뿐 아니라, 재개발사업 등 토지의 

병합 개발을 허용하거나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밀도를 높이는 방식(수직적)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이다. 창동·상계나 용산과 같이 역세권 중심으로 활용가능한 대규

모 가용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가용지를 적극 활용하거나, 일부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43) 청량리·왕십리, 잠실, 상암·수색 등과 같이 충분한 가용지가 없

43) 용도지역의 순화·분리 기능은 신규 개발 시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기성시가지에서는 토지이용 유도에 한계가 
있음. 오히려 밀도 상향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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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라면 정비사업 등을 통해 밀도를 상향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토지 

공급을 위해 범역을 확장하는 방식은 장래 확장가능한 중심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

이기 때문에 다소 부적절하다.

둘째, 보행권역 내 중심기능의 집적도를 높이고 ‘토지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도

시계획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거나 개발계획 또는 정비계획

과 연계하여 필요한 기능을 도입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용도지역은 신규 

개발사업구역에서는 용도를 순화·분리할 수 있지만, 서울과 같이 다양한 특성이 혼재

하는 기성시가지에서는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광역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광역철도망 공급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저성장 

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광역교통망을 신설하여 배후지와 중심지를 연결하는 

방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주요 교통결절점이나 청량리, 용산, 창동 등과 같이 광

역교통망 확충 계획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승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해야 한다. 한편 노후한 시가지에서는 보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로환경을 정비하

고 가로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보행여건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4-3] 광역중심 육성을 위해 활용가능한 정책수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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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광역중심별 육성 전략

1) 용산

2030 서울플랜과 생활권계획에서는 용산에 대해 한양도성 및 영등포·여의도와 연계

한 강북 신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

려할 때, 도심의 고차 업무기능을 보완하고 대형 상업·업무시설 등을 도입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전략이 필요하다. 용산의 중심성과 광역성을 진단하고 육성전략을 구체화

하기 위해 대내·외적 여건과 현황을 종합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용산은 최근 대규모 숙박·쇼핑기능을 강화44)하였으나, 여전히 여타 광역중심에 비해 

주거용도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KTX 등 주요 철도망이 연결되어 있고, 

향후 GTX와 제2공항철도 공급 및 신분당선 연장계획이 있다. 그러나 철도망을 비롯

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환승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림 4-4] 용산 광역중심 현황 종합

주1 : 토지 및 건축물,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2016년 현황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로, 최근 공급된 일부 
오피스 및 상업·숙박용도는 반영되지 않은 자료임

주2 : ■는 특화기능이나 잠재력 요인에 해당하며, ■는 결여기능, 보완·개선 이슈에 해당함

44) 드래곤시티, 아모레퍼시픽 신사옥(2017년 완공) 등 최근 대규모 업무복합개발 추진으로 중심성이 향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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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용산은 정비창부지 등 개발가용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갖고 있으나, 주거 위주의 

개발수요가 높은 편이다. 또한 향후 도심부 재개발사업이 지속된다면 지리적으로 인

접해있는 용산의 개발수요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우려가 있다. 도심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중심기능 위주의 개발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1) 가용지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제비즈니스를 위한 중심기능 육성

용산의 현황을 진단한 결과, 규모에 비해 중심성과 광역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용산은 가산·대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광역중심이지만, 출퇴근 또는 업무통행 

중 광역통행 비율은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용산의 중심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계획적 수단으로 재개발사업은 최우선 고려대상이 

아니다. 개발가용지를 활용한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정비창부지 개발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더불어 기회요소를 강점

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요인이므로 우선순위가 높다. 또다른 가용지인 캠프킴부지

는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구역에 포함하여 관광숙박·문화·판매 등 국제교류기

능을 전략용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기능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용산역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응하고 지상철도구간 보행 연계

광역성 측면에서는 용산역 중심으로 환승기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복합환승센터를 설

치하거나 신분당선 연장 등 신규 노선을 계획할 경우, 기존 철도역사(용산역)와의 접속

을 우선 검토하여 편리한 환승을 지원해야 한다. 동서 간 보행 이동이 어려운 지상철도

구간의 보행동선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주차상한제(부설주차장 설

치제한 제도)를 완화 적용하여 승용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철도망 연결(KTX,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지하철 등)

⦁최근 규모 숙박(호텔)·쇼핑기능 강화

⦁개발가용지

⦁입지(도심과 인접)

⦁환승센터 부재

⦁주거용도가 높은 비중 차지

⦁광역통행 비율이 낮은 편

⦁철도 등으로 동-서 간 보행 단절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신분당선 연장, GTX-B노선 예정

⦁제2공항철도(추진 중)

⦁용산공원 개발 계획

⦁도심 육성(도심재개발)

[표 4-1] 용산 광역중심에 대한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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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량리·왕십리

생활권계획에서는 청량리·왕십리를 철도교통과 전통시장 등을 활용한 동북권 최대 

상업·문화중심지로 육성하도록 하였으며, 청량리역세권과 왕십리역세권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청량리·왕십리는 분석대상인 6개 광역중심 중 개발밀도와 광역통행 비율 모두 가장 

낮은 중심지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육성방안이 필요하다. 재래시장을 포함해 

다수의 상업시설과 철도 및 지하철 노선이 경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업무기능이 

약하고 광역통행 비율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량리-왕십리 간 내부 직결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하나의 중심지로 관리·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림 4-5]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 현황 종합

주1 : 토지 및 건축물, 사업체와 종사자수 자료는 2016년 현황 기준

주2 : ■는 특화기능이나 잠재력 요인에 해당하며, ■는 결여기능, 보완·개선 이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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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중심지 내부 직결체계 강화

중심지 육성을 위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중심기능과 광역기능을 집적시킬 필요가 있

다. 청량리·왕십리에는 사업체가 많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업무시설은 부족한 편이

다. 도심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현재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중심업무기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시장을 정비하고 왕십리역 일대를 활

성화하여 특화용도인 상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하나의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청량리-왕십리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2)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광역 환승기능 집적

청량리역 일대의 광역거점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에의 대

응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있는 환승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교통수단 간 연

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환승센터 입지

⦁사업체수가 평균 이상(9,300여 개소)

⦁유동인구가 평균 이상(지하철 승하차 23만 명/일)

⦁개발가용지(한전물류센터 부지)

⦁청량리재정비촉진사업 시행 중

⦁마장축산물시장 일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높은 편

⦁업무기능이 상 적으로 부족(500  기업 부재)

⦁청량리-왕십리 간 내부 직결체계 미흡

⦁광역통행 비율이 낮은 편

⦁전통시장 주변 기반시설 노후화 및 낙후 

상업시설 집적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GTX-B, C노선(청량리) 예정

⦁경전철 면목선(청량리), 동북선(왕십리) 예정

⦁지역 특화산업인 전통시장의 쇠퇴

⦁청량리, 왕십리 두 거점을 하나의 중심으로 

묶으면서 각종 분석자료의 착시 발생

[표 4-2]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에 대한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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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동·상계

창동·상계는 대규모 복합개발을 통해 수도권 동북부 거점으로 육성하는 발전방향을 

갖고 있다. 현재는 대규모 주거지에 둘러싸여 있어 상업, 업무 등 중심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발밀도가 낮고 사업체 및 종사자수가 매우 적은 편이며, 지리적으로도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 고용기반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그러나 중심지 규모에 비해 광역통근 비율이 높은 편으로, 향후 중심기능을 확충해나

간다면 광역거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창동차량기지, 면허시험장, 환

승주차장 등 대규모 가용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창동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

충 계획 등 잠재력이 매우 높은 편이다. 향후 가용지 개발사업을 통해 중심기능을 확

충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한 기반시설을 정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4-6] 창동·상계 광역중심 현황 종합

주1 : 토지 및 건축물, 사업체와 종사자수 자료는 2016년 현황 기준

주2 : ■는 특화기능이나 잠재력 요인에 해당하며, ■는 결여기능, 보완·개선 이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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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개발 중심지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을 통해 특화산업 기반 마련

창동·상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광역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기반 마련이 최우선

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가용지를 활용하여 기추진 중인 문화·산업 등 거점기능 육성

계획에 맞게 추진하되, 창동역 일원은 문화공연 인프라 및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육성

하고, 노원역 일원은 지식형 R&D 등 특화산업 집적지를 조성하여 복합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유치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을 차질 없이 실현하기 위해

서는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조기 이전 추진과 더불어, 공공 주도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으로 실현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2) 창동역 광역급행철도 공급 계획에 대응

한편 창동역을 중심으로 광역급행철도 등의 확충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환승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환승과 연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창동차량기지, 면허시험장, 환승주차장 등 

규모 가용지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출퇴근 및 업무 관련 광역통행 비중이 높은 편

⦁고용기반 부족

⦁개발밀도가 낮고 사업체 및 종사자수가 매우 

부족

⦁최인근 도심까지 긴 이동시간 소요

⦁지상철로 인해 지역 간 단절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KTX-동북부 연장선 예정

⦁GTX-C노선 예정

⦁기관 이전 및 개발사업의 지연

⦁주변 규모 주거단지와 기반시설이 일시에 

노후화

[표 4-3] 창동·상계 광역중심에 대한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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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암·수색

상암·수색은 최근 상암 DMC 개발로 디지털미디어 첨단산업, R&D 등 미디어산업 

위주의 업무시설이 고밀로 들어선 지역이다. 미분양된 일부 가용지의 활용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향후 월드컵대교 신설로 마곡 등 중심지와 기능적으로 긴밀히 연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업무기능에 비해 상업·문화기능이 약하고, 간선도로 및 주변 지역과의 대중교

통 연결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유동인구, 특히 인천·경기로부터의 통

행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신규 개발은 상암 지역에 치우쳐 있어, 수색 

지역은 활력이 떨어져 있고 중심 기능이 미약하다. 

[그림 4-7] 상암·수색 광역중심 현황 종합

주1 : 토지 및 건축물, 사업체와 종사자수 자료는 2016년 현황 기준

주2 : ■는 특화기능이나 잠재력 요인에 해당하며, ■는 결여기능, 보완·개선 이슈에 해당함



90

04

서
울
시
 광
역
중
심
 육
성
을
 위
한
 정
책
방
향

(1) 수색복합역사 개발 시 지원기능을 도입하고 보행여건 제고

현재 상암·수색의 현황을 종합해보면, 업무 이외의 중심기능은 미흡한 편이고 광역교

통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업무·상업기능 집적지역으로 개발

되는 인근 마곡지역이 급성장한다면 상암·수색의 입지는 더욱 약해질 우려가 있다.

수색복합역사 개발계획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상암-수색 간 이동이 편리하도록 연계하고, 상업·문화 등 집객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권장용도 도

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련기능 입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대규모 

오피스가 들어선 상암지역에 대해서는 수퍼블록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들의 보행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역 중심으로 환승기능 집적·강화

상암·수색의 광역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공급되어 있는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의 철도망과 연계하여 대중교통환승센터 등을 공급하여 환승 기능을 한 곳에 집적

시킬 필요가 있다.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상암DMC 내 미분양용지 활용 가능

⦁수색복합역사 개발 추진 중

⦁미디어산업 등 업무기능 집적(고밀개발)

⦁ 규모 개발로 수퍼블록을 형성하고 있어 

보행환경 미흡

⦁상업, 문화 등 지원기능 부족

⦁수색역 주변은 개발활력 저하, 중심기능 미흡

⦁유동인구가 적은 편(지하철 이용자수 6.5만 명/일)

⦁광역통근통행 비율이 15% 미만으로 낮은 편

⦁간선도로 취약 등 중교통 현황 미흡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월드컵 교 신설 ⦁마곡의 성장·육성

[표 4-4] 상암·수색 광역중심에 대한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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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곡

마곡은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지식산업을 특화·육성해나가고 있다. 1지구 내 주

거지역은 대부분 착공 및 일부 준공한 상태이며, 2지구는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신축을 진행 중이다.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자족적 지식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

보·나노(InT), 바이오·정보(BiT), 친환경·신재생에너지(GeT), 의료서비스·의약(BmT) 

등 선도시설과 공공지원시설 등을 확충하고, 특별계획구역에는 업무·상업·호텔·문화 

등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강서미라클메디특구와 연계한 의료관광산업의 육

성, 서울식물원을 한강과 연계한 명소화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마곡지

구~서울식물원~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양질의 보행 여

건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김포 일대 신도시 개발로 배후지가 크게 확장되었으며, 인천공항철도가 개통되

어 공항까지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졌다. 향후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하되, 마곡~김포, 인천 등 인근 배후지와 원활히 연계할 수 있도록 마곡나루역 주변

에 환승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지식산업 육성·특화 추진 중

⦁서울식물원 명소화
⦁최인근 도심(영등포·여의도)까지 긴 이동시간 소요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인천공항철도 개통, 공항까지의 접근성 강화

⦁김포공항의 성장

⦁김포 일  개발에 따른 배후지 확장·성장

-

[표 4-5] 마곡 광역중심에 대한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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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산·대림

가산·대림은 광역중심 중 중심성과 광역성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난 중심지이다. 광역

적 영향권을 보더라도 서남권을 대상으로 영등포·여의도와 경합할 정도로 수도권 차

원의 거점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쇠퇴에 따른 기존 산업단지의 기능 전환, 지식산업에 필요한 커뮤니

티·산학연계공간 등 지원기능 확충은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교통이 상시 

혼잡하고 내부 보행 여건이 열악한 상황 등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림 4-8] 가산·대림 광역중심 현황 종합

주1 : 토지 및 건축물, 사업체와 종사자수 자료는 2016년 현황 기준

주2 : ■는 특화기능이나 잠재력 요인에 해당하며, ■는 결여기능, 보완·개선 이슈에 해당함

(1) 산업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산업단지의 기능 전환, 지원기능 도입

가산·대림의 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고, 가용지를 활용해 산업 

지원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가용지를 활용하거나 가산디지털단지역사 복합 개발 

등을 연계하여 지식산업단지에 필요한 산학연계공간과 같은 앵커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존 산업단지의 기능 전환에 대응하고 지식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도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 허용된 용도는 제한적이며, 지원시설구역 역시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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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낮은 위락, 숙박 등의 용도 입주는 불허하고 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허용용도를 재검토 및 확대하고, 인센티브와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구역별 입주허용용도 지정 현황

(2) 교통혼잡 완화 및 내부 이동 편의성 제고

가산·대림의 광역통행 및 유동인구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하여 광역교통망 확보, 간선

도로 지하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 혼잡, 열악한 

보행체계 등에 대해서도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중심기능 집적(지식산업센터 등)

⦁종사자 및 사업체 집적(고용기능)

⦁산업고도화 추진, 단지별 특화 육성 계획

⦁KTX 광명역 등이 인접해 있고, 광역통행 비율이 

매우 높은 편(영등포·여의도와 비견)

⦁산업단지 지원기능 부족

⦁내부 보행 및 중교통 연계 미흡, 상습정체구간 

존재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구로차량기지 등 가용지를 활용한 규모 

복합개발계획

⦁신안산선 계획,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수도권 서남부 산업벨트의 강화

⦁제조업 쇠퇴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유치 및 제한업종 지정

[표 4-6] 가산·대림 광역중심에 대한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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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잠실

2030 서울플랜과 생활권계획에서는 잠실을 강남과 연계하고, 국제적인 관광, 쇼핑, 

MICE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육성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잠실은 상업기능 측면

에서는 중심성이 매우 높지만, 상대적으로 업무기능은 부족한 편이다. 또한 제2롯데

타워 등 최근 잠실에서 추진된 개발계획의 규모나 밀도를 감안한다면, 광역 거점기능

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림 4-9] 잠실 광역중심 현황 종합

주1 : 토지 및 건축물, 사업체와 종사자수 자료는 2016년 현황 기준

주2 : ■는 특화기능이나 잠재력 요인에 해당하며, ■는 결여기능, 보완·개선 이슈에 해당함

(1) 상업가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신규 업무기능 확충

잠실은 상업시설 중심으로 고밀 개발되어, 상대적으로 업무기능 육성이 필요한 지역

이다.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준주거지역 내 업무 복합기능을 확충할 필요

가 있다. 잠실에는 중심기능을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는 대규모 가용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개발보다는 주변 노후 상업·업무시설의 정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

다. 잠실역과 석촌역 일대 상업·업무 집적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특화거리 조

성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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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 거점역할 수행 위해 환승기능 강화

광역 거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승용차 접근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 주변 대규모 재건축뿐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위례·하남·고덕 등 대규모 주거

단지 개발로 배후지가 광역적으로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재 적용 중인 

주차상한제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승용차와 대중교통 간 환승·연계 기능을 더욱 집적

시키고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상업기능 특화, 빠른 성장세

⦁2012년 관광특구 지정, 2017년 롯데월드타워 

개장 등 규모 상업·업무기능 확충(고밀개발)

⦁유동인구가 많은 편(지하철 승하차 인원 26만 

명/일)

⦁잠실광역환승센터 확충

⦁석촌역 9호선 환승역세권 형성

⦁상 적으로 업무기능 부족

⦁잠실사거리 등 교통혼잡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주변 규모 아파트단지 재건축 완료

⦁잠실5단지 재건축 추진

⦁삼성역 일  복합개발로 잠실과 연담화 및 성장

⦁위례·고덕 등 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배후지 

확장

-

[표 4-7] 잠실 광역중심에 대한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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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전략 토지이용 집적·효율화 광역성 제고

용산

중심성과 광역성 
모두 보완하되, 
용산역 일원의 

광역기능 제고에 
초점

⦁현재 주거기능 비율이 높으므

로, 국제비즈니스를 위한 중심

기능 집적 제고

⦁가용지(정비창부지, 캠프킴부지)

를 활용한 개발사업에 집중

⦁가용지 개발계획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개발사업은 후순위로 

검토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여 교

통수단 간 환승 편의 제고

⦁용산역에 환승기능 집중

⦁동-서 간 보행 단절을 극복하

기 위한 전략 마련

⦁주차상한제(부설주차장 설치제

한 제도) 적용을 완화하여 승용

차 접근성 향상

청량리
·

왕십리

청량리역 중심으로 
광역기능 집적, 
내부 직결체계를 
강화하여 하나의 
중심지로서 역할 

필요

⦁청량리역 일  재정비촉진사

업의 원활한 추진, 유동인구 

집적을 위한 중심상업·업무기능 

도입 검토

⦁보행여건 개선, 버스노선 신설 

등으로 내부 직결체계 강화

⦁청량리역 중심으로 광역교통

망 확충에 응

⦁주차상한제 적용을 완화하여 

환승기능 강화

창동·
상계

규모 가용지를 
활용해 특화산업 등 

고용기반 마련에 
중점

⦁가용지 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

을 통해 특화산업 집적 및 육성

⦁창동역을 중심으로 광역급행

철도 공급에 응하여 환승

기능 강화

상암·
수색

광역기능을 높이기 
위해 중교통 

환승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 
부족한 지원기능 

확충

⦁수색복합역사 개발 시 업무 지원

기능 및 집객시설 도입 검토

⦁ 중교통 확충, 수퍼블록 및 

지상철구간에 한 보행환경

을 개선하여 내부 연계 강화

⦁공항, 수도권 서북부와 직결하

는 DMC역 중심으로 환승기능 

집적, 중교통환승센터 확충

마곡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역세권 
중심으로 환승기능 

강화

⦁마곡지구 개발계획의 지속적인 

추진

⦁마곡~김포, 부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마곡나루역 주변 환

승센터 설치 검토

가산·
림

중심성 및 광역성이 
모두 높은 편이나, 
산업단지 기능 재편 

추진

⦁산업단지 기능 전환에 응하

여 산학연계공간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가산디지털단지역사 복합 개

발을 통해 문화·식음기능 육성

⦁ 중교통을 이용한 환승이 용

이하도록 환승기능 집적·확

⦁교통혼잡 완화 및 내부 직결체

계 개선을 위해 중교통망 재

검토

잠실
광역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업·업무기능 육성

⦁신개발보다는 정비를 통해 상

업 특화거리 보행환경을 개선

하고 신규 업무기능 확충

⦁잠실역 주변 주차상한제 적용

을 완화하여 다양한 교통수단 

간 환승기능 집적·강화

[표 4-8] 광역중심별 육성전략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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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및 정책제언

1_광역중심 역할과 육성전략

1) 광역중심의 역할과 기능 설정

광역중심은 중심지 중에서도 특히 중심성과 광역성을 고루 갖춘 지역으로 육성·관리

되어야 한다. 중심성은 다시 밀도와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광역성은 

인프라 공급 또는 정비, 이용패턴과 이동성 제고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광역성과 

중심성은 상호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광역성을 갖

춘 지역이 더 높은 중심성을 갖게 된다. 

[그림 5-1] 중심성과 광역성의 관계

중심지위계별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광역중심은 지역중심과 중심성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광역중심은 지역중심에 비해 서울대도시권 차원에

서 광역통행이 활발하여 자족적인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광역중심이 생활권 간 교차통행을 줄이고, 충분한 자족성을 확보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역성’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특성, 

배후지, 인프라 현황 측면에서 면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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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중심의 육성전략

향후 광역중심의 육성·관리를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전략보다는 대상지에 대

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장기적·총량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중심기능의 집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도시계획적 수단을 검토한 결과, 실제 서울시 내에서 중심지 육성을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다양한 용도와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기성시

가지에 적합한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역중심별 토지이용 현황 진단과 SWO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강점은 

특화하고 약점은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1) 용산 : 중심성과 광역성을 보완하되 가용지를 활용한 정비 위주 검토

용산은 상대적으로 도심에 가깝게 입지해 있고, 주거비율이 높고 광역통행 비중이 낮

은 특성을 보인다. 최근 대규모 숙박·쇼핑 기능을 강화했으나, 중심성과 광역성을 보

완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전략이 필요하다. 도심의 고차업무기능을 지원하고 환승기능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주거기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제비즈니스를 위한 

업무·상업용도 위주의 지속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정비창부지 개발계획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캠프킴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범역을 조정하여 국제 교류기능 중심

의 토지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광역성 측면에서는 신규 광역교통망 확충 시 용산

역 중심으로 환승기능을 집적하여 기존의 철도노선과 연계하고 환승 편의를 높일 필

요가 있다.

(2) 청량리·왕십리 :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응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

청량리·왕십리는 청량리역, 왕십리역 일원으로 상업기능이 특화되어 있으나, 두 거점 

간 연계가 부족하여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래시장과 상업시설이 집적해 있고 

다수의 철도노선이 지나고 있지만, 광역통행 비중은 매우 낮은 지역이다.

현재 청량리역 주변에서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심상

업·업무기능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청량리역의 GTX B, C 노선 등 

공급계획에 대응하여 환승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왕십리와의 직결체계를 강화하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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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3) 창동·상계 : 대규모 가용지 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

창동·상계는 대규모 주거지로 둘러싸여 있어 고용기반이 부족한 저개발지역이지만, 

창동차량기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환승주차장 등 가용지가 충분한 지역이다. 

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동북부 광역생활권 내 고용기반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창동역은 GTX-C 노선, KTX-동북부 연장선 등 도심·강남 

등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환승기능을 강화해나갈 필요

가 있다.

(4) 상암·수색 : 업무지원기능 도입하고 집객시설 확충 필요

상암·수색은 상암 DMC 개발로 미디어산업을 중심으로 한 업무기능이 집적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상업·문화기능이 약하고, 광역생활권 내 일산, 파주 등 주변지역

과의 대중교통 연계가 미흡한 특성을 갖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여용도를 고려한 권장용도를 설정하고, 필요 기능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암-수색 지역 간 연계, 보행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마곡 :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환승기능 강화

마곡은 지식산업 위주의 육성방향을 유지하고,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인천공항철도 개통, 김포 신도시 등의 개발로 

배후지가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마곡나루역을 중심으로 환승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6) 가산·대림 : 산업단지 기능 전환 및 고도화 방안 모색

가산·대림은 광역중심 중 중심성과 광역성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도시권 

서남부 지역의 거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향후 육

성·관리를 위해서는 준공업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고도화에 대응하고, 지식

산업에 필요한 지원공간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

획상 허용업종의 재검토·확대,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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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잠실 : 잠실대로 이면부 등 노후 상업지역의 정비 우선, 환승기능 강화

잠실은 강남과 인접하여 국제적인 관광·쇼핑·MICE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상업기능 측면에서는 매우 특화되어 있으나, 업무기능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광

역통행 역시 개발계획의 규모나 밀도에 비해서는 미흡한 편이다.

대규모 가용지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므로,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잠실대로 이면

부 등 롯데부지를 제외한 노후 상업지역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잠실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응한 환승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_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제언

1)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체계 보완방향

분석 결과, 대부분의 광역중심은 규모와 밀도, 중심기능과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3도

심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12지역중심과는 큰 차이가 없거나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제한된 공간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심지별 기능과 잠재력을 면밀

히 검토하여 지정·육성하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중심지 체계를 전적으

로 현황에만 근거하여 설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심지체계 개편 이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고, 개발가용지를 공급하거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등의 계획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중심지에 대해서는 그 위상과 기능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 중심지 위상과 기능에 걸맞은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거나, 현

황과 가시화된 계획을 바탕으로 적절한 위상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중심지체계가 명

실상부한 도시활동과 통행의 골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광역중심의 유지 : 가산·대림, 잠실, 상암, 마곡, 창동·상계

분석 결과,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광역중심 위상을 유지하면서 육성해야 할 중

심지는 가산·대림, 잠실, 상암, 마곡, 창동·상계 등 5개 지역이다. 지역별로는 가산·대

림과 잠실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중심성과 광역성을 가진 광역중심으로, 특성에 

맞는 정책수단을 통해 맞춤형 육성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상암은 업무기능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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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획 개발된 중심지로, 광역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개발 중인 

마곡과 창동·상계는 개발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2) 추가 검토 : 용산과 청량리·왕십리

용산은 이미 충분한 중심성을 확보하고 있는 중심지이나, 서울시 중심부에 입지하고 

있어 광역중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광역중심은 생활권 내 타 중심

지와 연계하여 광역통행을 생활권 내에 분산하는 결절로서, 도심으로 집중하는 광역

통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오히

려, 용산 광역중심의 관리는 역사문화도심에 인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광역교통망 계획을 고려하되, 역사문화도심에 확충하기 어려운 고밀의 개발수요

를 흡수하고 도심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청량리·왕십리는 청량리역과 왕십리역 일대의 두 개 거점을 하나의 중심지로 설정하

였으나, 현상적으로는 단일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통행패턴으

로 볼 때, 청량리와 왕십리는 지리적 거리만 가까울 뿐, 기능적으로는 단절되어 있다

고 보아도 무방하다. 향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예정

되어 있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청량리와 왕십리의 기능적 통

합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을 마련하여 제시하거나 기능적 단절을 인정하는 계

획적 의사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3) 신규 검토 : 사당·이수와 망우

현황과 성장 잠재력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중심 중 사당·이수와 망우 등에서 

광역중심으로서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당은 수도권 공간구조상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이미 광역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 현황과 교통·개발계획 등을 고려

하여 이들 지역중심에 광역중심의 위상과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추

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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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광역중심에 대한 검토 및 보완 방향

2) 수요와 투자의 총량을 감안한 육성전략 마련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서울의 인구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서

울 주간인구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더욱이 서울대도시권 인구도 이미 정점에 가

까워지고 있어, 서울인구 천만 시대의 유동인구를 앞으로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장래 구매력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과거와 달리 구매력 증가가 공간 

소비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업·업무·제조업 등의 공간수요가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한 쪽을 

개발하면 다른 곳은 쇠퇴하거나 비워지는 부정적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급 측면에서도 서울의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던 고도성장기

와 달리,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서 투자 여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리

적 인프라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원 투입에도 한계가 예상된다.

새로운 신규 인프라 투자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

와 토지이용 전략이 필요하다. 중심지 관리에 있어서도 잠재력 있는 지역부터 선택적

으로 육성하되, 정비와 개발이 시급하지만 자발적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총

량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투자·지원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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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대도시권 차원에서의 공간구조 재검토

지금까지 서울의 중심지체계는 서울시 위주의 관점에서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내용을 

검토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에 한정하여 중심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광역

생활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지역이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미 서울대도시권은 광역적 생활권과 경제권을 형성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다. 향후 

서울의 중심지체계는 시계를 넘어 인천·경기 등 광역생활권을 아우르는 토지이용 검

토 과정을 바탕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울·인천·경기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

인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거점 기능을 배분·연계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도시권 인구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족적 생활권을 형성하고, 대도시권 차원의 수요에 대응

해나가야 할 것이다.

4) 역세권 단위의 거점기능 육성·관리 필요

중심지를 경계로 둘러싸인 범위로 바라보면, 도보권에서 벗어난 두 개의 거점 또는 

지역 특성이 서로 다른 지역 등을 하나의 중심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일부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적

인 토지이용을 저해하거나 공간구조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버스, 철도 및 광역교통망 등은 하나의 역에 집중되어야 환승과 이동의 편

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데, 중심지 경계 내 서로 다른 역에 분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45) 한편 사당·이수는 지정 이후 광

역적 통행과 환승이 집중되어 있는 사당역에 비해 이수역세권이 더욱 고밀로 개발되

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역세권별 영향력을 감안하여 크기를 차등화하고, 중심지를 역세권의 합으로 보는 관

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양도성 등 일부 역세권이 연담화되어 있는 지역은 하나

의 중심지로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역세권 단위로 유동인구, 중심업무·상

업기능 등 현황을 진단하고 장래 발전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역세권 중심

으로 중심지를 설정하고 거점기능을 집적한다면 대중교통 중심, 보행 중심의 효율적

인 공간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45) 청량리역은 광역급행철도 B, C노선이 공급될 계획이며, 왕십리역은 5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대표적인 환승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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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nctional Diagnosis and Promoting Policies of Metropolitan 

Centers in Seoul

Sun-Wung Kim · Sangil Kim · Su-Youn Seong

In the 2030 Seoul Pla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released urban 

spatial structure with 3 global centers, 7 metropolitan centers, and 12 regional 

centers in 2014. Through this, it is designed to improve quality-of-life, to 

mitigate regional imbalance, and to deal with further metropolitaniz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present study aims to define the roles and functions of metropolitan 

centers, to provide with the policies and strategies for promoting the centers 

to do the roles for their respective metropolitan sub-regions. Thus, we ask a few 

important questions on which roles and functions the normal metropolitan 

centers have and which policy directions and strategies must have for 

managing and promoting the centers.

This research suggests, at first, that the policy directions of promoting and 

managing the metropolitan centers should be set up, considering the situations 

of the low-growth era. Secondly, policy means must be appropriate to improve 

urban centrality and metropolitanization. Thirdly, potential metropolitan 

centers such as Sadang․Isu and Mangwoo regional centers are recommended to 

be included into metropolitan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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