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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내 용도지역 상향이후 용적률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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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on Floor Area Ratio after Up-zoning in

Station Areas: A Case Stud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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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95, commercial zones were designated by the Urban Master Plan of Seoul. Most of 
these areas were located in existing urban areas or station areas, and managed by district unit 
plans. However the demand for additional designations (or rezoning) of commercial areas has 
persisted, calling for an evaluation of the city’s zoning policy. Therefore, the scope of this research 
includes 280 subway areas of Seoul to analyze commercial areas in parcel units,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designation of commercial areas after 1995 influenced the density 
ratio and density of commercial and business uses.

According to this empirical analysis on 136,834 parcels in total, the designation of commercial 
areas after 1995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density and the density of commercial 
use. Nevertheless, such effect was not as significant as shown in commercial areas that were 
commercial before 1995. Unlike the general notion that the higher the spatial hierarchy of which 
the station area and its parcels belongs to, the higher the development density of the station 
area, this research did not find such a positive effect of spatial hierarchy on development dens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made an effort to objectively analyze the effect of rezoning, 
which has been heavily reliant on the judgement of decision-makers for the past 20 years for 
the City of Seoul. However, further analysis on rezoning by region with additional variables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could help to gain a more sophisticated perspective, and could 
serve as a basis to support rational policy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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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서울도시기본계｣ 일명 ｢ 서울플랜｣ 이 년 월 일에 결정되었다 이것

은 서울시에서 년 최초로 법정 도시기본계이 수립된 이래로 네 번째다 이 계 상 

공간구조의 주요내용은 도심을 세개로 다핵화 하고 기존에 단순 위계중심 체계에 기능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년 결정된 년을 향한 도시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의 공간구조의 체계와 유사하고 대상 중심지도 일부 위계가 상향되거나 

통합되는 등의 조정이 있지만 중심지에 포함된 지역은 유사하다

기본계획 이 수립되던 즈음에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변경도 상당수 결정되었

다 특히 기본계획 상 공간구조와 관련된 상업지역 이나 준주거지역 으로 상향조정도 

여건을 상회하는데 소위 저성장시대 라고 불리우는 현 시점에서 당시를 돌아볼 때 수백 

건의 용도지역 변경은 파격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에도 다수의 자치구에서는 여전히 관할구역 내 상업지역으로 변경 지정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관리원칙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상당부

분 제한하고 있지만 정책적ㆍ학술적 분야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효과에 대해 객관적 

분석이나 평가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 변경의 이슈가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유사한 정책결정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서울의 공간구조 구상이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법정화 된 과정과

공간구조 및 중심지체계가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 계획 상 중심

지체계가 결정된 맥락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서울특별시,“2030년 서울의 미래상 ‘소통과 배려의 행복한 시민도시’(보도자료)”, 2013.9.27. “‘1도심-5

부도심’ 중심지 체계→‘3도심-7광역중심’ 다핵 기능중심 전면개편”

2) 서울특별시, ‘2030 서울플랜(2014)’, pp.146. 서울특별시, ‘1997 기본계획(1997)’, p.79.

3) 매일경제, “강남대로 상업지역 확장 ‘뜨거운 감자’(보도자료)”, 201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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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년대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 구상에 따른 용도지역 변

경 지역이 현 시점에서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실제 상업지역 지정 변경 행위가 

현재 개발 관련 요인인 밀도와 용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현재의 서울시 행정구역 내로 하되 용도지역 변경의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하여는 역세권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과거 공간구조 구상을 논의했던 

맥락을 파악한다는 관점에서는 지하철 건설이 시작되는 시기인 년대 이후로 하고 용

도지역 변경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는 년 이후로 한다 다만 년대 말부터 전산화

가 시작된 점을 감안하여 데이터에 따라 구득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내용적으로는 관련 학술적ㆍ행정적 자료를 분석하고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를 추적하며

해당지역의 필지ㆍ건축물의 특성을 분석하고 용도지역 변경 효과와 이에 영향을 미친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량분석을 포함한다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의 취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정리하기 위

하여 공간구조 구상의 논의가 담겨진 행정문서와 각종 연구자료와 시대별 서울시 도시기

본계획에 대해 문헌 위주로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ㆍ분석한다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 이후 고시문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과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 도서를 검토한다 고시문에 도

면이 포함되기 시작한 시점이 년경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변경된 지역의 경우 지구단

위계획 도서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도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시대별 용도지역 전산

자료 ㆍ 상 를 중첩하여 변경지역을 확인한다

필지 건축물과 관련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 및 역세권의 현황

과 변화양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후 용도와 밀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

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계량적 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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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고찰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지정하는 경우는 도시계획분야의 법정 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한다 서울의 경우 현재 도시기본계획인 서울플

랜 상 공간구조의 근간이 되는 계획은 년 기본계획 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계획 수립 

여전부터 논의되던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 구상 과 핵 구상 이 반영된 계획이라

고 할 수 있는데 그 근거와 세부 내용을 관련문헌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1. 역세권 중심의 다핵 공간구조 구상 관련

1) 1980년대 까지의 서울 도시공간구조 변천5)

조선 중기까지 서울은 인구 만 내외의 성곽도시였다 년 경 철도가 등장함에 따라 

시가지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확장되었고 년 이후에는 인구 만의 도시로 그 면적이 

㎢까지 이르렀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인구가 만을 상회하였고 면적도 종전의 배

에 달하는 ㎢로 확장되었다 해방 후 해외동포들의 귀국과 한국전쟁의 대규모 피난민 

도시정착은 외곽에 무허가 불량주택을 양산시켰다 이 기간에는 궤도전차와 버스의 영향

에 따라 시가지가 확산되었다

년 후반부터는 폭발적으로 인구가 집중되었고 강북 도심에서 외곽으로 뻗어가는 

방사형의 도시간 연결도로망을 따라 급격한 시가화가 이루어졌다 년대에는 인구가 

만을 넘었고 면적도 ㎢로 대폭 확장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가지 개발을 

위한 주요 수단이었으며 년대말 영동지역의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강남시대를 여

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직ㆍ주간 거리는 원격화 되었고 교통량이 급격히 발생

하였다 년대는 인구가 만명에서 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단핵도시구조

를 유지하면서 여러개의 부도심이 분산 개발된 시기였다

년에는 서울 인구가 만명을 돌파하였고 시가지는 더 이상 개발할 가용지를 찾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와,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지

침’ 3-1-1 조항에 의하면 ‘공간구조’를 통한 개발축 등을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 부문에서 용도지역 

조정 방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5) 서울특별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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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힘들었다 동시에 한양도성 중심의 단핵도시구조가 갖는 구조적 도시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다핵도시개발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년대부터 시작된 강남개발

의 파급영향이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2) 3핵 구상 논의과정

손정목 의 책에 의하면 서울이 단핵에서 다핵 특히 핵으로 분산될 필요성에 대해 최

초 제안된 것은 년 서울시가 대한국토계획학회 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에 의뢰하

여 수립한 대서울 도시기본계획 에서 기능분산과 인구배분 을 제안하면서이다 이를 이어

받아서 서울시가 년에 제 서울건설 을 발표하며 구도심 여의도ㆍ영등포 강남의 

핵 구상을 제시하면서 공표되었다 손정목 이 후 년 서울시의 장래 도시형태 구

상에 대한 아이디어 콤페티션 세미나 개최를 통해 ｢서울 도시기본구조 연구｣를 공론화하

였다 또한 년 잡지 《건축사》에 ｢서기 천년 서울 도시재정비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핵도시 구상을 요약 발표하였다 손정목

3)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 논의과정

년 월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서울시의 수탁으로 최상철 교수의 책임 하에 수행된 

서울시 도시개발장기구상중기계획에 관한 연구 가 완성되었다 서울특별시 이 보고

서 중에서 강병기 교수는 제 권 도시개발ㆍ정비 부문에서 전철역세권 정비에 의한 도

6) 1928년~2016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등을 역임한 공무원이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년퇴임 후

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사편찬위원장 등 역임. 2015년까지 왕성한 저술 및 강연활동

을 하였으며, 대표적 저서로는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전5권)(2003),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전2권) 

(2005) 등이 있음.

7) 1974년 김형만이 당시 서울시장인 구자춘에게 3핵 도시구조로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하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 시기에 다핵 도시구조로 전환을 제안한 이유는 증가하는 자동차를 볼 때 

‘다가올 자동차시대에 대비하여 구도심 위주의 단핵도시 형태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음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손정목, 2003).

8) 총 440쪽의 보고서 중 212쪽이 김형만이 작성한 분량이었고 그 외 6인은 약 30쪽 분량으로 작성하였

으나, 7명 발표자가 공통적으로 다핵도시 구상을 추구하고 있었다(손정목, 2003).

9) 1932년~2007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1970~1996), 구미전문대학 학장(1996~2000), 서울시정연

구개발원 이사장(1992~1994), 공간그룹 상임고문(2006~2007), 대한국토계획학회장(1982~1984), 한국

도시설계학회장(2000~2002) 등 역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각종 도시계획 관련 왕성한 

자문활동을 하였음. 대표적 저서로는 ｢삶의 문화와 도시계획｣(1993), ｢걷고싶은 도시라야 살고싶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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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비전략 을 제시하였다 이는 세기 초중반 서유럽 대도시권들이 철도 중심의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분산적인 공간 구조를 구축하면서 주택 공급을 촉진할려고 했던 시도들

과 년 에 의해서 제시된 대중교통중심개발

의 개념들을 연결한 도시계획 역사상 중요한 개념적 고리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전철역사 건설로 인해 도시 내 역세권이라는 범위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공간구

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분명한 현

상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강병기의 전철역세권 정비에 의한 도시정비전략 에 

의하면 당시 상업화 고층화 입체화가 전철역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에 착안하여 전철역 개통으로 인한 역세권의 역할이 장래 토지이용 패턴에 중요한 변화

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러한 점들을 이용하여 역세권을 기성시가지 도시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선제적인 도시관리를 시도하

였다는 점과 토지이용 교통 간 도시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점 공공투자에 따

른 민간개발 움직임을 활용한 도시정비의 방향을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전략의 기본 모델은 역 중심 반경 까지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제 차 역세권으로

반경 를 중밀도 개발이 가능한 제 차 역세권으로 구분하고 지구중심의 상업용도

시다｣(2009) 등이 있음.

<그림 1> 전철역세권역(서울특별시,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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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중ㆍ고밀도 주거용도를 원칙으로 하고 도시공간 구조의 다핵화와 지하공간 개발 등 구체

적 실현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전략은 최상철 강병기 등이 연구한 서울도시계획 정비구상 – 당면과제와 논리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에 의해 보다 구체화 되었고 서울시 중심지위계 설정과 재정립에 

관한 연구 에 의해 중심지 체계 설정으로까지 연계되었으며 권영덕 이어서 고밀 공

간구조로 개발 시 용적률 분포 전망을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하기도 하였다 이원영

<그림 2> 중심지 체계 재정립(권영덕, 1992) <그림 3> 역세권 고밀 용적 배분(이원영, 1994)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의 개념이 도입된 최초의 법정계획은 년 기본계획 이다 그러

나 당시는 공간구조 구상 부문이 아닌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개발 부문에서 도시관리 방

향으로 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를 

공간구조 계획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가 권영덕 이원영 에 의해 진행

되었고 그 다음 법정계획인 년 기본계획 에 반영되었다 그 이후에는 권영덕ㆍ장남

종 에 의해 도시관리 차원에서 역세권 내 정비ㆍ개발사업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서울 전체의 공간구조 구상을 위한 역세권 관련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 구상이 반영된 최초 법정계획은 년 기

본계획 이라 할 수 있다

4) 다핵 도시구상이 반영된 법정계획

기본계획 에서는 과거 서울의 공간구조 변천의 평가를 크게 가지로 이슈화하고 

있다 평면확산 개발에 대한 대응 미비 다핵화 정책의 실패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계획의 



174  住宅硏究 제 25 권 제 3 호

유연성 결여 보전적 개발이념의 부족이 그것이다 특히 다핵화에 대하여는 그 간 다핵화

의 표방만 있었지 적절한 계획수립과 육성전략 등 총체적 비전이 없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서울과 동반 성장해 가고 있는 서울대도시권의 복합적인 도시문제들에 적절히 대응

하기 위한 공생의 길을 모색 하겠다는 방향 하에 도심 용산 영등포 왕십리 청량리 영동

수색 년 이후 의 주요 중심지를 육성할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각 권역별로 지역중심

지구중심을 정하고 있다 표 참조

구분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자치구

도심 도심 용산 - 한남 종로, 용산, 중

동북 -
청량리

왕십리
미아, 상계, 망우

화양, 중곡, 군자, 금호, 구의, 

건대입구, 전농, 면목, 묵동, 종암, 

동선, 석관, 방학, 쌍문, 수유 

동대문,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북 - (수색*)
연신내, 신촌, 

공덕

불광, 남가좌, 응암, 홍제, 아현, 

서교, 합정, 수색

은평, 서대문, 

마포

동남 - 영동
천호ㆍ길동, 잠실, 

사당ㆍ남현

도곡, 개포, 방배, 양재, 수서, 

가락, 암사, 이수, 문정, 고덕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남 - 영등포 목동, 대림

신정4거리, 등촌, 신월, 화곡, 신정, 

공항, 오류, 구로, 가리봉, 시흥, 

신길, 신풍, 상도, 노량진, 신대방, 

흑석, 난곡4거리, 봉천, 독산, 신림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계 1 4 11 54 25

<그림 4> 서울시 중심지체계도(서울특별시, 1997)

<표 1>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서울특별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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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기능배분과 관련하여서는 도시 활동 수요를 구체적으로 예측하여 사무실 및 상

업용 건축물의 연면적 및 필요 토지면적을 도출하였다 공간적으로는 중심지 위계별 용도

지역 지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심ㆍ부도심의 경우 중심상업과 일반상업 지역

중심의 경우 일반상업과 근린상업 지구중심의 경우 일반상업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중심지 등 공간구조 구상

과 용도지역 변경의 기대한 바가 업무 상업용 시설 및 면적의 증가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역세권 중심의 다핵 공간구조 구상과 관련한 문헌검토를 종합해보면 년대 논의

되던 공간구조 구상이 반영된 법정계획은 년 기본계획 이고 동 계획에서 그것을 실

현하기 위한 용도지역 지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 구상에서부터 

계획 실행까지를 고려한 논리적 계획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 개

발여건의 차이와 같은 계획실행 이후의 실제 도시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나 방향전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2. 관련 선행연구 검토

서울의 공간구조 구상과 실현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공간구조 역세권 용도지역 용

적률 관련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역세권과 관련하여 최막중 외 의 연구는 서울의 아파트개발과 지하철 공급 

간 선후관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개발은 지하철 활성화에 기여했음을 보여주었고 조아

라 외 의 연구는 역세권을 주거와 상업ㆍ업무 중심으로 구분하여 개발 실현률을 분석

하였다 이창무 외 의 연구는 역세권 내 주택공급정책의 효과 개발여부 및 용적률 를 

검증하였다

공간구조와 관련하여 서여림ㆍ김기호 의 연구는 서울이 꾸준히 다핵구조를 추구해

왔음을 시대별 도시기본계획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희연ㆍ김홍주 의 연구는 통

근통행량 측면에서 수도권이 송미령 의 연구는 고용인원 업무면적 측면에서 서울이

홍남희ㆍ이명훈 의 연구는 서울의 압축 확산 정도 분석을 통해 서울이 다핵 분산화되

고 있을 증명했다



176  住宅硏究 제 25 권 제 3 호

서울의 공간구조에 관한 문헌과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서울은 끊임없이 다핵구조를 

추구해왔으며 현상적으로도 다핵화가 나타나고 있이 학술적으로 증명되고 있었다

용적률과 관련하여 이지은 외 의 연구는 서울시 행정동에 적용되는 평균 법정용적

률과 건축물을 통해 실현된 용적률을 비교하여 지역별 개발밀도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

고 윤병훈ㆍ남진 의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가능한 지역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구분하는 요소를 개발밀도 실현율을 통해 규명하고자 했다 이 연구들은 

개발실현율을 관리해야할 경우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나 공

간구조 차원의 도시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용도지역과 관련하여 윤혜림ㆍ남진 의 연구는 개발밀도에 용도지역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안영수ㆍ이승일 의 연구는 지하철 접근도가 좋아

질수록 상업지역 면적이 증가했음을 추정하였다

역세권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개발밀도 측면에 집중되고 있거나 단일 

요인을 분석하는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간구조 구상에서 출발하여 이것을 실현하기 위

한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평가 노력은 부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용도지역 변경의 효과에 대해 유일하게 분석을 시도한 이제원 의 연구는 유사한 

문제제기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준주거지역은 제외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국한하여 분석하였고 용도지역의 변경 효과를 신축활동 여부로 판단하여 분석하였으며

지하철 역에 대하여는 해당필지와 지하철역 간의 거리를 고려하였나 이 연구 역시 역세

권에 대한 고려는 되지 않았다

용도지역 변경 시 기대하는 바에 대해 이제원 의 연구는 신축활동이 일어날 확률로 

보았다 그러나 용도지역과 관련된 법ㆍ규정 상 밀도 용적률 건폐율 를 규정하고 있으므

로 용도지역 변경이 단순 신축활동만 기대했다고 하기에는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과 

같은 건축행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에서 논의되었던 서울시 역세권 중심의 년 도시기본계획과 이에 의한 

용도지역 상향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역세권 중심의 공

간 구조 형성을 지향하였던 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 상향이 되었

던 지구들에서 어떠한 개발밀도가 실현되었는가를 확인하고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용

도지역 상향이 건물 전체의 용적률과 개별 용도별 용적률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여 용도지역 상향의 효과에 대한 기초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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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가설을 세워보았다 첫 번째로는 

역세권 내 용도지역 상향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현재 용적률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가설 용도지역 상향은 개발밀도의 규제 완화를 가져오고 이는 용적률 상향으로 실현

될 것 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 가설로는 역세권 내 

용도지역 상향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상업과 업무 용적률 달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설 중심지 위계가 높은 곳은 상업과 업무 활동의 밀도가 높고 이는 건물의 용적률

로 나타난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이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가 추구하는 상

업 업무와 같은 기능 집적 효과가 있었는지에 확인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변경의 효과는 역세권의 공간구조 위계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라는 것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핵 구상 과 같은 고차 중심지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 구상 과 같은 하위 

중심지에서의 용도지역 변경 효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해보고자 한다

III. 관련 현황 및 데이터 구축

1. 역세권 현황

서울시 내 총 지하철역은 아직 개통되지 않은 경전철을 제외하고 호선을 포함하여 총 

개이다 역세권의 기준은 년 도시기본계획과 각종 정비사업 기준을 준용하여 반경 

로 설정했고 그 기준은 역사 중심점으로 하였다

년 중심지체계를 기준으로 역세권을 분류해보면 도심 및 부도심에 해당하는 역세

권이 개 지역중심이 개 지구중심이 개로 중심지에 해당하는 역세권은 총 개이

고 비중심지인 역세권이 개에 해당한다 년 무렵 중심지체계에는 자치구에서 설정

하는 생활권 중심 이 존재하였으나 본 연구는 도시기본계획 상 공간구조를 대상으로 함

에 따라 생활권 중심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년 이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구역을 포함하는 역세권은 총 개

이며 이 중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을 포함하는 역세권은 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

경을 포함하는 역세권은 개이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역세권은 개이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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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ㆍ부도심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역세권은 개 지역중심의 경우 개 지구중심의 

경우 개로 중심지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역세권은 총 개이다

2. 용도지역 변경 현황

본 연구에서는 중심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상업

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변경구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차적으로 시기별 고시문을 참고하였고 고시문 만으로 위치 파악이 힘든 경우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서를 참고하거나 시기별 용도지역 전산자료를 중첩하여 추적

하였다 변경구역의 구분은 고시가 같이 났을지라도 변경 전ㆍ후의 용도지역이 다를 경

우는 각각의 건으로 구분했다

년 이후 공간구조 구상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구역은 개이며 면적은 만㎡

이다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구역은 개 만㎡이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구역은 

전| 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합계(변경전 기준)

구역수(개) 면적(㎡) 구역수(개) 면적(㎡) 구역수(개) 면적(㎡)

자연녹지 1 82,150 1 1,112 2 83,262 

일반주거 60 2,064,360 158 5,526,748 218 7,591,108 

준주거 17 289,728 　 　 17 289,728 

준공업 10 209,286 5 215,613 15 424,899 

합계

(변경후 기준)
88 2,645,524 164 5,743,473 252 8,388,997 

<표 3> 역세권의 중심지 구분 및 용도지역 변경 현황

중심지 위계 상업+준주거 상업 준주거 변경없음 합계

도심ㆍ부도심 4 6 5 21 36

지역중심 12 0 4 5 21

지구중심 13 6 6 8 33

비중심지 15 5 43 135 198

합계 44 17 58 169 288

<표 2> 1995년 이후 용도지역 변경 현황(전ㆍ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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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만㎡이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중 변경 건수 기준으로 약 에 달하는 

개 구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변경 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구역이 

각 개소이고 준공업지역에서 바뀐 곳이 각 개소와 개소이다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

역으로 바뀐 곳은 개이고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변경이 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다

시기별로는 년씩 구분하여 볼 때 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전ㆍ후인 년에 

개 구역 약 ㎢ 가량이 변경되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년에 건 ㎢ 

가량이 변경되었다 이 후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경 건수와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권역별로는 변경 건수 측면에서 서남권 동북권이 건 건으로 비슷하게 가장 많지

만 면적은 동북권이 ㎢ 가량으로 월등히 많다

<표 4> 시기별 용도지역 변경 현황

시기구분(연도) 구역수(개) 면적(㎡)

1995~1999 140 5,099,824

2000~2004 71 2,640,994

2005~2009 28 486,511

2010~2014 13 161,668

합계 252 8,388,997

주: 막대그래프는 면적(㎡), 꺾은선그래프는 건수

<그림 5> 시기별 용도지역 변경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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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권역별 용도지역 변경 현황

권역구분 구역수(개) 면적(㎡)

도심권 14 416,276

동남권 27 981,556

동북권 79 3,321,111

서남권 80 2,332,238

서북권 52 1,337,816

합계 252 8,388,997

주: 막대그래프는 면적(㎡), 꺾은선그래프는 건수

<그림 6> 권역별 용도지역 변경 분포

3. 필지단위 현황

서울시 내 과세필지를 대상으로 를 구축한 결과 개이며 서울시내 대지

개 대비 약 에 해당한다 누락된 필지 에는 건축물이 없는 필지 비과세 건축물

인 경우 등이 포함된다 역세권 내 필지 는 총 개로 서울시 내 총 과세필지 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이 중 년 데이터와 비교를 위해 년 년 두 시점 모두 

재산세과세대장 자료가 존재하는 필지는 개이다

역세권 위계별로는 도심ㆍ부도심 내 필지는 천개로 약 지역중심은 천개로 약 

지구중심은 천개로 약 이며 비중심지 역세권의 필지는 만개로 약 이다

용도지역별로는 년 이전 상업지역이 약 이고 년 이후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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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으로 역세권 내 상업지역은 를 차지한다 상업지역 외 용도지역에 해당하

는 필지는 로 약 만개이다

중심지

위계

상업지역
그 외 합계

기존 변경

도심부도심 2,415 167 11,396 13,978

지역중심 638 532 12,013 13,183

지구중심 928 1,129 32,156 34,213

그외 1,948 97 73,415 75,460

합계 5,929 1,925 128,980 136,834 

<그림 7> 2016년 역세권 내 용도별 연면적 <그림 8> 1997년 역세권 내 용도별 연면적 

<표 6> 역세권위계와 용도지역의 필지현황

IV. 용도지역 변경의 효과 분석

1. 용도지역 변경의 효과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계법 및 동법 

시행령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건폐율 용적률 층수

용도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나 층수의 경우 년 월에 제 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가 폐

지되면서 사실상 그 이상의 밀도를 갖는 용도지역은 국계법상 층수제한은 받지 않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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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폐율의 경우 국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준주거지역은 이하이고 상업지역은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모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등에 의한 건축규제를 감안하는 등 현실

적 관점에서 건폐율은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 상의 용도지역 규정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변경의 계량적 효과는 용

적률과 용도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먼저 용적률은 각종 건축물 및 필지와 관련된 

대장에서 건축물 연면적과 필지면적을 확인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나 용도의 경우는 과거로

부터 현재까지의 건축허가대장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자료입수 및 가공에 한계가 

있어서 용적률 중 상업용도와 업무용도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2.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개발 관련 요인

용도지역 변경 효과를 보고자 했던 이제원 의 논문에서는 신축활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필지와 건축물 정보와 관련해서 결정지가 필지면적 건축물 층수 용적률 지하

철역까지 직선거리 전면도로폭으로 보았다 용도지역 변경 단위 특성도 그 요인으로 보았

는데 변경구역의 면적 변경 후 경과년수 변경전후 법정용적률 구역 내 상업ㆍ업무 각각

의 연면적 비율 인구밀도 사업체밀도를 변수로 사용했다 이 외에도 주변 반경 내의 

지역특성과 개 대생활권역 여부도 그 요인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용도지역 변경 효과를 개발밀도와 용도 즉 용적률과 상업ㆍ업무용도의 연면

적 비율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용적률은 독립변수에서 제외하고 건축물 경과년수와 접근

성과 관련된 요인인 버스정류장까지 직선거리를 추가하였다 개발여부에는 권리관계가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권리자당 점유면적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문헌검

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세권이 용도지역 변경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 따라 구역특성

과 주변지역 특성 대신 필지가 속해있는 역세권 또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지하철 역의 역

세권 특성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여 역세권 정보를 추가하였다 가장 까까운 역의 

이용자수 역세권 내 공동주택 단독ㆍ다세대주택 상업용도 업무용도 기타용도의 각 연

면적 비율 역시 독립변수로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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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과정 및 분석방법 

자료의 가공과 통계분석은 과 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과정 및 방법은

우선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적정 변수를 도출하였고 다음으로 선

택된 독립변수는 회귀분석을 통한 다중공선성 검증을 통해 공선성 수치가 높은 변수를 제

거하여 최종 독립변수를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최종 구축된 독립변수를 바탕으로 종속변

수의 수준을 고려한 다수준 모형 을 사용하였다

이 때 건축물 및 필지변수를 수준 으로 해당 역세권과 관련된 변수를 수준

으로 하는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다수준회귀 모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분석 

이전에 동일한 상태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본 계획의 전제가 되는 년 도시기본계획이 역세권 중심의 공

간구조 구상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역세권 내의 필지로 설정하였다 또한 용도지역별 

현상을 각각 파악하고자 상업지역 필지 준주거지역 필지를 대상으로 각각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변수의 내용과 자료출처는 표 과 같다

변수 설명 단위 자료출처 

종속
변수

건축물 밀도, 
상업,업무 용도의 밀도

용적률, 상업ㆍ업무용도 연면적의 밀도 필지
과세대장, 2015

KLIS 편집지적도, 2016

독립
변수

필지‧건축물 특성

대지면적, 주거연면적, 상업ㆍ업무연면적, 

기타연면적, 건축물 경과년수, 공시지가(2016), 

지하철역까지 직선거리, 버스정류장까지 

직선거리, 권리자당 점유 연면적

필지

건축물대장, 2016
과세대장, 2015

토지특성조사자료, 2016
KLIS 편집지적도, 2016
UPIS 지하철역, 2014

TOPIS 버스정류장, 2017

용도지역 특성
상업지역 여부, 1995년 이후

상업지역으로 변경 여부
필지

시기별 UPIS 용도
지역을 참고하여 제작

최(最)근거리 역 또는 
해당 역세권 특성

역 이용자수, 역세권 내 공동주택의 연면적 비율, 

역세권 내 단독‧다세대주택 연면적 비율, 역세권 

내 상업용도 연면적 비율, 해당 역세권 내 

업무용도 연면적 비율, 해당 역세권 내 기타용도 

연면적 비율, 역세권의 중심지 위계

역세권
서울시 통계자료, 

‘04~’14
과세대장, 2015

<표 7> 분석변수와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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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1) 기술통계

종속변수인 용적률은 구축된 역세권 필지 개 평균이 약 이며 상업ㆍ업무용

도의 평균 면적비율은 이다 즉 역세권 내의 필지는 전체용적률 대비 약 가량이 

중심지와 관련된 용도인 상업ㆍ업무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 중 대지면적은 평균 약 ㎡이며 그 범위는 만㎡ 가량으로 매우 넓다

권리자 당 점용면적은 평균 ㎡이고 그 범위는 약 만㎡까지이다 지하철역까지 평균 

직선거리는 ㎡ 버스정류장까지는 이다

용도지역과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역세권 내 기존 상업지역 년 이전 지정 필지

수는 총 개로 에 달하며 이 중 년 이후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필지는 개

로 전체 필지의 를 차지한다

중심지와 관련해서는 도심ㆍ부도심에 해당하는 역세권 내 필지가 총 개로 역세권 필

지 대비 이며 지역중심에 해당하는 역세권 내 필지가 총 개로 이다 지구중심

에 해당하는 역세권 내 필지는 개로 가장 많으며 역세권 필지 중 에 해당한다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용적률 136,834 9.6 1,958.5 220.93 110.61 

상업업무용도 용적률 136,834 - 1,958.5 79.66 147.51 

대지면적 136,834 10.0 2,190,341.8 412.57 10,326.07 

주거연면적 136,834 - 279,141.1 369.12 2,565.12 

상업ㆍ업무연면적 136,834 - 844,240.4 431.25 4,565.18 

기타연면적 136,834 - 214,194.6 44.27 1,064.26 

건축물 경과년수 136,834 - 105.0 20.82 10.55 

공시지가 136,834 306,200 83,100,000 3,884,772.74 3,195,976.53 

지하철역 직선거리 136,834 3.7 498.9 325.34 110.76 

버스정류장 직선거리 136,834 0.2 497.3 126.13 66.81 

권리자당 점유면적 136,834 9.89 212,615.29 440.36 1,910.47 

<표 8> 기술통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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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선택

표 은 다수준 모형과 선형회귀 모형의 비교 결과이다 모형 은 선형회귀분석 모형

는 필지ㆍ건축물 등 특성 역세권 특성을 고려한 다수준 분석이다

모형 에서 대부분의 독립변수들은 예상된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만 모형 와의 비교를 위해 와 

값을 비교하였다 이들 값은 여러 분석모형 사이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모

형을 선택하는데 기준이 되는 값으로서 그 값이 작을수록 설명력이 높다 표 의 와 

값을 비교해보면 선형회귀분석모형보다 다수준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한다

종속변수 : 용적률
model 1 model 2

Coef. t Coef. z

필지 정보

대지면적(㎡) -0.002 *** -64.180 -0.002 *** -63.380
주거연면적(㎡) 0.009 *** 75.670 0.009 *** 74.590
상업,업무연면적(㎡) 0.003 *** 42.200 0.003 *** 42.520
기타연면적(㎡) 0.006 *** 24.110 0.006 *** 24.380
건축연한(년) -2.369 *** -103.410 -2.314 *** -100.630
공시지가(원) 0.000 *** 102.860 0.000 *** 96.170
지하철역까지 직선거리(m) -0.006 *** -2.820 -0.001 -0.340
버스정류장까지 직선거리(m) -0.041 *** -11.050 -0.039 *** -9.900
권리자당 점유면적(㎡/인) 0.010 *** 62.910 0.009 *** 56.730

용도지역 

정보

95년 이전 상업지역 90.731 *** 66.750 101.681 *** 65.900
95년 이후 변경 상업지역 34.076 *** 14.110 32.226 *** 13.300
95년 이후 변경 상업지역 구역면적(㎡) 0.000 *** -4.090 0.000 * -2.180
95년 이후 변경 경과년수(년) 1.743 *** 16.900 1.547 *** 14.590

중심지 

구분

도심·부도심(vs.일반역세권) -2.494 ** -2.520 -19.142 * -2.250
지역중심(vs.일반역세권) -2.534 *** -2.880 7.581 0.810
지구중심(vs.일반역세권) -5.794 *** -9.200 -5.003 　 -0.690

해당

역세권

정보

(level2)

최근거리 역 이용객수(만명) 0.003 *** 6.280 0.003 　 0.590
역세권 내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 0.114 *** 19.860 0.083 * 1.870
역세권 내 단독다세대 연면적 비율(%) 0.261 *** 25.070 0.185 * 1.930
역세권 내 상업용도 연면적 비율(%) 0.028 *** 3.150 -0.068 -0.950
역세권 내 업무용도 연면적 비율(%) 0.088 *** 9.610 0.205 *** 3.790
역세권 내 기타용도 연면적 비율(%) 0.107 *** 9.090 0.056 　 0.600

상수 192.630 *** 115.280 197.327 *** 19.670

statistics

obs 136834 　 136,834 　
no. groups(st) 　 　 280 　
F 3580.61 *** 　 　 　
adj R_squared 0.3653 　 　 　
df 22 　 25 　
AIC 1614025 　 1608040 　
BIC 1614251 　 1608285 　
ICC 　 　 　 　
log likelihood 　 　 -803994.8 　
LR chi2(22) 　 　 　 50289.07 *** 　

*p<0.10, **p<0.05, ***p<0.01

<표 9> 모델 비교(선형회귀모델, 다수준회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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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수준 분석 결과

표 의 모델 은 용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용도별 

연면저가 권리자당 점유면적 년 이전ㆍ이후 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 이후 경과년수

독립변수 ＼　종속변수
용적률(model3) 상업업무 용적률(model4)

Coef. z Coef. z

필지 

정보

대지면적(㎡) -0.002 *** -64.180 0.000 　 1.590

주거연면적(㎡) 0.009 *** 75.670 -0.003 *** -22.810

상업,업무연면적(㎡) 0.003 *** 42.200 0.003 *** 42.040

기타연면적(㎡) 0.006 *** 24.110 -0.007 *** -22.800

건축연한(년) -2.314 *** -103.410 -0.751 *** -25.040

공시지가(원) 0.000 *** 102.860 0.000 *** 132.180

지하철역까지 직선거리(m) -0.001 -2.820 -0.024 *** -7.850

버스정류장까지 직선거리(m) -0.039 *** -11.050 -0.185 *** -36.030

권리자당 점유면적(㎡/인) 0.009 *** 62.910 0.011 *** 53.750

용도지역 

정보

95년 이전 상업지역 101.681 *** 66.750 95.257 *** 47.410

95년 이후 변경 상업지역 32.226 *** 14.110 25.316 *** 8.010

95년 이후 변경 상업지역 구역면적(㎡) 0.000 *** -4.090 0.000 *** -3.770

95년 이후 변경 경과년수(년) 1.547 *** 16.900 2.447 *** 17.710

중심지 

구분

도심·부도심(vs.일반역세권) -19.142 ** -2.520 -10.103 -1.130

지역중심(vs.일반역세권) 7.581 -2.880 8.664 0.880

지구중심(vs.일반역세권) -5.003 　 -9.200 1.057 0.140

해당

역세권

정보

(level2)

최근거리 역 이용객수(만명) 0.003 6.280 0.012 ** 2.190

역세권 내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 0.083 * 19.860 0.034 0.720

역세권 내 단독다세대 연면적 비율(%) 0.185 * 25.070 -0.382 *** -3.760

역세권 내 상업용도 연면적 비율(%) -0.068 3.150 -0.124 * -1.650

역세권 내 업무용도 연면적 비율(%) 0.205 *** 9.610 0.070 1.210

역세권 내 기타용도 연면적 비율(%) 0.056 9.090 0.025 　 0.250

상수 197.327 *** 115.280 55.535 *** 5.180

statistics

obs 136834 　 136,834 　

no. groups(st) 280 　 280 　

df 25 　 25 　

AIC 1608040 　 1680485 　

BIC 1608285 　 1680730 　

log likelihood -803995 　 -840217.35 　

LR chi2(22) 50289.1 *** 　 50925.41 *** 　

*p<0.10, **p<0.05, ***p<0.01

<표 10>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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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역세권 내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 단독다세대 연면적 비율 업무용도 연면적 비율이 

양 의 관계를 보이고 대지면적 건축연한 버스정류장까지 직선거리 일반역세권에 비해 

도심ㆍ부도심 역세권 여부가 부 의 관계를 보이며 지하철역까지 직선거리 일반역세권

에 비해 지역중심 지구중심 여부 역 이용객 수 역세권 내 상업용도 연면적 비율 기타용

도 연면적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개발밀도에 영향

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설 은 용도지역 변경이 용적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

서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모델 는 용적률 중 상업지역으로 변경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업업무 용적률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과 달리 주거연면적 기타연면적이 부 의 관계를 

가진다 상업ㆍ업무연면적 권리자당 점유면적 년 이전ㆍ이후 상업지역 변경 이후 경과

년수 가장 가까운 역 이용객수는 양 의 관계를 보이며 건축연한 지하철 및 버스정류장

까지 직선거리 역세권 내 단독다세대 연면적 비율 상업용도 연면적 비율은 부 의 관계

를 보인다 이 경우 대지면적 역세권의 중심지 여부 역세권 내 공동주택 연면적 업무용도 

연면적 비율 기타용도 연면적 비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세권 내 업조닝지역이 업조닝 되지 않은 지역보다 용도 상업업무 용적률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역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이 상업업무용적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에서 업조닝의 효과는 역세권 내의 위계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

였으나 용적률이 종속변수인 모델에서는 도심ㆍ부도심만 유의하나 부 의 방향성을 보

이고 상업업무 용적률이 종속변수인 모델에서는 모두 유의하지 않아서 가설 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의 효과 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문헌 선행연구를 먼저 분석하였고 년도 과세대장 및 각종 서울시 공공자료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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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건축물 용도지역 역세권 특성에 대해 서울시 개 역세권 범위를 대상으로 필지

단위까지 분석하여 용적률과 중심기능의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통계적 분석

하고자 하였다 특히 총 역세권 내 대지인 필지 수에 육박하는 개의 필지 를 구축ㆍ

사용한 것은 거의 전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분석단위 측면에서도 관련 선행연구와 비

교할 때 가장 구체적이어서 현실의 상황을 가장 유사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세권 공간구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은 해당 필지 내 건축물의 

용적률과 상업업무 용적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어 시가지 관리를 위한 역

세권 중심의 용도지역 변경 정책의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역세권의 

위계별로 고밀을 지향하는 공간구조의 방향은 본 연구 결과로는 실현되었다고 하기 어려

웠다

본 연구는 서울시 전체 역세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개발요인 용적률

용도 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이 개발밀도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역세권의 형성시기

와 용도지역 변경 시기 간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용도지역 변경 전후

의 개발밀도 비교를 통한 변화량의 보완과 역세권 형성과 용도지역 변경 시점의 시간적 

고려를 추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년 이전부터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년 이후에 변경한 경우보

다 개발밀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단순히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경과년수가 클수록 신축 등 건축물의 변화 확률이 높아 개발밀도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 이후의 지가변화 지역의 개발여건 등의 요인과 함

께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해석해야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권영덕, ｢서울시 중심지위계 설정과 재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2.

2. 권영덕ㆍ장남종, ｢역세권에 대한 도시계획차원의 대응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3. 매일경제, “강남대로 상업지역 확장 ‘뜨거운 감자’(보도자료)”, 2017.4.14.



역세권 내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개발요인 영향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189

4. 서여림ㆍ김기호, “1960년대 이후 도시기본계획이 서울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미친 영

향: ‘다핵도심구상’의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7권 제3호, 한국도

시설계학회, 2016, pp.5-23.

5. 서울특별시, ｢2011년을 향한 서울도시기본계획｣, 1997

6. 서울특별시, ｢2030 서울플랜｣, 2014

7. 서울특별시, ｢서울 도시개발 장기구상 중기계획｣, 1980

8. 서울특별시,“2030년 서울의 미래상 ‘소통과 배려의 행복한 시민도시’(보도자료)”, 2013.9.27.

9.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3권｣, 한울, 2003

10. 송미령, “서울 공간구조의 변화와 특징: 1980~1990 고용과 사무실 공간의 분포를 중

심으로”, ｢국토계획｣, 제32권 제4호,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1997, pp.209-228.

11. 안영수ㆍ이승일, “서울시 지하철 접근도 변화와 용도지역 변화의 연관성 분석”, ｢국
토계획｣, 제45권 제4호,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10, pp.159-170.

12. 윤병훈ㆍ남진, “서울시 개발밀도 실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

계획｣, 제48권 제5호,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13, pp.177-196.

13. 윤혜림ㆍ남진, “서울시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국토

계획｣, 제48권 제3호,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13, pp.165-180.

14. 이원영, ｢서울21세기구상 부문별정책 구상｣, 1994

15. 이제원,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양상 변화의 관계 분석: 1995년 이후 용도지

역이 변경된 지역을 대상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6. 이지은ㆍ이소희ㆍ이명훈, “서울시 개발밀도 실현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

45권 제5호,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10, pp.53-63.

17. 이창무ㆍ김흥순ㆍ김미경, “역세권개발과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 ｢국토계획｣, 제42권 

제6호,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07, pp.67-88.

18. 이희연ㆍ김홍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수도권의 공간구조 변화: 1980~2000년”, ｢국
토계획｣, 제41권 제1호,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06, pp.133-151.

19. 조아라ㆍ김수연ㆍ이명훈, “서울시 지하철 환승역세권의 개발밀도 특성 및 실현율 영향요

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8권 제3호,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13, pp.307-327.

20. 최막중ㆍ김수진ㆍ임혜연, “한국의 고밀 주거개발이 대중교통 활성화에 미친 효과: 

서울의 아파트와 지하철 공급의 선ㆍ후관계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51권 제4호, 



190  住宅硏究 제 25 권 제 3 호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16, pp.161-173.

21. 최상철, 강병기, ｢서울도시계획, 정비구상 – 당면과제와 논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0

22. 홍남희ㆍ이명훈,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의 서울시 도시공간구조 변화특성에 관

한 연구”, ｢국토계획｣, 제46권 제1호,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11, pp.39-50.

23. Hyungun Sung, Chang Gyu Choi, ‘The link between metropolitan planning and trans-

it-oriented development(TOD): An examination of the Rosario Plan in 1980 for Seoul, 

South Korea’, Land Use Policy, 63, 2017, pp.514-522.

 접  수  일  2017. 08. 12.

 심  사  일  2017. 08. 16.

 심사완료일  2017. 08. 26.



역세권 내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개발요인 영향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191

국문요약

역세권 내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개발요인 영향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1995년 전후,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 실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인 상업지역으로 변

경 지정하였다. 상업지역 지정은 대부분은 역세권, 기성시가지에서 지구단위계획(당시 

상세계획)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실제 도시의 변화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서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했다. 더욱이 지금도 다수의 자치구에서는 상업지역으로의 

상향 지정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물, 필지, 역세권 등과 관련된 각종 서울시 공공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280개 역세권 범위를 대상으로 필지단위까지 분석하여 1995년 이후 상업지역 지

정이 용적률과 상업,업무 용도의 밀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총 136,834개 필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995년 이후 상업지역으로의 지정이 개발

밀도와 상업업무 용도의 밀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995년 

이전부터 상업지역이었던 지역에 비해서는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는 없었다. 또 필지

가 속해있는 역세권의 중심지 위계가 높을수록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판단과는 달리 역세권의 중심지 위계는 개발밀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전체차원에서 과거 20여년 간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의존하였던 용

도지역 변경의 효과에 대해 객관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향후에는 지역별로 분석을 하거나, 지역특성에 관한 변수를 추가로 투입

하여 보다 정교한 양상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합리적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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