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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most popularly visited places of Seoul today, like Myoung-dong and Insa-dong currently have high night-time crime

rate and depopulation problems. These places once were residential area originally. With the intention to promote the

revitalisation, the planning authorities have been designating the average residential area attracting many visitors as Commercial

Zone where the residential use is normally not permitted. There are many residential areas in Seoul, such as Hongdae-ap,

Itaewon, Buk-chon, Seo-chon arising as the latest popular destination for visitors. These places show the similar symptoms of

gradual depopulation and increasing night-time crime rate as the old ones di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onditions affecting the revitalized streets within urban neighbourhood of Seoul and

the feasible range of application for urban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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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압구정 가로수길, 홍대앞, 이태원, 북촌, 서촌 등 오늘

날 서울의 명소로 새로이 주목받는 지역들 중 대다수가

일반주거지역 내 생활가로망을 중심으로 문화적 장소성

을 형성하였으며 유동인구수 증가와 비례한 상업화가 한

창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진행된 상태이다. 이렇듯 평범한

주거지 내 가로가 점차 명소화될 경우 지가 상승, 상업

및 업무용도의 증가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재개

발 등 구역지정이 되고 이 후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되는 과정은 명동, 인사동과 같이 보다 오래된 명소

들이 거쳐 간 전형적인 국내 도시화 과정이다.

보다 오랜 명소인 명동, 인사동 같은 장소들은 현재 상

주인구밀도가 무척 낮은 상업지역이며 낮시간엔 관광객

들로 최고의 유동인구 수를 기록하지만 폐점시간인 오후

10시 이후에는 야간 공동화와 높은 강력범죄율이 나타난

다.1) 현재 상업화 중인 주거지 내 유명 가로들에도 점차

이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증가 중이며 이를 참조할 때 도

심가로의 야간 공동화와 이에 따른 범죄율 증가는 가로

* 홍익대 건축학과 조교수, 영국공인건축사

1) ‘도시공간과 사람, 명동이야기-2화’, 한겨레신문, 2011-10-13

‘대구 중구-서울 중구-광주 동구 강력범죄 톱3’, 동아일보, 2013

에 면한 주거용도의 감소와 연관됨을 알 수 있다.2)

이미 첫번째 도시화단계를 지나 탈도시화에 따른 재도

시화를 모색하는 국내 대도시들의 현실상 도심가로의 지

속적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며 본 논문은 활성화된 상태

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갖는다. 현재까지의 서울시 정책

상 도심가로의 활성화는 상업화에 초점을 맞춰왔다.3) 하

지만 근생가로의 상업화가 극단적으로 가속화된 곳에선

상주인구가 이탈하고 야간의 공동화 및 강력범죄율 증가

와 같은 문제점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장기

적 관점에서 상업지역 이미지 하락 및 도심쇠퇴로 이어

질 수 있다4). 이에 본 논문은 이미 활성화된 생활가로의

탈도시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속가능한 활성

화 조건들과 적절한 적용범위를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주요 연구 대상은 국내 대도시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

는 서울시내의 근생가로들로 한정한다. 가로의 활성화를

2) 김동근 외, 토지이용에 따른 도시범죄에 대한 연구, 국토계획

학회지, 2007, p.160

3) 이지연, 서울화양동주거지역의 도시조직과 상업화에 따른 건

축물의 변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3, p.34

4) ‘홍대앞 상반기 112신고 9천여건’, 마포신문, 2012-04-23

김성태, 도심공동화의 문제점분석 및 활성화방안, 한국주거환경

학회지, 2007,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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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하는 단서로서 서울시의 2012년 가로별 유동인구수

치통계를 참조하여 주거지역 중 유동인구수가 가장 많은

가로 10곳과 가장 적은 10곳을 선정,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제도 및 선행연구에 나타난 생활가

로 활성화 조건들을 분석항목을 선정하고 조사 대상 가

로들을 분석하여 조건별 활성화 요건과 부작용을 유발하

지 않는 적용범위를 제시할 것이다.

2. 선행 연구 고찰

상기 제기된 근생가로의 도시화단계에 따른 변화는 아

래 그림과 같은 세 가지 주제어들의 연관관계 속에서 논

의되어야 한다.

그림 1. 선행연구 간 관계도

위 다이어그램은 아래 도시 성장 및 쇠퇴 그래프 상 도

심부(Core) 인구곡선 좌우 끝이 상호 맞물린 순환구조로

서 그려졌다.

그림 2. 도시화단계별 인구변화 그래프(Van den Berg, 1982)

기존에 이루어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본바 크게 두 종

류의 담론 안에서 위 주제어들을 다루고 있었다.

첫 번째 담론은 근생 및 상업화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김영재(2002)는 근린에 대한 개념적 고찰을, 김동진(2007)

은 근생용도, 가로공간과의 연계방식에 대해 고찰을, 임

유경(2012)은 국내 도시화지역의 일반주거지 비율이 50%

에 이름을 언급하며 근생환경 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및 관련 법제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이 세 연구는 국내

근생용도에 대한 배경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서울시내 근생가로의 상업화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김

흥순(2010)의 가로수길과 삼청동길의 활성화과정과 요소

에 대한 고찰, 김성홍(2012)의 도로망, 지하철노선 개발

및 지가사승에 따른 강남주거지의 상업화, 주거블록 주변

상업용도 및 서비스 업무시설의 내부침투에 대한 고찰,

이지연(2013)의 화양동 주거지의 고밀화, 역세권형성에

따른 상업화과정,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상업지역화에 대

한 고찰이 있었다.

두 번째 담론은 도심주거지의 공동화와 재정비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양재섭(2001)은 1980년대 이 후 서울도심

상주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주거기능의 양적감소 및 질

적쇠퇴, 주야간 인구불균형, 직주불균형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이에 주상복합건축물 유형, 보행친화적

인 복합용도개발, 도심주거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

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김성태(2007)는 도심부에 주요

기능의 집중이 주거기능쇠퇴, 지가상승, 상주인구감소, 주

야간 인구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토지 및 기반

시설 이용률저하, 교통체증, 기존 상권 침체, 지역재정축

소, 치안문제를 유발함을 언급했다. 임준홍(2001)은 위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심상주인구 회복이 필요하다며

도심주거지 정비 및 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제시했다.

박훈(2011)은 무분별한 도시확산으로 인한 국내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도심공동화, 지지인구기반감소, 경쟁력 약

화를 지적하고 도심으로의 인구, 산업 회귀를 통한 재활

성화를 제안했다. 그 외 김동근(2007)은 용도지역과 범죄

율 간 상관관계를 고찰했는데 주거연면적비율이 높은 곳

이나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상업지역에 비해 낮은 범죄율

이 나타났고 박성민(2006)은 가로에서 인지되는 가로입면

상 전체 창호면적이 클수록 범죄율이 낮다는 것을 밝혔

다.

이상 선행논문들은 그림1의 삼각고리 중 하나 또는 두

개에 한한 주제어에 주목했다. 즉, 침체된 가로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상업화에 초점을 두었고 상주인구감소로 인

한 기존 근생가로의 상업적, 환경적 쇠퇴는 도시재생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이에 반해 본 논문은 세 개 주제어

를 상호 연속적이며 소모적인 순환관계로 이해하고 이

순환을 최소화함으로써 활성화된 근생가로가 오래 지속

가능한 조건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3. 대상가로 선정

3.1 선정조건과 절차

2012 서울 유동인구조사는 07~21시에 한하여 시내

2000 가로의 시간별, 요일별 유동인구수를 기록하였다.

논문은 그 중 유동인구수가 가장 많은 상위가로군과 그

반대인 하위가로군의 현황 조건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조건별 적용범위에 따른 가로활성화와의 연관성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상하 각 10%에

속하는 일반주거지역 가로 134, 178곳을 선별하였다. 이

후 환경 및 용도변화가 예상되는 지구단위구역, 정비구

역,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속한 가로들을 제외시켰고 그

다음 지하철입구로부터 보행거리 100미터 내 위치하거나

대중교통이용자가 많은 중로 즉, 폭12미터, 왕복4차로 이

상 가로5)를 제외시켰다. 이로써 남겨진 가로들은 상위 10

곳, 하위 93곳이었으며 이 중 각 10곳을 최종 분석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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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였다.

최초

선정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

선정
주거용도

지역

지구단위구역/재

정비촉진지구/정

비구역 제외

중로이상규모/

지하철역

100미터 내 제외

상위10%,

200곳 >
34곳 > 14곳 > 10곳 > 10곳

하위10%,

200곳 >
179곳 > 128곳 > 93곳 > 10곳

표 1. 단계적 조건 적용에 의한 대상수

이상의 단계별 조건 선별시 아래와 같은 점들이 발견

되었다;

Ÿ 상위10% 가로 중 일반주거지의 비중은 17.5%, 하위

10%는 약 90%로 일반주거지의 가로상 유동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었다.

Ÿ 상위10% 주거지 가로 중 1종지구단위구역, 재정비촉

진지역, 주택재개발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은 약 59%,

하위의 경우 약 28.5%로 상위가 하위보다 약 2배 가

량 많았다. 이로서 유동인구가 많은 주거지일수록 현

서울시 도시설계 정책상 용도상향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Ÿ 중로이상 규모, 지하철역 100내 가로를 제외하고 남겨

진 수는 하위가 상위의 약 9배 정도 많았다. 이를 통

해 주거블록 내부에 활성화된 가로의 수가 매우 적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상황을 종합할 때 국내 도심주거블록 내 생활가로

는 활성화 정도가 낮으며 활성화된 가로의 경우 근린성

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3.2 기초조건 비교

주소 용도지역
지하철역거리

(평균 287m)

가로폭 및

보행조건

일평균

유동인구

(월~토)

사당동

89-61
2종일반

100m(4호선

이수역)
6m 이면도로 19,393

봉천동

1634-9
2종일반

210m(2호선

낙성대역)
6m 보행로 18,724

역삼동

817-9
2종일반

190m(2호선

강남역)
6m 이면도로 18,658

상도3동

315-22
2종일반

275m(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6m 이면도로 18,361

길동

363-6
2종일반

330m(5호선

길동역)
6m 이면도로 17,853

신사동

546-8
2종일반

675m(3호선

신사역)

2차로/ 양편

3m보도
16,571

암사동

496-2
2종일반

165m(8호선

암사역)

6m

보행로(아케이드)
14,285

상계동

389-125
2종일반

320m(4호선

상계역)

3차로/ 양편

3m보도
12,883

화양동

12-31
2종일반

295m(2호선

건대입구역)
6m 이면도로 12,724

길동

400-1
2종일반

310m(5호선

길동역)

보차분리 6m

이면도로
12,045

표 2. 주거지 내 유동인구수 상위 10곳

5) 오주형, 도시공간조직에 대응하는 주거지정비방안연구, 건축

도시공간연구소, 2011, p. iv. 기성주거지 가로체계상 내부가로규

모 언급

주소 용도지역
지하철역거리

(평균 561m)

가로폭 및

보행조건

일평균

유동인구

(월~토)

반포1동

740-10
2종일반

337m(9호선

신논현역)
6m 이면도로 869

신당1동

304-368
2종일반

485m(6호선

응암역)
3m 이면도로 841

논현동

45-5
2종일반

245m(7호선

논현역)
6m 이면도로 831

방배2동

978-13
2종일반

520m(2호선

방배역)

2차로/ 양편

3m보도
825

가락동

35-1
2종일반

382m(3호선

오금역)
6m 이면도로 812

동소문동1

가 140-1
2종일반

290m(4호선

한성대입구역)

2차로/ 단편

2m보도
801

영등포동2

가 94-135
2종일반

774m(5호선

영등포시장역)
6m 이면도로 685

신사1동

27-8
2종일반

485m(6호선

응암역)
3.5m 이면도로 654

숭인1동

56-24
2종일반

285m(6호선

창신역)
3m 이면도로 351

연희동

196-23
2종일반

1,810m(경의선

가좌역)
6m 이면도로 313

표 3. 주거지 내 유동인구수 하위 10곳

최종 선정된 상하위 가로는 위와 같으며 답사 전 기초

고전을 상호 비교시 다음과 같은 특이점들을 발견하였다.

Ÿ 상하위 모두 2종일반주거로 이 용도지역은 가로 성격

에 따라 근생용도의 비중이 극단적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Ÿ 지하철역 평균거리는 상위 287m(보행 약 3.5분 거리),

하위 561m(보행 약 6.7분 거리)로 상위가 하위의 약 2

분의 1 정도이며 지하철역에서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유동인구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상하위 군

의 변동폭을 볼 때 상호중복되는 범위가 50% 이상이

기에 상위군의 지하철역 거리가 활성화의 절대조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Ÿ 보행전용이거나 보차분리된 도로는 상위10곳의 50%,

하위10곳의 20%로 보행환경이 좋을수록 유동인구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발견된 사항 중 지하철까지의 거리조건이나 보행

조건은 주거지에만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인 특성으로 보

인다. 다만 주목할 점은 유동인구수가 가장 많고 적은 생

활가로들 모두 2종일반주거지에 속하는 것이다. 이는 2종

일반주거지 내 생활가로의 경우 가로성격에 따른 용도변

이가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국토해

양부 지자체 통계연보에 따르면 2종일반주거지역은 2011

년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역의 22%, 전체 주거지의

43%로 단일용도지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지역 내 가로가 보다 활성화될 경우 도시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4. 대상 분석

4.1 분석항목

선정된 가로에 대한 분석항목들은 가로조건 형성에 영

향을 주는 법규들, 선행연구들의 유사분석들 그리고 2012

년 유동인구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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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사한 분석이 포함된 선행연구들 중 본 논문에

가장 근접한 5개 논문을 살펴본바 최재원(2009)은 가로경

관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범위에 한정, 기본요소 및 부수

적인 요소를 세분화하였다. 김흥순(2010)은 가로수길, 삼

청동길의 활성화를 측정하기 위해 경제적, 물리적, 행위/

인간활동, 다양성, 이미지의 5가지 항목으로서 각각 공시

지가, 건물높이 대비 가로폭, 보행량/교통량, 건물용도, 방

문자들의 인식를 선정했다. 오주형(2011)은 기성주거지

정비사업을 진단하기 위해 분석항목들을 추출하였고 임

유경(2011, 2012)은 관련된 법규체계를 살펴보았다. 박성

민(2006)의 경우 가로입면 상 창호면적비율과 범죄율 간

연관성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가로공간의 행인과 가로변

건물 안의 주민 간 시선교차가 가능한 창호와 그렇지 못

은 창호를 구분하였다. 이는 세부적인 가로입면의 조건에

따라 가로공간과 인접건물 간 인식적 연관성을 고찰한

점에서 본 논문상 입면연속도와 관련된다.

이상 선행연구 상 나타난 분석항목들은 아래 표와 같

다. 본 논문은 유동인구수를 기준으로 가로공간의 선형적

형태에 한정한 20개 표본을 비교분석하기에 물리적 요소

들의 경우 기본항목들만 조사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

해 가로망패턴, 교통량, 가로시설물, 입면재질, 노후도 등

의 간접 요소들은 제외하였고 대신 보행조건을 추가하였

다.

공간 형 분류 항목 A B C D E 연관성

경계 공시지가 - ● - - - ●

행위
유동인구수 - ● - - - ●

교통량 - ● - - - ×

다양 용도 - ● ● ● - ●

인식 이미지 - ● - - - ●

가로폭 ● ● ● - - ●

층수/높이 ● ● - ● - ●

세대수 - - ● - - ▲

용적률 - - ● ● - ▲

맞벽 - - - ● - ●

개구부면적/크기 ● - - - ● ●

건축선 ● - - - - ▲

주출입구 - - ● - ●

가로측

입면비율(세장비)
- - ● - - ●

경계 이격거리/

일조사선
- - ● ● - ●

입면형상 ● - ● - ▲

입면재질/문양/색

채
● - - ● -

×노후도 ● - - - -

간판 ● - - - -

가로시설 ● - - - -

기 타

가로망패턴 - - ● - -

×
가구구성 - - ● - -

대지분할 - - - ● -

주거유형 - - ● - -

A-최재원(2009), B-김흥순(2010), C-오주형(2011), D-임유경(2011, 2012),

E-박성민(2006) (연관성: ●-직접적, ▲-간접적, ×-미약)

표 4. 선행연구 내 분석항목들과 연관성

최종 선정된 항목들은 표5와 같이 크게 3부류, 작게 10

개로 나뉜다.

첫째, 선정된 가로공간의 물리적인 조건들로서 도로폭,

보행조건, 가로입면을 구성하는 양편 건물군의 평균 층

수, 평균 층수변화 그리고 1층 가로입면 상 건물 간의 간

격을 토대로 측정한 가로입면 연속도를 선정했다. 이는

도로분류체계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 건물매스의 규모를 규정하는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물매스의 형태를 규정하는

건축법/건축법시행령/지자체건축조례, 각 필지의 부설주

차장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법”과 연계된다.

둘째, 건물의 용도를 살펴보는 내용적 조건들로서 최다

용도비율과 야간공동화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주거용도

비율을 선정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상 용도지역과 연계된다.

셋째, 시간에 따라 조건이 변하는 유동적인 요소들로서

일평균유동인구, 하루 중 최고유동인구수치를 기록한 시

간대, 가로변 건물들의 평균공시지가를 선정했다. 이는

2012년 서울 유동인구조사 통계자료 및 전국개별공시지

가 자료와 연계된다.

참 조 연 계 최종 항목 선정

도시·군

계획시설

의

결정·구

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

도로의 사용

및 형태 도로폭

도로의 규모

보행조건
도로의 기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제한
평균 층수

건폐율

평균 층수변화용적률

층 수

1층 입면연속도

건축법/

건축법시

행령/

서울시건

축조례

도로사선

높이제한

최다용도비중6)

일조사선

높이/

이격거리제

한

주거층비중7)
맞벽

건축선

인접대지경

계 이격거리 일평균유동인구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최고유동인구

시간대
2012년

유동인구

조사

주평균

유동인구

요일별

유동인구

평균공시지가

시간대별

유동인구

전국개별

공시지가

필지별

공시지가

표 5. 분석항목별 관련법규 연계

6) 최다용도 개체 수/ 각 용도별 개체 수 합계. 개체의 크기와

무관하게 수량만 산정함으로써 용도별 빈도수에 주목

7) 건물별 주거+준주택 층 수의 합계/전체 건물 지상층수(필로티



활성화된 주거지 내 가로공간의 지속가능성 연구

大韓建築學會論文集 計劃系 제30권 제11호(통권313호) 2014년 11월 77

1단계_사진측량

관측점 중심 100m 직경 내 현장답사

2단계_입면다이어그램

입면다이어그램 작도. 연결가로구간 입면상 표기

3단계_1층 입면연속도

1층 입면연속도 = 가로와 연계된 구간 총 합계 / 전체 100미터

표 6. 단계별 입면분석도

4.2 분석방법

선정된 가로의 공간적 분석범위는 유동인구측정지점을

중심으로한 100미터 구간이었다. 먼저 참조자료를 통해

주소지의 유동적 조건들을 파악한 후 현장답사를 하였다.

현장답사에선 가로 양편 건물들을 사진기록하고 층별 용

도를 조사하였다. 이 후 가로변 건축선 10미터 이내 건물

에 한하여 아래 범례에 해당하는 물리적 특성이 표기된

입면다이어그램을 작도하였고 이를 통해 대상 가로별 물

리적, 내용적 조건들을 분석하였다. 범례상 건물용도는

세분화하였는데 주거의 경우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을 일

반주거와 구분하였고 상업의 경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이발소, 미장원, 철물점, 복덕방, 구멍가게 등을

근린서비스, 식료/생필품점으로 표기하여 보다 넓은 소비

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업용도들과 구분하였다.

1층 입면연속도는 가로공간에 접한 건축물이 공동체적

행위나 소통을 허용하는 구간길이를 측정하여 전체 가로

길이로 나눈 것이다. 담장, 주차장, 틈새, 창 없는 벽 등은

불연속구간으로 간주됐지만 소로와 만나는 구간이나 건

물 주출입구는 보행공간이기에 연속구간에 포함됐다.

주차장 제외)의 합계. 주거층 수량만 산정함으로써 주거용도의

면적비중에 주목

4.3 분석결과

상위 10곳 입면다이어그램 하위 10곳 입면다이어그램

사당동 89-61 반포1동 740-10

봉천동 1634-9 신당1동 304-368

역삼동 817-9 논현동 45-5

상도동 315-22 방배2동 978-13

길동 363-6 가락동 35-1

신사동 546-8 동소문동1가 140-1

암사동 496-2 영등포동2가 94-135

상계동 389-125 신사1동 27-8

화양동 12-31 숭인1동 56-24

길동 400-1 연희동 196-23

표 7. 입면다이어그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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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가로주소

가로 폭/

보행조건

평균층수

(a/b면)

평균

층수변화

1층

입면연속도,

a/b면

주거층

비율
최다용도비율 주요성격

일평균유

동인구

최고유동인

구시간대

평균공

지시가

(만원)

사당동

89-61

6m

이면도로
2.5/ 2층 0.36 0.86/0.91 27.7%

식당/카페

36%
골목시장 19,393

수요일

18~19시
472

봉천동

1634-9

6m

이면도로
3.5/ 2.5층 1.00 0.89/0.94 35.9%

주거

22.4%
“인헌시장” 18,724

화요일

18~19시
544

역삼동

817-9

2차로

양편 3m보도
4/ 4.5층 1.42 0.82/0.65 5.7%

식당/카페

41.7%
주점/유흥 18,658

토요일

19~20시
1,750

상도3동

315-22

6m

이면도로
4/ 1.5층 1.11 0.87/0.93 8.5%

식료/생필품

28.6%
“성대시장” 18,361

금요일

17~18시
527

길동

363-6

3차로/ 양편

3m보도
3/ 2.5층 1.11 0.71/0.65 33.3%

일반판매

25.0%
골목시장 17,853

금요일

18~19시
587

신사동

546-8

6m

보행로(아케이드)
3.5/ 6층 1.22 0.81/0.85 12.5%

사무/제조업

33.3%
일반상업/업무 6,571

토요일

15~16시
990

암사동

496-2

보차분리 6m

이면도로
2.5/ 2.5층 1.22 1.00/1.00 13.0%

식료/생필품

49.0%
“암사시장” 14,285

토요일

17~18시
640

상계동

389-125

6m

보행로
4.5/ 4층 0.86 1.00/0.66 21.6%

주거

26.5%
일반상업 12,883

금요일

18~19시
340

화양동

12-31

6m

이면도로
3/ 3.5층 0.58 0.87/0.91 37.8%

식당/카페

38.6%
주점/유흥 12,724

월요일

18~19시
584

길동

400-1

6m

이면도로
2.5/ 3층 1.75 0.77/1.0 13.6%

식료/생필품

26.1%
골목시장 12,045

금요일

17~18시
622

평균치 - 3.25층 1.06 0.86 21% 32.7% - 15,150 - 706

표 8. 상위 10곳 입면다이어그램 분석표

분석항목

가로주소

가로 폭

보행조건

평균층수

(a/b면)

평균

층수변화

1층

입면연속도

a/b면

주거층

비율
최다용도비율 주요성격

일평균유

동인구

최고유동인

구 시간대

평균공지

시가

(만원)

반포1동

740-10

6m

이면도로
3.5/ 4층 1.30 0.71/0.19 44.7%

주거

55%
다세대/업무 869

수요일

18~19시
464

신당1동

304-368

3m

이면도로
2.5/ 3층 0.73 0.72/0.65 86.5%

주거

81.0%
단독/다세대 841

금요일

18~19시
223

논현동

45-5

6m

이면도로
4/ 3.5층 3.78 0.11/0.32 78.4%

주거

78.4%
다세대/업무 831

화요일

12~13시
477

방배2동

978-13

2차로

양편 3m보도
4/ 5.5층 1.78 0.61/0.67 44%

주거

51.9%

다세대/업무/상

업
825

월요일

19~20시
556

가락동

35-1

6m

이면도로
3/ 2.5층 0.77 0.41/0.36 97.8%

주거

97.8%
단독/다세대 812

금요일

18~19시
316

동소문동1가

140-1

2차로

단편 2m보도
n/a n/a n/a n/a n/a 아파트진입로 801

토요일

08~09시
231

영등포동2가

94-135

6m

이면도로
2/ 3층 0.75 0.89/0.51 5.2%

사무/제조

75%
판매/업무/공장 685

화요일

12~13시
253

신사1동

27-8

3.5m

이면도로
2.5/ 2.5층 1.00 0.26/0.17 87.7%

주거

85.3%
단독주택 654

화요일

09~10시
201

숭인1동

56-24

3m

이면도로
3/ 3층 0.86 0.16/0.28 88.7%

주거

88.7%
단독주택 351

화요일

18~19시
276

연희동

196-23

6m

이면도로
4/ 2.5층 2.44 0.01/0.49 91.7%

주거

92.3%
단독/다세대 313

월요일

19~20시
198

평균치 - 3.22층 1.49 0.41 69.4% 78.4% - 698 - 320

(참고: 동소문동1가의 경우 가로에 면한 건물이 없기에 건축물 관련 수치가 “n/a (not available)”로 표기되었으며 항목별 평균산식에서 제외 됨)

표 9. 하위 10곳 입면다이어그램 분석표

입면다이어그램의 분석 결과는 단순히 수치에 집중하

기보다 분석집단 내 수치의 변화와 분포도 그리고 위 항

목과의 연계를 통해 해석하였다.

1) 물리적 조건

Ÿ 가로 폭: 하위 3곳을 제외한 상하위 가로 모두 6미터

이상 폭이었다. 하위 3곳은 폭이 4미터 미만이며 이

규모 이하일 경우 가로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것으

로 보인다.

Ÿ 보행조건: 상위 10곳 중 5곳이 보차분리되었거나 보행

전용도로였다. 반면 하위 2곳만 보차분리 되었다. 이

를 볼 때 차량의 진입 가능성보다 양호한 보행조건이

가로활성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Ÿ 평균 층수 및 층수변화:　상하위 건물군 모두 약 3.2

의 평균 층수이므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

다. 반면 평균층수변화에 있어 하위군이 1.49층으로

1.06층인 상위군보다 약 반 층 정도 변화정도가 컸다.

이는 활성화된 가로일수록 가로입면의 높이가 균일하

다는 것을 암시한다.

Ÿ 1층 입면연속도: 상위군은 건물과 건물 사이 틈을 인

접 상점들이 임의로 점유, 확장한 경우가 주를 이루어

입면연속도가 평균 0.86에 달했다. 반면 하위군은 건

물 간 방치된 틈새 공간과 건물 전면을 가로막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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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필로티 주차장이 많아 가로공간과 인접필지 간 연

계가 미약하여 입면연속도가 0.41였다. 하위가로 9곳

중 8곳이 평균 70% 이상 주거임을 염두에 둘 때 국내

일반적인 주택가 내부가로는 담장 또는 창이 없는 벽

으로 전면가로와 단절된 구간이 많음을 암시한다. 이

러한 결과는 주택의 배치, 형태 그리고 유형을 규제하

는 관련 법, 제도와도 연관된다. 결과적으로 상위가

하위보다 2.2배 높은 입면연속도를 보이는데 생활가로

의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과 전면도로간 직접적 연계

를 높일 필요가 있다.

2) 내용적 조건

Ÿ 주거층비율: 상위군은 5.6~37.8%로 40% 미만이나 하

위군은 0~97.8%로 양극화8) 양상을 보인다. 상위 10곳

중 2곳은 주거층비율이 10% 미만으로 상업화로 인한

상주인구감소가 진행 중이며 야간공동화 가능성이 내

재됨을 알 수 있다. 복합용도건물 내 주거는 모두 최

상층부터 내려오도록 배치되었으며 상업성이 짙은 용

도일수록 1층 가까이 배치되었다. 이를 입면연속도에

비추어볼 때 1층을 중심으로 한 상점들은 경계부 이

격공간으로 확장하여 맞벽으로 만나고 상층부는 기존

이격공간을 유지하는 형태의 수직적 이중성이 발견된

다. 평균치는 하위군이 69.4%로 상위군의 21%보다 높

은데 주거를 제외한 상업용도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인

구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유동인구조사는 야간공

동화 정도를 반영하지 않기에 단순히 이를 활성화의

척도로 삼을 경우 내재된 탈도시화 가능성을 방지하

기 어렵다. 따라서 20~40% 사이의 주거층비율을 유지

하는 상업적 활성화가 바람직할 것이다.

Ÿ 최다용도비율: 상위 가로의 경우 평균 9.5개의 용도가

혼재하고 최다용도 비율이 평균 33%로 가로의 성격이

매우 복합적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하위가로는 평균

3.5개 용도가 혼재하고 최다용도 비율이 평균 70% 이

상으로 가로의 성격이 보다 획일적이었다. 구체적인

용도를 살펴보면 상위가로 10곳 중 6곳이 골목형 시

장으로 식당, 카페, 식료품, 생필품 등 다양한 상업용

도가 주를 이룬다. 반면 하위가로는 주거, 사무/제조가

절대적인 주를 이루어 상업화여지가 매우 적었다.

3) 유동적조건

Ÿ 최고유동인구 시간대: 상위가로 10곳 중 9곳은 일반적

인 퇴근시간인 오후 6시 전후에 최고유동인구수를 기

록했다. 그렇지 않은 1곳의 경우 주거가 12.5%로 낮고

사무/제조 비중이 커 야간공동화 경향이 뚜렷하였다.

하위는 10곳 중 4곳이 오후6시 전후가 아닌 때 최고

수치를 기록했는데 2곳은 주거 5% 미만, 나머지 2곳

은 주거 75%에 입면연속도 0.3 미만이거나 건물이 없

었다. 이로써 주거가 주를 이룰지라도 건물과 가로공

간 간 직접적 연계가 낮을 경우 주거지 특유의 공동

8) 임유경, 근린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건축물 규제 개선 기본방

향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p ii. 주거블록 내 다세대주

택 중심 용도편제로 인한 근생용도 상실언급

체 행위가 유발되기 어렵고 범죄위험성이 증가9)함을

알 수 있었다.

Ÿ 평균공시지가: 상위 평균공시지가는 706만원, 하위는

320만원으로 상위가 하위보다 약 2.2배 높았다. 이는

활성화 및 상업화에 따른 후천적 결과로 보인다.

4.4 소결

이상 진행된 분석결과 아래와 같이 근생가로 활성화의

선천적 조건 및 지속가능한 적용범위를 도출할 수 있었

다.

Ÿ 가로 폭: 4미터 이하 폭은 활성화를 저해하며 상위군

10곳 중 8곳의 폭이 6미터인 3류 소로이므로 활성화

를 위해선 6미터 폭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Ÿ 보행조건:　6미터 도로의 경우 상위군 모두에 다수 분

포하지만 보행환경에 있어선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주거지 내 대부분을 차지하는 6미터 도로의 활성화를

위해선 보차분리를 통한 보행환경확보가 필요하며 노

상주차여지를 제거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 유효폭을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기존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인

근 공공주차장 증설이 필요할 것이다.

Ÿ 1층 입면연속도: 가로공간이 폐쇄적이지 않도록 가로

입면정비를 통해 입면연속도를 최소 0.6이상 유지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바 높은 입면연속도는 상업적 활성

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유동인구가 적은 한적한 주거

지 내 가로의 치안에도 큰 기여를 한다. 따라서 필지

간 이격공간을 쓰임없이 방치하기보다 확장사용이 가

능하도록 제도적 고안이 필요하다. 기존 주택가의 경

우 지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폐쇄적인 담장들을 전

정으로 바꾸거나 필로티주차장의 전면폭을 대지폭의

일정비율 미만으로 한정시켜 소통가능한 가로입면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현

부설주차장 배치규정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Ÿ 주거층비율:　현재 상업적으로 활성화된 생활가로의

탈도시화 방지를 위해선 지구단위계획 상 주거층비율

을 최소 20% 전후, 최대 40% 미만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주거와 근생용도가 복합될 경우 상업성이 높은

저층부에 근생용도를, 상층부에 주거가 배치되도록 가

로 전반에 걸친 용도의 수직분할을 유도해야 한다.

Ÿ 최다용도비율: 활성화된 가로들은 표6 다이어그램 범

례 상 한 용도가 전체의 33% 이하였다. 그러므로 지

구단위계획상 이 수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된 생활가로의 조건은 매우 다양하며 현재 활성

화가 되었더라도 각 조건들이 점진적으로 변하며 너무

과해지거나 약해질 경우 활성화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

기에 적정 범위를 인지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9) 박성민, 창호면적과 노상범죄의 상관성에 기초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6, 가로상 인지가능한 창호면

적이 작을수록 범죄율이 높음을 언급. 본 논문상 “입면연속도”는

1층에 면한 창호가 있는 외벽의 경우 가로공간과 연계가 있는

구간으로 간주함. 입면연속도가 낮은 가로의 경우 가로에 면한

창호가 없는 벽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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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일반주거지는 우리나라 도시화지역의 과반을 차지하며

주거용도를 근간으로 하지만 다양한 근린생활용도를 허

용하기에 지역성격에 따라 다채로운 생활가로들을 형성

하였다. 단지형 아파트개발에 밀려 불과 10여 년 전까지

정체된 채 남아있던 서울 도심의 오랜 주거지들이 다양

한 계기로 장소성에 주목을 받아 오늘날 많은 방문객들

이 그 안의 생활가로를 찾고 있다. 하지만 유동인구의 증

가는 상업화, 지가상승, 상주인구이탈을 유발하며 오래

지속될 경우 야간공동화 및 범죄율상승과 같은 탈도시화

의 부작용을 유발하기에 장기적 안목의 제도적 규제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기존 도시정책상 도심명

소의 활성화는 상업화에 주안점을 두었기에 이에 대한

재고 역시 필요하다. 상주인구와 그들의 인문지리적 생태

계를 상실한 도시조직은 상업화의 절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뿐더러 내재된 공동화 문제로 인해 점진적인 탈도

시화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업적 활성화의 한시성을 극복하고 생활가로

의 지속가능성을 규명하고자 본문에서 유동인구수 상하

위의 생활가로들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느 한 용

도가 전체의 1/3 이상을 넘지 않는 복합적인 근생용도가

생활가로활성화에 가장 큰 조건으로 밝혀졌다. 그 중 주

거용도는 활성화된 가로의 경우 20~40% 비중이 적절하고

그 이상일 경우 유동인구수 증가에 기여하지는 않지만

야간공동화로 인한 탈도시화를 방지하는 전제조건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복합용도의 비율설정과 적정한

배치를 위해선 지구단위설계를 통한 기존 용도지역제의

획일성 극복 및 관리가 필요하다. 활성화의 물리적 조건

으로 일반주거지 내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미터 소로

는 단순 보차분리와 불법주차관리를 통한 유효통행폭 유

지만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주차장 확보가 필요할 것

이다. 더불어 가로에 면한 건물 전면의 개방성과 인접 필

지 간 1층 입면의 연속성이 활성화에 주효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물리적 조건들은 기존 가로환경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에 비해 자발적인 주민참여유도가

용이하고 작은 물리적 개입으로 족하기에 실효성이 높다.

본 연구는 근생가로의 전반적인 활성화조건들과 지속

가능한 적용범위를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각 조

건 별 적용범위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데 있어선 한정적

이었다. 더불어 발견된 조건들을 적용함에 있어 현실적

제약들과 연관된 제도개선방안들에 대한 추가 조사여지

가 많이 있다. 따라서 각 조건별 적용범위에 대한 개별적

인 연구들이 추가되어야할 것이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설계방법론 연구도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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