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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변화진단 요약

- 서울의 10대 트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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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1 늙어가는 서울 시민

2015년 서울시 노년인구 비율 12.3%

Ÿ 서울시 노년인구는 2010년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5년 현재 126만 명으로

2010년 대비 25.9% 증가하였다. 반면에

2015년 유소년인구는 120만 명으로, 노

년인구가 더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하였다.

Ÿ 2005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서울

시 노년인구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15

년 12.3%로 고령사회에 임박해 있다.

Ÿ 2015년 서울의 노년인구 비율은 전국

(13.1%)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10

년 이후 다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100 
104 

111 
116 

122 
126 9.5%

9.9%
10.6%

11.2%
11.7%

12.3%
10.9%

13.1%

9.0%

11.2%

0.0%

2.0%

4.0%

6.0%

8.0%

10.0%

12.0%

14.0%

 -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노년인구(좌) 서울 비율(우) 수도권 비율(우) 전국 비율(우)

(만 명)

[그림] 서울시 노년인구와 비율(2010~2015년)

강북지역에서 노년인구 거주 비율 높아

Ÿ 2010~2015년 서울시 노년인구는 전체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치

구에서 증가하였다. 2015년 서울시 자치

구별 노년인구 비율은 종로구·중구

(16.0%), 용산구(15.2%), 서대문구

(!4.9%), 동대문구(14.5%) 등 주로 강북

지역의 자치구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Ÿ 2015년 서울시 노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

은 행정동은 을지로동으로 24.9%에 달하

며, 서울시에서 평균연령이 유일하게 50

세 이상인 지역이다.

Ÿ 이 외에도 종로1·2·3·4가동(22.3%), 회

현동(22.0%), 삼청동(21.1%)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주로 도심권에 노년인구

가 집중되어 있다.

[그림] 서울시 행정동별 노년인구 비율(2015년)

- 저출산․고령화 등 장래 인구 변화와 지역별 거주인구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노년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북지역을 대상으로 고령자 친화적인 도시 

(aging-friendly city)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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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2 지속되는 가구분화

인구는 감소하지만, 가구수는 증가. 1인 가구 증가가 주된 원인

Ÿ 서울시 인구는 2015년 990만 명으로

2010년(1,006만 명)에 비해 1.6% 감소하

였다. 1990년 1,061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Ÿ 반면에 서울시 가구수는 2015년 391만

가구로 2010년(375만 가구)에 비해

4.4% 증가하였다.

Ÿ 가구수 증가의 주된 원인은 1인 가구의

증가로,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29.5%

이며, 2010년(24.4%)에 비해 5.1%p 증

가하였다.

[그림] 서울시 가구수와 가구수,인구수 증감율 

1인 가구는 대학가, 일자리 밀집 지역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남

Ÿ 2015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

동은 화양동(71.9%)이며, 이외에도 신림

동(71.5%), 신촌동(67.8%), 대학동

(66.4%), 을지로동(64.4%) 등과 같이 주

로 대학가와 일자리 밀집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Ÿ 1인 가구수가 가장 많은 행정동은 화양동

(11,126 가구)이며, 역삼1동(10,553 가

구), 청룡동(9,221 가구), 신림동(9,098

가구) 순으로 나타난다.

Ÿ 2010~2015년 사이 1인 가구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자치구는 강서구로 32.6%

증가하였으며, 은평구(32.1%), 강북구

(25.4%), 동대문구(23.5%), 서초구

(23.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서울시 행정동별 1인 가구 비율

-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소형주택과 저렴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

여 역세권 청년주택, 공유주택, 사회주택 등 다양한 부담가능한 주택 유형을 개발하고 공급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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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3 계속되는 탈서울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순전출 증가 경향

Ÿ 2015년 서울시 순이동 인구는 총 14만 명

(전입인구 159만 명, 전출 인구 173만 명)

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Ÿ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순전입, 그 외 연

령대에서는 순전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Ÿ 2010년 이후 20대 순전입 인구는 증가하

는 추세이나, 2015년에는 17,790명으로

전년(26,300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Ÿ 2010년 이후 5년 간 30대 순전출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순전출 인

구는 38,397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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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시 연령별 순이동 인구(2010~2015년)

2000~2015년 연평균 12만 명 인천·경기로 순유출

Ÿ 2000~2015년 사이 서울에서 인천·경기

로 유출된 인구는 연평균 46만 명, 인천·

경기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는 연평균

34만 명이다. 연평균 약 12만 명이 인천·

경기로 순유출되고 있다.

Ÿ 2001~2015년(누적) 유출된 인구는 은평

구에서 고양시(58,582명)로의 유출이 가

장 많았으며, 송파구에서 성남시(43,070

명), 강남구에서 성남시(40,086명), 구로

구에서 광명시(33,814명), 노원구에서 의

정부시(30,792명) 순으로 유출되고 있다.

Ÿ 특히 서울시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인접

경기 지역으로의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

고 있다.

[그림] 서울시 전입·전출 상위 50개 네트워크(2001~2015년)

- 서울 인구는 인접한 경기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지만, 직장·학업 등에 대한 영향력은 여

전히 크다. 서울과 인천·경기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광역 교통, 산업, 대기환경 및 쓰레기, 수질관

리, 주택 등 광역적 이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광역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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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4 늘어가는 주거비부담

주택매매가격은 안정화 추세, 주택전세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

Ÿ 2015년 서울시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10년과 동일한 수준이나, 전년에 비해

서는 4.4%p 상승하였다.

Ÿ 반면에 2015년 서울시 주택전세가격지수

는 131.1로 2010년에 비해 31.1%p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Ÿ 서울시 RIR은 2010년 23.3%에서 2016

년 22.2%로 소폭 하락하였다.

100.0

110.4 110.8

118.1

122.3

131.1

100 100.7

95.9
94.5 95.6

10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매매지수 전세지수

[그림] 서울시 주택매매·전세가격 지수(2010~2015년)

가구 소득 증가율 보다 높은 가계 부채 증가율

Ÿ 서울시 평균 가계 소득은 2015년 5,234

만 원으로 2012년(4,855만 원)에 비해

7.8% 증가하였다.

Ÿ 반면에 서울시 평균 가계 부채는 2015년

9,366만 원으로 2012년(8,263만 원)에

비해 11.8% 증가하여 가계 소득 증가 보

다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Ÿ 주택 관련 대출이 가계 부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증가는 주거

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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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시 가계 소득 및 부채 현황(2012~2015년)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공공 및 준공공임대주택, 사회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민간임

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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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5  정체하는 서울

2015년 서울시 GRDP 345조 원, 전국·수도권 대비 비중은 감소 추세

Ÿ 서울시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5년 

345조 원으로 2010년 290조 원에 비해 

19.0% 증가하였다.

Ÿ 반면 수도권 대비 서울시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2015년 44.7%로 2010년에 비해 

2.3%p 감소하였고, 전국 대비 서울시 지

역내총생산 비중은 2015년 22.1%로 

2010년에 비해 0.8%p 감소하였다.

[그림] 서울시 GRDP(2010~2015년) 

2014년 총 종사자수 474만 명, 2010년 대비 5.6% 증가, 수도권 내 비중은 감소

Ÿ 서울시 총 종사자수는 2014년 474만 명

으로 2010년 449만 명에 비해 5.6% 증

가하였다.

Ÿ 반면에 수도권 대비 서울시 종사자수 비

중은 2014년 46.7%로 2010년(49.5%)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Ÿ 특히 2010년 이후 건설업(-25.8%), 금융 

및 보험업(-4.9%)은 종사자수가 감소하

였다.

[그림] 서울시 총 종사자수(2010~2014년) 

- 서울시 지역내 총생산, 총 사업체 종사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및 수도권에서 서울시가 차지

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서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능정보, 바이오헬스, 의료, MICE 산업 등 미

래 산업에 대한 육성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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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6  노후화하는 서울

2015년 서울시 35년 이상 건축물 25%
Ÿ 2015년 현재 서울시 건축물1) 중 35년 

이상 건물 비율은 25.1%에 달한다.

Ÿ 반면 5년 이내 건물은 전체 건물의 4.9%

에 불과해 점차 서울시 건축물이 노후화 

되는 추세이다.

1) 건축물 대장 978,568개 데이터 중 경과년수를 
파악할 수 있는 586,865동(전체의 60%)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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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시 건축물 노후도 현황(2015년)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강북지역에 35년 이상 건축물 집중 분포

Ÿ 2015년 현재 35년 이상 건축물의 비율은  

반포본동이 87.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둔촌1동(85.0%), 을지로동

(83.1%), 회현동(77.2%), 광희동(75.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Ÿ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35년 이상 건물 비

율은 중구가 55.3%로 가장 높고, 용산구

(41.3%), 종로구(39.9%), 성북구(37.0%) 

순으로 나타나 주로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강북지역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서울시 건축물 노후도(35년 이상) 현황(2015년) 

- 서울의 노후주거지 관리는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에서 벗어나 저층주거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

속가능하게 관리․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부터 소단위 정비,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물리

적 환경의 개선과 함께, 고용 및 복지서비스 등이 연계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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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7 다핵화 하는 서울

광역중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 연상면적 증가

Ÿ 2010~2015년 사이 서울시 업무시설 연

상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상일동,

세곡동, 문정1동, 진관동, 시흥2동, 가양1

동, 가양3동 순이다.

Ÿ 특히 3도심 지역 외 수서·문정, 마곡, 가

산·대림 등 광역 중심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난다.

Ÿ 3도심에서의 업무연상면적 비율은 2015

년 현재 강남이 42.9%로 가장 높고, 한양

도성(30.4%), 여의도․영등포(26.7%) 순으

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여의도․영
등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서울시 업무시설 연상면적 분포(2015년) 

숙박시설 공급은 광역, 지역중심 등 외곽 지역에서 증가 추세

Ÿ 2010~2015년 사이 서울시 숙박시설의

연상면적은 신도림동, 자양3동, 구로3동,

방화2동 순으로 증가하였다.

Ÿ 이 지역들은 대형 호텔이 공급되면서 급

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 지역도 업무시

설과 마찬가지로 3도심 외 광역·지역 중

심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

다.

[그림] 서울시 숙박시설 연상면적 분포(2015년)

- 업무․숙박시설의 비중은 여전히 3도심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최근 들어 광역중심의 비중이 높아지

고 있다. 

- 이러한 다핵화 추세를 고려하여 서울의 공간정책은 ‘컴팩트(compact)한 네트워크(networking)

도시’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광역중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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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8 지속되는 강남 편중

2010~2014년 서초구, 중구, 영등포구 등 도심으로 유입 통행 감소
Ÿ 2014년 서울시 자치구별 유입 통행량은

강남구, 서초구,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순으로 대부분 서울의 3도심 지역이 위치

한 곳이다.

Ÿ 2010~2014년 사이 유입 통행량은 용산

구가 63.5%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동

작구(40.1%), 마포구(24.9%), 광진구

(23.2%) 순으로 나타났다.

Ÿ 반면에 서초구(-15.4%), 중구(-12.7%),

영등포구(-10.5%) 등은 유입통행량이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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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시 자치구별 유입 통행량 증감율(2010~2014년)

3도심 내 강남으로의 통근 통행 비율 증가, 통근 네트워크 중 한양도성 비중 감소

Ÿ 2010년 이후 3도심의 통근 비중을 살펴

보면, 한양도성은 2010년 33.8%이었으

나 2015년 32.9%로 감소하였고, 여의도·

영등포는 22.5%에서 23.0%, 강남은

43.8%에서 44.0%로 증가하였다.

Ÿ 상위 50위 통근 네트워크 중에서 도착지

는 2010년 중구가 11개였으나 2015년 2

개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강남은 11개

로 여전히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1~10위

11~25위

26~50위

[그림] 서울 대도시권 통근 통행 상위 50개 OD 네트워크(2014년)

- 3도심으로의 유입 통행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남 우위의 통근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 서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남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동북(창동·상계), 서북(상암),

서남(마곡) 등 개발 축의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 Ⅰ: 서울 도시변화 진단  ix

Trend 9 우려되는 대기오염

2015년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 25㎛/㎥, WHO 가이드라인을 크게 상회

Ÿ 2010~2015년 서울시 일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기준인 50㎛/㎥

를 초과하는 일수는 2012년을 제외하고

모두 100일 이상으로 나타났다.

Ÿ 기준일 초과 일수는 2015년 102일이었

으나, 2016년에는 144일으로 크게 증가

하였다.

[그림] 서울시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일수(2010~2016년) 

2015년 초미세먼지 평균 25㎛/㎥ 초과일수 1년 중 131~177일

Ÿ 2015년 서울시 일별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인 25㎛/㎥를 초과하

는 일수는 131일로서 1년에 1/3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Ÿ 2016년은 2015년 보다 더욱 증가한 177

일을 기록하였다.

Ÿ 2015년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은 주의보

예비단계 1회, 주의보 6회 발령되었으나,

이는 경보 발령 기준치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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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시 일별 초미세먼지 농도(2015년)

-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질 악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상시 기후변화 모니터링체계 및 예․경보 시스템

을 구축하여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내 경보 발령 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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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10 확충되는 생활서비스

2015년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518개, 아동인구 10만 명당 시설수 31.5개

Ÿ 2015년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은 518개로

2010년 499개에 비해 3.8% 증가하였다.

아동복지시설은 2009년 급격하게 증가하

였는데, 이는 일부 자치구에서 20개 이상

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Ÿ 2015년 서울시 아동인구 10만 명당 아동

복지시설수는 31.5개로 2010년 25.3개

에 비해 6.2개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동복

지 시설 수도 증가하였지만 동시에 아동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Ÿ 아동인구 10만 명당 아동복지시설수는

금천구는 81.5개인 반면 강남구는 3.8개

로 지역적으로 편중 현상은 여전히 심한

편이다. [그림] 서울시 아동 10만명당 아동복지시설수(2015년)

2015년 노인여가복지시설 3,735개, 노년인구 천 명당 시설수 2.02개

Ÿ 2015년 서울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777개로 2010년 3,495개에 비해

7.4% 증가하였다.

Ÿ 서울시 노인인구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

설수는 2015년 2.04개로 2010년 2.32

개에 비해 0.28개 감소하였는데, 이는 노

인여가복지시설수의 증가속도가 노년인

구 증가속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Ÿ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인구 천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는 성동구가 3.07

개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2.72개), 구로

구(2.65개), 노원구(2.56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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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시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2015년)

- 서울의 생활서비스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지만, 연령별․지역적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생

활서비스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숙형 생활서비스시설(보육, 요양·의료, 노인 관련시설 등)의 확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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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울 도시변화 진단 개요

도시변화 진단의 필요성

도시기본계획은 5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 시 서울의 현황과 변화를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서울의 변화 동향과 새로운 현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

초자료를 사전에 구축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적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사회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주택, 산업, 토지이용 등의 내부 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기초데이터에 근거하여 분석

함으로써 서울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구, 주택, 산업, 토지이용 등 서울의 변화과정을 상시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상황 변화에 적합한 대응체계를 마련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례화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기초자료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서울의 변화동향과 추세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의 변화를 진단함에 있어 축적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과거로부터의 추세와 최근의 상황을 진단함으로써, 서울의 변화과

정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변화 진단의 내용

서울의 도시변화 진단지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문별 기초현황 지표를 토대로 마련한다. 인구,

주택, 산업, 복지 등 사회경제적 현황과 변화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도시공간의 변화과정을 데이터에 근거하

여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도시변화 진단은 지표를 통해 현항, 추세 등 서울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여 factbook 형태로 발간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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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변화 진단의 범위

서울시, 권역, 자치구, 동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이동, 통행패턴 등은 서울 대도시권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외의

개별필지 단위로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간단위를 세분하여 분석한다. 

도시변화 진단의 시간 범위는 원 자료의 조사주기에 따르되, 년 단위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년 단위, 격년, 5년

단위 등 자료의 조사 주기별로 자료체계를 구축한다. 자료는 2000년을 시작 시점으로 하되 2010년 이후의 변화를 중점으

로 분석하였으며,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최근 연도까지 자료를 구축한다.

도시변화 진단의 지표 변화

도시변화 진단 지표는 연속성, 확장성, 활용성 3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수정한다. 각 지표는 최신의 데이터로 업데이트하며,

각 지표는 보완, 수정 및 삭제를 통하여 70개 지표에서 62개 지표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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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울 도시변화 진단 개요

도시변화 진단을 위한 부문별 세부지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과 2030 서울플랜의 5가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인구·가구, 주택, 산업·경제, 토지이용·도시재생,

교통, 안전·환경, 생활서비스 등 7개 부문으로 구성한다.

부문별 세부지표는 총량, 구조변화, 추세 및 동향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한다. 예컨대, 인구·가구 부문은 인구
변화, 인구·가구구조의 변화, 인구이동 등으로 세부지표를 마련한다.

도시 변화 진단을 위한 부문별 지표는 인구·가구 9개, 주택 10개. 산업·경제 8개, 토지이용·도시재생 12개, 교통 10개, 안
전·환경 6개, 생활서비스 7개로 총 62개 지표를 선정한다. 

[도시변화 진단 지표]

부문 항목 기본지표

인구·가구 인구변화 인구수, 인구추계, 합계출산율

인구·가구구조 유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년인구, 외국인수, 가구수

인구이동 전출입 현황

주택 주택재고 주택재고, 규모별 주택비율, 빈집 현황

주택공급 신규주택 공급 동향, 공공임대주택 현황, 주택 리모델링 현황

주택가격 동향 공시지가 현황,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주택월세가

격지수

산업·경제 산업구조 사업체 및 종사자수 증감,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구성비, 6대

전략산업 동향, 산업별 특화도(LQ)

일자리 일자리, 취업 및 실업

경제규모 지역 내 총생산

토지이용·도시
재생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용도지역 지정현황과 변화, 용도지구 현황, 용도구역 현황

토지이용현황 건축물 용도별 연상면적, 업무·숙박·판매시설 토지특화도, 용적률 변
화

도시개발 및 정비 토지 면적 현황, 건축물 노후도, 건축허가동향, 주택재개발 추진 현

황,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교통 통행특성 목적통행, 수단별 분담률

대중교통 이용 지하철 운행 현황, 지하철 혼잡도, 지하철 수송인원, 버스 전용차로

현황, 버스, 유형별 노선수 및 차량대수 현황, 버스 수송인원

교통 인프라 자전거 도로현황, 주택가 주차장 현황

안전·환경 도시안전 화재발생 동향, 범죄발생 동향

대기/환경/에너지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생활폐기물처리 현황,  에너지원별 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

생활서비스 복지 아동/여성복지시설 현황,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국민기초생활 보

장 수급 현황, 국·공립보육시설 현황

문화 문화시설 현황, 공공도서관 현황, 외국인 관광객수

7개 부문 19개 항목 62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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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변화

1.1 인구수
2015년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는 1,030만 명으로 2010년 대비 2.7% 감소

주민등록인구1를  기준으로  서울시  인

구2는 2015년 1,030만 명으로 집계되

었다.     2000년 이후 변화가 있었으

나, 201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지속적으

로 인구가 감소하여 2015년에는 2005

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5년 센서스R3는 등록 센서스 방식으

로, 2015년 서울시 센서스 인구는 990

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1,006

만 명)에 비해 1.6% 감소하였다. 

과거 센서스T4 방식을 기준으로 서울시

인구는 2000년 990만 명에서 점차 감

소하여  2010년  979만 명을 기록하였

다. 

그림 1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와 센서스인구(2000~2015년)

자료 1)  KOSIS, 인구총조사, 각 년도
2)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서울통계), 각 년도

주 : 내국인, 외국인 인구를 모두 포함함.

서울시 행정동별 인구는 평균 24,285명

2015년 서울시 행정동별 인구5는 평균

24,285명으로,  신정3동(55,866명),

진관동(53,613명),  화곡1동(53,295

명),  길동51,720명),  역촌동(49,903

명), 상도1동(48,387명) 순이다. 

인구가 가장 적은 행정동6은 을지로동으

로 1,854명이며,  소공동(1,869명),  삼

청동(3,174명), 명동(3,521명), 교남동

(4,875명),  가회동(4,961명)  순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은 주로 업무·상업 기

능으로 상주인구가 적은 도심권이다. 

그림 2 서울시 행정동별 주민등록인구수(2015년)

자료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서울통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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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변화

2010~2015년 종로구(-9.5%), 강동구(-7.3%), 영등포구(-6.7%) 인구 감소 속도 가장 빠름

2010~2015년 서울의 자치구별 주민등록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종로구로  9.5%  감소하였으며,  강동구(-

7.3%),  영등포구(-6.7%),  노원구(-6.4%),  성북구

(6.0%) 순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인구 규모가 큰 노원구와 강동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유출된 인구 수가 더 많다. 

반면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강서구로 2.6% 증가

하였으며,  서초구(2.5%),  은평구(1.9%),  강남구(0.8%),

구로구(0.4%) 순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 서울시 자치구별 주민등록인구 증감율(2010~2015년)

자료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서울통계), 각 년도

인구 감소는 재개발·재건축, 증가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이 주요 원인

2010~2015년 서울시 행정동별 인구

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가락1동으로

93.9%  감소하였으며,  고덕2동(-

51.0%),  교남동(-47.7%),  중림동(-

31.4%),  고덕1동(-31.0%),  북아현동

(30.1%) 순으로 감소하였다.

중림동을 제외하고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세곡동으로

733.9%  증가하였으며,  내곡동

(190.6%),  남가좌1동(138.8%),  북가

좌1동(84.5%) 순으로 증가하였다.

세곡동,  내곡동은 최근 보금자리주택지

구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

하였다.

그림 4 서울시 행정동별 주민등록인구수 증감율(2010~2015년)

자료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서울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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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구·가구

1.2 인구추계
2030년 서울시 인구 986만 명, 2015년 대비 3.0% 감소 전망

통계청  인구추계(2014년)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10년 1,005만 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5년 986만

명으로 추계되었다7. 

2020년 976만 명, 2025년 969만 명, 2030년 956만 명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 서울시 인구는 2015년 대비 3.0% 감소하여 점

진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그림 5 서울시 추계인구(2010~2030년)

자료 : KOSIS,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14년(12월)

2015~2030년 서울시 인구 강동구 11.5% 증가, 금천구가 12.0% 감소 전망

2015~2030년 서울시 자치구별 추계인구8를 비교하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치구는  금천구(-

12.0%),  동대문구(-10.0%),  영등포구(-8.6%),  양천구

(-7.7%) 순이다.

반면 강동구는 11.5%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었는데, 이는 일부 남아 있는 고덕강일 등 대규모 택지 개

발이 이루어질  예정인 곳이기 때문이다.  이 외 서초구

(8.8%), 은평구(3.0%)만 인구 증가가 전망되었다.

그림 6 서울시 자치구별 추계 인구 증감율(2015~2030년)

자료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추이(서울통계), 2016년(2월)

예측에 비해 실제 출생아수 감소, 20~30대 인구 유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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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변화

2015년 추계자료와 실제 센서스를 비교하면, 0~4세 인

구와 25~34세 인구가 과대 추정되었다. 

예측치에 비해 실제 2015년의 0~4세 인구는 86,878명

적어 출생아수가 훨씬 감소하였다.

전망에  비해  2015년  25~29세  인구는  51,071명,

30~34세 인구는 34,191명 적게 나타나, 20~30대의 인
구 유출이 전망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림 7 서울시 연령별 센서스인구와 추계인구의 차이(2015년)

자료 : 1) KOSIS, 장래인구추계, 2015(추계인구)
2) KOSIS, 인구주택총조사, 2015(센서스인구)

* 추계인구와 실제인구 차이(2010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구분 예측치 실측치 차이(실측치-예측치)

2010 10,050,508명 10,575,447명 524,939명

2015 9,860,372명 10,297,138 명 436,766명

2010년 기준 장래추계인구는 2010년 실제 인구가 예측치에 비해 524,939명 많았으며, 2015년은 436,766명 더 많

아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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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합계출산율
2015년 서울시 합계출산율 1.00명으로 여전히 전국 최저

합계출산율이란  여성1명이 평생 동안 가임기간(15~49

세) 내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이다.

2015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1.00명으로, 2014년 0.98

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나,  전국 합계출산율  1.24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한 세대가 지나면 생산가능 인구가 절반 가량

줄어들게 되며,  줄어든 가임 여성의 수만큼 출산율이 또

급감하게 되어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2015년 1.00명으로 2010년(1.02

명)에 비해 0.02명 증가하였다. 

2000년 1.26명에서 2002년 1.00명으로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이후  2013년  0.97명으로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8 전국과 서울시 합계출산율(2000~2015년)

자료 : KOSIS,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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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변화

자치구별 합계출산율은 종로구(0.81명), 관악구(0.83명), 강남구(0.86명) 순으로 낮음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율은 종로구 0.81명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관악구(0.83명),  강남구(0.86

명), 광진구(0.90명) 순으로 낮다.

그 외 서울시 평균 합계출산율(1.00명)보다 낮은 구는 서

대문구(0.91명),  강북구(0.92명),  중구(0.95명),  동대문

구(0.96명),  마포구(0.99명),  성북구(0.99명)로,  총 9개

구이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구로구가 1.17명으로 가장 높고, 강서

구(1.13명),  노원구(1.10명),  성동구(1.10명)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그림 9 서울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율(2015년)

자료 : KOSIS,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합계출산율 중구(0.11명), 도봉구(0.09명), 강북구(0.07명) 가장 크게 감소

2010~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율은 중구에서

0.11명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도봉구(0.09명), 강

북구(0.07명),  성북구(0.06명),서대문구(0.06명)·서초구

(0.06명)·강동구(0.06명) 순이다.

반면 금천구는 0.08명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성동

구(0.07명), 양천구(0.06명) 순이다. 

그림 10 서울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율 증감(2010~2015년)

자료 : KOSIS,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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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가구 구조

2.1 유년인구
2015년 서울시 유년인구는 12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1.7% 차지

유년인구9는 0~14세 인구의 합으로, 주로 보육과 초중등

교육 대상이다. 

서울시 유년 인구는 2000년 192만 명이었으나,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2015년 120만 명이며, 서울시의 전체 인

구 대비 유년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13.6%에서 2015년 11.7%로 1.9%p 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 유년인구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며,  2015년 기준 전국과 수도권의 유년인구 비중은

13.7%이나, 서울은 11.7%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11 서울시 유소년인구 수(2000~2015년)

자료 : KOSIS, 주민등록인구, 각 년도

2015년 유년인구 비율 중구(8.8%), 종로구(9.3%)·관악구(9.3%) 순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유년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

은 중구로 8.8%이며, 종로구(9.3%)·관악구(9.3%), 금천

구(9.7%) 순이다. 반면, 유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로 14.4%에 달하며, 양천구(13.5%), 송파구·노원

구(13.1%) 순이다. 

그림 12 서울시 자치구별 유소년인구 비율(2015년)

자료 : KOSIS, 주민등록인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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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가구 구조

유년인구 비율은 을지로동(3.8%), 종로 1·2·3·4가동(5.0%), 남영동(5.1%) 등 도심 지역에서 낮음

2015년 서울시 행정동별 유년인구 비
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을지로동으로

3.8%이며,  유소년인구수도  65명에 불

과하다. 20대, 1인 가구 비중이 큰 신림

동도  4.3%로  낮은  편이며,  종로

1·2·3·4가동(5.0%), 남영동(5.1%), 화

양동(5.1%) 등 도심 지역에서 낮게 나

타난다. 

반면 위례동이 23.9%로 가장 높고,  잠

실2동(22.2%),  길음1동(19.6%)·강일

동(19.5%),  상암동(19.5%),  반포2동

(19.4%) 순이다. 

유년 인구수는 진관동이 10,227명으로

가장 많고, 신정3동(8,394명), 양재1동

(8,375명),  잠실2동(8,199명),  세곡동

(8,196명) 순으로 많다. 

그림 13 서울시 행정동별 유년인구 비율(2015년)

자료 : KOSIS, 주민등록인구, 각 년도

서초구를 제외하고 전 자치구에서 유년인구 감소

2010~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유년인구는 서초구를 제

외하고 모두 감소하였으나,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종로구

로  24.8%  감소하였으며,  노원구(-22.7%)영등포구(-

22.5%), 중구(-22.4%) 순이다.

전체 인구수 증감에 비해 유년인구 감소율이 훨씬 더 크

며, 인구가 증가한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강남구 등에서

도 유년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유년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노원구로 22,188명 감

소하였으며,  송파구(-15,082명),  양천구(-14,059명),

관악구(-13,878명) 순이다.

그림 14 서울시 자치구별 유소년인구 증감율(2010~2015년)

자료 : KOSIS, 주민등록인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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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구·가구

2.2 생산가능인구
2015년 서울시 생산가능인구는 756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73.4% 차지

생산가능인구10는 15~64세 인구로,  서울시에서는 2000

년 784만 명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 788만

명에서 2015년 75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서울시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00년

75.6이었으며,  점차 감소하여  2010년 74.5%를 기록하

였다. 이후 2015년 73.4%로 2010년 대비 1.1%p 감소

하였다. 

서울시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비

해서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5 서울시 생산가능인구 수(2000~2015년)

자료 : KOSIS, 주민등록인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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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가구 구조

생산가능인구는 강서구(1.5%), 은평구(0.9%)를 제외하고 모든 구에서 감소

2010~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생산가능인구는 종로구

에서 10.2%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강동구(-8.5%),

영등포구(-8.0%), 성북구(-7.4%) 순으로 감소하였다. 

생산가능인구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강동구로

32.407명  줄었으며,  성북구(-27,019명),  노원구

(26,325명),  송파구(-25.037명),  영등포구(-24.717명)

순으로 감소하였다. 

서울시 전체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1.5%)와 은평구(0.9%)에서는 증가하였다. 

그림 16 서울시 자치구별 생산가능인구 증감율(2010~2015년)

자료 : KOSIS, 주민등록인구, 각 년도

총 부양비는 이촌1동(45.5%) 최고, 신림동(14.7%) 최저

총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비생산

가능인구(유년,  노년인구)에 대한 비율

로,  행정동별 평균 부양비는  32.7%이

다. 

2015년 서울시 행정동별 총 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은 이촌1동으로 45.5%에

달하며,  번3동(45.1%),  남가좌1동

(44.6%),  강일동(44.4%),  내곡동

(43.8%) 순이다.

총 부양비가 가장 낮은 곳은 신림동으로

14.7%이며,  역삼1동(17.3%),  화양동

(17.4%),  논현1동(19.6%)·대학동

(19.6%)으로 대체로 대학가와 직장이

밀집된 곳으로 나타난다. 

그림 17 서울시 행정동별 총 부양비(2015년)

자료 : KOSIS, 주민등록인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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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구·가구

2.3 노년인구
2015년 서울시 노년인구 비율 12.3%, 수도권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 진행

노년인구11는 65세 이상 인구이며, 노년인구 비율에 따라

7~14%는 고령화사회, 14~20%는 고령사회, 20% 이상

은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UN 보고서).

2000년 서울시 노년인구는 56만 명이었다가, 점차 증가

하여 2010년 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15년 126만

명으로 2010년 대비 25.9% 증가하였다. 2015년 유소년

인구는 120만 명으로, 노년인구가 더 많게 되는 인구 역

전현상이 발생하였다. 

2000년 서울시의 노년인구 비율은 5.4%였으나, 2005년

7.1%로 증가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이후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15년 기준 12.3%로,  고령사회에 임박

해있다. 

전국의  노년인구  비율은  2000년  7.0%에서  2015년

13.1%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국에 비해 서울시의

고령화율 변화가 더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8 서울시 노년인구 수(2000~2015년)

자료 : KOSIS, 주민등록인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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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가구 구조

서북권·동북권의 노년인구 비율이 높은 경향

2015년 서울시 노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동은 을지로동으로, 24.9%에

달하며,  서울에서 평균연령이 유일하게

50세 이상인 지역이다.

종로  1·2·3·4가동(22.3%),  회현동

(22.0%),  삼청동(21.1%),  명동

(20.5%), 광희동(20.4%) 순이며, 주로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서북권
·동북권이 서남권·동남권에 비하여 노

년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19 서울시 행정동별 노년인구 비율(2015년)

자료 : KOSIS, 주민등록인구, 각 년도

노년인구 증가율은 구로구(36.9%), 강남구(36.5%), 강서구(35.1%) 순

2010~2015년 서울시 노년인구는 인구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에서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구로구

(36.9%),  강남구(36.5%),  강서구(35.1%),  서초구

(32.8%) 순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노년인구 비율은 중구(16.0%),

종로구(16.0%), 강북구(15.9%), 용산구(14.9%) 순이며,

구로구(12.6%), 강남구(10.4%), 강서구(11.5%), 서초구

(11.0%)는 비교적 노년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러

한 지역에서 노년인구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다.

그림 20 서울시 자치구별 노년인구 증감율(2010~2015년)

자료 : KOSIS, 주민등록인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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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구·가구

2.4 외국인수
2015년 서울시 외국인수는 27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7% 차지

서울시 외국인수12는 2000년 61,920명에서 점차 증가하

여 2011년 270,095명을 정점을 기록하였다.  이후 감소

하였다가, 2014년 다시 증가하여 2015년 274,957명을

기록하였다. 

전체 등록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2010년  2.5%에서

2015년 2.7%로 0.2%p 상승하였으며,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적13은 2015년 한국계 중국인이 51.7%로 가

장 많으나 2010년에 비해 13.0%p 감소하였으며, 상대적

으로  중국인의  비율이  2010년  10.9%에서  2015년

20.6%로 증가하고 있다.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비율은 2010년 10.9%에서 2015

년 12.6%로 1.7%p 증가하였다. 

그림 21 서울시 외국인수(2000~2015년)

자료 : KOSIS, 등록외국인현황, 각 년도

그림 22 서울시 외국인 국적별 구성비(2004~2015년)

자료 : 서울시, 등록외국인수(서울통계), 각 년도

18



2 인구·가구 구조

거주 외국인 비율은 대림2동, 가리봉동, 소공동 순으로 높은 비율

2015년 서울시 행정동별 외국인 비율

은 대림2동이  40.7%로 가장 높고,  가

리봉동(40.3%),  소공동(33.2%),  구로

2동(23.9%), 대림1동(19.0%) 순이다.

외국인수는  대림2동이  9,9252명으로

가장 많고,  구로2동(9,108명),  가리봉

동(7,625명),  구로4동(5,362명),  독산

3동(5,074명) 순이다.

특히 산업단지가 있는 구로구에 외국인

이 집중 분포 하고 있으며, 도심 지역에

서도 외국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23 서울시 행정동별 외국인 비율(2015년)

자료 : 서울시., 등록외국인수(서울통계), 2015

외국인 수는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순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외국인수는 영등포구가 39,307

명으로  가장  많고,  구로구(32,512명),  금천구(19,883

명), 관악구(19,368명) 순이다. 

반면,  외국인 수가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로  1,999명이

며,  강북구(3,553명),  노원구(3,638명),  중랑구(4,711

명) 순이다. 

그림 24 서울시 자치구별 외국인수(2015년)

자료 : 서울시., 등록외국인수(서울통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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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구·가구

2.5 가구수
2015년 서울시 가구는 391만 가구로서, 2010년 대비 4.2% 증가

서울시 가구수14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90년대

이전까지는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가구 증가율이 20% 를

상회하다, 1990년 인구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기 시작

하였다. 

최근 서울의 가구수는 2010년 375 만 가구에서 2015년

391  만 가구로 4.4% 증가하였다. 2010년 이후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1·2인 가

구의 증가로 가구의 소형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4.4%에서 2015년 29.5%로

5.1%p 증가하였다. 

그림 25 서울시 가구수(1980~2015년)

자료 : KOSIS, 인구총조사, 각 년도

행정동별 평균 가구수는 8,925가구

2015년 서울시 행정동별 가구수는 평

균  8,925가구로  화곡1동(21,425가

구),  상도1동(19,365가구),  길동

(19,039동), 신정3동(18,767가구), 역

삼1동(18,741가구) 순이다. 

반면,  가락1동(215가구),  소공동(517

가구),  을지로동(914가구),  삼청동

(1,092가구) 순으로 적다. 

그림 26 서울시 행정동별 가구수(2015년)

자료 : KOSIS, 인구총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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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가구 구조

1인 가구 비율은 화양동, 신림동, 신촌동 최고

2015년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화양동으로  71.9%에 달하

며,  신림동(71.5%),  신촌동(67.8%),

대학동(66.4%),  을지로동(64.4%)  순
으로 주로 대학가와 접해 있는 지역이

다.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화양동으

로  11,126가구이며,  역삼1동(10,553

가구),  청룡동(9,221가구),  신림동

(9,098가구),  대학동(8,984가구)  순이

다.

그림 27 서울시 행정동별 1인 가구 비율(2015년)

자료 : KOSIS, 인구총조사, 각 년도

2010년 대비 1인 가구수 강서구, 은평구, 강북구 순으로 증가폭 큼

2010~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1인 가구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강서구로  32.6%  증가하였으며,  은평구

(32.1%),  강북구(25.4%),  동대문구(23.5%),  서초구

(23.2%) 순이다. 

가장 증가폭이 적은 곳은 종로구(6.8%),  용산구(9.1%)

로,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 1인 가구의 수가 적어 증가율

도 적게 나타났다. 

그림 28 서울시 자치구별 1인 가구수 증감율(2010~2015년)

자료 : KOSIS, 인구총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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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이동

3.1 전출입 현황
2015년 전입 159만 명, 전출 173만 명, 순이동 –14만 명, 2010년 이후 연평균 순이동 11만 명

서울의 전입인구15는 2002년 232만 명을 최대치를 기록

한 후,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159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는 2010년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2014년 대비 1.0% 증가하였다. 

서울의 전출인구도 전입인구와 마찬가지로 2002년 242

만 명을 최대치로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

년  173만 명으로, 2010년 대비 6.6% 감소하였다. 

서울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 도시로, 2010년 이

후 평균 순이동 인구는 11만 명이다. 

2010년에 12만 명으로 최대치였으나, 2014년까지 감소

하였다. 하지만 2015년 다시 14만 명이 순전출하여 최근

가장 큰 유출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29 서울시 전입·전출 인구(2000~2015년)

자료 : KOSIS, 국내인구이동,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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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이동

2010~2015년 강서구, 서초구는 유입, 나머지는 유출 추세

2000~2015년(누적)  순유출인구는 노원구가  100,520

명으로 가장 많고,  중랑구  86,703명,  영등포구  84,120

명, 서대문구 83,298명 순이다. 

순유입인구가 있는 곳은 강서구(7,147명), 서초구(2,037

명)이다. 

그림 30 서울시 자치구별 누적 순이동 인구(2000~2015년)

자료 : KOSIS, 국내인구이동, 각 년도

2015년 15~24세 인구 순유입 15,507명, 25~34세 순유출 22,381명

2000~2015년  서울시  15~24세  인구16는  2006년

(24,203명)에  가장  많은  순유입이  있었으며,  2010년

12,039명에서 2015년  15,507명으로 순유입이 증가하

였다. 

25~34세 인구는 2002년(–39,632명)에 가장 많은 순유

출이 있었으며, 2010년 -26,783명에서 -22,381명으로

순유출이 감소하였다.

그림 31 서울시 연령별 순이동 인구(2000~2015년)

자료 : KOSIS, 국내인구이동, 각 년도

23



II 인구·가구

2000~2015년 연평균 12만 명 인천·경기로 순유출

2000~2015년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유출된 인구는 연
평균 46만 명이며, 서울로 유입된 인구는 연평균 34만 명

으로 평균 12만 명씩 인천·경기로 순유출되고 있다. 

2001~2015년(누적)17 간 유출된 인구는 은평구에서 고양
시(58,582명), 송파구에서 성남시(43,070명), 강남구에서

성남시(40,086명), 구로구에서 광명시(33,814명), 노원구
에서 의정부시(30,792명)  순으로, 서울시와 경계를 맞닿

아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장 활발하다.

그림 32 서울시 순이동 상위 50위 OD 네트워크(2001~2015년)

자료 : KOSIS, 인구인구통계, 각 년도

주 : 서울시 내부 이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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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택



1 주택재고

1.1 주택재고
2015년 서울시 주택재고는 271만 호로, 2010년 대비 10.9% 증가

2015년도 주택재고는  271만 호로, 2010년(245만 호)

대비 10.9% 증가하였다. 

2000~2005년 주택수 증가율은  17.0%  증가하였으나,

2005~2015년 9.1%로 약간 감소하였다. 

최근의 증가율은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소형주택 건

설과 다세대주택 수요 증가로 인한 것이다. 

인구 천 명당 주택수는 2015년 274호로, 2010년 243.1

호에서  30.9호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419호),  영국

(436호),  일본(477호)18 등 타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주택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아파트로  164만 호

(58.6%)이며, 다세대주택은 65만호(23.4%), 단독주택

은 36만호(12.7%)이다. 

그림 33 서울시 주택재고량(1980~2015년)

자료 : KOSIS,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주 : 주택을 대상으로 집계하며, 빈집을 제외함.

그림 34 서울시 주택 유형별 재고량(2000~2015년)

자료 : KOSIS,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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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재고

아파트 재고량 비율 노원구, 강남구, 송파구 밀집

2015년 서울시 행정동별 아파트 비율

은  21개 동이  100%  아파트로 구성되

어 있으며, 95% 이상인 동은 48개이다.

주로 노원구,  강남구,  송파구에 밀집되

어 있다. 

그림 35 서울시 행정동별 아파트 재고량 비율(2015년)

자료 : KOSIS, 인구주택총조사, 2015

단독·다세대주택 비율 도심, 강북을 중심으로 밀집

2015년 서울시 행정동별 단독·다세대

주택 비율은 삼청동이  94.5%로 가장

높고,  능동(93.8%),  삼전동(92.3%),

망우3동(92.1%) 순이다.

주로 한양도성과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그림 36 서울시 행정동별 단독·다세대주택 재고량 비율(2015년)

자료 : KOSIS, 인구주택총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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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택

2010~2015년 주택재고 강남구(17.0%) 가장 많이 증가

2010~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

재고 증감율은 강남구가 17.0%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동대문구(16.0%),

동작구(15.9%),  중랑구(15.4%),  금천

구(14.8%) 순이다.

 대부분의 구에서 다세대주택이 급격하

게 증가하였으며,  중랑구(100%),  금천

구(98.0%),  영등포구(87.0%)  순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7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재고 증감율(2010~2015년)

자료 : KOSIS, 인구주택총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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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재고

1.2 규모별 주택비율
2015년 소형 주택(40㎡ 이하)비중 가장 많이 증가

2015년 서울시 규모별 주택재고 비율19은 60~85㎡의 주
택이 31.5%로 가장 많고, 40~60㎡가 27.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2010년에 비해 60~85㎡ 비중
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40~60㎡ 규모 주택 비중이 증가하

였다. 

2015년 40㎡ 이하 소형 주택은 16.5%로 2010년 11.9%
에 비해 4.6%p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2000~2005년 규모별 주택재고 비율은 9~19평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에는 9~19평

이  37.2%,  19~29평이  31.6%였던  반면,  2005년에는
9~19평이 35.1%, 19~29평이 34.5%로 변화하였다. 

그림 38 서울시 주택 규모별 재고 비율(2000~2015년)

자료 : KOSIS,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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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택

60㎡ 이하 주택은 노원구(61.5%), 130㎡ 초과 주택은 서초구(24.6%)가 가장 높음

2015년 60㎡ 이하 소형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

구로 61.5%이며,  강서구(54.7%), 강북구(53.7%), 마포

구(49.0%) 순이다.

60~85㎡ 주택은 도봉구가 39.2%로 가장 높고,  구로구

(37.6%),  강동구(36.3%),  동작구(35.5%),  송파구

(35.1%)  순이다. 

130㎡ 초과 주택 비중은 서초구가 24.6%로 가장 높고,

광진구(22.8%), 용산구(22.7%), 강남구(18.1%) 순이다.

그림 39 서울시 자치구별 규모별 주택 비율(2015년)

자료 : KOSIS, 인구주택총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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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재고

1.3 빈집 현황
2015년 빈집 79,049호, 전체 주택 대비 2.8% 차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자료에 따르면,  빈집은 사람이 살

지 않는 주택이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되며, 폐가는 제외된다. 

서울시 빈집수는  2015년  79,049호로,  2010년에 비해

0.4%  증가하였다.  2000년  56,642호에서  2005년에는

79,800호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서울시 전체 주택수 대비 빈집 비율은  2015년  2.8%로

2005년(3.4%)부터 감소하고 있다. 

빈집의 비율은 높진 않지만, 최근 저성장, 고령화, 개발수

요 등의 상황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40 서울시 빈집수(2000~2015년)

자료 : KOSIS,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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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택

2015년 서울시 빈집은 아파트가 54.8%, 다세대주택이 34.9%로 다수

2015년 서울시 유형별20 빈집은 아파트가 54.8%로 가장

많고, 다세대주택 34.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에 비해 빈집 중 아파트는  1.2%p,  단독주택은

7.4%p 감소하였으나 다세대주택은 9.9%p 증가하였다. 

그림 41 서울시 유형별 빈집 비중(2000~2015년)

자료 : KOSIS,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2015년 서울시 빈집 강남구 11,764호 최다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빈집은 강남구가  11,764호로

가장 많고,  서대문구(7,7007호),  강서구(5,510호),  강동

구(5,455호) 순이다. 

2010~2015년 자치구별 빈집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곳

은 강남구로 158.6% 증가하였으며,  서대문구(155.9%),

강동구(155.0%), 성동구(84.7%) 순이다. 

그림 42 서울시 자치구별 빈집수(2015년)

자료 : KOSIS, 인구주택총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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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공급

2.1 신규주택 공급 동향
2015년 신규주택 공급 105,302호, 2010년 대비 45.7% 증가

신규주택  공급량21은  2015년  105,302호로  2010년

72,252호에 비해 45.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5년

이후 공급량이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서울시 신규주택 공급량은 금융위기 전후로 하여 평균

49,526호  공급되었으나,  2010년 이후 평균  84,424호

공급되었다. 

전체  주택수  대비  신규주택공급량은  2015년  1.8%로

2010년 대비 0.5%p 증가하였으며, 2005년 이후 1~2%

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은 특히 동대문구에서 아파트 공급이 많았으며,

중랑구와 광진구에서 다세대 주택 공급이 비교적 많은 편

이다.

그림 43 서울시 신규주택 공급량(2004~2015년)

자료 : KOSIS, 주택유형별 건설실적(가구수기준),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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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공급

2015년 주택 공급 다세대 53.6%, 아파트 39.3%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공급되는 주택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으로, 아파트 공급량은 2015년 39.3%, 다세대 주택

공급량은 53.6%이다. 

2015년 다세대주택 공급비중은 2010년에 비해 32.3%p

증가하였으며,  공급량도 2010년 15,389호에서 2015년

56,454호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 아파트 공급량은  2010년  71.1% → 2015년

39.3%로 비중이 하락하였으나, 31,917호 →  41,351호

로 공급량 자체는 감소하였다.

2015년 다세대주택 공급량은 15,389호 →  56,454호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비중도 21.3% → 53.6%로 증가

하였다.

그림 44 서울시 주택유형별 주택공급 비중(2004~2015년)

자료 : KOSIS, 주택유형별 건설실적(가구수기준), 각 년도 

2015년 60㎡ 이하 주택 공급 비중 63.4%

2015년 서울시 규모별 주택 공급은  40~60㎡  주택이

4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60~85㎡(26.8%),

40㎡ 이하(18.0%) 순이다.

2010년에는 85~135㎡(31.2%) 규모 주택 공급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5년에는 6.9%로 급감하였다.

그림 45 서울시 규모별 주택공급 비중(2007~2015년)

자료 : KOSIS, 주택규모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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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택

2.2 공공임대주택 현황
2015년 공공임대주택 246,098호, 전체 주택의 6,5% 차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22 재고는 2015년

246,098호로  2012년(193,403호)에

비해 27.2% 증가하였다.

반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은 2015년 6.5%로, 2012년(5.5%)에

비해 1.0%p 증가하였다.

그림 46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비율(2012~2015년)

자료 : 서울시  임대주택과, 내부자료, 각 년도

  KOSIS, 新주택보급률, 각 년도

2015년 공공임대주택 재고 강서구, 노원구, 강남구 순으로 많음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가장 많은

구는 강서구로  31,500호이며,  노원구(26,199호),  강남

구(16,526호), 양천구(13,373호) 순이다. 

그림 47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재고(2015년)

자료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재고현황,( 국토교통통계누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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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공급

2.3 주택 개량 현황
2015년 주택 개량 허가 건수 742건, 관악구 최다

서울시 주택증축·개축·이전·대수선 허가 건수는  2015년

742건, 2010년 847건이다. 

주택 수선 허가건수는 주택 재고에 비해 2010, 2015년

0.03%에  불과하며,  신규주택  공급량에  비해  2010년

0.9%, 2015년 0.7%에 불과하다.

서울시 자치구별 허가 건수는 관악구가 92건으로 가장 많

고,  동대문구(59건),  마포구(56건),  서초구(45건),  강남

구(42건) 순이다.

여전히 주택 리모델링은 신규 주택 공급에 비해 활성화 되

지 않고 있으며, 2010년에 비해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더

감소하였다. 

그림 48 서울시 주택 증축·개축·이전·대수선 허가 건수(2007~2015년)

자료 : 서울시, 건축허가(서울통계), 각 년도

그림 49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 증축·개축·이전·대수선 허가 건수(2015년)

자료 : 서울시, 건축허가(서울통계), 2015

36



3 주택가격 동향

3.1 공시지가 현황
2015년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296만 원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는 2015년 296만원으로, 2010년

에 비해 15.8% 증가하였다.

평균  공시지가는  2011~2012년  3.9%  증가하였으며,

2014~205년 4.0%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50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2010~2015년)

자료 : 서울시, 개별공시지가정보, 각 년도

2015년 평균 공시지가 명동 1,593만원으로 최대

2015년 서울시 행정동별 평균 공시지

가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으로 1,593만

원에 달하며,  서초4동(1,454만원),  압

구정동(1,040만원),  회현동(1,032만

원), 잠실6동(1,022만원) 순이다.

주로 중구, 서초구, 강남구에서 평균 지

가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인 은

평구, 노원구의 지가가 낮다. 

그림 51 서울시 행정동별 공시지가(2015년)

자료 : 서울시, 개별공시지가정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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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택

3.2 주택매매가격지수
2015년 주택매매가격지수 100.0, 2010년과 동일한 수준

2015년 종합 주택매매가격지수23는  100.0으로  2012년

부터 매매가격이 감소하다 2015년 다시 2010년과 동일

한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2015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9.9로 2010년보다 하

락하였으며,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 주택은  102.2로 상

승하였다. 

그림 52 서울시 종합 주택매매가격지수(2005~2016년)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도

주 : 2010년 12월=100.0 기준임.

그림 53 서울시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2005~2016년)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도

주 : 2010년 12월=100.0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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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가격 동향

2015년 주택매매가격지수 광진구 105.8로 가장 높음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는 광진구가

105.8로 가장 높고, 종로구(103.6), 마포구(103.0), 서초

구(102.9), 동대문구(102.5) 순이다. 

2010년에 비해 매매가격지수가 떨어진 곳은 중구(99.8),

영등포구·송파구(99.3), 강남구(99.2), 서대문구(99.1)이

다. 

그림 54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2015년 12월)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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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택

3.3 주택전세가격지수
2015년 주택전세가격지수 131.1, 급격하게 상승 추세

 2015년 종합 주택전세격지수24는 131.1로 2010년에 비

하여 31.1 상승하였다. 

2015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43.8로 43.8 상승하여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단독주택 전세가격지수는  110.4,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

가격지수는 120.6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55 서울시 종합 주택전세가격지수(2005~2016년)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도

그림 56 서울시 유형별 주택전세가격지수(2005~2016년)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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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가격 동향

2015년 주택전세가격지수 노원구 143.4로 최고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전세가격지수는 노원구가

143.4로 가장 높고, 성동구(140.9), 구로구(139.5), 강동

구(139.3), 광진구(136.9) 순이다. 

상대적으로  종로구(119.0),  금천구(121.2),  은평구

(123.6)에서는 증가폭이 적게 나타난다. 

그림 57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전세가격지수(2015년)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도

2015년 매매가격은 노원구, 전세가격은 광진구에서 가장 크게 증가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

지수가 서울시 평균보다 모두 높은 구는 노원구,  성동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광진구로 총 6개 구이다. 

매매,  전세가격이 모두 가장 낮은 구는 용산구이며,  양천

구, 강서구, 서대문구, 강남구, 강북구, 중구는 서울시 평

균보다 적게 증가하였다. 

그림 58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비교(2015년)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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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산업·경제



1 산업구조

1.1 사업체 및 종사자수 증감
1.1.1 사업체수 증감

2014년 사업체수 81.3만 개로 증가 추세, 수도권 대비 비중은 지속적 감소 추세

서울시 총 사업체수는 2014년 81.3만개로 2010년(73.0

만 개) 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로 지속적

인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비 서울시 사업체수의 비중은  2014년

45.0%로 2010년(46.2%)에 비해 1.2%p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59 서울시 사업체수(2000~2014년)

자료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2014년 사업체수 종로 1·2·3·4가동>역삼1동>가산동 순

2014년 서울시 행정동별 총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종로1·2·3·4가동으로

16,071개이며,  역삼1동(14,218개),

가산동(12,516개),  신당동(12,097개)

순이다.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종로1·2·3·4가동

은 도매 및 소매업(7,695개),  숙박 및

음식업(2,222개)가 가장 많으며, 역삼1

동도 도매 및 소매업(3,070개)가 가장

많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98개), 숙박 및 음식점업(2,494개)

순이다.

가산동은 도매 및 소매업(3,394개), 제

조업(2,515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316개) 순이다. 

그림 60 서울시 행정동별 사업체수(2014년)

자료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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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구조

2014년 사업체수 강남구(31%), 서초구(27%), 마포구(21%) 순으로 증가

2010~2014년 총 사업체수는 강남구가  31.3%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서초구(26.5%),  마포구(21.2%),  금

천구(20.5%) 순으로 증가하였다. 

강북구는 유일하게 0.2% 감소하였다.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사업체는 도매 및 소매업이

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순이다.

그림 61 서울시 자치구별 사업체수 증감(2010~2014년)

자료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2014년 사업체수 강일동 112.0%로 최대 증가

2014년  서울시  행정동별  사업체수는

강일동이 112.0%로 가장 크게 증가하

였으며,  일원1동(94.6%),  신사2동

(87.5%),  잠실2동(86.8%),  세곡동

(73.5%), 진관동(67.6%) 순이다.

강일동은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순으로 사업체수가 많이 분포

한다. 

반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교남동(-

58.3%),  등촌1동(-30.2%),  홍은2동

(-25.8%),  응암1동(-22.3%),  신길3

동(-21.1%) 순이다.

그림 62 서울시 행정동별 사업체수 증감(2010~2014년)

자료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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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산업·경제

1.1.2 종사자수 증감

2014년 종사자수 474만 명으로, 수도권 대비 비중 지속적인 감소 추세

서울시 사업체 종사자수는 2014년 474만 명으로 2010

년(449만 명)에 비해 5.6%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

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비 서울시 종사자수 비중은 사업수와 마

찬가지로  2014년  46.7%로,  2010년  49.5%에  비해

2.8%p 감소하였다.

서울시 종사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0년

449만 명 → 2014년 474만 명으로 5.6% 증가하였다.

수도권 대비 서울시 종사자수 비중은 2010년 49.5% →

2014년 46.7%로 2.8%p 감소하였다.

그림 63 서울시 종사자수(2000~2014년)

자료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종사자수 여의도동 148,392명으로 최대

2014년 서울시 행정동별 총 종사자수
가 가장  많은  곳은  여의도동으로

148,392명이며, 역삼1동(147,358명),

가산동(145,694명),  명동(105,636명)

순이다.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여의도동은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수가  38,757명으로

가장 많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

보서비스업(21,926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454명) 순이다.

역삼1동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903명),  도매  및  소매업(22,290

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스업(14,806명) 순이며, 가산동은 제조

업(30,254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30,177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9,267명) 순이다.

그림 64 서울시 행정동별 종사자수(2014년)

자료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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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수 강동구(22%), 강서구(16%), 금천구(15%) 순으로 크게 증가

2010~2014년 서울시 총 종사자수는 강동구가 22.3%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강서구(15.7%),  금천구

(15.2%), 성동구(13.9%) 순이다.  

서초구는 2.8%, 광진구는 1.1% 감소하였다.

강동구는 건설업 종사자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순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65 서울시 자치구별 종사자수 증감(2010~2014년)

자료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종사자수 강일동 686%로 증가폭 최대

2014년  서울시  행정동별  종사자수는

강일동이 686.0%로 가장 크게 증가하

였으며,  진관동(97.6%),  오류2동

(84.4%),  가양1동(83.6%),  세곡동

(79.5%) 순이다.

강일동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건설업

종사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운수업 등의 비

율도 함께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종사자

수가 증가하였다. 

반면 종사자수가 감소한 곳은 교남동(-

37.1%),  서초1동(-28.3%),  답십리1

동(-24.8%),  금호4가동(-24.8%),  용

강동(-22.5%) 순이다. 

그림 66 서울시 행정동별 종사자수 증감(2010~2014년)

자료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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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구성비
1.2.1 산업별 사업체 구성비

2014년 사업체 구성비 서비스업이 90% 차지

서울시25 산업별 사업체수는  2014년 서비스업  89.7%,

제조업 7.5%, 건설업 2.7%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 구성비는 2010년부터 90%를 넘어섰으며, 제조

업은 7%대, 건설업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67 서울시 산업별 사업체 구성비(2000~2014년)

자료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2014년 서비스업 사업체 중 도매 및 소매업 32%, 숙박 및 음식점업 17%, 운수업 13%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을 세분

하여 살펴보면, 2014년 도매 및 소매업이 3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17.4%), 운수업

(13.0%), 사업서비스업(7.0%) 순이다. 

2014년 도매 및 소매업은 2010년(37.8%)에 비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자서비스업은 2010년(4.5%)에 비

해 점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68 서울시 서비스업 사업체 구성비(2014년)

자료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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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산업별 종사자 구성비

2014년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87.9%, 2010년 대비 2.3%p 증가

2014년 서울시 산업별 종사자수 구성비는 87.9%로,  점

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85.6%)에 비해 2.3%p 증가

하였다.

반면 건설업 종사자수 비중은  2014년  6.0%로  2010년

8.5%에 비해 2.5%p 감소하였다. 

그림 69 서울시 산업별 종사자 구성비(2014년)

자료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2014년 서비스업 종사자 중 도매 및 소매업 21%, 사업서비스업 20% 

2014년 서비스업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수  비중이  20.6%로  가장  많고,  사업서비스업

(19.2%),  숙박  및  음식점업(11.1%),  정보  및  통신업

(7.9%) 순이다. 

하지만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 비중은  2010년에 비해

9.0%p,  숙박 및 음식점업은 2.1%p 감소하였으며,  사업

자서비스업은 7.6%p, 정보 및 통신업은 6.5%p 증가하였

다. 

그림 70 서울시 서비스업 종사자 구성비(2010~2014년)

자료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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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대 전략산업 동향
2010~2014년 콘텐츠산업 종사자수 증가폭 최대, 디자인·패션산업 약간 감소

2014년 서울시 6대 전략산업 종사자수는 의류·봉제산업

이 284,213명으로 가장 많고, IT융합산업(201,396명),

콘텐츠산업(172,337명), 관광·MICE산업(74,134명), 인

쇄산업(28,461명), 디자인·패션산업(13,070명) 순이다.

2010년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콘텐츠 산업으

로  39.4% 증가하였으며, 의류·봉제산업은 222,430명에

서 284,213명으로 27.8%, 관광·MICE산업은 65,630명

에서 74,134명으로 13.0% 증가하였다.

IT융합산업은 185,126명에서 201,396명으로 8.8%, 인

쇄산업은  26,명591에서  28,461명으로  7.0%  증가하여

비교적 증가폭이 적었다. 

반면 디자인·패션산업은 13,573명에서 13,070명으로 유

일하게 –3.7% 감소하였다.

그림 71 서울시 6대 전략산업 종사자수(2000~2014년)

자료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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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수 의류·봉제 중구, IT융합·콘텐츠 강남구 최대

6대 전략산업 중 의류·봉제산업의 종사자수는 사업체 수

가 가장 많은 중구가  51,127명으로 가장 많고,  강남구

(31,962명), 금천구(19,156명), 종로구(16,252명) 순이

다.

IT융합산업의 종사자수는 강남구가  33,501명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32,512명),  서초구(20,598명),  영등포구

(20,432명), 구로구(20,014명) 순이다.

콘텐츠산업의 종사자수는 강남구가  33,860명으로 가장

많고,  마포구(25,465명),  영등포구(18,635명),  용산구

(17,427명), 중구(13,010명) 순이다.

관광·MICE산업의 종사자수는 중구가  15,689명으로 가

장  많고,  강남구(11,649명),  종로구(8,806명),  서초구

(6,128명) 순이다.

그림 72 서울시 구별 6대전략산업 종사자수 현황(2014년)

관광·MICE 산업 IT융합산업

콘텐츠산업 디자인·패션산업

인쇄산업 의류·봉제산업

자료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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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업별 특화도(LQ)
2014년 산업별 특화도 서비스업 1.19, 건설업 1.08임

2014년 전국 대비 서울의 산업 특화도는 농림광업 0.07,

제조업 0.3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46, 건설업 1.08,

서비스업 1.19이다. 

서울의 산업별 특화도가 1이상인 산업은 건설업과 서비스

업이 유일하다. 

2010년에 비해 농림광업은 0.08에서 0.07, 제조업 0.31에

서 0.3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70에서 0.46,  건설업

1.27에서 1.08로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업만 유일하게 1.16

에서 1.19로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중 가장 높은 것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으로  2.59이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63) 순이다. 

그림 73 전국 대비 서울의 산업 특화도(2010~2014년)

자료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주 :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
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
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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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 산업들의 특화도는 산업마다 공간적 분포가 상이함

2014년 서울시 행정동별 제조업 종사자수 산업 특화도가

가장 높은 곳은 창신2동으로  7.35이며,  독산1동(6.66),

동화동(5.95), 망우3동(5.71) 순이다. 

서비스업 중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수 산업 특화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가락1동으로 4.60이며,  신당동(4.02), 제기동

(2.78), 종로5·6가동(2.59) 순이다.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수 산업 특화도가 가장 높은 곳은

염리동으로 6.43이며, 소공동(5.57), 여의도동(4.81), 번

1동(3.85) 순이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종사자수 산업 특

화도가 가장 높은 곳은 상암동으로  7.32이며,  구로3동

(4.57), 잠실5동(3.72), 가산동(2.99), 목1동(2.67) 순이

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종사자수 산업 특화도가

가장 높은 곳은 청운효자동으로  13.97이며,  용산2가동

(13.19), 신정6동(12.81), 신내2동(12.51) 순이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종사자수 산업 특화

도가  가장  높은  곳은  도화동으로  4.26이며,  청구동

(4.03),  수서동(4.02),  용답동(3.75),  돈암2동(3.70)  순

이다.

그림 74 주요 산업별 종사자수 기준 산업 특화도(2014년)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료 :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주 :  산업 대분류(19개) 중 종사자수가 많거나, 일부 서울의 특화도가 높은 산업만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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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자리
2015년 비정규직 근로자 128만 명,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31.6%

2015년 서울시 임금근로자는 총 404만 명으로, 그 중 정

규직 근로자는 276만 명, 비정규직 근로자 128만 명이다.

2015년 서울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1.6%

로, 2011년(33.7%)에 비해 2.1%p 감소하였으나, 30%

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75 서울시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수(2011~2016년)

자료 :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서울통계), 각 년도

주 : 2/2 반기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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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용근로자 36만 명, 2010년 대비 14.0% 감소

종사상지위는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지위상

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영업자26,  상용근로자27,  임시근

로자28, 일용근로자29, 무급가족종사자30로 구분한다.

2014년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54만  명으로

2010년(210만 명) 대비 21.0% 증가하였으나, 전년 대비

는 감소하였다.

2014년 일용근로자는 36만 명,  임시근로자는 111만 명

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림 76 서울시 종사자지위별 임금근로자 수(2000~2015년)

자료 :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서울통계), 각 년도

주 : 임금근로자 중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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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취업 및 실업
2015년 취업자 514만 명, 실업자수 23만 명, 실업률 4.2%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와 실업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서울시 경제활동인구는 2014년 539만 명으로 가장 많았

으며, 2015년 536만 명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

다. 

서울시 취업자 수31는 2014년 515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

며, 2015년 514만 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2010년 대

비 2015년은 취업자수는 4.0% 증가하였다.

서울시 실업자 수는 2010년 24만 명에서 점차 감소 추세

를  보이다  2014년에  다시  2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은 2014년 대비 약간 감소하여 23만 명이었으며,

2010년 대비 6.9%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2015년 4.2%로, 2010년 4.7%에 비해 0.5%p

감소하였다.

그림 77 서울시 취업자와 실업자 수(2000~2016년)

자료 :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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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2010~2015년 서울시 청년 실업률 8.4% → 9.3%로 0.9%p 증가

2015년 서울시 청년 취업자수는  88만 명으로, 2010년

95만 명에 비해 6.8% 감소하였다.

2015년 청년 실업자수는 9만 명으로, 2010년 8.7만 명

에 비해 3.4% 증가하였다. 

최근 많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업률32은

2015년 9.3%로, 2010년 8.4%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림 78 서울시 청년 취업자와 실업자 수(2000~2016년)

자료 :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주 : 청년은 15~29세임

2015년 고령 취업자수 61만 명, 실업률 3.1%

60세 이상의 고령 경제활동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

으며, 2010년 46만 명 →  2015년 64만 명으로 37.5%

증가하였다. 

노년 취업자수는 2010년 44만 명 → 2015년 62만 명으

로  39.1%  증가하였으며,  노년 실업자수는  2010년  2만

명 → 2015년 2만 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년 실업률은 2010년 4.3% → 2015년 3.1%로 1.2%p

감소하였다. 

그림 79 서울시 고령 취업자와 실업자수(2000~2016년)

자료 :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주 :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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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규모

3.1 지역내총생산
2015년 서울시 지역내총생산 345조 원, 2010년 대비 19.1% 증가

지역내  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생산측면 부가가치로서,  경제활동별 발생한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33.

2015년 서울시 지역내총생산은 345조 원으로, 2010년

290조 원에 비해 19.1% 증가하였다. 

전국 대비 서울시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은 2015년 22.1%

로 2010년(22.9%) 대비 0.8% 감소하였다.

수도권  대비  서울시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은  2015년

44.7%로, 2010년(47.0%) 대비 2.3%p 감소하였다.

그림 80 서울시 지역내총생산(GRDP)(2000~2014년)

자료 : KOSIS, 지역소득, 각 년도

주 : 2010년 기준 가격이며, 2015년 자료는 추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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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규모

2015년 서울시 실질 성장률 3.5%, 전국 평균보다 높음

2015년 서울시 지역내총생산의 실질 성장률은  3.5%로

2010년 3.0% 대비 0.5%p 증가하였다. 

2015년 전국의 실질 성장률은 2.8%로 서울보다 낮은 수

준이었으나, 대체로 서울은 전국 평균에 비해 성장률이 낮

은 편이다.

2015년 경기도는 전국에 비해 건설업 성장률이 높았으

며, 서울은 대체로 서비스업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81 서울시 지역내총생산 실질 성장률(2007~2015년)

자료 : e나라지표, 지역내총생산,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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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토지이용·
      도시재생



1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1.1 용도지역 지정현황과 변화
2015년 서울시 주거지역 면적 325.7㎢(53.8%), 상업지역 25.3㎢(4.2%)

2015년  서울시  용도지역34 면적은  주거지역  325.7㎢

(53.8%),  상업지역  25.3㎢(4.2%),  준공업지역  20.0㎢

(3.3%), 녹지지역 243.8㎢(38.7%)이다.

기준  변경으로  비교가  어려운  2015년  자료  대신

2010~2014년 용도지역 변화를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3.3㎢ 증가하였으며, 상업지역 0.1㎢, 준공업지역 0.1㎢,

녹지지역 3.1㎢씩 감소하였다. 

그림 82 서울시 용도지역 면적(2005~2015년)

자료 : 서울통계, 용도지역 현황, 각 년도
주 : 2015년부터 서울시 내부 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수치가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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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그림 83 서울시 용도지역 현황(2015년)

자료 :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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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토지이용·도시재생

2010~2015년 용도지역 변경 건수 527건

210~2015년 용도지역이 변경35된 건수는 총  527건으

로,  전체 중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463건,  상업지역

으로 변경된 것은 32건이다. 

주거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353건이며, 그 중 2종에서 3종 변경이 57건, 1종에서 2

종 변경이 25건이며, 3종에서 2종 38건이다. 2종 내에서

2종 7층에서 12층으로의 변경은 71건, 12층에서 7층으

로의 변경은 18건이다.

주로 주거지역 내 변경은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으

로 변경되었다.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25건으로, 주로
문정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청량리 재정비촉진사업 등으

로 변경된 것이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보금자리 주택 개발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이다. 

그림 84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 건수(2010~2015년)

자료 : 서울시, 용도지역변경대장, 각 년도

주 : 경미한 변경이나 측량오차로 인한 사항은 일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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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1.2 용도지구 현황
2015년 용도지구 지정 면적 198.0㎢

2015년 용도지구36로 지정된 면적은 전체 198.0㎢이며,

고도지구(89.6㎢),  시설보호지구(65.2㎢),  미관지구

(22.4㎢), 경관지구(13.1㎢) 순이다.

2004년 이후 대부분의 용도지구 면적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2013년 동대문구에서 개발진흥지구(0.21㎢)

가 추가 지정되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85 서울시 용도지구 면적(2001~2015년)

자료 : 서울통계, 용도지구 현황,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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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토지이용·도시재생

그림 86 서울시 용도지구 현황(2015년)

자료 :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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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1.3 용도구역 현황
2015년 서울시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면적 149.62㎢

서울시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만 지정되어 있으며,  입

지규제최소구역은 지정된 곳이 없다.

2015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62㎢로 전체

행정구역 대비 24.7%를 차지한다.

2010~2015년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62㎢에서

151.62㎢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2년 강일2지구 첨단
업무단지 조성으로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림 87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면적(2010~2015년)

자료 : 서울시, 서울도시계획포털, 각 년도

그림 88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현황(2015년)

자료 :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2015

65



2 토지이용현황

2.1 건축물 용도별 연상면적
2.1.1 건축물 용도별 연상면적 변화

2015년 서울시 건축물 연상면적 537㎢, 주거 317㎢, 비주거 220㎢

2015년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로 파악한 서울시 건축물

연상면적37은 전체 536.7㎢로, 주거는 219.6㎢, 비주거는

317.0㎢이다.

2015년 건축물 연상면적은 2010년에 비해 11.4% 증가

하였으며, 주거는 10.1%, 비주거는 13.3% 증가하였다. 

그림 89 서울시 건축물 연상면적(2010~2015년)

자료 : 서울시,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 각 년도

2010~2015년 주거 중 공동주택 13.8%, 비주거 중 근린생활시설 11.7% 증가

2015년 건축물 용도별 연상면적은 2010년에 비해 주거

용도 중 공동주택이 210.1㎢로 13.8% 증가하였으며, 다

가구다세대  91.8㎢로 5.7% 증가,  단독주택은 15.1㎢로

8.6% 감소하였다.

비주거 용도 중 근린생활시설은 73.7㎢로 7.5%, 업무시

설 53.7㎢로 11.7%, 교육연구시설 21.2㎢로 9.3%, 판매

시설  7.6㎢로 22.6% 증가하였다. 

공장은 9.2㎢로 0.5% 감소하였다.

그림 90 서울시 건축물 용도별 연상면적(2010~2015년)

자료 : 서울시,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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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현황

2.1.2 자치구별 건축물 연상면적 변화

2010~2015년 마포구 연상면적 23% 증가로 최대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건축물  연상면적은 강남구가

47.7㎢로 가장 많고,  송파구(35.0㎢),  서초구(33.7㎢),

강서구(27.6㎢) 순이다. 

2010~2015년 서울시 구별 건축물 연상면적은 마포구에

서 23.4%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은평구(20.8%), 성

동구(19.5%),  강서구(15.7%)  순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지역들은 최근 재개발에 힘입어 연상면적 증가가 빠르게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1 서울시 자치구별 건축물 연상면적(2015년)

자료 : 서울시,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 2015

그림 92 서울시 자치구별 건축물 연상면적 변화(2010~2015년)

자료 : 서울시,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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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토지이용·도시재생

그림 93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 분포 현황(2015년)

자료 : 서울시,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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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현황

2015년 주거 연상면적 비율은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 순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주거 연상면적 비중이 가장 높

은 곳은 은평구로 80.6%에 달하며, 도봉구(79.8%), 노원

구(77.4%),  중랑구(77.0%),  양천구(76.7%)  순이며,  서

울시 평균은 59.1%이다.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비율은 서울시 평균 15.1%로, 가

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로 32.4%이며, 종로구(24.4%), 금

천구(23.9%), 강남구(23.0%) 순이다.

업무시설 비율은 서울시 평균 10.0%로, 가장 높은 자치구

는 중구(37.3%),  종로구(30.55),  영등포구(24.0%),  강

남구(21.6%) 순이다.

교육시설 비율은 서울시 평균이 4.0%로, 가장 높은 자치

구는  서대문구로  11.4%이며,  관악구(8.9%),  성북구

(8.0%), 노원구(7.9%), 종로구(7.8%) 순이다.

그림 94 서울시 자치구별 건축물 용도별 연상면적 비율(2015년)

자료 : 서울시,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 각 년도

주 : 주거(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공동주택), 근린생활·판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을 전체로 비율화함

69



III 토지이용·도시재생

2.1.3 중심지별 연상면적 변화38

중심지 내 연상면적 3도심 51.2%, 7광역중심 25.9%, 12지역중심 22.9%

2015년 3도심의 연상면적은 45.1㎢로, 2010년(39.7㎢)

에 비해  13.7%  증가, 7광역중심 연상면적은  22.8㎢로,

2010년(17.7㎢)에 비해 29.2%, 12지역중심은 20.2로,

2010년(16.6㎢)에 비해 21.5% 증가하였다. 

중심지 내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연상면적의 비중을 살

펴보면,  2015년  51.2%로  2010년(53.7%)에  비해

2.5%p  감소하였으며,  7광역중심은  25.9%로,  2010년

(23.9%)에 비해 2.0%p, 12지역중심은 22.9%로 2010

년(22.5%)에 비해 0.4%p 증가하였다.

각 중심지의 평균 비주거 연상면적 비율은 2015년 3도심

평균  86.4%, 7광역중심  81.1%, 12지역중심  71.8%이

다. 

비주거  연상면적  비율은  3도심  내에서는  한양도성

(93.9%),  강남(90.5%),  여의도·영등포(72.1%)  순이며,

7광역중심에서는 상암·수색(89.8%),  가산·대림(86.9%)

이 가장 높다.

12지역중심에서는 수서·문정이 85.8%로 가장 높고, 신촌

(83.6%), 봉천(76.3%), 사당이수(75.9%) 순이다.

그림 95 서울시 중심지별 연상면적 변화(2010~2015년)

자료 : 서울시,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 각 년도

그림 96 서울시 중심지별 비주거 연상면적 비율(2015년)

자료 : 서울시,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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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서울시 중심지별 연상면적(2015년)

자료 : 서울시,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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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용적률 변화
2.2.1 용도지역별 용적률 변화

2015년 서울시 용적률(건축물 대장 기준) 주거지역 176%, 상업지역 409%

서울시 건축물 관리대장39으로 산출한 서울시 평균 용적률

은 185.8%이며,  주거지역 176.5%,  상업지역 409.3%,

준공업지역 236.1%, 녹지지역 47.9%이다.

서울시  재산세  과세대장40을  바탕으로  산출한

2010~2015년 서울시 평균 용적률 변화는 13.6%p 증가

하였으며, 용도지역별로 살펴보면, 주거지역 9.5%p, 상업

지역  49.4%p,  준공업지역  29.9%p,  녹지지역  12.2%p

증가하였다.

그림 98 서울시 용도지역별 용적률(2015년)(건축물관리대장)

자료 :  서울시, 건축물 관리대장, 각 년도

주 : 막대 그래프의 가로 넓이는 서울시 용도지역 면적과 비례함.

2015년 주거지역 용적률 176%

서울시 건축물 관리대장을 바탕으로 한 주거지역 용적률

은 176.5%이며, 제1종 전용주거지역 90.3%, 제1종일반

주거지역  152.5%,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3%,  제3종

일반주거지역 191.7%, 준주거지역 277.6%이다.

서울시 과세 대장을 바탕으로 한 주거지역 용적률 변화는

9.5%p 증가하였으며, 준주거지역이 19.75p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2.4%p 증가하였으며, 제1종일반주거

지역 6.3%p,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3.3%p,  제3종일반

주거지역은 2.8%p 증가하였다.

그림 99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2015년)(건축물관리대장)

자료 :  서울시, 건축물 관리대장, 각 년도

72



2 토지이용현황

2015년 상업지역 용적률 409%, 준공업지역 용적률 236%

서울시 건축물 관리대장을 바탕으로 한 상업지역 용적률

은 409.3%이며, 중심상업지역은 418.4%, 일반상업지역

은  425.3%,  근린상업지역은  336.8%,  유통상업지역은

212.2%이다. 

준공업지역 용적률은 236.1%이다. 

서울시 과세 대장을 바탕으로 한 상업지역 용적률 변화는

49.4% 증가하였으며,  중심상업지역은 15.8%, 일반상업

지역은 52.0%, 근린상업지역은 44.5%, 유통상업지역은

63.0% 증가하였다. 

그림 100 서울시 상업·준공업지역 용적률(2015년)(건축물관리대장)

자료 :  서울시,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 각 년도

주 : 막대 그래프의 가로 넓이는 서울시 용도지역 면적과 비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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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중심지별 용적률 현황

2015년 서울시 평균 용적률 도심 482%, 광역중심 382%, 지역중심 371%

2015년 서울시 중심지별 용적률은 3도심 내에서 강남이

725.6%로 가장 높고,  한양도성 526.8%, 여의도·영등포

340.0% 로 나타났다.

7광역중심  중  용산이  542.7%로  가장  높고,  잠실

(519.3%), 청량리·왕십리(430.7%), 상암·수색(420.0%)

순이다. 

12지역 중심 중 마포 공덕이 664.0%로 가장 높고, 목동

(583.2%), 사당·이수(499.3%),  신촌(472.6%),  천호·길

동(403.8%) 순이다.

2010~2015년  증감율을  보면,  3도심에서는  강남이

44.4%p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여의도·영등포

34.0%p, 한양도성 34.2%p 증가하였다.

7광역중심 중 상암수색이 228.5%p 증가로 가장 크게 증

가하였으며, 용산(177.8%p), 마곡(57.5%p) 등에서 증가

폭이 크다.

12지역중심 중 수서·문정 지역은 최근 개발사업으로 인해

용적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101 서울시 중심지별 용적률(2010~2015년)

자료 : 서울시,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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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서울시 중심지(2015년)

자료 : 서울시,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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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건축물 노후도
2015년 서울시 35년 이상 건축물 25.1%

2015년 기준 서울시 건축물은 총 ~개 데이터 중 경과년

수를 파악할 수 있는 586,865동(~%) 중 15~25년 된 건

물이  30.1%(176,570동)로  가장  많고,  35년  이상41

(25.1%), 25~35년(24.3%) 순이다. 

5년 이내 건물은 29,704동으로 전체 건물에 4.9%에 불

과하다.

그림 103 서울시 건축물 연도(2015년)

자료 : 서울시, 건축물 관리대장,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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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5년 이상 경과한 건물은  중구(55.3%) 비율 가장 높아, 성북구(12,858동) 동수 가장 많아

35년 이상 건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55.3%이

며,  용산구(41.3%),  종로구(39.9%),  성북구(37.0%)  등

강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35년 이상 건물은 성북구(12,858동),  동대문구(10,276

동),  은평구(9,570동),  용산구(9,321동)  순으로 가장 많

다.

5년 이내 건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로 6.7%이

며,  광진구·송파구·서초구(6.1%),  강남구(6.0%),  마포구

(5.7%) 순이다.

2015년 서울시 구별 5년 이내 건물과 35년 이상 건물을

비교하면, 송파구는 유일하게 5년 이내 건물(1,475동)이

35년 이상 건물(1,087동)보다 많은 구다.

그림 104 서울시 자치구별 건축물 노후도(35년 이상) 현황(2015년)

자료 : 서울시, 건축물 관리대장, 2015

건축물 노후도는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에서 높음

2015년 서울시 행정동별 건축물  노후

도(35년 이상)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반포본동으로  87.1%에 달하며,  둔촌1

동(85.0%),  을지로동(83.1%),  회현동

(77.2%), 광희동(75.0%) 순으로 높다.

35년 이상 비중은 주로 한양도성을 중

심으로 강북지역에 비교적 높게 나타난

다.

그림 105 서울시 행정동별 건축물 노후도(35년 이상) 현황(2015년)

자료 : 서울시, 건축물 관리대장,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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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축허가동향
2015년 서울시 건축 허가 동수 14,863건, 허가 면적 36,701㎢

2015년 서울시 건축물 허가 동수는 14,863건이며, 면적

은 36,701㎢이다.

건축물 허가 동수는  2002년  28,950동으로 최대치였으

나, 허가 면적은 2011년 81,334㎢로 가장 높았다.

2010~2015년 서울시 평균 건축 허가 동수는 12,800동

이다. 

그림 106 서울시 건축허가동향(2000~2015년)

자료 : 서울통계, 건축허가, 각 년도

2015년 건축허가는 강남구가 최대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건축  허가  동수는  강남구가

1,214동으로 가장 많고, 관악구(901동), 마포구(829동),

서초구(735동) 순이다.

자치구별 건축 허가 면적은 강남구가 4,446㎢로 가장 많

고,  중구(2,896㎢),  강서구(2,859㎢),  은평구(2,602㎢)

순이다.

2015년 자치구별 평균 건축 허가 건수는 595동이다.

그림 107 서울시 자치구별 건축허가(2015년)

자료 : 서울통계, 건축허가,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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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택재개발 추진 현황
2015년 기준 주택 재개발 시행 구역 6개, 사업시행인가 4건

2015년 주택 재개발(뉴타운 포함)  사업 구역은 한 건도

지정되지 않았다.

2008년에는 72개 구역이 지정되어 2000년 이후 가장 많

았으며,  최근 재개발 구역 지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는  2015년  6건  있었으며,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108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2000~2015년)

자료 : 서울시, 서울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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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서울시 주택재개발 구역(2015년)

자료 : 서울시, 서울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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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
2015년 기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지정 2건, 사업시행인가 8건

2015년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지정은 2건, 사업

시행인가는 8건이다. 

현재 존치하고 있는 전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은 41개

구역이다. 

그림 11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2000~2015년)

자료 : 서울통계,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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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2015년)

자료 : 서울통계,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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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2015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선도모델 13개소 우선 추진

서울시 도시재생전략에 따라 경제기반형 2개소, 근린재생

중심시가지 3개소, 근린재생 일반 8개로 구분하여 선도모

델 13개소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경제기반형은 서울역, 창동·상계일대 지역이며, 근린재생

중심시가지는 세운상가, 낙원상가, 장안평 일대 지역이다.

근린재생일반형은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성수  1,2

가동, 신촌동, 암사1동, 장위동, 상도4동 일대 지역이다.

그림 112 도시재생사업 구역(2015년)

자료 : 서울시, 서울도시재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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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행특성

1.1 목적통행
2014년 서울 관련 통행 2,877만 건, 전체 통행량 대비 출근 통행 21% 차지

2014년  서울시  관련  총통행량42은  2,877만  건/일로,

2010년(2,850만 건)에 비해 0.9% 증가하였다.

2014년  목적별  통행량43은  출근  목적이  603만  건

(20.9%)으로 가장 많고, 업무 목적 211만 건(7.3%), 등

교 목적 193만 건(6.7%), 쇼핑목적 107만 건(3.7%) 순

이다. 

그림 113 서울시 총통행량(2002~2014년)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각 년도

그림 114 서울시 목적별 통행량(2002~2014년)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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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순유입 통행량 강남구, 중구, 서초구 순

2014년  서울시  자치구별  유입  통행량44은  강남구가

1,124,100건/일로 가장 많고, 중구(884,645건), 종로구

(829,730건),  서초구(602,724건),  영등포구(548,708

건) 순이다. 

반면 2014년 서울시 자치구별 유출 통행량45은 강남구가

552,877건/일로 가장 많고, 송파구(449,135건), 영등포

구(380,242건), 강서구(360,898건) 순이다. 

2014년  서울시  자치구별  순이동  통행량은  강남구가

571,223건/일로 가장 많고,  중구(536,885건),  종로구

(503,393건), 서초구(201,699건) 순이다. 

그림 115 서울시 자치구별 유입·유출 통행량(2014년)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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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서울 대도시권 자치구별 순이동 통행량(2014년)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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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입 통근 통행, 3도심 중 강남으로 이동이 가장 많아

서울시에서 경기, 인천으로 유출되는 통근 통행은 성남시

로의 이동이 76,196통행/일로 가장 많고, 고양시(74,759

건),  부천시(45,522건),  안양시(36,628건),  수원시

(32,299건) 순으로 많다. 

반면, 서울시로 유입되는 통근 통행량은 강남구로 이동이

224,830통행/일로 가장 많고, 서초구(116,214건), 중구

(106,969건),  종로구(92,776건),  영등포구(92,331건)

순으로 많아 주로 3도심으로의 이동이 많으며,  강남으로

의 이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7 서울시 유출 통근 상위 150위 네트워크(2014년)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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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통

그림 118 서울시 유입 통근 상위 150위 네트워크(2014년)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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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행특성

1.2 수단별 분담률
수단별 통행량 버스 862만 건, 지하철 747만 건, 승용차 723만 건

2014년 서울시 수단별 통행량은 버스가 862만 건으로 가

장 많고, 지하철(747만 건), 승용차(723만 건) 순이다.

2010~2014년 교통 수단 중에서버스는 1.1%, 지하철은

11.0% 증가하였으며, 승용차는 0.3% 감소하였다.

그림 119 서울시 수단별 통행량(2002~2014년)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각 년도

2014년 대중 교통 분담률 58.8%

2014년 서울시 수단별 통행 분담률은 버스가  31.5%로

가장 높고, 지하철 27.3%, 승용차 26.4% 순으로 총 대중

교통분담률은 58.8%에 달한다.

버스 통행은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분담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승용 통행은 2014년 26.4%로 2010년(37.3%)

에 비해 0.9%p 감소하였다.

지하철은 2014년 27.3%로 25% 전후를 지속적으로 유

지하고 있다. 

그림 120 서울시 수단별 통행 분담률(2002~2014년)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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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 이용

2.1 지하철 수송인원
2015년 서울시 지하철 수송인원은 264만 명, 연평균 2.7% 증가

서울시 지하철 수송인원은 2015년 264만 명으로, 2010

년(245만 명)에 비해 7.8%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2.7%

증가한 수치이다.

2015년 기준 2호선은 76만 명으로 수송인원이 가장 많으

며, 7호선(37만 명), 4호선(30만 명), 3호선(29만 명) 순

이다. 

2010~2015년 지하철 호선별 수송인원은 9호선이 8.3%

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7호선(2.9%), 6호선(1.7%),

1호선(1.3%) 순으로 증가하였다.

수송인원이 가장 많은 2호선은 0.7% 증가하였으며, 4호

선은 0.1% 감소하였다. 

그림 121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수송인원(2000~2015년)

자료 : 서울통계, 지하철 수송 ,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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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 이용

강남, 잠실, 홍대입구 등 2호선 역에서 승차인원이 최대

지하철 역별 일일 승차인원은 강남역(2호선)이 118,297

명으로 가장 많고,  잠실(95,757명),  홍대입구역(85,879

명), 신림역(82,283명), 구로디지털단지역(76,387명) 순

이다.

그림 122 지하철 역별 승차인원수 상위 10개 역(2016년)

자료 : 서울통계, 지하철 운행 현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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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통

2.2 지하철 혼잡도
2015년 서울시 지하철 평균 혼잡도 152%, 2011년 대비 12%p 감소

서울시 지하철 평균 혼잡도46는 2015년 152%로 2011년

(164%)에 비해 12%p 감소하였다. 

2005~2007년 혼잡도는  171%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

나, 최근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하철 호선별 혼잡도는 2호선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고,

비교적 1호선과 6호선의 혼잡도가 낮은 편이다.

2011~2015년 1호선의 혼잡도가 38%p로 가장 크게 감

소하였고,  8호선(-24%p),  6호선(-22%p),  5호선(-

21%p) 순으로 감소하였다. 

2011~2015년 가장 혼잡한 2호선은 4%p 감소하였으며,

4호선도 4%p로 가장 적게 감소하였다. 

그림 123 서울시 지하철 평균 혼잡도(2000~2015년)

자료 : 서울시, 지하철혼잡도(서울통계), 각 년도

그림 124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혼잡도(2000~2015년)

자료 : 서울시, 지하철혼잡도(서울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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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 이용

2.3 버스 전용차로 현황
2015년 버스 전용 차로 40개 구간, 거리 217.0㎞

버스 전용차로는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와 중앙 버스 전용

차로로 구분된다.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는 2005년 격감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10년 44개 구간 → 2015년 40개
구간으로 감소하였다.

중앙  버스 전용차로는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와 반대로

2005년부터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0년 13개 구

간이 지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서울시 버스 전용차로로 지정된 구간의 길이는  2008년

198.5㎢로 가장 짧았으며, 2010년 208.2㎢ →  2015년

217.0㎢로 약간 늘어났다. 

그림 125 서울시 버스 전용차로 구간(2000~2015년)

자료 :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현황(서울통계), 각 년도

그림 126 서울시 버스 전용차로 거리(2000~2015년)

자료 :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현황(서울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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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 인프라

3.1 자전거 도로현황
2015년 서울시 자전거 도로 연장 776㎞, 2010년 대비 16.5% 증가

서울시 자전거 도로연장47은  2015년  776㎞로, 2012년

666㎞에 비해 16.5% 증가하였다.

총 도로연장 대비 자전거 도로 연장 비율은 2015년 9.4%

로 2012년 8.1%에 비해 1.3%p 증가하였다. 

그림 127 서울시 자전거 도로연장(2002~2015년)

자료 : 서울시, 자전거 도로 현황(서울통계), 각 년도

2015년 서울시 자전거도로는 동남권에 설치율이 높음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자전거 도로연장은 송파구가

79.0㎞로 가장 많고,  강남구(53.7㎞),  강동구(35.4㎞),

양천구(31.9㎞) 순이다.

자전거 도로연장이 가장 작은 곳은 중랑구로 3.0㎞에 불

과하며,  금천구(7.5㎞),  동대문구(8.0㎞),  도봉구(8.2㎞)

순이다.

그림 128 서울시 자치구별 자전거 도로연장(2015년)

자료 : 서울시, 자전거 도로 현황(서울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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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 인프라

3.2 주택가 주차장 현황
2015년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244만 개, 주차장 확보율은 100.3%

주택가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구영),  노외 주차장(구영),

건축물  부설주차장(주택용)을 의미하며,  주차가 가능한

면수의 총 합으로 나타낸다.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은  2015년  244만 개로,  2010년

228만 개에 비해 6.8% 증가하였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2015년 226만 개로 2010년(202만 개)에 비해 12.0%

증가하였다.

주택가 주차장의 확보율은  2015년  100.3%로  100%를

넘어섰으나,  주차장 증가가 주로 아파트 등 건축물 부설

주차장 증가에 힘입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율 증가가 주

차장 부족한 동네의 주차난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림 129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수와 주차장 확보율(2002~2015년)

자료 :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서울통계), 각 년도

주차장 확보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구는 25개 중 9개 구임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동대문

구가  118.9%로  가장  높고,  은평구(117.8%),  성북구

(117.3%), 용산구(112.8%) 순이다.

반면 서대문구는  60.1%에 불과하며,  영등포구(77.0%),

금천구(80.5%),  중구(81.6%)  순으로 낮아 지역적으로

편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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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서울시 자치구별 주차장 확보율(2015년)

자료 :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서울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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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안전·환경



1 도시안전

1.1 화재발생 동향
2015년 서울시 화재 5,921건, 2010년 대비 11.3% 증가

2015년 서울시 화재발생은 4,921건으로 2010년 5,321

년 대비 11.3% 증가하였다.

전국  대비  서울시 화재발생 비중은  2015년  13.3%로

2010년(12.7%)에 비해 0.6%p 증가하였으나, 12~13%

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31 서울시 화재발생 건수(2007~2015년)

자료 : 1) 국민안전처, 화재발생총괄표, 각 년도,  2)서울시, 화재발생(구별)(서울통계), 각 년도

2015년 건축물 화재 비중 78.5%, 가장 많은 비중 차지

화재를 국가화재분류체계에 따라 건축물 화재, 위험물 화

재, 운송 화재, 임야 화재, 기타 화재로 구분하였을 때, 건

축물 화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건축물 화재는 2015년 78.5%로, 2010년 74.9%에 비해

3.6%p  증가하였으나,  운송  화재는  2015년  7.4%로

2010년(11.5%)에 비해 4.1%p 감소하였다. 

그림 132 서울시 장소별 화재발생 비율(2008~2015년)

자료 : 서울시, 원인별 화재발생(구별)(서울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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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안전

2015년 서울시 화재 발생 피해액 1,434억 원, 사망자수 27명

화재 발생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2015년 1,434억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재산 피해액(1,699억 원)에 비해 낮

은 수치이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5년 67명이다. 

그림 133 서울시 화재발생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과 사망자수(2007~2015년)

자료 : 서울시, 화재발생(구별)(서울통계), 각 년도

강남에서 높은 화재 발생 빈도

2015년  서울시  행정동별  화재발생은

역삼1동이 85건으로 가장 많고, 서교동

(73건),  종로1·2·3·4가동(69건),  신촌

동(45건), 논현1동(45건) 순이다.

주로 화재 발생이 많은 곳은 상업시설이

많은 곳으로,  강남에서 비교적 높은 빈

도로 발생한다. 

그림 134 서울시 행정동별 화재발생 건수(2015년)

자료 : 서울시, 화재발생(동별)(서울통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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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안전·환경

1.2 범죄발생 동향
2015년 서울시 범죄 12.6만 건, 2010년 대비 1.5% 증가

2015년 서울시 범죄발생 건수는 12.6만 건으로, 2010년

(12.4만 건)에 비해 1.5% 증가하였다.

2010~2015년 연평균 범죄 발생 건수는 13만 건이다. 

서울시 인구 천 명당 범죄발생 건수는 2015년 34.6%로

2010년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0.5%p 증가하였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5대 범죄 중 폭력 범죄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15년 51.5%를 차지하고, 절도는 43.8%이다.

그림 135 서울시 범죄발생 건수(2000~2015년)

자료 : 서울시, 범죄발생현황(서울통계), 각 년도

그림 136 서울시 5대 범죄 발생 비율(2000~2015년)

자료 : 서울시, 범죄발생현황(서울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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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안전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5대 범죄 발

생 건수는 강남구가 8,617건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6,867건),  송파구

(6,778건), 관악구(5,345건) 순으로 높

다.

3도심 중 강남과 영등포를 중심으로 범

죄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림 137 서울시 자치구별 5대 범죄 발생 건수(2015년)

자료 : 서울통계, 범죄발생현황, 각 년도

강남, 영등포 범죄 발생 빈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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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안전·환경

1.3 보행자 사망자수
2015년 보행자 사망자수 213명

2015년 서울시 보행자 사망자수는 213명으로, 보행사고

자(사망자와 부상자) 대비 1.8%이다.

차도,  횡단보도,  육교,  보도 통행을 제외한 기타 횡단 중

사고가 82명(38.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횡

단보도 횡단이 55명(25.8%)이 다음으로 높다. 

그림 138 서울시 보행사고 사망자수(2005~2015년)

자료 : 서울시, 교통사고현황(서울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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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환경/에너지

2.1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2015년 서울시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5㎍/㎥, WHO 가이드라인을 크게 상회

초미세먼지는 PM-2.5㎛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00년  46㎍/㎥에서

2010년 25㎍/㎥으로 감소하였고, 증감을 반복하다 2015

년에는 다시 평균 25㎍/㎥를 기록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제시하는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1㎥당 10㎍으

로, 서울시 기준(평균 25㎍/㎥)에 비해 훨씬 낮게 잡고 있

다. WHO 기준으로 서울시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훨씬
높게 나타나 초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39 서울시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2000~2015년)

자료 : 서울시, 대기오염 현황(서울통계), 각 년도

초미세먼지 주로 대기가 건조한 봄·가을에 심각, 2015년 기준초과 일수 1년 중 131회

2015년 서울시 일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25㎍/㎥)

이상을 기록한 날은 대부분  2~3월, 10~11월로 대기가

건조한 봄·가을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서울시 평균 초미세먼지 기준 초과 일수는 2014년 138회

였으며, 2015년 131회를 기록하였다. 

그림 140 서울시 일별 초미세먼지 농도(2015년)

자료 : 서울시,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각 년도

104



2 대기/환경/에너지

2.2 생활폐기물처리 현황
2015년 서울시 생활폐기물 9,439톤/일, 재활용 처리 비율 68.9%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9,439톤/일로,

2010년(10,020톤/일)에 비해 5.8% 감소하였다.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0.92Kg으로, 2010

년(0.95Kg)에 비해서 감소하였다.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은 재활용, 소각, 매립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재활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재활용 처리는 68.9%, 소각 23.5%, 매립 7.6%

이다. 

그림 141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1인당 발생량(2000~2015년)

자료 :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서울통계), 각 년도

재활용 처리 비중 도봉구 최고, 구로구 최저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강남구가

713.2톤/일로  가장  많고,  송파구(575.7톤/일),  서초구

(562.3톤/일), 중구(500.3톤/일) 순이다. 

반면 은평구(227.5톤/일),  강북구(230.2톤/일),  금천구

(240.1톤/일) 순으로 발생량이 적다. 

그림 142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발생량(2015년)

자료 :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서울통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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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처리 비중 도봉구 최고, 구로구 최저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활용 처리 비율은 도봉구가

77.8%로 가장 높고, 노원구(76.6%), 강동구(73.9%), 광

진구(73.8%), 중랑구(73.4%) 순이다.

재활용 처리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구로구로 56.1%이며,

구로구는 소각 비율이 36.3%에 이른다. 

그림 143 서울시 자치구별 재활용 처리 비중(2015년)

자료 :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서울통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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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에너지원별 소비량
2015년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 1억 5,189만 toe, 전국 대비 비중 6.9%

에너지 소비량은 산업, 수송, 가정 및 상업부문 등 최종에
너지 소비부문에서 이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급

된 에너지의 전환과 손실을 고려하여 계산한다48.  

2015년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은  1억  5,189만  toe49로,

2010년(1억 5,496만 toe)에 비해 2.0% 감소하였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2015년 147.5 만toe로, 2010년

( 146.5 만toe)에 비해 0.9만toe 증가하였다.

전국 대비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 비중은 2015년 6.9%로

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서울의 에너지 소비량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높

은 편이나,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 경기 등에 비해서

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44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열량)과 1인당 에너지 소비량(2000~2015년)

자료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각 년도

그림 145 전국 시도별 에너지 소비량(2015년)

자료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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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 비중 높음, 신재생에너지 1.8% 차지

에너지원별 소비량은 석유,  천연 및 도시가스,  전력 순으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대비 2015년 석유 비중은 42.9%로 6.0%p 증가

하였으며,  천연 및 도시가스는  26.2%로  2010년 대비

6.2% 감소, 전력은 25.7%로, 2010년 대비 0.2%p 감소

하였다. 

신재생에너지는  2015년  1.8%로  2010년  0.6%에 비해

1.2%p 증가하였다.

그림 146 서울시 에너지 원별 소비량 비중(2000~2015년)

자료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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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온실가스 배출량
2013년 서울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 476억 tCO2, 전국 대비 비율 6.9%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및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

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의미한다(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 

서울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3년  476억  1천만

tCO250로,  2000년(483억  3천만  tCO2)에서  2010년

(497억 5천만 tCO2)로 증가하다가 최근 다시 감소경향을

보인다.

전국  대비 서울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 비중은  2013년

6.9%로 2010년 8.3%에 비해 1.4%p 감소하였다. 

그림 147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2000~2013년)

자료 : 서울시, 2015 에너지백서, 2015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3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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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

1.1 아동/여성복지시설 현황
1.1.1 아동복지시설 현황

2015년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518개, 2010년 대비 3.8% 증가

2015년 서울시 아동복지시설51은 518개로 2010년(499

개)에 비해 3.8% 증가한 수치이다. 

2015년 서울시 아동인구52 10만 명당 아동복지시설수는

31.5개로, 2010년(25.3개)에 비해 6.2개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동복지시설 확충과 함께 아동인구가 동시에 감소

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시설은 2008~2009년 사이 79.2% 증가하였는

데, 이는 동대문구, 도봉구, 관악구 등에서 20개 이상 시

설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림 148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수(2008~2015년)

자료 : 1)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이용시설)(서울통계), 각 년도
 2)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서울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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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

아동인구 10만 명당 아동복지시설수 금천구, 종로구 최다, 강남구 서초구 최저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아동인구 10만 명당 아동복지

시설수는 금천구가 78.6개로 가장 많고, 종로구(55.2개),

관악구(48.2개), 동작구(45.8개) 순이다. 

반면 아동인구 10만 명당 아동복지시설수는 강남구 2.9

개,  서초구 5,7개,  송파구 12.6개 순으로 낮아 지역적으

로 편중 현상이 심하다. 

그림 149 서울시 자치구별 아동인구 10만 명당 아동복지시설수(2015년)

자료 : 1)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이용시설)(서울통계), 2015
 2)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서울통계)), 2015

2010~2015년 아동복지시설수 금천구 가장 크게 증가, 강남구 감소

2010~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아동인구 10만 명당 아

동복지시설수는 금천구에서  34.7개 증가하여 최대치이

며,  종로구(17개),  동대문구(15개),  은평구(13.6개),  동

작구(13.0개) 순이다. 

반면 시설수도 가장 적은 강남구는 0.7개 감소하였으며,

마포구에서도 0.3개 감소하였다. 

그림 150 서울시 자치구별 아동인구 10만 명당 아동복지시설수 증감량(2010~2015년)

자료 : 1)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이용시설)(서울통계), 각 년도
 2)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서울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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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여성복지시설 현황

2015년 서울시 여성복지시설 총 52개, 여성인구 10만 명당 1.03개

2015년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수53는 총  52개로  2010년

50개 비해 2개소 증가하였다. 

아동복지시설 중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22개로 2010년

대비  3개소 증가하였으나,  여성소외복지시설은  30개로

2010년 대비 1개소 감소하였다.

2015년 서울시 여성인구  10만 명당 여성복지시설수는

1.03개로 2010년(0.97개)에 비해 0.04개 증가하였다.

그림 151 서울시 여성복지시설수(2000~2015년)

자료 : 서울시, 여성복지시설(서울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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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시설은 지역적으로 편차가 큼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여성인구 10만 명당 여성복지

시설수는  종로구(3.8개),  서대문구(3.7개),  마포구(3.5

개), 구로구(2.7개) 순이다. 

반면, 중구·성동구·광진구·중랑구·도봉구·양천구·강동구
에는 여성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강서구와 노

원구는 소외여성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소외여성복지시설만 있는 등 지역적 편

중 현상이 있다. 

그림 152 서울시 자치구별 여성인구 10만 명당 여성복지시설수(2015년)

자료 : 서울시, 여성복지시설,(서울통계),  2015

2010~2015년 여성인구 당 여성복지시설수 서대문구 최다 증가, 영등포구 감소

2010~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여성인구 10만 명당 여

성복지시설은 서대문구에서 3.7개 증가하였으며,  금천구

(1.7개), 종로구·마포구(1.5개), 구로구(1.4개) 순이다. 

반면 강남구,  용산구,  영등포구에서는 여성복지시설수가

감소하였다. 

그림 153 서울시 자치구별 여성인구 10만 명당 여성복지시설 증감량(2010~2015년)

자료 : 서울시, 여성복지시설,(서울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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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2015년 노인여가복지시설 2010년 대비 6.9% 증가, 노인인구 당 시설은 0.3개 감소

2015년 서울시 노인여가복지시설54은  2015년  3,735개

로 2010년(3,495개)에 비해 6.9% 증가하였다.  특히 이

용  인원이  많은  노인종합복지관은  2015년  32개소로

2010년 대비 1개소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5년 노인인구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는

2.02개로 2010년 2.32개 대비 0.3개 감소하였는데,  이

는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54 서울시 노인여가복지시설수(2003~2015년)

자료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서울통계), 각 년도

주 : 노인인구는 60세 이상임.

2015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 순으로 최다

2015년 서울시 행정동별 노인여가복지

시설은  진관동(38개),  염창동(34개),

신정3동(29개),  상계1동·문래동(28개)

순이다. 

반면 소공동,  명동,  필동,  을지로동,  능

동은 1개소만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원구(254개),  강서구(227개),  구로

구(209개), 영등포구(200개) 순이다. 

그림 155 서울시 행정동별 노인여가복지시설수(2015년)

자료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서울통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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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인인구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영등포구, 구로구 순

2015년 서울시 행정동별 노인인구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는  염창동

(10.4개),  위례동(9.0개),  구로1동(8.4

개), 중계본동·양평1동(7.9개) 순이다.

반면 능동(0.6개),  방배본동·망우3동·

방이2동·합정동(0.8개)은 가장 적다.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인구 천 명당 노인

여가복지시설수는 영등포구(2.7개),  구

로구(2.6개),  마포구·양천구(2.5개)  순

이다. 

그림 156 서울시 행정동별 노인인구 천 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2015년)

자료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서울통계), 2015

노인여가복지시설 구로구>은평구>성동구 순으로 증가, 영등포구는 감소

2010~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여가복지시설수는

구로구에서 34개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은평구(31

개),  성동구(22개),  동대문구·성북구·동작구(17개)  순으

로 증가하였다. 

영등포구는 유일하게 노인여가복지시설이  3개 감소하였

다. 

그림 157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증감량(2010~2015년)

자료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서울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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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만 명, 전체 인구 대비 2.4%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5년  25만 명으

로, 2010년 대비 22.5% 증가한 것으로, 2014년까지는

감소추세였으나, 2015년 다시 증가한 것이다55. 

서울시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수 비율은 2015년 2.4%로

2010년(1.9%)에 비해 0.5%p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5
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로 개편되면서 지원대

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58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2001~2015년)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각 년도

임대주택 지구 중심으로 수급자 비율이 높음

서울시 행정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자수가 많은 곳은 등촌3동(4,167명),

중계2·3동(3,541명),  월계2동(2,448

명), 수서동(2,291명) 순이다.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수서동(14.7%),  가양2동

(13.4%),  등촌3동(11.8%),  남영동

(10.2%) 순이다. 

동남권에 비하여 동북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159 서울시 행정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비율(2015년)

자료 : 1)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15
  2)서울시, 주민등록인구(서울통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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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도봉구 87.2%로 크게 증가

2010~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수는 도봉구가 87.2%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나, 증가

한 수급자 수는  4,452명으로 은평구(4,358명),  중랑구

(4,032명)와 유사한 수준이다. 

서초구(59.6%), 광진구(39.0%), 중랑구(37.3%) 순으로

증가하였고, 영등포구는 유일하게 6.5% 감소하였다. 

그림 160 서울시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증감(2010~2015년)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각 년도

서울시 기초연금 수급률 52.7%

서울시 기초연금56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며, 2010년 51만 명 → 2015년 66만 명으로 27.9% 증
가하였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0년 51.2% → 2015년 52.7%로

1.5%p 증가하였다. 

그림 161 서울시 기초연금 수급자와 수급률(2008~2015년)

자료 : 서울시, 서울시 내부자료(업무바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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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공립보육시설 현황
2015년 국공립보육시설 922개, 국공립보육분담률 14.0%

2015년  서울시  국공립보육시설57은  922개로  2010년

(643개) 대비 43.4% 증가하였다. 과거 2006년 632개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5년을 기점으로 정부에
서 ‘보육 공공성 강화’가 정책 목표로 설정되면서 예산 투

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영유아 천 명당 국공립 보육시설수는 2015년 1.9

개로, 2010년 1.3개에 비해 0.6개 증가하였다. 

전체 보육시설 대비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은  2015년

14.0%로 2010년 11.0%에 비해 3.0%p 증가하여 점차

국공립보육 분담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62 서울시 국공립보육시설수 및 영유아 천 명당 대비 시설수(2000~2015년)

자료 : 서울시, 보육시설(서울통계), 각 년도

행정동별 국공립보육시설 5개 이상 23개 동

2015년 서울시 행정동별 국공립보육시

설수는 오류2동이  13개로 가장 많고,

세곡동(12개),  신정3동(10개),  방화1

동(9개) 순이다. 

서울시 424개 동 중 20개 동에는 국공

립보육시설이 없어 추가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163 서울시 행정동별 국공립보육시설수(2015년)

자료 : 서울시 보육시설,(서울통계),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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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수 천명당 국공립보육시설은 영유아 수가 적은 도심에서 높음

2015년 서울시 행정동별 영유아수 천
명  당  국공립보육시설수는  을지로동

(31.3개),  창신2동(15.1개),  창신1동

(12.4개)  순으로 높으며,  이 지역은 영

유아 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영유아수가 천 명 이상인 행정동을 기준

으로 높은 지역은 마장동(5.3개),  금호

2·3가동(4.9개),  등촌3동(4.7개),  구로

3동(4.0개) 순이다. 

행정동별 국공립보육분담률은 을지로동

50.0%,  창신2동  57.1%,  창신1동

50.0%로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그림 164 서울시 행정동별 영유아수 천명 당 국공립보육시설수(2015년)

자료 :서울시, 보육시설(서울통계), 각 년도

주 : 영유아는 0~6세임.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크게 증가

2010~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국공립보육시설은 금천

구에서  115.4%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서초구

(95.0%), 성동구(90.6%), 강동구(81.0%) 순으로 증가하

였다. 

반면 중구(5.9%),  종로구(12.0%),  중랑구(14.9%)  순으

로 증가폭이 적다. 

그림 165 서울시 자치구별 국공립보육시설 수 증감율(2010~2015년)

자료 : 서울시, 보육시설(서울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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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문화시설 현황
2015년 서울시 문화시설 1,299개, 2010년 대비 22.0% 증가

서울시 문화시설58은 2015년 1,299개로 2010년(1,064

개)에 비해 235개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공연수요 증가

에 따라 점차 공연장 건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문화시설 중 영화관 511개, 공연장 381개, 지역

문화복지시설 247개, 전시시설 160개이다.

서울시  문화공연  및  전시회  개최수(영화상영  제외)는

2015년 12,465건으로 2010년(11,697건)에 비해 증가

하였으나, 대체로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66 서울시 문화시설수와 개최수(2010~2015년)

자료 :1) 서울시, 문화공간(공연장, 영화관,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서울통계), 각 년도
2) 서울시, 문화공연 및 전시회(서울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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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시설은 종로구(259개) 최대, 지역적으로 편중

2015년 서울시 문화시설은 종로구가 259개로 가장 많고,

중구·강남구(101개),  마포구(75개)  순으로 도심에 집중

되어 있다. 

중랑구(18개),  동작구(23개),  금천구(25개),  동대문구

(27개)  순으로 문화시설 수가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구는 대부분 영화관과 지역문화복지시설이 대부분

이며, 공연장과 전시시설이 없거나 적다. 

3도심이 포함되어 있는 강남구와 영등포구는 대부분 영화

관으로, 종로구에 비해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

로, 보다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적
편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연장과 전시시설이 부족한 지

역에 추가적 건립 필요성이 있다. 

그림 167 서울시 지치구별 문화시설수(2015년)

자료 : 서울시, 문화공간(공연장, 영화관,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서울통계), 2015

종로구 문화시설 80개소 건립, 25개 자치구 중 최다

2010~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문화시설은 종로구가 80

개 증가로 가장 많이 건립되었으며, 마포구(31개), 송파구

(20개), 노원구(15개), 중구(14개) 순이다. 

종로구는 공연장이  169개로 크게 증가하였고,  마포구도

31개로 증가하였다. 

문화시설수가 감소한 지역은 관악구(-8개),  중랑구(-7

개), 양천구(-3개)로, 중랑구와 관악구는 영화관, 양천구

는 전시시설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168 서울시 자치구별 문화시설수 증감량(2010~2015년)

자료 : 서울시, 문화공간(공연장, 영화관,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서울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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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공도서관 현황
2015년 공공도서관 146개, 2010년 대비 44.6% 증가

2015년 서울시 공공도서관은 147개로, 2010년  101개

에 비해 44.6%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증가로

정부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확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2015년  70,529명으로,

2010년(104,707명) 대비 32.7% 감소하였다. 하지만 미

국(33,525명),  영국(16,945명),  독일(10,468명),  일본

(39,386명) 등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보다 여전히 도서관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59.

2015년 서울시 공공도서관 보유 자료수는 1,243만 개로

2010년(870만 개)에 비해 42.7% 증가하였으며, 도서 자

료수는 1,193만 개, 비도서 자료수는 50만 개이다. 

그림 169 서울시 공공도서관 수(2007~2015년)

자료 : 1) 서울시, 공공도서관(각 년도), 각 년도

 2) 서울시, 주민등록인구(각 년도), 각 년도

그림 170 서울시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수(2007~2015년)

자료:  서울통계, 공공도서관,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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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서

초구(225,629명), 중랑구(139,540명), 관악구(105,806

명), 마포구(99,588명) 순으로, 도서관 대비 인구수가 많

아 보다 많은 도서관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반면,  종로구(27,304명),  중구(26,866명),  강남구

(48,480명) 등은 비교적 적은 인구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그림 171 서울시 자치구별 도서관 1관당 인구수(2015년)

자료 : 1) 서울시, 공공도서관,(서울통계) 2015, 2)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서울통계), 2015

2010~2015년 성북구, 송파구의 도서관 수가 가장 많이 증가

2010~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

수는 64.6%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중구(61.9%), 송

파구(51.9%),  동대문구(50.7%)  순으로 비교적 시설 확

충이 된 지역이다. 

반면,  가장  적게  감소한  구는  용산구(3.6%),  강동구

(6.8%),  강남구(7.6%),  구로구(9.6%) 순으로,  용산구와

강동구는 도서관 수가 증가하지 않았으며, 구로구와 강남

구는 1개소만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172 서울시 자치구별 도서관 1관당 인구수 증감율(2010~2015년)

자료 : 1) 서울시, 공공도서관,(서울통계) 각 년도, 2)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서울통계), 각 년도

서초구, 중랑구, 관악구에 보다 많은 도서관 확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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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

3.1 외국인 관광객수
2015년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수 1,041만 명, 2010년 대비 47.4% 증가

2015년 서울시 반문 외국인 관광객수60는 1,041만 명으

로 2010년(706만 명)에 비해 47.4% 증가하였으나, 전년

대비 8.8% 감소하였다.

서울시 국적별 방문객수 비율은 2015년 중국(45.2%), 기

타(33.0%),  일본(13.9%)  등으로,  2010년  일본이

3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에 비해 수치가 낮아

졌으며, 중국인 관광객 수가 현격히 증가하였다. 

그림 173 서울시 방문 외국인 관광객수(2005~2015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실태조사, 각 년도

그림 174 서울시 방문 국적별 외국인 비율(2005~2015년)

자료 : 1) 서울시, 외국인 국적별 방문객수(서울통계), 각 년도
 2)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실태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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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서울시민과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외국인으로 
구성됨.

2 주민등록인구와 센서스인구의 차이는 두 자료의 집계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주민등록인구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인구로, 실제 거주하

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외국 체류, 군입대

등)에도 집계한 결과치이며, 센서스인구는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조

사 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집계한 결과치임.

3 등록센서스 방법으로, 2015년 처음으로 시도된 방법이다. 행정자료

를 활용하여 연계·보완한 후 집계한 결과치임.

4 2010년까지 현장조사를 통한 전수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결과치

임.

5 센서스인구는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자료이므로 보다 정확하다

고 알려져 있으나, 주민등록인구를 모니터링에 이용하는 것은 매년,
매분기마다 갱신이 가능하고, 연속적으로 모니터링에 이용할 수 있

기 때문임. 또한 2015년 센서스 방법의 변화로 2010~2015년의 비

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6 2015년 기준 가락1동의 인구는 968명으로, 이는 가락시영아파트재

건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하게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7 2014년 12월 장례인구추계 기준임.

8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3~2033) 자료 기준임.

9 내국인 인구 기준임.

10 내국인 인구 기준임.

11 내국인 인구 기준임.

12 연말기준이며, 2007년까지는 각 시도, 2008년 이후부터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를 기준으로 함.

13 2005년까지는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이 구분되지 않아 한국계 중

국인이 중국인으로 분류되어 있음.

14 집단,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기준이며, 2010~2015년은 등

록센서스 자료를 기준으로, 이전과 비교에 어려움이 있음.

15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며,  시·도내 이동과 시·도간 이동을 포

함한 것.

16 학업으로 인하여 가장 활발하게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인 15~24세

인구와 결혼·직장 등으로 인하여 서울에서 외부로 유출이 가장 많

은 25~34세 인구를 비교함.

17 2000년 데이터와 2001년 이후 데이터 구조 차이로 인하여 부득이

2001년부터 분석에 이용함.

18 1) OECD, 「http://www.oecd.org/」 2017. 05. 「Dwellings per
thousand inhabitants」.

2) 일본은 2013년, 영국은 2014년, 미국은 2015년 자료임.

[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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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택을 대상으로 집계하며, 빈집을 제외함.
2010년 이전은 평(坪)형 단위로 구분되어 있음.

20 2000년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은 영업용 건물내 주택을 의미함.

21 신규주택 공급량은 다가구구분거처를 반영하여 나타난다. 

22 1)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중 민간부문을 제외한 주택으로 영구

임대, 국민임대, 공공건설, 공공매입, 전세임대, 장기전세를 포함함.

2) 공공임대주택 비율 산정을 위하여 이용한 전체 주택수는 주택보

급률 산정을 위한 주택수 데이터임.

23 1) 각 년도 12월 기준임.
2) 2010년 12월 기준으로 조정한 값임.

24 1) 각 년도 12월 기준임.
2) 2010년 12월 기준으로 조정한 값임.

25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기준으로 5대 산업은 농림광업(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

업(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임.

2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임

27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
용받는 사람

28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이

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

해 고용된 경우

29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

30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

람을 말하며, 조사대상 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

31 1) 취업자수는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무급가족종사자(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 직
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연
가, 또는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함.

2) 실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지난 4
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일자리

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3) 취업률=(취업자/경제활동인구)*100,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

구)*1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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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노동 능력이 있어도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은 제외됨

33 e나라지표.(www.index.go.kr).

34 용도지역 통계는 2015년부터 서울시 내부 기준 변경으로 조정되었

으며, 작성기준이 상이하여 이전 자료와의 비교가 불가함.

35 각 년도의 용도지역 변경대장을 이용하여 확인함.

36 2003~2004년 시설보호지구 조정으로 면적이 감소함.

37 ① 2010년 건축물 과세 대장 4,699,443개 데이터로 분석

② 2011년 건축물 과세 대장 4,767,261개 데이터로 분석

③ 2012년 건축물 과세 대장 4,843,737개 데이터로 분석

④ 2013년 건축물 과세 대장 4,963,659개 중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1개를 제외하고 4,963,658개 데이터로 분석

⑤ 2014년 건축물 과세 대장 5,045,892개 중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1,352개를 제외하고 5,044,540개 데이터로 분석

⑥ 2015년 건축물 과세 대장 5,191,278개 중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20,203개를 제외하고 5,171,075개이용

38 중심지 분석을 위한 범역은 생활권 계획에서 논의된 중심지 기준을

활용하여 동별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함

39 ① 과세 대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 중 대지면적, 용
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포함된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총 615,284개 데이터 중  254,445개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산출함.. 
하지만 2010년 건축물 대장은 누락분이 많아 비교가 어려워 용적

률 변화는 부득이 과세대장을 이용함.

② 대지면적은 동일하게 지목상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체육용지, 종교용지를 산정하였으며, 토지대

장을 이용하였음.

40 ① 용적률 산정을 위해 재산세 과세 대장을 이용한 것은, 건축물 대

장에 비해 연면적 정보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하지만 자

료 특성 상 지하 면적을 구분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지하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는 주차관련시설을 제외하고 분석에 이용하였으나, 
모든 지하 면적을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과대 추정됨. 그러므로 절

대치를 제외하고 변경된 경향성만 파악함.
② 대지면적은 지목상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

지, 창고용지, 체육용지, 종교용지를 산정하였으며, KLIS 토지특성

도를 이용하였음.
③ 과세대장 중 지목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를 제외하였음

④ 용적률 산정을 위하여 지하 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주차관련

시설을 제외하여 분석함

41 센서스 자료와의 기준 자료 통일을 위해 35년을 기준으로 사용함.

42 2002, 2006, 2010년은 가구통행실태조사이며, 나머지 년도는 현행

화 자료임.
2007~2008년 자료는 없음.
귀가 통행은 다른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종속적 활동이므로, 제외

하였음.
기타 통행은 친교/개인/여가 용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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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귀가 목적이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44 시외에서 서울로 유입하는 통행량만 고려함.

45 서울에서 시외로 유출하는 통행량만 고려함.

46 승차인과 좌석수가 일치할 경우 34%로 봄.

47 1)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

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이며, 2012년 이후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

전거전용차로가 제외되어, 도로 면적이 감소함.
2) 교량, 하천, 공원 등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제외함.

48 3년마다 에너지 총조사를 통하여 통계를 수정 및 보완하고 있음

49 Tonne of oil equivalent로, 107kcal을 의미함.

50 이산화탄소배출량 단위로, TOE에서 각 연료별로 탄소함량을 고려

하여 계산함. 

51 1) 아동생활시설은 영아시설, 유아시설, 직업보도시설(~2003년), 양
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기타(2004년~)임.

2) 아동이용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센터, 아동상담소(2006년~)

52 18세 미만임.

53 여성복지시설은 남성과 다른 여성들의 복지 요구에 대응하여 여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모자보호시

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부자공동생활가정(2010년~)
과 소외여성복지시설(성매매피 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

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부랑인시설)로 구분됨.

54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를 포함하며,  노인복지

관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포함되지 않음.

55 2010년 이후 자료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

56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함.

57 국공립 보육시설은「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보육

시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 (위탁운영포함)하는 시설 .

58 1) 영화관은 스크린 수를 기준.

2) 전시시설은 박물관(비등록 박물관 제외), 미술관, 화랑, 전시실,
지역문화복지시설은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문화의집, 종합복지

회관, 구민(다목적)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이 포함된다.  2013년

부터 문화의집 통계는 제공되지 않음.

59 e나라지표, 공공도서관 현황.

60 외래관광객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입국 외국인수와 입국 외국인의 

서울방문 비율로 관광객수를 역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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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이슈리포트>

해비타트 Ⅲ 新도시의제와 

서울의 도시정책 

                          1. 개요

                          2. 해비타트 Ⅲ 의미와 전개과정

                          3. 새로운 도시의제의 구성 및 내용

                          4. 서울의 도시정책 과제와 방향

원고 내용 중 ‘4. 서울의 도시정책 과제와 방향’은 

최막중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가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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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이슈리포트 목적

Ÿ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대응과제와 보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기

적으로 발간하는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보고서 외에 분야별 주요 이슈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런던과 뉴욕의 경우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외에도 주요이슈에 대한 조사․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Ÿ 런던의 경우 주택 가용지 및 용량 분석 (London Housing Capacity Study), 오피스정책 

검토(London Office Policy Review), 중심지 진단 및 분석 리포트 (London Town  

centre Health Check Analysis Report)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 발간하고 

있다. 또한 뉴욕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스마트 성장, 대기질 등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이

슈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Ÿ 이에 따라 이번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에서는 대내외 주요 정책변화, 장래 서울의 도시계

획이 직면할 과제 등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이슈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는 

‘이슈리포트’를 추가하였다.

이슈리포트 주제:  “해비타트 Ⅲ 새로운 도시의제와 서울의 도시정책”

Ÿ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는 「제 3차 주택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유엔 회

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가 개최(‘16.10.17~20.)되었다. 

Ÿ ‘UN 해비타트 Ⅲ’로 불리우는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전 세계 도시정책의 가이

드라인이 될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였다.

Ÿ 특히 이번에 채택한 새로운 도시의제는 기존의 주거문제 위주에서 도시정책 전반으로 확

대하여 전 세계 국가 및 지방정부의 주거 및 도시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Ÿ 이에 따라 새로운 도시의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비타트 Ⅲ 새로운 도시의제가 서울의 도시정책에 주는 

의미와 대응과제, 그리고 향후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해비타트 Ⅲ 새로운 도시의제와 서울의 도시정책”을 이슈리포트 주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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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 해비타트 Ⅲ 의미와 전개과정

  2.1 UN 해비타트의 개요

   1) UN 해비타트 Ⅲ의 성격과 의의

20년 마다 글로벌 도시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회의

Ÿ 해비타트 Ⅲ는 유엔 주관하에 20년 마다 개최되는 회의로 정식 명칭은 「제 3차 주택 및 지

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유엔 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이다. 

Ÿ 해비타트 회의는 전 세계 국가와 지방정부의  주거 및 도시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과 방향

을 제시하는 회의로, 197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이후 터키 이스탄불에

서 2차 회의(1996)가 개최되었고, 20년이 지난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3차 회

의가 개최되었다.  

전 세계 국가 및 지방정부의 도시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Ÿ 지난 두 차례 UN 해비타트 도시의제들은 도시화에 따른 빈곤과 불평등, 주거를 둘러싼 사

회적‧환경적 문제 등 주거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해비

타트 Ⅲ에서 채택한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는 기존의 주거문제 위주에서 

도시정책 전반으로 확대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거·도시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

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Ÿ 이러한 도시의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도시의제는 유엔 회원국들이 합의한 결과물로, 향후 글로벌 차원의 도시정

책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될 수 있다. 도시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쟁점과 대응방향이 종합

적으로 망라된 새로운 의제를 통해 국제적 도시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

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 

  

1) 박세훈, 2016, 해비타트 Ⅲ 새로운 도시의제의 성립배경과 의의, 공간과 사회 제26권 4호, pp11~12 참조



- 133 -

 2) 시대별 해비타트 회의 개요2)

해비타트 Ⅰ 캐나다 밴쿠버(1976): 밴쿠버 선언과 실천계획 발표

Ÿ 해비타트 Ⅰ은 1976년 유엔이 최초로 개최한 인간정주회의(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이다. 이 회의는 유엔 해비타트가 출범하기 전 유엔 환경회의(UNDP)의 한 부

분으로 기획되었으며, 빈곤, 인구증가, 환경 등의 문제가 중심이 되었다. 

Ÿ 이 회의의 결과물로 ‘인간정주에 관한 밴쿠버 선언’과 ‘밴쿠버 실천계획’이 채택되었으며, 

주거 문제와 도시화를 국제적인 주요 이슈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비타트 Ⅱ 터키 이스탄불(1996): 해비타트 의제 채택

Ÿ 해비타트 Ⅱ는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다.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서 지속가능한 인간정주의 개념과 함께,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행동계획인 ‘해비타트 의제’를 결과물로 채택하였다.

Ÿ ‘해비타트 의제’에서는 주거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모두를 

위한 주거를 보장하고, 거주지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며, 평등하고 지속가능하게 조성할 

것을 핵심 과제로 제안하여 주거권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해비타트 Ⅲ 에콰도르 키토(2016): 새로운 도시의제 채택

Ÿ 유엔 해비타트 Ⅲ는 2016년(10월 17~20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되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권(Right to th City)’의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 및 인

간정주 환경에 대한 국제적 정책가이드가 될 ‘새로운 도시의제’를 채택하였다.

[그림] 역대 해비타트 회의 의제와 주요결과

자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2016. UN 해비타트Ⅲ 배경 및 주요결과, p5

2) 박세훈(2016)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2016. UN 해비타트Ⅲ 배경 및 주요결과 인용 및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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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N 해비타트 Ⅲ 전개과정

1) 추진 배경 및 목적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대응

Ÿ UN 해비타트가 지난 20년간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핵심과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
화’이다. 해비타트 Ⅲ의 결과물로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에는 이

러한 사항이 잘 드러나 있다.

Ÿ 새로운 도시의제 중 키토선언의 서문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세계 도시 인구는 현재의 

약 2배가 될 것이며, 도시화가 21세기의 가장 변혁적인 트렌드(transformative trend)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NUA 2)

Ÿ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는 주택, 기반시설, 기초서비스, 양질의 일자리, 안전 등에 있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중대한 도전과제이며,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해비타트 Ⅲ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기회로서의 도시화”의 활용

Ÿ 새로운 도시의제에서는 도시화를 중대한 도전과제로 인식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Ÿ 새로운 도시의제 서문에서는 “도시화가 제공하는 기회를 지속적이며 포용적인 경제성장,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 환경 보호의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적이고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화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

다.(NUA 4) 이에 따라 해비타트 Ⅲ에서는 도시화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보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연장선

Ÿ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엔은 2000년에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마련하여 도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Ÿ 2015년에는 2030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개 목표(Goals)와 169개의 세

부목표(Targets)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를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Ÿ 해비타트 Ⅲ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새로운 도시

의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1번째 목표(“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

한 도시 및 주거지 조성”)의 달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NU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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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도시의제(NUA) 준비과정

새로운 도시의제 준비를 위한 협의과정

Ÿ 새로운 도시의제의 준비를 위한 협의과정은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에서부터 출발

한다. 유엔 해비타트는 2014년까지 회원국들로 하여금 해당 국가의 도시문제와 도시정책

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Ÿ 국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1차례의 지역별, 주제별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해 비공식 주거, 스마트도시, 포용도시, 시

민참여, 대도시권 관리 등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들이 논의되었다.3)

새로운 도시의제 준비를 위한 공식 프로세스4)

Ÿ 해비타트 Ⅲ에 대한 공식적인 준비회의는 2014년 9월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준비위

원회가 개최되었고, 2015년 4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2차 준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결과

문서에 대한 협상은 2015년 12월 22일, 준비 프로세스에 대한 규정이 채택되면서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Ÿ 새로운 도시의제 작성을 위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시의제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는 22개의 이슈 페이퍼(issue paper)와 10개의 정책단위로 구성된 정책 

페이퍼(policy paper)를 작성하였다.

Ÿ 이 페이퍼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의제 초안이 2016년 5월 6일에 처음 공개되었다. 회

원국들은 2016년 5월에 지방정부를 위한 글로벌작업반(GTF)과, 그리고 6월에는 파트너

기구회의(GAP)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2016년 7월 인도

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린 3차 준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Ÿ 회원국들은 2016년 9월 7일 뉴욕 본부에 다시 모여 수라바야 개정안을 토대로 결과문서

를 작성키로 하고, 9월 10일 해비타트 Ⅲ 회의의 공식 결과문서가 될 ‘새로운 도시의제’ 최

종안에 합의하였다.

3) 박세훈, 2016, 해비타트 Ⅲ 새로운 도시의제의 성립배경과 의의, 공간과 사회 제26권 4호, p21
4)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2016, 유엔 해비타트 Ⅲ 참가를 위한 인포노트 Version 5.0,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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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이슈페이퍼(issue paper) 정책페이퍼(policy paper)

1. 사회통합과 평등

1. 포용적인 도시
2. 이주민, 난민
3. 안전한 도시
4. 도시문화 및 문화유산

1. 도시에 대한 권리 혹은 모두를 
위한 도시

2. 사회-문화 도시체계

2. 도시체계
5. 도시제도와 법
6. 도시 거버넌스
7. 지방재정

3. 국가도시정책
4. 도시거버넌스, 역량, 제도적 발전
5. 지방재정 및 지방회계체계

3. 공간발전

8. 도시 및 공간계획과설계
9. 도시 토지
10. 도시-농촌 연계
11. 공공공간 

6. 도시공간 전략: 토지 시장과 분리

4. 도시경제
12. 지역경제발전
13. 일자리와 생계
14. 비공식 부문

7. 도시경제 발전전략

5. 도시생테와 환경
15, 도시회복력
16. 도시 생태 체계와 자원 분리
17. 도시와 기후변화, 재난위험관리

8. 도시 생태와 회복력

6. 도시 주택 및 기초서비스

18. 도시 인프라와 기초 서비스, 에너지
19. 교통과 이동성
20. 주택
21. 스마트 도시
22. 비공식 주거지

9. 도시 서비스와 기술
10. 주택정책

자료: 박세훈. 2016. 해비타트 Ⅲ와 새로운 도시의제. 국토 제421호. p9.

[표] 이슈페이퍼와 정책페이퍼 목록

[그림] 새로운 도시의제의 준비과정

자료: 김수진, HABITAT 도시의제 전개과정과 참여방향, 국토연구원 정책세비나 발표자료,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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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요 프로그램 및 서울시 참여 활동

1)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5)

Ÿ 유엔 해비타트 Ⅲ는 2016년 10월 17~20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4일간 개최되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후안 클로스 유엔 해비타트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167개 국가에서 정부대

표단, 시장,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 3만여 명이 참석하였고, 서울시에서는 행정2부시장을 

비롯하여 20여명이 참석하였다.

Ÿ 주요 행사로는 8차례 본회의(plenary meeting), 4차례의 집담회(assemblies), 6차례의 

고위관계자 회의(high level roundtables), 16차례의 이해당사자 회의(stakeholders 

roundtables)가 개최되었다. 그 밖에 네트워크 이벤트, 사이드 이벤트, 강연과 공연, 전시 

등이 개최되었다. 

Ÿ 또한 지속가능도시와 관련한 사례를 전시하는 해비타트 빌리지(The Habitat Village)를 

키토 도심 곳곳에서 개최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행사 프로그램 주요 내용

본회의(plenary meetings) ‧ 회원국이 새로운 도시의제 실행방안 논의

집담회(assemblies)

‧ 세계 시장 회의, 비즈니스 회의, 여성 회의, 아동과 청소년 
회의 등 4개의 집담회가 개최됨. 

‧ 새로운 도시의제에 있어서 각 주체들의 역할, 전략 등이 
논의됨

고위급회담
(highlevel roundtables)

‧ 회원국 정부당국자들이 참여하여 사전에 기획된 주제에 대
해 토론

이해당사자 회의
(stakeholders roundtables)

‧ 해비타트Ⅲ 준비과정에 참여한 여러 파트너 기관들이 새로
운 도시의제에 대한 토론을 위해 마련한 라운드테이블 회
의

네트워크·사이드 이벤트
(network and side events)

‧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등에게 새로운 
도시의제와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한 토론의 자리

전시
‧ 회원국, 시민사회, 민간기업, 각종 단체 등이 새로운 도시

의제의 집행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제안을 선보임. 
여기서 비공식적 토론과 발표, 관련 이벤트도 같이 진행됨

도시 강좌(urban talk)
‧ 도시 분야 저명한 학자들의 강좌. 전문적인 관점에서 도시

화의 문제와 새로운 도시의제의 과제를 논의
해비타트 빌리지

(The Habitat Village)
‧ 키토 도심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관련한 사례 전시

자료: 박세훈, 2016, 도시의 미래를 위한 약속, 해비타트 Ⅲ를 가다, 국토 제421호, p91 요약

[표]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5) 박세훈, 2016, 도시의 미래를 위한 약속, 해비타트 Ⅲ를 가다, 국토 제421호, p89 일부 인용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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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주요 참여활동6)

Ÿ 서울시는 세계지방정부회의 참석, 서울시 주관 네트워킹 세션 운영, 서울시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노력을 홍보하였다.7)

행정 2부시장 세계지방정부회의에 참석, 서울의 지속가능발전정책 발표

Ÿ 제2차 세계지방정부회의(2016.10.16)는 해비타트 Ⅲ의 새로운 도시의제 채택과정에서 지

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서, 유엔사무총장, 에콰도르 대통령, 지방정부 대

표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Ÿ 이 회의에서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확대,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환경개선 등  ‘서울의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소개하고, 새로운 도시의제의 실행 의지를 발표하였다.

서울시 주관 네트워킹 세션 운영 

Ÿ 서울시(UNDP 서울정책센터 및 서울시 주택도시공사와 공동 주최)는 ‘포용적이고 투명한 

도시발전’을 주제로 서울시와 세계 도시와의 정책 공유 네트워킹을 개최(2016.10.18.)하

였다.

Ÿ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의 서울시 포용도시 정책 발표에 이어 서울시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은 

포용도시 건설을 위한 주택 및 재생 , 교통 등에 대한 서울시 정책과 공공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서울시 오픈데이터 시스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서울시 정책 등을 소개하였다. 

세션 구성 발표자

세션 소개 및 새로운 도시의제 의미
Joseph D’Cruz(좌장)
UNDP 방콕지역 허브 포용성장/지
속가능발전 아태 국장

환영사 및 서울의 포용도시 정책 발표 행정 2부시장

포용도시 건설을 위한 서울의 주택‧재생 솔루션 서울시 주택도시공사 사장

포용도시를 향한 스마트하고 사람중심의 서울 교통 고준호 서울연구원 박사

공공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서울의 오픈 데이터 및 효율적 
관리시스템

이아정 UNDP 서울정책센터 정책
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서울시 정책 공유 권순기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및 발표자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표] 서울시 주관 네트워킹 세션 구성

6) 서울시 내부자료(해비타트 Ⅲ 및 UCLG WORLD총회 참석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참조
7)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외 서울시 직원, 주택도시공사 사장, 여성가족대장 대표, 녹색시민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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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홍보전시관 운영

Ÿ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서울의 도시정책을 주제로 홍보전시관을 운

영하였다. 유엔 해비타트 Ⅰ, Ⅱ, Ⅲ 시점을 기준으로 서울의 성장모습을 통해 서울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서울의 100년 도시계획, 도시계획헌장, 2030서울플랜,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비전 등을 전시하였다.

1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도시 
서울 (전체 요약)

2면. 역동적인 서울의 도시발전 
역사 

3면. 지속가능한 서울의 100년 
도시계획

4면.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서울 
도시계획 헌장

5면.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2030 서울플랜

6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서울의 
새로운 비전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해비타트Ⅲ 및 UCLF WORLD 총회 참석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2016

[표] 홍보부스 주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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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도시의제의 구성 및 내용

  3.1 새로운 도시의제의 구성

Ÿ 새로운 도시의제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를 위한 키토선언(Quito 

Declaration on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for All)’과 ‘새로운 도

시의제를 위한 키토 이행계획(Quito Implementation Plan for the New Urban 

Agenda)’으로 구분되며, 총 17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새로운 글로벌 도시비전 ‘모두를 위한 도시’ 

Ÿ 키토 선언은 공유 비전(Our shared vision), 원칙과 사명(Our principles and 

commitments), 행동 지침(Call for Action)로 구성되며, 22개의 조항을 담고 있다. 

Ÿ 키토 선언에서는 공유 비전으로 ‘도시권(right to the city)’을 의미하는 ‘모두를 위한 도

시(cites for all)’를 제시하고 있다. 원칙과 사명에서는 평등한 권리, 포용적인 도시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행동 지침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

해 국가별로 처한 여건을 존중하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이주민 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

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공약과 효과적인 이행, 후속조치를 제시

Ÿ ‘새로운 도시의제를 위한 키토 이행계획(Quito Implementation Plan for the New 

Urban Agenda)’은 15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도시의제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분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전환적 노력(The Transformative 

Commitment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과 효과적인 이행(Effective 

Implementation), 후속조치 및 검토(Follow-Up and Review)로 나누어진다. 

Ÿ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전환적 노력에서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

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도시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포용성과 

빈곤 철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경제와 모두를 위한 기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

고 회복력 있는 도시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Ÿ 효과적인 집행에서는 효과적인 도시거버넌스 구축, 도시공간발전에 대한 계획과 관리, 이

행수단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Ÿ 후속조치 및 검토에서는 향후 새로운 도시의제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영향 평가, 실행

의 보장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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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새로운 도시의제의 구성

자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UN 해비타트Ⅲ 배경 및 주요결과,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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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새로운 도시의제의 주요내용

Ÿ 새로운 도시의제의 주요내용은 내용상 편제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전환적 

공약’, ‘효과적인 이행’, ‘후속조치 및 검토’로 구분된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전환적 공약’: 포용도시와 회복력 있는 도시 강조

Ÿ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전환적 공약’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의 통합적 

도시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한 이행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Ÿ 사회적 측면에서는 도시빈곤의 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도시화가 제공하는 기회

와 혜택을 평등하게 공유하는 포용도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소득계층을 고려

한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모두에게 차별 없는 물리적‧사회적 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국가

와 지방정부의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차별 없는 기회제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

할을 강조하고 있다.

Ÿ 경제적 측면에서는 적정한 일자리 제공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세 및 중소기업의 지원, 빈곤층‧여성‧고령인구 등 취약계층의 양

질의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적으로는 복합개

발, 자연 자원 및 토지관리 개념을 반영한 도시공간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의 확장보다는 

도시재생을 우선하는 공간개발 전략을 권장하고 있다. 

Ÿ 환경적 측면에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을 위해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술적 진보를 통한 스마트 도시 개념 도입, 에너지 효율

적인 건물로의 개발, 도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양질의 기반시설과 공간계획 수립 등을 

제안하고 있다.

‘효과적인 이행 ’: 도시거버넌스 구축, 도시계획 및 관리, 재정여건 개선 강조

Ÿ 새로운 도시의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도시거버넌스 구축, 도시 계획 및 관리, 이행 

수단 등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Ÿ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을 위해 첫째, ‘도시거버넌스 구축’에서는 포용적이고 이행가능하

며 참여적인 도시정책을 통해 새로운 도시의제를 이행해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간 협력을 도모하고,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토 및 도시계획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 파트너쉽 강화, 연령 

및 성을 고려한 참여적 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Ÿ 둘째, ‘도시 공간개발 계획 및 관리’에서는 주로 도시계획, 공간개발, 주택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단기적인 필요와 장기적인 결과간의 균형을 이루

는 통합적 계획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공간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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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화(polycentrism), 적정밀도와 연결성(appropriate density and connectivity), 

공간의 복합적 이용(multiple use of space), 교통 및 이동(transport and mobility) 등

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특히 문화(culture)와 문화유산(culture heritage)을 계획의 중요

한 구성요소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Ÿ 또한 공간개발은 도시재생을 우선으로 하고, 계획적 도시 확장 및 충진식 개발을 통해 도

시 난개발 및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정책 측면에서는 사회적 포용

을 위한 다양한 소득계층의 혼합(mixed income), 비공식주거지(informal settlements)

의  개선,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의 확충 등을 강조하고 있다.

Ÿ 셋째, ‘이행수단’에서는 재정 확충 및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재정 이전 등을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 도시개발과정에서 토지 및 재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배분, 각종 기금 및 펀드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후속조치 및 검토’: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의 모니터링

Ÿ ‘후속조치 및 검토’에서는 새로운 도시의제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

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주문하고 있으며, 4년 단위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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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의 도시정책의 과제와 방향

4.1 새로운 도시의제와 서울의 도시정책

Ÿ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지(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for All)’라는 UN 해비타트 III 키토 선언으로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

(New Urban Agenda)’는 그간의 서울의 도시정책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그 

선도적인 역할에 새로이 주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도시의제는 

서울의 도시정책이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형태로 나가야할 

방향과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Ÿ 대표적으로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시민참여단이 서울의 미래상으

로 선정한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는 새로운 도시의제가 추구하는 정신을 

이미 앞서서 담고 있다. 

[그림] 2030 서울플랜의 미래상

자료: 서울시, 2014,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p23

Ÿ 흔히 ‘포용도시(Inclusive City)’라는 화두로 알려져 있는 키토 선언에 대해 가장 상징적으

로 회자되는 구호는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 ‘누구도 뒤에 남겨지지 않게(Leave No One Behind)’이다. 이는 도시화의 혜택을 

모든 도시민이 함께 정당하게 누려야 한다는 정신을 표방한 것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도시화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취약한(vulnerable) 상황에 처해있는 계

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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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도시의제는 도시정책이 취약계층의 관점에서,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곧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배려’의 정신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취약계층이 도시화의 혜택에서 배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음부터 도시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에 나타나 있는 ‘소통’의 정신

이라고 할 수 있다. 

Ÿ 새로운 도시의제가 기본적으로 인권(human right)에 기초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듯이, 

새로운 도시의제가 취하고 있는 인본주의적 관점은 ‘사람과 장소 중심의 도시계획’이라는 

서울의 도시정책 구호와도 일맥상통한다. 

Ÿ 지금까지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던 도시계획을 넘어, 그러한 물리

적 환경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서

울의 도시정책 변화의 기조는 새로운 도시의제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장소(place)’도 ‘공간’과 ‘사람’의 상호작용의 결과, 즉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간의 

상(像)이라는 점에서 ‘장소’에도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림] 주거지 재생 공청회 포스터

자료: 한국도시설계학회 홈페이지

Ÿ 그런데 이러한 접근방식과 자칫 대치될 수도 있는 작금의 도시계획의 화두가 ‘스마트 도시

(smart city)’로, 이는 도시의 문제를 ‘사람’이 아닌 ‘기술’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강국이라는 점에서 ‘스마트 도시’를 매개로 하여 새로

운 도시의제를 개발도상국에 대한 한국의 ‘도시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Ÿ 한국의 ‘기술력’이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는데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과연 ‘누구’를 위한 스

마트 도시인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스마트 도시가 ‘누구’를 위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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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할 수 없다면 기술력의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한국의 정보

통신기술은 도시정책의 수립 과정에 가능한 많은 도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

을 맞추어 한국의 전자정부 또는 ‘e-governance’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으

며, 이는 기실 서울시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장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림] 서울시 온라인 시민제안 홈페이지(천만상상 오아시스) 

자료: 천만상상 오아시스 홈페이지

Ÿ 이렇듯 새로운 도시의제는 서울의 도시정책 방향과 상당 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울의 도시정책이 새로운 도시의제보다 앞서 나가 그 방향을 제시한 측면도 있다. 그럼에

도 새로운 도시의제가 서울의 도시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여전히 많다. 

Ÿ 이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새로운 도시의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에 입각하여 여전히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의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포용도시’로 상징되듯이 과거에 비해 사회적 측면의 이슈가 

더욱 보완되고 강조되기는 하였지만, 새로운 도시의제가 경제적, 환경적 측면의 이슈를 결

코 소홀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 한국식의 비유를 들자면 ‘녹색성장(Green Growth)’이

라는 화두는 여전히 유효하며, 다만 이것이 새로운 도시의제를 통해 ‘포용적 녹색성장

(Inclusive Green Growth)’이라는 차원으로 더욱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Ÿ 새로운 도시의제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이고 균형 있게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서울의 도시정책에 있어서도 그때그때의 상황 논리에 따라 특정 측

면의 이슈에 편향되어 정책이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Ÿ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도시의제의 키토 선언이 지니는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는 

‘도시계획’의 역할을 국제적으로 처음 공인했다는 점에 있다. 새로운 도시의제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이고 균형 있게 추구하기 위한 기제



- 147 -

로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시화에 따른 편익의 창출을 극대화하고, 그 

편익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도시화에 따른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

로 도시공간이 물리적으로 잘 계획,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Ÿ 이를 위해 2015년에 UN 해비타트에서 발간한 ‘도시 및 지역계획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International Guidelines on Urban and Territorial Planning)’의 도시계획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합의, 도출한 도시계획의 원칙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Ÿ 이에 비추어 서울시에서도 이미 ‘100년 도시계획’, ‘서울 도시계획 헌장‘ 등을 발표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서울 도시계획의 원칙을 천명해 왔는데, 이는 금번 키토 해비타트 III 행사

장에 전시된 바 있듯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된다. 

[그림] International Guidelines on Urban and Territorial Planning과 서울시 100년 도시계획

자료: 유엔 해비타트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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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서울 도시정책의 과제

Ÿ 문제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천명해 왔던 도시계획의 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된 정

책으로 그 내용적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냐에 달려있다. 이를 편의상 새로운 도시의제

의 편제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다만 새로운 도

시의제에서 새로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그동안 사회적 측면과 상충될 

수도 있다고 여겨져 왔던 경제적 측면을 상호 대비하여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고, 환경적 

측면은 사회, 경제, 환경의 세 부문간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다루도록 한다.

 1) 사회적 측면

Ÿ 사회적 측면에서 해비타트 III를 특징짓는 포용도시의 관점에서 보면 도시빈곤이나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이 사회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인구학적 측

면이 복합된 다층적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Ÿ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

득계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존 산업의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 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청년 실업이 시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고용시장이 재취업을 위한 

순환구조를 형성하지 못함으로 해서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자가 자영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Ÿ 도시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골목상권’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

고 있으나, 이는 서울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정보

혁명과 지식기반경제를 거쳐 사물간 소통에 기반하여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제4차 산업

혁명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고용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Ÿ 이러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소득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노년층의 세대간 갈등과 같은 연령계층의 문제가 중첩되면

서 ‘도시 양극화(urban divided)’가 더욱 첨예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Ÿ 청년 실업은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혼밥’ 

등의 1인가구 경제는 가족 단위의 소비활동을 대체하면서 내수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야

기할 수 있다. 특히 소득계층과 고령화의 인구구조를 조합할 때 주목해야 할 가장 취약한 

계층이 저소득 노년층으로, 시간은 남아돌지만 그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소득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가장 불행한 처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1) 주거빈곤 해소

Ÿ 전통적으로 저소득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도시정책 차원에서 취해 왔던 배려 중

의 하나가 주거빈곤 문제의 해소로서, 새로운 도시의제도 사회적 측면의 도시정책에 대한 

상당 부분의 내용을 주거문제에 할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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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물론 새로운 도시의제는 개발도상국 도시들에 만연해 있는 대규모 무허가 불량주거지

(sum and informal settlement)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미 이러한 문제를 대부

분 해소한 서울의 상황과는 그 맥락을 달리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방, 고시원 등

에 남아있는 주거빈곤 문제와 같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당위성은 여전히 서울의 

도시정책에서도 유효하다.

Ÿ 현재 한국과 서울시에서 부각되고 있는 주택정책은 청년층과 신혼가구의 주거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서울 주변의 경기도 지역으로 주거이동

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주원격화의 문제, 신혼가구의 주거문제가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인 이유이다. 

Ÿ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으로, 이는 역세권의 고

밀 토지이용을 통한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공간구조 구축과 청년주거 문제의 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기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림]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자료: 서울시, 2016, 역세권 2030 설명회 서울시 발표자료

Ÿ 그럼에도 그 실행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재정은 투입하지 않은 채 용적률 완화만을 통해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한편으로 ‘용적률’

을 ‘재정’의 대체수단으로 인식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를 위한 점적(點的) 용도지역 변경

(spot zoning)이 이루어져 도시 전체의 토지이용 관리를 위한 용도와 밀도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 

Ÿ 이러한 점에서 이른바 ‘개발연대’에서부터 주택공급의 물량목표 달성에 급급했던 주택정

책으로 인해 토지이용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기반시설에 과부화를 초래하고 도시경관을 파

괴하는 우후죽순(雨後竹筍)식의 ‘난개발’을 야기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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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공급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시장(市場)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공

공임대주택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은 공공이 세금을 통해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에 

과중한 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다른 수익사업으로부터의 교차보조(cross-subsidy)나 민간

자본 활용 등의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Ÿ 럼에도 언제부터인가 공공임대주택 등이 ‘세금 한 푼 안들이고’ 확보될 수 있는 것처럼 재

원조달 계획 없이 공급물량 목표가 무분별하게 제시되고, 이에 따라 납세자인 시민의 입장

에서도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2) 연령계층을 고려한 도시정책

Ÿ 전통적인 경제적 관점 외에 불평등이나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인구학적 측면에서도 새롭

게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새로운 도시의제에서는 양성평등 문제가 가장 중요

한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가 ‘여행(女幸)프로젝트’ 등

의 도시정책을 통해 여성용 공중화장실을 증설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Ÿ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한 치안 수준을 자랑하는 서울시에서 최근 강남

역 인근 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보면, 여성의 시각에서 도시의 문제를 바라보고 개

선해야 할 여지가 여전히 많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이 얼마나 밤에도 안심하고 활동하고 

귀가할 수 있느냐를 도시안전의 중요한 척도로 삼을 필요가 있다. 

Ÿ 또한 보육과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유모차를 끌고 서울시내를 활보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대중교통 시설에서부터 단차 없는 보도, 맑은 공

기 등등 고민해 보아야할 도시계획·설계 분야의 과제가 매우 많다.

[그림] 서울시 여행(女幸)프로젝트

자료: http://ivdesign.co.kr

Ÿ 인구학적 측면에서 향후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할 도시정책은 새로운 도시의제에도 언급

되어있는 바와 같이 ‘연령계층을 고려한 도시계획(age-responsive planning)’이다. 이

러한 점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니세프(Unicef)가 주창한 ‘아동친화도시’와 같

은 아동친화적 도시계획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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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아동친화적 도시계획은 단순히 보육과 육아시설 등을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어린이’의 

시각에서 유치원, 학교를 오가거나 친구들과 동네에서 노는 등의 일상생활 속에서 도시 전

체가 호기심을 자극하고 꿈을 키우고 흥미로운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어린이 천국’으로 만

들려는 노력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그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소개 브로셔

자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Ÿ 이와 함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

창한 ‘고령친화도시’와 같이 고령층을 배려한 고령친화적 도시계획이다. 

Ÿ 신체적 활동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노인을 배려한 계획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시간을 늘

리는 것 등과 같이 어린이의 시각에서 바라본 도시계획과 공통점을 갖는다. 나아가 식당의 

메뉴판에서부터 거리의 이정표의 글자 크기를 키우는 것과 같은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주차하기에 편리한 곳에 여성 운전자를 위한 주차면과 마찬가지로 노인 운전자를 위한 주

차면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도 있다. 특히 고령층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초보운전자

에 상응하는 교통안전대책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Ÿ 보다 본격적으로 고령친화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령층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한데, 이는 고령화를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자원의 공급이라

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Ÿ 이른바 ‘active senior’와 같이 활동력을 유지하고 있는 계층 중에서도 경제활동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적 활동력을 유지하고 있는 계층은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아동친화적 계획과 연계하여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Ÿ 고령층이라는 연령계층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소득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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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우 거칠게 표현하여 고령층의 문제는 ‘시간’이 남아돈다는데 있으며, 이렇게 남아도

는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면서 보내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된다. 소득이 뒷받침해 준다

면 이러한 시간의 여유를 향유할 수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Ÿ 고령화 사회에 있어 핵심적인 도시정책 과제는 ‘시간은 남아도는데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 

고령층에게 남아도는 시간을 의미 있게 소비할 수 있는 여건, 즉 저소득 고령층의 여가수

요 충족을 위한 도시환경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있다.

[그림]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자료: WHO 홈페이지(http://www.who.int)

 

Ÿ 저소득 고령층의 처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산책을 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공원 등 

도시 오픈스페이스는 증대하는 여가수요에 대응하면서도 고령층의 옥외 신체활동을 증진

시켜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그 기능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

다. 또한 도서관은 고령층에게 그동안 정신없이 분주했던 생활 속에서는 향유할 수 없었던 

독서 등의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면서 ‘의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 기능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Ÿ 이러한 점에서 공원과 도서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는 여가시설로

서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된 도시계획시설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인계층이 손

자, 손녀와 함께, 나아가 온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세대’를 위한 핵심적인 커

뮤니티 시설로 자리 잡아가도록 해야 한다. 

Ÿ 이러한 정책목표와 비교할 때 종로 3·4·5가 등 서울의 도심부에서 노인계층, 특히 남성의 

노인계층이 집단적으로 매일 매일을 소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아

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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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세춘추(http://chunchu.yonsei.ac.kr)

  (3) 다문화 수용적 도시계획

Ÿ 새로운 도시의제가 포용도시의 측면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종, 종교, 국적 등

에 구애받지 않는 평등한 도시 만들기로, 이는 최근 들어 자연 재해뿐 아니라 인간에 의해 

초래된 재해(man-made hazards)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한 결과이다. 

Ÿ 물론 한국이나 서울이 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 문제로부터는 지

리적으로 이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편견을 해소하고 각자의 고

유한 관습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서울의 도시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로운 도시의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다양성(diversity)을 인정할 수 

있는 포용성’에 있기 때문이다.

Ÿ 당장 서울에는 수많은 대학교가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외국 유학생이 

와 있으므로, 캠퍼스 내에서 종교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장소나 할랄(halal) 음식을 안심

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려가 필요하다. 

Ÿ 특히 우리의 노동시장은 이미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서비스업을 비롯한 비공식경제부문

(informal economy)에서는 동일한 언어와 관습을 가진 중국의 조선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Ÿ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문제를 비롯하여 이들의 쉼터에 이르기까지 다문화에 기초한 

사회적 혼합의 문제가 도시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 국제적으

로 선진화된 된 곳으로 평가되고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조차도 필리핀 등지에서 온 

가정부들이 공휴일이면 쉴 곳을 찾아 거리에, 공원에 몰려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

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서울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저소득 고령층과 마찬가지로 저

소득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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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공간과 보행공간

Ÿ 저소득층, 여성, 어린이, 노인, 외국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과 배려의 도시정책

을 물리적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 수단은 공공공간(public space)이

다. 

Ÿ 공공공간은 새로운 도시의제에서도 그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데, 오픈스페이스를 

비롯하여 사적으로 점유되지 않은 모든 공간을 일컫는 공공공간은 누구나 무료로 차별 없

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정 공간을 

이용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나 사회문화적 차별을 느낄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 공공공간은 

그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다.

Ÿ 최근 서울에는 ‘카페’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과거의 ‘다방’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업

시설은 상당 부분 만남, 대화, 휴식 등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음료를 마시는 것은 

부가적인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이다. 즉, 장소 이용료 또는 보다 적나라하게 이

른바 ‘자리 값’을 음료 값으로 대체하고 있는 셈으로, 돈을 내야만 앉아 있거나 쉴 수 있는 

사적 공간을 대표한다.

Ÿ 이에 비하면 굳이 돈을 내지 않아도 눈총 받지 않고 편안하게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휴

식을 취할 수 있는 있는 공공공간은 상대적으로 적다. 거리와 광장의 벤치도 좋고, 공원의 

풀밭도 좋고, 지하철 역사나 공공시설 로비의 의자도 좋으니 공공공간 구석구석을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도시정책을 강구해 볼 만한 하다.

Ÿ 공공공간의 대표적인 공간 중의 하나가 보행공간이다. 보행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가로활성화를 통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경제적 효과도 갖고 있기 때

문에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Ÿ 따라서 ‘걸을 수 있는 도시’, ‘걷고 싶은 도시’는 서울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도시정책 목표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차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관계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신촌 연세로 주말 차없는 거리 운영

자료: 신촌타임즈(http://www.shinchonsa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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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측면

  (1) 청년 창업과 세계도시

Ÿ 앞서 사회적 측면에서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지만, 청년층의 문제는 사회복지

의 제공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함께 접

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도시민에게 온전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한다면,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도시정책은 결코 상호 배치되지 않는다. 

Ÿ 새로운 도시의제가 강조하고 있듯이 도시가 제공하는 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라는 편익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특히 정보혁명과 지식기반경제, 

그리고 최근의 제4차 산업혁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탈산업사회에서 도시는 정보생산

공장(information factory)으로 그 역할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시에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대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암묵적 지식(implicit knowledge)의 

교환이야말로 혁신을 이끌어내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Ÿ 도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협업공간(co-working space)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제

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창업(start-up)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제조업

의 융성을 가져왔었던 산업혁명 시기에 견줄 만큼 새롭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되

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특히 청년들은 예전부터 존재해 왔던 제품이

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취직하기보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창업

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Ÿ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작업실에서 몰두만 하고 있다고 나오는 것은 아

니다. 작업실에서 뛰쳐나와 소비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하여야 비로소 ‘무엇을 만들까’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Ÿ 무엇을 만들지를 결정하면, 이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질문은 작업실에서 몰두하면서 답해 

나갈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벌통과 꽃에 비유할 수 있다. 작업실은 꿀을 생산하는 

벌통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꿀은 여왕봉이 있는 벌통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벌들이 찾아다닐 수 있는 꽃이 많아야 한다. 이와 같이 꽃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시의 소비문화공간이다. 

Ÿ 따라서 ‘함께 일하는 것(co-working)’만큼 중요한 것은 ‘함께 노는 것(co-playing)’이다. 

이는 구글 캠퍼스의 ‘work hard, play hard’라는 구호와도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점에

서 주목할 것은 도시가 지니는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에 기반한 다양한 소비문화활동은 도

시를 활력있게 만드는 원천이 된다. 기실 창조산업과 ‘창조도시(creative city)’는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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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글 캠퍼스의 ‘work hard, play hard’

Ÿ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을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일하고 놀 수 있는 곳

으로 만들도록 도시정책의 눈높이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욕심을 부리자면 서울을 전 세

계 젊은이들이 모이는 세계 3대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곧 미주에 뉴욕이 있고, 유

럽에 런던이 있다면, 아시아에는 서울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Ÿ 아시아에는 동경, 북경, 상해, 홍콩, 싱가포르 등 많은 경쟁도시들이 있지만, 동경에는 일

본 특유의 속을 내비치지 않는 폐쇄성이 있고, 북경과 상해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고, 홍콩 역시 중국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싱가포르는 밤의 문화가 

미약하니 서울이 아시아의 대표도시가 될 만한 여지가 있다. 

Ÿ 물론 서울도 영어의 사용이 어렵다는 등의 약점이 많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소비문화를 갖고 있기에, 전 세계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준비하기 위한 ‘시제품 시험시장(test-marketing)’으로서 

세계의 젊은이들을 끌어드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Ÿ 세계로 눈을 돌리면 한국의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릴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는 인구 감

소의 문제도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인 방문객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방문객

들이 서울을 찾는다면 서울의 상주인구 감소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 

Ÿ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들 가운데 전 세계 방문객을 끌어드리는 일은 서울이 가장 잘 할 수 

있기에, 서울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서울의 유동인구 증가뿐 아니라 이들을 전국적

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물꼬를 제공한다. 우리가 일본을 처음 방문한다면 동경을 방문할 

확률이 가장 크듯이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다면 서울을 방문할 확률이 가장 클 것이고. 

서울의 방문 경험이 재미있어야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들도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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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 명동의 외국인 관광객

자료: 연합뉴스(2015.5.26.)

  (2) 토지이용의 다양성

Ÿ 새로운 도시의제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이러한 집적의 경제라는 편익을 실현하기 위한 물

리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최근 애플, 구글, 페이스

북 등에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창의적인 공간의 사옥을 건립하고 있는 논리와도 같다. 

Ÿ 집적의 경제는 결국 다양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도 도시공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벌통과 꽃과의 관계에서, 보다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군집

을 이루고 있으면, 보다 다양한 맛의 벌꿀이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Ÿ 공간의 위치 그 자체가 유일무이(unique)하듯이, 모든 도시공간은 저마다 다른 특성, 즉 

‘장소성(placeness)’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정책

은 기본적으로 지역마다 고유한 자연환경이나 역사문화 특성, 특히 유·무형의 생활문화자

원을 통해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장소성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Ÿ 새로운 도시의제에서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사자원의 보존 및 다양한 문화자원

의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에 대량생산을 

시대적 소명으로 여겼던 산업사회의 도시정책이 지역 고유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훼손, 파

괴하고 획일화된 도시공간을 ‘대량생산’하였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다. 이에 비하면 

도시공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도시정책은 ‘다품종소량생산’으로 특징지어지는 탈산업사

회의 시대적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

Ÿ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도시 토지이용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

(zoning)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용도지역제는 제조업의 생산

활동 등에 의해 초래되는 매연, 소음, 진동과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externality)를 방지

하고 도시기능의 분담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도 순화에 초점을 맞추

어왔다. 그러나 탈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도시의 중심기능이 제조업에서 업무기능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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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office)로 바뀌면서 제조활동에 의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그 심각성이 줄어들었다. 

Ÿ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의 탈산업사회에서는 오히려 집적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

어 다양한 기능의 집적을 통해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용도(mixed use)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용도의 순화에서부터 복합에 이르는 다양한 토지이

용이 가능해 진다. 

Ÿ 한편으로 한옥 주거지나 구릉지의 저층 주거지와 같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국제업무기능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전략적인 거점 지역은 각각 주거와 상업(업무) 용도로 순화, 특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의 중심지역 가운데 대형 오피스와 아파트단지, 다세대·다가구주택이 혼재되

어 있는 곳은 토지이용을 업무 중심으로 특화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Ÿ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업무공간), 잠자리(주거공간), 그리고 놀이터(여가·위락공간) 사이

의 구분이 사라지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24시간 동안 한 곳에서 일하고, 잠자고, 놀면

서 다양한 창조적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복합적 산업공간도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

다. 제조업의 생산활동은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주거기능과의 복합이 어렵지만, 업무기

능의 오피스는 ‘SOHO’와도 같이 주거기능과 얼마든지 복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Ÿ 용도체계와 함께 용적률 등의 밀도체계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 토지이용의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의 강도(밀도)가 결정되는 용도-밀도의 단선적 연계 

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Ÿ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밀도가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어떠한 경우에나 주거지역

의 밀도에 비해 높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용도의 순화와 복합의 원칙이 분명하지 않

은 상태에서 오로지 밀도의 증가를 위해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용적률 증

가를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변경이 그동안 토지이용 관리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

되어 왔다. 용도와 밀도체계를 분리시키면 상업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보다 밀도가 낮은 

저밀 상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 중에서도 상업지역보다 밀도가 높은 고밀 주거지역이 가

능해 진다. 

Ÿ 한편으로는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환경과 장소성을 보존하기 위한 휴먼스케일

(human-scale)의 저밀 상업지역,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과 같이 역세권 중심의 전략적인 고밀 주거유도 지역 등과 같은 다양한 도시공간이 창출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용도지역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조례 범위를 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조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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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시 용도지역 현황(2015)
자료: 서울시, 2016, 중심지체계 실현성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관리 개선방안, p21.

3) 환경적 측면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Ÿ 지금까지 탈산업사회의 화두로서 주목한 ‘복합’의 의미는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환경적 

측면이 더해지면 본격적으로 다용도, 다기능(multiple function)의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도시정책에 있어서도 부문간 또는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선 다부문간 통합

적 접근방식(multi-sectoral approach)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Ÿ 다부문간 통합적 접근방식은 새로운 도시의제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로, 사

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은 논의 전개의 편의를 위한 구분일 뿐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측면이 균형 있고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Ÿ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슈를 다루는 부서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구분일 뿐,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적인 정책목표를 공유하면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오르려는 

산의 정상은 동일하되, 단지 오르는 길만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정책은 사회

적, 경제적, 환경적 이슈를 물리적인 공간 차원에서 통합하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담당

하여야 한다.

Ÿ 대표적인 예가 대중교통이다. 대중교통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까닭은, 첫

째 사회적 형평성의 측면에서 경제적, 신체적 이유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는 계층에게도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중교통은 기실 포용도시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Ÿ 둘째,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대중교통은 교통혼잡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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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차공간을 줄여 토지자원의 절약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주차공간과 관련

하여 서울과 같이 지가가 높은 곳에서 왕복 4차선 도로의 양쪽 2차선이 거주민들의 노상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사실상 왕복 2차선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도로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 지역 거주민의 자동차 주차장을 마련해 준 결과와 다름이 없

다. 나아가 과거에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동네 이웃들 사이의 대화공간으로 사용되었던 이

면도로가 모두 주차공간으로 변함으로써 초래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소멸 또한 간

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Ÿ 셋째, 환경적 측면에서 대중교통은 자동차에 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이에 따라 대

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같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대중교통이 지니는 지속가능성을 물리적인 공간 차

원에서 통합, 구체화하는 도시정책이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로, 이는 대중교통과 보행만으로도 다목적 통행(multi-purpose trips)과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지하철 역세권 등 대중교통의 결절점을 

중심으로 보행거리내 다양한 도시기능을 집적시키는 고밀의 입체·복합 토지이용으로 구체

화되어야 한다.

[그림]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

자료: http://www.treehugger.com

Ÿ 도시의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산림, 공원·녹지, 하천 등의 오픈스페이스도 그 자체로서 지

니는 환경적·생태적 보존가치는 물론이고, 이 역시 다중의 도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공간’

이라는 점에서 도시민의 사회경제적 이용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기능의 부처간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Ÿ 예를 들어 하천은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재계획, 수자원의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수질관

리를 위한 환경계획과 상·하수도계획, 나아가 수변공간의 활용 등 도시민을 위한 여가공간

계획의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Ÿ 공원·녹지의 경우는 열섬(heat island) 현상을 방지하고 집중 호우시 유수지로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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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재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회복탄력적(resilient) 계획요소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휴식과 건강을 증진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년층의 여가수요를 흡수하며, 

지역사회 구성원간 자연스러운 접촉과 교류를 통해 사회자본을 증진시키는 등의 사회경제

적 의미도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 

Ÿ 이렇게 다부문간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면 사회, 경제, 환경 부문의 이해당사자간 접점을 

찾아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복지정책의 

하나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양립 가능하듯이 말이다. 특히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개발과 보존의 이분법적 논리 하에서 많은 갈등을 겪어왔음을 고려

하면, 환경친화적인 계획이 곧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계획이 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일

은 매우 중요하다. 

Ÿ 예를 들어 지형순응형 도시개발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줄일 뿐 아니라 절·성토 비용을 절감

하여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도시의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

이 자연생태계의 원리에 기초한 방재계획은 인공시설물에 의존하는 경우에 비해 환경적, 

경제적으로 모두 바람직할 수 있다. 나아가 공원·녹지는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

고 역사문화자원은 상업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 보전은 결코 경제가치 창출과 배치되지 않는다.

[그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통합적 접근

자료: http://blogq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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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새로운 도시의제의 실행체제

Ÿ 이상과 같이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의제에 있어 그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기제이다. 해비

타트 III가 새로운 도시의제의 실현을 위해 주목한 기제는 크게 도시계획, 재원조달, 거브

넌스(협치)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도시계획

Ÿ 해비타트 III의 키토 선언은 도시공간개발을 체계적으로 계획, 관리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도시의제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비타트 III와 

새로운 도시의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시 및 지역계획(urban and territorial 

planning)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공인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Ÿ 이에 따라 새로운 도시의제는 ‘도시 및 지역계획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개발도상국 

등의 도시 및 지역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정책의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과 일관성(coherence)을 담보

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차원에서 도시형태를 최적화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도시계

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Ÿ 새로운 도시의제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은 도시화에 따른 집적의 경제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구조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도

시의 평면적 외연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재생을 우선하는 압축적(compact) 토지이용과 도

시내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하는 기반시설로 축약된다. 

Ÿ 이를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대로 지하철 역세권 등 대중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고밀의 

입체·복합 토지이용이 필요하다. 서울에는 상당한 수의 지하철 역세권 등 대중교통의 결절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고밀 입체·복합개발을 추구하기

에는 시장수요가 한정되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느 곳이 상대적으로 보다 

고밀로 입체·복합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집중’의 판단이 중요하다.

Ÿ ‘선택집중’을 통해 도시공간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심-광

역중심-지역중심-지구중심의 중심지체계이다. 중심지체계는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의 순서로 건축물의 밀도 및 이에 따른 높이가 감소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간내 

상대적으로 고밀도로 개발되어야 할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상대적으로 고층의 건물이 

들어서도 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Ÿ ‘선택집중’을 위한 판단 기준은 집적에 의한 편익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특히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퇴근교통 등에 따른 교통비용을 최소화하

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외연확산에 따른 녹지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생

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러한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도시공간구조의 

질서가 부여되지 않으면, 비 온뒤 여기저기서 죽순이 제각각 키 자랑하듯이 솟아오르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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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죽순(雨後竹筍)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스카이라인은 제멋대로의 모습이 될 

것이다. 

Ÿ 그럼에도 중심지체계는 여전히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형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수준에 머

물러 있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정책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용도지역체계 개선을 통해 서울의 토지이용을 다양화하고, 이렇게 

다양화된 토지이용의 원칙을 중심지체계와 연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특

히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업지역은 중심지의 위

계에 따라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Ÿ 현재 서울의 상업지역은 대부분 일반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심지간 차별성이 부족

하다. 따라서 국제업무·금융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도심과 광역 고용거점으로 기능하기 위

한 광역중심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위계의 상향 조정이 요구되며, 동일한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중심지 위계에 따라 밀도는 차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2030 서울플랜 중심지체계

자료: 서울시, 2015,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p142. 

2) 재원조달

Ÿ 도시계획이 새로운 도시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제이기는 하지만, 도시계획이 

실제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특히 다양한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재정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은 ‘캐비넛에서 사

장되는 계획’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도시의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기제로서 

재원조달(financing)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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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특히 서울의 경우는 과거 개발수요가 풍부했던 시기에 도시계획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반

시설을 민간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Ÿ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공공간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한층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저성장시대의 도래로 인해 더 이상 이러한 공공공간을 무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림] 기부채납의 개념

자료: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Ÿ 첫째, 현재 한창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부문과의 재정투입 우선순위에 관한 

갈등이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공짜’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재정 배분에 있어 사회복지 부문 등이 우선순위를 점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앞으

로 도시계획시설 등의 기반시설도 재정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사회복

지 담당 부처와의 예산 확보를 위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Ÿ 특히 이른바 ‘토건국가’로 상징되듯 인프라(infrastructure) 등 하드웨어는 이미 충분하게 

확보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이지만, 실상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문제는 과

거 개발연대에 거의 동시적으로 집중 공급했던 각종 인프라 시설이 한꺼번에 노후화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인프라의 확충이 아닌, 기존의 노후인프라 갱신 등을 위

해 본격적으로 재정 투입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배분

의 우선순위는 그만큼 더욱 첨예한 이슈가 될 수 있다. 

Ÿ 둘째, 설혹 특정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지역 간 갈등의 

문제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 수요가 풍부했던 시절에는 특정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이 그 지역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충당되었기 때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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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의 확보를 위해 시민의 세

금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시민 전체가 낸 세금을 왜 특정 지역을 위해 사용해야 하느냐’

의 논란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Ÿ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용적률 완화, 또는 아주 나쁘게 표현해서 

‘용적률 장사’를 통해 확보하려는 유혹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는 ‘소탐대실(小貪

大失)’의 경우와 같이 당장의 도시계획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밀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장기

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도시공간구조의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Ÿ 여기에 덧붙여 마치 시한폭탄처럼 다가오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공원 등 장기 미집행시설

의 해제이다. 그동안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손쉽게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

현하기 위한 토지수용 등의 재원조달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닥쳐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치 ‘폭탄 돌리기’ 게임과도 같은 형국이다. 따라서 차제에 도시계획

이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책임자를 비롯하여 널리 확산될 필요가 있다.

3) 거브넌스(협치)

Ÿ 도시정책의 거브넌스(governance) 또는 협치 체제의 구축 또한 새로운 도시의제를 실행

에 옮기기 위한 중요한 기제이다. 이는 정부조직의 수직적 구조의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 다층적(multi-level) 협치를 의미한다. 또한 정부조직의 수

평적 측면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처간(multi-sectoral) 협치가 중요하다.

Ÿ 수평적 협치 가운데 하나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정부간 협치로, 공간적 차

원에서 이는 각 지방정부의 관할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도시계획과 관리를 의미한다. 특히 

새로운 도시의제에 의하면 이와 같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 도시계획과 관리의 

필요성은 대도시지역(metropolitan area)에 필요한데, 서울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

한다. 

Ÿ 따라서 서울은 인천, 경기도와 함께 광역 교통체계의 구축 등 광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산맥과 수계 등을 중심으로 한 광역적 차원의 환경보존 등의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한다. 

Ÿ 나아가 새로운 도시의제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분적법 사고에서 탈피하여 도시와 농촌을 

하나의 연속체(urban-rural continuum)로 바라보고 도시내부-도시주변부-농촌에 이르

는 협치 체제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서울의 중심지역에서부터 경기, 인

천의 농촌지역에 이르기까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테면 서울은 국제업무기능을 비롯한 고차서비스 기능, 주변 도시지역은 생산기능, 그리고 

농촌지역은 다양한 여가수요를 흡수하는 기능 등의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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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상 수도권 공간구조 구상도(2009)

자료: 국토해양부, 2009,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p29.

Ÿ 협치의 문제는 정부조직간의 관계를 넘어 도시정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

역사회 주민,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여 다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로운 도시의제는 참여적(participatory) 도시계획과 관리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하

고 있다. 

Ÿ 이러한 점에서 서울은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수립할 때부터 이미 시민참여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고, 이러한 경험이 전국적으로 각 도시에 확산되고 있을 만큼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Ÿ 나아가 도시기본계획의 연장선 속에서 수립되고 있는 생활권계획에는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등, 서울의 참여적 도시계획은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미래 새로운 주민참여 기제로 주목받고 있는 

‘e-governance’에 있어서도 서울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있다.

Ÿ 그럼에도 참여적 도시계획은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점이 없지 

않은데, 특히 주민참여를 ‘서울 시민’이라는 협소한 시각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서울, 인천, 경기의 대도시지역 협치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듯이 서울의 도시정책

은 주민등록상의 상주인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나아가 방문객까지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대표적으로 매일 아침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 거주자도 서울의 도시환경에 큰 영향

을 받는 이해당사자가 아닐 수 없다. 

Ÿ 외국인 방문객도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서울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 등을 상주인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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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시각에서 평가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다국적 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업의 경영자, 투자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그들이 비록 유권자는 아니라고 하더라

도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20] 2030 서울플랜 시민참여

자료: 서울시, 2015, 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 백서, p55.

4.4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Ÿ 앞으로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는 매 4년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계·연

구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의 도시정책이 한국을 대표하여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고, 특

히 개발도상국 도시들의 입장에서 서울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Ÿ 물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서울의 도시정책 사례로는 청계천 복원이나 대중교통 환승체

계 구축 등을 꼽을 수 있다. 청계천 복원은 도로교통의 효율성을 중시하던 도시정책이 아

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자연환경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되는 계

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은 브라질의 꾸리찌바나 콜롬비

아의 보고타에서 볼 수 있었던 비용효과적(cost-effective) 대중교통체계에 한국의 발달

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켰다는 점에서 각

각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Ÿ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들은 개발도상국과 함께 경험을 나누기가 어려운 대형 프

로젝트이다. 이에 비해 광화문 네거리에 지하보도가 이미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로이 횡단보도를 설치한 사례 등은, 차량에 비해 사람을 우선시하고 특히 노인 등의 보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배려’한 도시정책으로서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도시들에

서도 쉽게 공감하고 적용할 수 있는 ‘best practice’로 다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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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형 프로젝트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실상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상당 부분 정치적 

어젠다(agenda)와 결부되어 도시기본계획 등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과정을 결여

하고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Ÿ 특정 사업의 결과보다는 이의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전반적인 과정을 중

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2030 서울플랜’과 같은 도시기본계획의 이행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monitoring & evaluation)는 곧 새로운 도시의제의 경과보고서에

도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Ÿ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은 수립 과정과 그 결과물만이 주목을 받아왔지, 계획 수립 후 실제 

이것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 ‘캐비넷 계획’으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그렇기에 계획목표 대비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계획목표나 전략 조정 

등의 환류(feedback)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Ÿ 그러나 이번에 계획의 이행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계획목

표 대비 성과 등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도 이행주체의 관심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과 제도적 환경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구분하여 그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

이다. 

Ÿ 이와 관련하여 특히 제도적 환경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도 언급된 바 있는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

책 차원에서 보충성의 원칙은 구체적인 공간적 위치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site-specific) 

도시계획 관련 사안은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처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에 한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입하는 분권(分權)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책이 각 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지역맞춤

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의 권한 위임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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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요 산업들의 특화도는 산업마다 공간적 분포가 상이함


	2 일자리
	2.1 일자리
	2015년 비정규직 근로자 128만 명,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31.6%
	2015년 일용근로자 36만 명, 2010년 대비 14.0% 감소

	2.2 취업 및 실업
	2015년 취업자 514만 명, 실업자수 23만 명, 실업률 4.2%
	2010~2015년 서울시 청년 실업률 8.4% → 9.3%로 0.9%p 증가
	2015년 고령 취업자수 61만 명, 실업률 3.1%


	3 경제규모
	3.1 지역내총생산
	2015년 서울시 지역내총생산 345조 원, 2010년 대비 19.1% 증가
	2015년 서울시 실질 성장률 3.5%, 전국 평균보다 높음



	III 토지이용·도시재생
	1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1.1 용도지역 지정현황과 변화
	2015년 서울시 주거지역 면적 325.7㎢(53.8%), 상업지역 25.3㎢(4.2%)
	2010~2015년 용도지역 변경 건수 527건

	1.2 용도지구 현황
	2015년 용도지구 지정 면적 198.0㎢

	1.3 용도구역 현황
	2015년 서울시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면적 149.62㎢


	2 토지이용현황
	2.1 건축물 용도별 연상면적
	2.1.1 건축물 용도별 연상면적 변화
	2015년 서울시 건축물 연상면적 537㎢, 주거 317㎢, 비주거 220㎢
	2010~2015년 주거 중 공동주택 13.8%, 비주거 중 근린생활시설 11.7% 증가

	2.1.2 자치구별 건축물 연상면적 변화
	2010~2015년 마포구 연상면적 23% 증가로 최대
	2015년 주거 연상면적 비율은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 순

	2.1.3 중심지별 연상면적 변화
	중심지 내 연상면적 3도심 51.2%, 7광역중심 25.9%, 12지역중심 22.9%


	2.2 용적률 변화
	2.2.1 용도지역별 용적률 변화
	2015년 서울시 용적률(건축물 대장 기준) 주거지역 176%, 상업지역 409%
	
	2015년 주거지역 용적률 176%
	2015년 상업지역 용적률 409%, 준공업지역 용적률 236%

	2.2.2 중심지별 용적률 현황
	2015년 서울시 평균 용적률 도심 482%, 광역중심 382%, 지역중심 371%



	3 도시개발 및 정비
	3.1 건축물 노후도
	2015년 서울시 35년 이상 건축물 25.1%
	2015년 35년 이상 경과한 건물은 중구(55.3%) 비율 가장 높아, 성북구(12,858동) 동수 가장 많아
	건축물 노후도는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에서 높음

	3.2 건축허가동향
	2015년 서울시 건축 허가 동수 14,863건, 허가 면적 36,701㎢
	2015년 건축허가는 강남구가 최대

	3.3 주택재개발 추진 현황
	2015년 기준 주택 재개발 시행 구역 6개, 사업시행인가 4건

	3.4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
	2015년 기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지정 2건, 사업시행인가 8건

	3.5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2015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선도모델 13개소 우선 추진



	IV 교통
	1 통행특성
	1.1 목적통행
	2014년 서울 관련 통행 2,877만 건, 전체 통행량 대비 출근 통행 21% 차지
	2014년 순유입 통행량 강남구, 중구, 서초구 순
	
	서울시 유입 통근 통행, 3도심 중 강남으로 이동이 가장 많아

	1.2 수단별 분담률
	수단별 통행량 버스 862만 건, 지하철 747만 건, 승용차 723만 건
	2014년 서울시 수단별 통행량은 버스가 862만 건으로 가장 많고, 지하철(747만 건), 승용차(723만 건) 순이다.
	2010~2014년 교통 수단 중에서버스는 1.1%, 지하철은 11.0% 증가하였으며, 승용차는 0.3% 감소하였다.
	
	2014년 대중 교통 분담률 58.8%


	2 대중교통 이용
	2.1 지하철 수송인원
	2015년 서울시 지하철 수송인원은 264만 명, 연평균 2.7% 증가
	강남, 잠실, 홍대입구 등 2호선 역에서 승차인원이 최대

	2.2 지하철 혼잡도
	2015년 서울시 지하철 평균 혼잡도 152%, 2011년 대비 12%p 감소

	2.3 버스 전용차로 현황
	2015년 버스 전용 차로 40개 구간, 거리 217.0㎞


	3 교통 인프라
	3.1 자전거 도로현황
	2015년 서울시 자전거 도로 연장 776㎞, 2010년 대비 16.5% 증가
	2015년 서울시 자전거도로는 동남권에 설치율이 높음

	3.2 주택가 주차장 현황
	2015년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244만 개, 주차장 확보율은 100.3%
	주차장 확보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구는 25개 중 9개 구임



	V 안전·환경
	1 도시안전
	1.1 화재발생 동향
	2015년 서울시 화재 5,921건, 2010년 대비 11.3% 증가
	2015년 건축물 화재 비중 78.5%, 가장 많은 비중 차지
	
	2015년 서울시 화재 발생 피해액 1,434억 원, 사망자수 27명
	강남에서 높은 화재 발생 빈도
	2015년 서울시 행정동별 화재발생은 역삼1동이 85건으로 가장 많고, 서교동(73건), 종로1·2·3·4가동(69건), 신촌동(45건), 논현1동(45건) 순이다.
	주로 화재 발생이 많은 곳은 상업시설이 많은 곳으로, 강남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1)

	1.2 범죄발생 동향
	2015년 서울시 범죄 12.6만 건, 2010년 대비 1.5% 증가
	강남, 영등포 범죄 발생 빈도 높아

	1.3 보행자 사망자수
	2015년 보행자 사망자수 213명


	2 대기/환경/에너지
	2.1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2015년 서울시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5㎍/㎥, WHO 가이드라인을 크게 상회
	초미세먼지 주로 대기가 건조한 봄·가을에 심각, 2015년 기준초과 일수 1년 중 131회
	

	2.2 생활폐기물처리 현황
	2015년 서울시 생활폐기물 9,439톤/일, 재활용 처리 비율 68.9%
	재활용 처리 비중 도봉구 최고, 구로구 최저
	재활용 처리 비중 도봉구 최고, 구로구 최저 (1)

	2.3 에너지원별 소비량
	2015년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 1억 5,189만 toe, 전국 대비 비중 6.9%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 비중 높음, 신재생에너지 1.8% 차지

	2.4 온실가스 배출량
	2013년 서울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 476억 tCO2, 전국 대비 비율 6.9%



	VI 생활서비스
	1 복지
	1.1 아동/여성복지시설 현황
	1.1.1 아동복지시설 현황
	2015년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518개, 2010년 대비 3.8% 증가
	아동인구 10만 명당 아동복지시설수 금천구, 종로구 최다, 강남구 서초구 최저
	2010~2015년 아동복지시설수 금천구 가장 크게 증가, 강남구 감소

	1.1.2 여성복지시설 현황
	2015년 서울시 여성복지시설 총 52개, 여성인구 10만 명당 1.03개
	여성복지시설은 지역적으로 편차가 큼
	2010~2015년 여성인구 당 여성복지시설수 서대문구 최다 증가, 영등포구 감소


	1.2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2015년 노인여가복지시설 2010년 대비 6.9% 증가, 노인인구 당 시설은 0.3개 감소
	2015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 순으로 최다
	2015년 노인인구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영등포구, 구로구 순
	노인여가복지시설 구로구>은평구>성동구 순으로 증가, 영등포구는 감소

	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만 명, 전체 인구 대비 2.4%
	임대주택 지구 중심으로 수급자 비율이 높음
	2010~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도봉구 87.2%로 크게 증가
	서울시 기초연금 수급률 52.7%

	1.4 국·공립보육시설 현황
	2015년 국공립보육시설 922개, 국공립보육분담률 14.0%
	행정동별 국공립보육시설 5개 이상 23개 동
	영유아수 천명당 국공립보육시설은 영유아 수가 적은 도심에서 높음
	2015년 서울시 행정동별 영유아수 천명 당 국공립보육시설수는 을지로동(31.3개), 창신2동(15.1개), 창신1동(12.4개) 순으로 높으며, 이 지역은 영유아 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수가 천 명 이상인 행정동을 기준으로 높은 지역은 마장동(5.3개), 금호2·3가동(4.9개), 등촌3동(4.7개), 구로3동(4.0개) 순이다.
	행정동별 국공립보육분담률은 을지로동 50.0%, 창신2동 57.1%, 창신1동 50.0%로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크게 증가


	2 문화
	2.1 문화시설 현황
	2015년 서울시 문화시설 1,299개, 2010년 대비 22.0% 증가
	서울시 문화시설은 종로구(259개) 최대, 지역적으로 편중
	종로구 문화시설 80개소 건립, 25개 자치구 중 최다

	2.2 공공도서관 현황
	2015년 공공도서관 146개, 2010년 대비 44.6% 증가
	서초구, 중랑구, 관악구에 보다 많은 도서관 확충이 필요
	2010~2015년 성북구, 송파구의 도서관 수가 가장 많이 증가


	3 관광
	3.1 외국인 관광객수
	2015년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수 1,041만 명, 2010년 대비 47.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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