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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도복합 현상의 측정 및 기술에 관한 연구

김현무1※·이우진2·권태정3·연정민4

Measuring and Describing Seoul’s Mixed-Use 

Phenomenon

Hyun-Moo KIM1※·Woo-Jin LEE2·Tae-Jung KWON3·Jeong-Min YEON4

1)

요    약

본 연구를 통해 정의된 용도복합 개념은 세 가지 이상의 주요 도시기능의 복합을 의미하며 도시

공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 하에

서 서울의 용도복합 현상을 탐구하였다. 상대적 엔트로피 개념을 사용하여 단위 지역인 법정동을 

기준으로 복합도(R.E.)를 측정하였으며 도시기능의 유형은 용도복합의 정의에서 도출한 개념을 통

해 건축물 층별 용도를 유형화하여 계량화하였다. 서울의 용도복합 현상은 복합도(R.E.) 0.631 이

하를‘복합아님’, 복합도(R.E.) 0.631 초과 0.884 미만을‘불균형 복합’, 복합도(R.E.) 0.884 

이상 0.991 미만을‘균형복합’, 복합도(R.E.) 0.991 이상을‘완전균형복합’의 단계로 구분하여 

용도복합 현상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지표화하였다. 

주요어 : 서울시, 용도복합, 복합개발, 엔트로피, 용도복합점수, 도시기능

ABSTRACT

The mixed-use concept definition, this study reveals, is that the mixing three or 

more major types of urban uses implements for econom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s in our urban space. With this definition the study explores Seoul’s mixed-use 

phenomenon. The quantification method, the study uses, is the relative entropy which 

calculate the balance of each urban use in a certain area. The relative entropy method, 

also known as the LUM(land-use mix score), uses three urban-use categories which is 

derived from the mixed-use concept definition. Hundreds of building-use types in the 

building regulations are categorized and calculate the LUM of Seoul’s legal-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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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ghborhoods. The result interpreted as the criteria of Seoul’s mixed-use 

phenomenon and categorize mixed land-use status in a certain value:‘non mixed-use’ 

category has a value 0.631 and below,‘unbalanced mixed-use’category has a value 

between 0.631 and 0.884,‘balanced mixed-use’category has a value between 0.884 

and 0.991 and‘complete mixed-use’category has a value 0.991 and over. 

KEYWORDS : Seoul, Mixed land use, Mixed-use Development, Shannon’s Entropy, LUM, 

Live-Work-Play

서  론

1. 연구의 배경

제이콥스(Jane Jacobs)를 중심으로‘긍정적

인 도시성(Sound Urbanity)’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용도복합 개념의 중요성이 도시공

간 담론 속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유

럽 도시의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미국 도시

를 중심으로 하는 뉴 어바니즘(New Urbanism)의

TND(Traditional Neighborhood Design),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개념에서 용

도복합 개념은 중요한 실천적 요소로 적용되고 

있다. 기능주의적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

로, 기술발전 및 지구환경변화 등 시대의 요구

에 따른 도시공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

로 용도복합 개념은 다양하게 실제 도시에 적용

되고 있다(Coupland, 1997; Grant, 2002; 

Florida, 2002; Hoppenbrouwer and Louw 

2005; Hoek, 2008). 

우리나라에서 용도복합은 건축물 차원의 수직

적 복합(주상복합 등), 일단의 대지/단지 차원의 

복합(특별계획구역 등), 지역차원의 복합(일반

주거지역/준주거지역 등)으로 스케일에 따라 적

용되고 있으며 특히, 3기 신도시계획에서는 보

다 적극적으로 지역차원의 용도복합 개념을 적

용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왕숙지구의 

경우 주거유형복합, 주상복합, 자족복합, 공공복

합, 유보지(복합형) 등 다양한 유형의 용도복합 

개념이 토지이용계획(안)에 반영되어 있고 다른 

지구도 공통적으로 용도복합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용도복합의 실험장으로 불

릴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용도복합 

개념을 계획에 적용하고 있다. 

현재, 용도복합 개념은 도시공간 계획에 있어 

당연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져 적용되고 있으나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이론과 실제에서 다

양한 변위를 가지고 적용되고 있다. 용도복합에

서 복합되는 용도(기능)는 무엇이며 복합비율의 

적정성 등이 이론적 근거나 기준에 따라 다양하

게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

고 있으며 더욱이 개발이익을 위한 방패막이 역

할을 하는 개념으로 오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

지고 있다. 

용도복합 개념의 시대적 중요성에도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것이 본 연구의 배경

이며 개념의 구체화를 위해 우리 도시의 현상을 

측정하고 기술하는 것에서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의 용도복합 현상을 측정하

는 방법을 제시하고 현상을 해석할 기준을 마련

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의 연구 범위를 갖는다.

2. 연구의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대표도시인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법정동 기준으

로 수집·분석된 데이터를 집계하였다. 분석 기

준 시점은 데이터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복합도 측정 방법을 살피고 서

울시 법정동 기준으로 복합도를 측정하여 서울

의 복합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각의 건

축물 단위(지번 단위)의 층별용도 자료를 통해 

도시기능 유형 별 연면적이 집계되며 법정동 단

위로 합산하여 서울시 법정동의 복합도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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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서울시의 복합도 특성을 기술하고 그 

특성을 통해 용도복합을 정의하는 것으로 서울

의 복합도 지표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용도복합 관련 선행연구는 복합용도지역 연구

와 복합용도개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복합용

도지역 연구는 복합용지(Mixed Land Use)를 

용도지역제도에 포함하는 필요성 및 방법에 관

한 연구이고 복합용도개발 연구는 복합용도개발

(Mixed-use Development)의 효율적 적용방

안에 관한 연구이다.

1) 복합용도지역 연구 

복합용도지역 연구는 1992년 이후, 용도지역

제의 규제 방식이 금지행위 열거방식에서 허용

용도 열거방식으로 변화하여 일반주거지역 이상

에서 대부분의 용도가 허용되는 결과를 가져왔

다는 점을 시작으로 현상에 대한 비판을 시작한

다(이원근 외, 2010; 김영하 2010; 김옥연·이

주형 2009).

이원근 외(2010)는 용도순화를 목적으로 하

는 현재의 용도지역제는 일률적이고 단편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다른 기능을 해치

지 않으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지역 도입을 주장하였다. 복

합용도지역의 지정 시 중요 요소인 건축물 용도

에 관한 기준 및 그 운용방안을 결론으로 제시

하였다.

김영하(2010)는 개발 가능한 용도 선택 범위

가 넓어진 것은 경제적 수익성이 좋은 주거용도 

위주의 불균형적 복합용도개발 형태가 될 가능

성이 커진다고 주장하였으며, 복합용도지역을 

도입하기 위한 3가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법률로 규정하는 복합용도지역 도입, 도

시외곽지역에 개별필지단위의 복합용도개발에 

대한 통제, 복합용도지역의 개발 가이드라인 필

요성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김옥연·이주형(2009)은 용도복합 개념을 적

용한 제도는 용도지역제 상의 준주거지역, 지구

단위계획 내의 특별계획구역, 개별필지 복합용

도개발이 있으나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효과

를 도출하는 것이 아닌 도시공간 구조를 왜곡시

키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대안으로 현재의 용도

지역제 체제하에서 운영될 수 있는 복합용도지

구(Special MXD District) 도입을 제안하였으

며 운영기준으로 도심지나 준주거지역 이상에 

중첩적으로 지정 가능하며 혐오 시설 외에 모든 

용도복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현 우리나라의 제

도적 상황에서는 용도복합의 본래 기능을 활용

하기 어려운 불균형적 도시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용도순화가 아닌 법·제도적 

위상과 지침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2) 복합용도개발 연구

복합용도개발 연구는 용도복합 개념을 적용한 

개발에 있어서 복합용도선정 방향, 공간구성 등

에 대한 계획방향을 제안 하는 연구와 복합용도

개발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로 유형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복합용도개발 연구 또한 복합

용도지역 연구와 마찬가지로 용도지역제의 기능

주의적 접근방식에서 시작한다. 하향식 규제 안

에서는 용지의 합리적 배분과 배치에 우선순위

를 두기 때문에 도시공간과 장소에 대한 고려는 

경직된 틀 안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최순섭, 2012).

한희수·김영하(2009)는 주거기능에 상업·

업무기능을 함께 묶어서 계획하는 복합용도개발

이 이러한 용도지역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이를 위한 입지별 용도선정의 방향

을 제안하였다. 도심·부도심·지역중심·지구

중심 등 입지여건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공공성과 관련된 

공원, 주민자치·문화센터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지침, 용도복합과 공간활성화를 위해 세분화된 

건축기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김희철·정재용(2007)은 복합용도개발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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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목적으로 업무시간 이후 도심공동화 극복

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용함으로써 도심부 

활성화를 제시하였고 복합용도개발 전과 후의 

주변 공간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주변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개발 계획 수립이 요

구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선행연구와 차별성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문제인식을 공유하며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실제 도시의 용

도복합 현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용도복합의 현 

실태를 측정하여 용도복합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와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

이다.

실제 공간사용을 기준으로 도시 스케일에서 

용도복합을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진 사례는 국

내에서는 찾기 어려우며 이 부분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용도복합 개념 관련 이론

1) 용도복합 개념의 발전

용도복합 개념은 도시기능 간 철저한 분리를 

주장한 모더니스트 건축가의 패러다임에 대항하

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1933년 CIAM(Congrès 

Internationaux d'Architecture Moderne)의 

아테네 헌장에서 도시공간의 기능적 분리를 도

시적 패러다임으로 선언하였으며 그들은 엄격한 

용도 분리를 통해 깨끗하고 질서 있게 조직된 도

시를 만들고자 하였다. 꼬르뷔제(Le Corbusier)

는 도시기능을 거주기능(Dwelling), 일자리기능

(Work), 여가기능(Recreation), 순환기능(Circulation)

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기 적정한 지

구(District)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Mumford 2000). 기능주의(Functionalism)적 

도시공간의 구획은 변경할 수 없는 절대적 규칙

으로 도시에 적용되었고 이로 인한 도시문제들

이 인식되기 전까지 도시공간 계획의 원칙으로 

계속 적용되었다(Hoek, 2008).

용도복합의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기 시

작한 것은 모더니스트 건축가의 패러다임에 전면

적으로 대항한 제이콥스(Jane Jacobs)로부터 이

다(Grant, 2002; Hoek, 2008; Hoppenbrouwer

and Louw, 2005). 제이콥스는 특정 용도를 특

정 지구에 밀집시켜 도시를 기능적으로 순수하게 

만드는 것은‘긍정적 도시성(Sound Urbanity)’

을 파괴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녀의 주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설득력과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복합용도 개념은 그녀의 주장을 구체

화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Hoppenbrouwer and Louw. 2005). 

용도복합 개념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환

경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 컴팩트 시

티(Compact City) 개념에 포함되어 확장되었

다(Hoek, 2008). 컴팩트 시티 개념은 사람과 

활동을 공간적으로 집중하면 에너지 소비를 줄

일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도심의 개발밀

도를 높이고 도시기능들의 상대적 거리를 줄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확

보하는 개념으로 지역차원 스케일의 용도복합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다(Hoek, 2008).

1990년대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이 중

심적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용도복합은 

도시공간 계획에 원칙으로 사용되었다(Grant, 

2002).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의 용도복합 

개념은 두 가지 도시공간 계획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하나는 TND(Traditional Neighborhood

Design) 개념이다. 다양한 기능을 세밀한 도시

조직에 복합시키는 지구차원(District Scale)과 

주차장, 주택, 상업시설의 복합을 강조하는 건축

물차원(Building Scale)의 용도복합 개념을 적

용하였다(Grant, 2002). 다른 하나의 개념으로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가 있다. 

대중교통 노선의 결절점을 중심으로 대형상업, 

오피스, 유흥시설, 고밀주거 기능을 집적시키고 

도보로 5분 거리에 저밀주거를 배치한다. 대중

교통 결절점을 고밀의 복합용도 지구로 개발하

고 보행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주변의 주거중심 

지역과 연결하는 지역차원(Regional Scale)의 

개념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구의 환경변

화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 측면에서 용도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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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플로리다

(Richard Florida)는 정보 시대(Information Age)

의 혁신 층(Creative Class)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용도복합 지역에서 일하고 살기를 

원하며 혁신층을 통한 도시적 가치의 성장을 이

루기 위해 매력적 용도복합 지역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Florida, 2002) 용도복합 개

념이 새로운 도시의 중심지가 되어야 함을 시사

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COVID-19 

pandemic)를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용도복합 

개념은 15분 도시(15-Minute City)개념을 통

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모레노(Carlos 

Moreno)의 15분 도시개념은 걸어서 또는 자전

거를 타고 15분 이내에 필수적 도시서비스 기

능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구상하는 개념이며 

여기에서 필수적 도시서비스는 거주(Living), 

상행위(Commerce), 직업(Work), 의료서비스

(Healthcare), 교육(Education), 여가(Entertainment)

의 6가지를 의미한다. 15분 도시는 근접성

(Proximity), 밀도(Density), 다양성(Diversity), 

디지털화(Digitalization)의 4가지 차원으로 설

명될 수 있으며 근린단위(Neighborhood Scale)

용도복합의 개념에 초연결성 차원이 추가된 형

태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용도복합 개념은 모더니스트들의 기능주의적 

도시공간 계획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핵심적 요

소로 그 중요성이 지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그

러나 개념의 모호성은 아직 남아있어 다소 선언

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체적 해석 및 적용에 

관해 전 세계적인 논의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

다.

2) 용도복합의 정의

제이콥스(Jane Jacobs)가 주장한 용도복합의 

개념은 주거, 일자리, 서비스 활동이 균형적으로 

복합되어 일어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의미하며 

형태적으로는 도시조직 안에서 촘촘하게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공간

은 주기능(Primary Uses)의 복합과 이에 따른 

부기능(Secondary Uses)을 통해 각기 다른 시

간대에 활동을 발생시키며 이를 통해 활력이 생

기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Jacobs, 1961).

ULI(Urban Land Institute)는 1976년 발표

한‘Mixed-Use Developments: New Ways 

of Land Use’에서 용도복합은 3가지 이상의 

기능(소매, 유흥, 오피스, 주거, 호텔, 공공, 문

화, 여가 기능)의 복합이라고 정의하였다. 각 기

능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장 점유력이 

있는 기능을 의미하며 각 기능은 물리적, 기능

적으로 집적되어 효율적 토지이용을 달성하고 

보행자를 중심으로 기능 간 상충이 일어나지 않

도록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006년 

시행한 부동산, 주택, 상업시설 관련 단체

(ICSC:, NAIOP, BOMA, NMHC) 조사에서 용

도복합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종합하였다. 용도

복합은 소매업, 오피스, 주거, 호텔, 여가 등의  

주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의 복합을 의미하며 복

합개발은 보행중심의 Live-Work-Play 기능이 

담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최대

의 공간사용 효율성을 통해 차량 이동 및 무분

별한 교외개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용도복합 개념은 다양한 측면의 기준으로 정

의할 수 있으나 공통특징을 통해 현재까지의 개

념을 종합해 볼 수 있다. 용도복합은 긍정적 도

시성(Sound Urbanity)을 만들기 위해 Live- 

Work-Play 기능이 균형적으로 제공하고 보행

자 우선 고려하는 보다 친환경적 도시공간을 만

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으로서 다음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다. 용도(기능) 측면에서

는 부속기능이 아닌 주 기능의 3가지 이상 복합

을 의미하며 형태적 차원의 측면에서는 수평적 

복합, 입체적 복합, 시간적 복합으로 유형을 구

분할 수 있다. 스케일 측면에서는 건축물부터 

도시단위 까지 복합의 스케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특징들은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긍정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도시에 적

용할 수 있다.

3) 용도복합의 기능

용도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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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ty)과 다양성(Diversity)으로 종합할 

수 있으며(Coupland, 1997) 이를 통해 용도복

합의 기능을 정의할 수 있다. 집중(Intensity)의 

의미는 기존의 용도지역(Zoning)별로 개발밀도

와 주거유형을 달리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선택 

가능성을 늘려 기능을 복합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의 효

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Diversity)의 의미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용도의 복합을 통해 기능의 다양성을 확보

하여 24시간 지역의 활력을 확보하고 기능 간 

시너지효과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용도복합 개념

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과 보행중심, 에

너지 효율성 등 환경적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다양한 스케일에서 적용되고 

있다(Coupland, 1997; 민상충, 2010).

FIGURE 1. Benefits of mixed-use 

development(Coupland, 1997; 

Hoppenbrouwer and Louw, 2005)

4) Live-Work-Play 개념

Live-Work-Play 개념은 용도복합 개념이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되면서 용도

복합을 인간활동의 필수 기능 공간 개념으로 표

현한 슬로건 같은 표현으로 다수의 도시에서 

Live-Work-Play 개념을 통해 용도복합을 실

제 도시에 적용하고 있다(Jurey, 2012).

도시에서 필수적인 인간 활동 공간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1855년 Le Play는 인간 활동을“Lieu, Travail, 

et Famille(Place, Work, Family)”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론화하였다. 인간 활동은 

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일자리의 영향을 가장 크

게 받는다고 주장하였다(Forni et al, 1998). 

1879년 Geddes는 Le Play의 이론을 발전시켜 

도시공간에 적용하였다. Le Play 이론의 세 번

째 유형인 Famille(Family)를 Folk로 수정하여 

지역계획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1989년 올덴

버그(Oldenburg)는 제3의 장소(The Concept 

of Third Place)를 사회적 모임의 공간이며 주

거, 일자리와는 다른 공간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인간 삶에 있어서 주거, 일자리 그리고 제3의 

장소가 풍요로운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

하였다(Oldenburg, 1989). 제3의 장소(The 

Concept of Third Place)를 Play 개념으로 정

의한다면 올덴버그(Oldenburg)의 이론이 Live 

-Work-Play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으

로 선택할 수 있다(Jurey, 2012).

Live-Work-Play 개념은 복합용도 개발의 목

표로 현재 도시에 적용되고 있다(Kurt Volkman, 

2020). 혁신층(Creative Class)이나 MZ세대

(Millennials and Z-generation) 삶의 행태에 

맞춘 다양한 기능이 균형적으로 제공되는 도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Live-Work- 

Play 기능의 균형에 대한 기준은 모호한 상태이

지만 3가지 유형의 기능이 인간의 풍요로운 삶

에 필수적이며 도시공간에 균형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긍정적 도시의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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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관련 이론

1) 복합도 측정 방법

용도복합의 복합도 측정을 통해 각기 다른 도

시기능이 어떠한 비중으로 섞여 있는지를 측정

하고자 한다. 각기 다른 기능이 섞여 있는 정도

는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섞임의 균형

을 의미하는 것이다.

(1) Relative Entropy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복합정도를 측정하

는 방법으로 엔트로피(Shannon’s Entropy) 

지수가 있다. 엔트로피지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토지이용 유형의 섞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 
 



× ln

′: 토지이용 유형의 섞임 

정도, : 토지이용 유형, : 토지이용 유형 개

수, :  용도의 비율

상대 엔트로피(Relative Entropy)는 Shannon’s

Entropy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차원(scale)을 조정한 개념으로 Suzanne 

Mavoa et al..(2018)은 LUM(Land-use Mix 

Score)으로 Relative Entropy를 활용해 토지

이용 복합정도를 측정하였다.

 
 



× lnln

: 토지이용 유형의 섞임 정도, : 

토지이용 유형, : 토지이용 유형 개수, : 

용도의 비율

여기에서‘LUM=1’은 가장 균등하게 복합

된 상태를 의미하고‘LUM=0’은 단일용도인 

경우를 나타낸다. 

LUM 지수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어떤 

기능이 얼마만큼 섞여 있는지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 주거용지와 90% 상업용지로 구성

된 경우의 LUM 값이 90% 주거용지와 10% 

상업용지로 구성된 경우와 같은 값을 갖는다. 

(2) HHI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지수는 

보통 경제학에서 시장 집중도를 측정하는 방법

으로 사용된다.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으로 계

산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 집중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낮을수록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 점을 활용하여 토지이용의 복합정도

에 활용할 수 있다.


 






: 토지이용 유형의 집중도, : 토지이용 유

형, : 토지이용 유형 개수, :  용도의 비율

HHI 값이‘1’일 경우 단일용도인 경우를 

의미하고‘1/N’일 경우는 N개의 용도가 같은 

비율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계점으로는 엔트로피와 마찬가지로 어떤 기

능이 얼마만큼 섞여 있는지 판별할 수 없으며 

여기에 더해 균형상태의 값이 용도의 개수에 따

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3) MXI

Joost W. van den Hoek(2008)는 암스테르

담의 용도복합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거 

기능과 비주거 기능의 비율을 제안하였다. 연면

적 기준의 값을 통해‘1’일 경우는 주거 기능

만 있는 지역이고‘0’일 경우는 주거 기능이 

없는 지역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정의 기저에

는 유럽 도시는 전통적으로 중심지의 경우 주거

와 비주거 비율이 50:50이었기 때문이고 이 값

을 균형상태로 가정한다.

 


×

: 지역의 복합도, : 지역의 주거기능 

연면적, : i지역의 총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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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I의 한계점은 비주거 기능의 세부 구분을 

고려하지 않아 도시기능의 균형에 관한 측정도

구가 될 수 없고 유럽도시의 전통적 기준인 주

거/비주거 비율 50/50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주거 기능과 비주거 기능의 

비율이 같은 경우 다양한 용도복합 양상을 포함

하는 것으로 판별력이 떨어진다. Relative Entropy

를 계산해 보면 0.6309~0.9464 사이의 값으로 

계산되어 주거/비주거 비율을 가지고 도시기능

의 균형적 복합 상태를 측정하기에는 해당하는 

범위가 넓어 측정도구로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용도복합의 복합도는 도

시기능이 균형적으로 섞여 있는지 아닌지를 계

량화하는 지수로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도시기

능 유형의 섞임 정도를 0~1의 값으로 측정할 

수 있는 Relative Entropy 방법을 복합도 측정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서울시 토지이용 복합도 분석

1. 연구구조 설정

본 연구는 서울시 복합도를 측정하고 도시 기

능 별 분포 현황을 통해 복합도 지표를 도출하

는 연구이다. 분석단계와 해석단계로 이루어지

며 분석단계는 3단계 과정을 거쳐 서울시 복합

도 특성을 분석하며 해석단계를 거쳐 서울시 복

합도 지표를 도출한다(그림 2).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복합도 측정도구를 검증

하여 본 연구에서 복합도 측정도구로 상대 엔트

로피(Relative Entropy) 방식을 적합한 측정 

도구로 선택하였다. 복합도 측정을 위해 서울시 

건축물 용도를 용도복합 개념에서 도출한 Live, 

Work, Play 기능의 3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구

분하였다. 보다 실제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의 층별 정보를 통해 3가지 유형의 

연면적을 계산하였고 각 건축물의 3가지 유형별 

연면적을 법정동 기준으로 집계하여 법정동별 

복합도를 계량화하였다. 서울시 복합도 측정결

과를 공간 데이터에 연결하고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단위지역의 컨텍스트를 통한 

해석을 추가하여 서울시 복합도 특성을 기술 하

였다. 정량적 해석을 통해 서울시 복합도 지표

를 제시하였으며 복합도 특성에 따른 지역특성

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국가공간정보포털, 도로명주소 DB

에서 제공하는 shp 파일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프로그램은 ArcGIS 10.5ver. 및 Jamovi 1.8.1. 

ver.을 사용하였다.

2. 실증분석

1) 서울시 건축물 용도 유형화

2019년 12월 건축물대장 데이터를 기준으로 

총 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하였고 건축물대장 층

별개요 데이터를 활용하여 층별 주용도를 Live, 

Work, Play 기능으로 유형화하였다.

건축물대장에서 사용하는 건축물 주용도 코드

는 5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 두 자리는 39

개 상위코드로 구분되며 다음 세 자리는 644개 

하위코드로 구분된다. 총 683개 코드가 사용되

며 이 중 기타코드(z코드)는 92개로 구분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는 29개 대

분류와 137개 중분류로 구분한다. 건축물대장의 

기타코드(z코드)를 제외하고 자원순환관련시설

(30000), 야영장시설(31000)을 제외하면 건축

물 대장 상 분류와 같다.

복합도(R.E.) 분석을 위해 총 683개 코드의 

건축물 용도를 도시기능을 기준으로 용도복합 

개념 정의에서 도출한 Live-Work-Play 기능

의 3가지로 유형 구분을 하였다. 서울시에 있는 

건축물 용도 코드는 총 622개이고, 다음 표 1

의 기준에 따라 Live 기능은 14개, Work 기능

은 188개, Play 기능은 420개로 유형 구분 하

였다.

Live 기능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안

적 거주기능을 하는 기숙사,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을 포함하였다. Play 기

능은 상업, 문화, 예술, 체육 기능 등 사회적 교

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생활서

비스 및 공공서비스 기능을 포함하였다. Work 

기능은 공장, 사무실 등 일자리 공간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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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study flow diagram  

Div. Criteria note

‘Live’ 
Function

- habitable space
- including temporary living space

Including dormitories, officetels, living 
accommodation facilities, and multi-living 
facilities

‘Work’ 
Function

- work spaces such as factories and offices
- including other functions other than live and play functions

including spaces related to primary and 
secondary industries

‘Play’ 
Function

- A space for social interaction such as commerce, culture and art, 
and sports

- Including living and public services

including public office building and educational 
facility space

TABLE 1. The criteria to categorize building u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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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Live’function relative floor area ratio of study units

며 Live, Play로 구분되지 않는 기능을 포함하

였다. 예를 들어 교통시설, 공급처리시설, 방송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경우는 거주기능 및 사

회적 교류의 기능이 아닌 단순 일자리 공급 기

능으로 Work 기능에 포함하였다.

2) 서울시 건축물 기능별 분포 현황

유형별로 집계된 서울시 건축물 분포 특징을 

살펴보면, 서울시에 있는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596,311,681㎡이며, Live 기능 총 연면적은 

329,526,707㎡(55.26%), Work 기능 총 연면

적은 90,932,994㎡(15.25%), Play 기능 총 연

면적은 175,851,980㎡(29.49%)로 계산되었다. 

Live 기능이 약 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Work 기능이 약 15%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도시의 복합도 기준

인 주거:비주거 5:5의 비율과 비슷한 구성을 보

이며 이것은 서구의 도시성 기준에도 부합하는 

수치이다.

특정 기능의 연면적을 분자로 하고 나머지 두 

기능의 연면적 합을 분모로 하는 상대적 연면적 

비율 값을 통해 기능별 분포 특징을 파악하였

다. 상대적으로 Live(주거) 기능 연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외곽 녹지지역 주변, 특히 강

북지역과 강서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부지역은 Live 기능 비율이 다른 기능(work, 

play)에 비해 낮은 분포를 보인다(그림 3).

표 2의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결

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Live 기능의 상대적 

비율은 1.235로 Live 기능 연면적이 다른 기능

의 연면적 보다 23.5%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467개 단위 지역(법정동)의 Live 기능의 

상대적 연면적 비율 평균은 1.41, 최댓값은 

15.3, 최솟값은 0이다. 또한, 왜도가 3.29 

(Positively Skewed Distribution)이고, 첨도는 

18.4(Leptokurtic)로서 중앙값보다 평균값이 

큰 비대칭적인 분포를 보인다. 값의 범위는 

Work 기능보다 작고 Play 기능보다 큰 범위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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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function relative floor area ratio(N=467)

Total value 1.235

Average 1.41

Median 1.06

Std. 1.62

Variance 2.63

Minimum 0.00

Maximum 15.3

Skewness 3.29

Kurtosis 18.4

25th percentile 0.308

50th percentile 1.06

75th percentile 1.99

TABLE 2.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Live’function relative floor area ratio

FIGURE 4. The‘Work’function relative floor area ratio of study units

Work 기능 연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은 도심

권과 강남, 여의도, 성수동, 상암동, 구로디지털

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낮은 지

역은 Live 기능 연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과 유

사하다(그림 4).

표 3의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결

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의 Work 기능의 상

대적 비율은 0.180으로 다른 기능에 비해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Work 기능이 1 있을 때 

다른 기능은 5.6이 있다고 해석되는 값이다. 

467개 단위 지역의 평균은 0.545, 최댓값은 

17.0, 최솟값은 0이다. 하위 25%는 0.0668, 

상위 25%는 0.399이다. 또한, 왜도가 6.29 

(Positively Skewed Distribution)이고 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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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unction relative floor area ratio(N=467)

Total value 0.180

Average 0.545

Median 0.145

Std. 1.39

Variance 1.92

Minimum 0.00

Maximum 17.0

Skewness 6.29

Kurtosis 53.7

25th percentile 0.0668

50th percentile 0.145

75th percentile 0.399

TABLE 3.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Work’function relative floor area ratio

FIGURE 5. The‘Play’function relative floor area ratio of study units

53.7(Leptokurtic)으로 중앙값보다 평균값이 

큰 비대칭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다. Live 기능

보다 분산이 작고 첨도가 큰 값으로 소수의 지

역에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Live, 

Play 기능 보다 값의 범위가 큰 것으로 조사되

었다.

Play 기능 연면적 비율은 도심권을 중심으로 

높은 지역이 집중해있고 잠실동, 상일동, 군자

동, 중화동, 홍대·신촌지역, 영등포, 흑석동 등 

점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분포되어 있

다(그림 5). 

표 4의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결

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의 Play 기능의 상대

적 비율은 0.418로 다른 기능에 비해 작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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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function relative floor area ratio(N=467)

Total value 0.418

Average 0.753

Median 0.413

Std. 1.09

Variance 1.18

Minimum 0.00

Maximum 9.59

Skewness 4.60

Kurtosis 27.0

25th percentile 0.287

50th percentile 0.413

75th percentile 0.734

TABLE 4.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Play’function relative floor area ratio

The study units have 50% and more 
‘Live’ function ratio.

The study units have 50% and more 
‘Work’ function ratio.

The study units have 50% and more 
‘Play’ function ratio.

241 study units
(N=467)

46 study units
(N=467)

83 study units
(N=467)

TABLE 5. The study units of one class function has 50% and more ratio

중을 차지하고 있다. Play 기능이 1 있을 때 다

른 기능은 2.4가 있다고 해석되는 값이다. 467

개 단위 지역의 평균은 0.753, 최댓값은 9.59, 

최솟값은 0이다. 또한, 왜도가 4.60(Positively 

Skewed Distribution)이고 첨도는 27.0(Leptokurtic)

으로서 중앙값 보다 평균값이 큰 비대칭적인 분

포를 이루고 있다. 

Live 기능에 비해 분산이 작고 첨도가 큰 값

으로 값의 범위는 작고 소수의 지역에 기능이 

집중되어 있지만, Work 기능에 비해 값의 범위

는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 도시기능의 분포는 Live 기능 약 

55%, Work 기능 약 15%, Play 기능 약 30%

로 주거와 비주거 비율이 약 55%와 약 45%로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3개 유형 중 

Live 기능과 비교하면 Work, Play 기능은 소수

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Work 기능이 가장 

소수의 지역(첨도 53.7)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기능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상대

적 연면적 비율‘1’이상)은 표 5와 같다. 한 

기능의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은 산술적으로 

해당 기능의 우세를 판단할 수 있으나 긍정적 

도시성 측면의 균형적 기능 복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3가지 유형을 아울러 기능 복합 정도

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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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 Relative Entropy

Total value 0.887

Average 0.75

Median 0.77

Std. 0.17

Variance 0.0289

Minimum 0

Maximum 1

Skewness -0.796

Kurtosis 0.614

25th percentile 0.648

50th percentile 0.77

75th percentile 0.882

TABLE 6.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Seoul’s Relative Entropy

　 　 Live Work Play R.E.

Live Pearson's r —

p-value —

Work Pearson's r -0.27*** —

p-value < .001 —

Play Pearson's r -0.33*** -0.117* —

p-value < .001 0.011 —

R.E. Pearson's r -0.439*** -0.332*** -0.203*** —

　 p-value < .001 < .001 < .001 —

* p < .05, ** p < .01, *** p < .001

TABLE 7. The correlation matrix of Relative Entropy and Urban functions

3) 서울시 복합도 측정

복합도 측정은 Relative Entropy 개념을 통

해 Live, Work, Play 기능의 균등 혼합 정도를 

측정한다. 서울시 총 건축물 연면적은 Live 기

능 55.26%, Work 기능 15.26% Play 기능 

29.4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elative Entropy

개념을 통해 계산된 서울시 전체 단위의 복합도

(R.E.)는 0.887이다.

서울시 467개 법정동 단위의 복합도(R.E.) 

분포는 평균 0.750이며 범위는 0.000~0.999 

이다. 왜도는 –0.796(Negatively Skewed 

Distribution)으로 최빈값, 중앙값이 평균보다 

큰 형태이며 첨도는 0.614(Leptokurtic)로 정

규분포보다 분산도가 낮고 동질적 분포의 높이

가 높은 형태이다(표 6). 

서울시 복합도(R.E.) 측정결과가 건축물 기능

별 연면적 비율 값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Pearson’r 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두 변수 간 

선형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요약하는 수치로 –

1~1값을 가지며 복합도(R.E.)와 각 기능별 연

면적 비율 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복합도(R.E.)와 Live 기능 연면적 비율의 상

관관계는 r=-0.439, p<0.001로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계산되

었고 Work 기능 연면적 비율은 r=-0.332, 

p<0.001로 그 다음 비중의 부(-)적 상관관계

가 계산되어 뚜렷한 부(-)적 상관관계라고 해

석할 수 있다. Play 기능 연면적 비율은 

r=-0.203으로 계산되어 약한 부(-)적 상관관

계라고 해석할 수 있다(표 7).

서울의 복합도(R.E.)에 큰 비중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Live 기능으로 Live 기능이 집

중된 지역은 복합도(R.E.)가 낮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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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choropleth map of Seoul’s Relative Entropy

서울의 복합도(R.E.)를 공간정보에 연결한 단

계분도(Choropleth Map)를 통해 살펴보면 특

징적으로 도심지역은 가장 낮은 구분에 있고 

Live 기능 우세지역(표 5)은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며 강남지역(삼성동, 논현동, 역삼동 

일대)은 가장 높은 값을 갖는 지역으로 조사되

었다. 단위지역 별로는 가장 낮은 복합도(R.E.) 

값이 계산된 지역은 복합도(R.E.) 0.000인 용

산구 용산동4가로 미군부대가 입지한 이상 지역

이고 이 지역을 제외한 가장 낮은 지역은 복합

도(R.E.) 0.214인 종로구 홍파동으로 Live 기

능이 94%(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지지역)인 지

역이다. 가장 높은 복합도(R.E.) 0.999가 계산

된 지역은 종로구 평동(아파트단지, 병원, 대학

교, 전시관 등 입지), 중구 필동3가(한옥마을 

숙박촌, 대학캠퍼스, 서애로 및 필동로 주변 상

가 등 입지), 강남구 삼성동(아파트단지, 선정

릉, 공공기관, 코엑스, 병원 등 입지), 논현동(학

교, 호텔, 가구거리, 먹자골목, 주택 밀집지역 등 

입지)으로 Live, Work, Play 비율이 같은 완전 

균형상태 지역이다(그림 6).

3. 서울시 복합도 지표설정

1) Relative Entropy 값의 특징

Relative Entropy 값은 3가지 도시기능의 섞

임 정도에 따라 특정한 값을 가지며 해당 값을 

통해 복합도 지표화가 가능하다. 특정 Relative 

Entropy 값은 다음 표 8과 같다.

3가지 도시기능 중 한 가지 기능이라도 없으

면 복합도(R.E.) 값은 0.631 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또한, 3가지 기능이 균등하게 분포할 

경우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 어떤 도시기능

이 주를 이루는 복합 형태인지는 판별이 불가하

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도시기능의 균형복합과 

불균형복합을 수치화한 지표로 활용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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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1 Class2 Class3 Sum Relative Entropy

0 0 100 100 0

0 10 90 100 0.296

0 20 80 100 0.456

0 30 70 100 0.556

10 10 80 100 0.582

0 40 60 100 0.613

11 11 78 100 0.618

0 50 50 100 0.631

10 20 70 100 0.730

10 30 60 100 0.817

40 10 50 100 0.859

20 20 60 100 0.865

21 21 58 100 0.884

15.2 29.5 55.3 100 0.887

20 30 50 100 0.937

25 25 50 100 0.946

40 20 40 100 0.960

30 30 40 100 0.991

33.33 33.33 33.33 100 1

TABLE 8. The milestones of Relative Entropy values

긍정적 도시성 측면의 용도복합 기준을 서울의 

현상을 통해 설정할 수 있다. 

2) 서울시 복합도 지표설정 과정

우선, 용도복합 정의에 따라 어느 한 기능이

라도 없는 경우를 용도복합의 정의에서 복합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기

준으로 Live, Work, Play 기능이 1:1:1의 균형

적 복합일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을 

균형적인 복합지역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지

역은 서울시 전체의 복합도(R.E.)에 못 미치는 

지역과 이상인 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이

다. 서울시 복합도(R.E.) 지표는 다음 그림 7의 

과정을 통해 설정한다. 

3) 서울시 복합도 지표설정

Live, Work, Play 기능 중 어느 한 기능이라

도 없으면 복합도(R.E.)는 0.631(50%:50%:0%)

보다 큰 값으로 계산될 수 없으며 용도복합의 

정의인 도시기능의 균형적 복합, 3가지 이상 기

능의 복합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복합도

(R.E.)는 0.631 이하일 경우 복합이 아닌 지역

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느 한 기

능이라도 78% 이상인 지역은 복합도(R.E)가 

0.618(78%:11%:11%) 보다 큰 값이 계산될 

수 없다. 이 값은 복합도(R.E.)는 0.631 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복합이 아닌 지역에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복합 아님’은 어느 한 기능

이라도 없고, 또는 한 기능이 78% 이상 집중된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복합 아님’유형

은 복합도(R.E) 0.631 이하 지역으로 정의한

다. Live, Work, Play 기능이 비슷한 비중으로 

균형적으로 분포하는 지역, 즉 모든 기능이 약 

30% 인 지역은 13개 법정동에 해당한다. 이렇

게 도출된 복합도(R.E) 0.9912 이상인 지역을 

용도복합의‘완전균형복합’상태라고 정의한다. 

다음은 서울시 전체 복합도(R.E.)를 기준으로 

유형을 정의할 수 있다. 서울시 전체 값 미만이

면‘불균형 복합’으로 정의하고 서울시 전체 

값 이상이면‘균형 복합’으로 정의한다. 

한 기능이 거의 없는‘복합아님’지역은 100

개 법정동이 집계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값보다 

작은‘불균형 복합’은 258개, 서울시 전체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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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process of defining the Seoul’s Relative Entropy standard

보다 큰‘균형 복합’은 96개, 3가지 유형의 기

능이 거의 같은 비율로 있는‘완전 복합’인 지

역은 13개 법정동이 집계되었다. 복합정도에 따

라 구분된 법정동은 그림 6을 통해서도 확인가

능하다.

복합아님(Not Mixed Land Use) 지역은 4

가지 유형으로 특징을 종합할 수 있다. 단독주

택 중심지역으로 Work 기능이 거의 없는 지역

(Type 1),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기존 저층주

거지(Type 2), 공동주택 중심지역(Type 3), 

Live 기능이 거의 없는 전통적 도심(Type 4)

의 4가지 유형이다. 복합도(R.E.), Live:Work: 

Play 연면적 비율, Live:non-Live 기능 비율을 

다음 표 9에 정리하였다.

불균형복합(Unbalanced Mixed Land Use) 

지역은 2가지 유형으로 특징을 종합할 수 있다. 

상권이 발달한 기성 주거중심지(Type 1), 상권

이 발달한 계획 주거중심지(Type 2)로 Work 

기능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이다(표 10). 

균형복합(Balanced Mixed Land Use) 지역

은 2가지 유형으로 특징을 종합할 수 있다. 상

권이 발달한 지역차원 기성 중심지(Type 1), 

계획적 중심지로 조성된 지역으로 Work 기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Type 2)으로 

Live 기능 비중이 약 50% 이하인 지역이다(표 

11). 

완전균형복합(Completely Balanced Mixed 

Land Use) 지역은 2가지 유형으로 특징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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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Type 1 Type 2 Type 3 Type 4

EMD_name Pyungchang-dong Bukgajwa-dong Apgujung-dong Sogong-dong etc.

Context

R.E. 0.617 0.607 0.420
Sogong-dong 0.623

Euljiri1ga 0.566
Taepyungro1ga 0.622

L : W : P 72 : 3 : 25 73 : 3 : 24 86 : 1 : 13 
Sogong-dong 0 : 44 : 56

Euljiri1ga 0 : 71: 29
Taepyungro1ga 0 : 59 : 41

L : non-L 2.595 2.730 5.950
Sogong-dong 0.000

Euljiri1ga 0.004
Taepyungro1ga 0.001

TABLE 9. Study units which have defined as‘not mixed land use’

Div. Type 1 Type 2

EMD_name Gileum-dong etc. Jamsil-dong etc.

Context

R.E.
Gileum-dong 0.658

Mia-dong 0.691
Haweolgok-dong 0.769

Jamsil-dong 0.747
Seokchon-dong 0.824
Songpa-dong 0.745

L : W : P
Gileum-dong 67 : 3 : 30

Mia-dong 67 : 4 : 29
Haweolgok-dong 57 : 5 : 38

Jamsil-dong 53 : 4 : 43
Seokchon-dong 60 : 11 : 29

Songpa-dong 66 : 8 : 26

L : non-L
Gileum-dong 2.036

Mia-dong 1.988
Haweolgok-dong 1.306

Jamsil-dong 1.118
Seokchon-dong 1.515
Songpa-dong 1.639

TABLE 10. Study units which have defined as‘unbalanced mixed land use’

합할 수 있다. 수요에 따른 지속적 변화가 발생

한 기성 중심지(Type 1), 수요에 따른 지속적 

변화가 발생한 계획 중심지(Type 2)로 광역적 

중심지 기능을 하는 지역이다(표 12).

표 13은 현재 서울시의 상태를 통해 도출된 

복합도(R.E.) 지표 설정 결과이다. 이를 통해 

용도복합 정도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

아가 도출된 지표를 새로운 개발의 지침

(Guideline)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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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Type 1 Type 2

EMD_name Seokyo-dong etc. Yeoeuido-dong etc.

Context

R.E.
Seokyo-dong 0.967
Sinsu-dong 0.926

Changchun-dong 0.875
Yeoeuido-dong 0.954

L : W : P
Seokyo-dong 38 : 21 : 41
Sinsu-dong 50 : 18 : 32

Changchun-dong 35 : 12 : 53
Yeoeuido-dong 26 : 49 : 25

L : non-L
Seokyo-dong 0.606
Sinsu-dong 1.007

Changchun-dong 0.545
Yeoeuido-dong 0.349

TABLE 11. Study units which have defined as‘balanced mixed land use’

Div. Type 1 Type 2

EMD_name pildong3ga etc. Nonhyun-dong etc.

Context

R.E.
Pildong3ga 0.999

Dhungmooro5ga 0.995
Jangchungdong1ga 0.994

Nonhyun-dong 0.999
Yeoksam-dong 0.994
Samsung-dong 0.999

L : W : P
Pildong3ga 32 : 35 : 33

Dhungmooro5ga 36 : 35 : 29
Jangchungdong1ga 37 : 34 : 29

Nonhyun-dong 34 : 31 : 35
Yeoksam-dong 33 : 38 : 29
Samsung-dong 35 : 31 : 34

L : non-L
Pildong3ga 0.476

Dhungmooro5ga 0.577
Jangchungdong1ga 0.603

Nonhyun-dong 0.515
Yeoksam-dong 0.506
Samsung-dong 0.528

TABLE 12. Study units which have defined as‘perfectly balanced mixed l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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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Not Mixed Land Use
Unbalanced Mixed Land 

Use
Seoul’s

Total
Balanced Mixed 

Land Use
Completely 
Balanced

R.E. 0 0.2960.4560.5560.5820.6130.6180.631 0.730 0.817 0.859 0.865 0.884 0.887 0.937 0.946 0.960 0.991 1

class1(%) 0 0 0 0 10 0 11 0 10 10 40 20 21 15.2 20 25 40 30 33.33

class2(%) 0 10 20 30 10 40 11 50 20 30 10 20 21 29.5 30 25 20 30 33.33

class3(%) 100 90 80 70 80 60 78 50 70 60 50 60 58 55.3 50 50 40 40 33.33

100 study units 258 study units 96 study units 13 study units

TABLE 13. The Seoul’s Relative Entropy index

결  론

현재 서울의 용도복합 현상은 1992년 용도지

역제도의 기준 변경으로 서구지역 보다는 완화

된 Zoning 제도를 적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힘에 의해 정해진 범위 안

에서 도시기능이 배분된 것이다. 용도복합의 원

인과 그 힘의 방향에 대한 연구는 이어지는 연

구에서 다루어야할 주제이다.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의 용도복합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

도를 측정하고 해석하는 초기 연구이며 본 연구

를 통해 서울시 현상을 실증하고 용도복합 개념

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용도복합 개념은 긍정적 도시성을 목표하며 

Live, Work, Play 기능의 균형을 기준으로 설

정한다. 복합도 분석을 위해 용도복합 개념적 

정의에서 제시한 Live, Work, Play 기능을 기

준으로 서울시 각 법정동의 균형적 도시기능 배

분 정도를 Relative Entropy 개념을 도입하여 

측정하였다. 건축물 대장의 층별정보 자료를 통

해 건축물 별 기능별 연면적이 구해지고 법정동 

단위로 집계하여 서울시 법정동 별 복합도

(R.E.)를 측정하였고 측정 결과를 통해 서울의 

복합도(R.E.) 기준을 설정하였다. 복합도(R.E.) 

0.631 이하 지역은‘복합 아님’지역, 복합도

(R.E.) 0.631 초과 0.884 미만인 지역은‘불균

형 복합’지역, 복합도(R.E.) 0.884 이상 0.991

미만인 지역은‘균형 복합’지역, 복합도(R.E.) 

0.991 이상인 지역은‘완전 균형 복합’지역으

로 정의하였다. 또한, 서울시 전체적 용도복합의 

정도는‘균형 복합’범위인 0.889로 측정되었

으며 주거(Live 기능)대비 비주거(Work+Play 

기능) 비율이 1:1 정도로 유럽의 전통적 중심지

의 기능 배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경우 종로, 을지로 등 전통적 도심지의 

복합도(R.E.)가 낮게 측정되었고 새롭게 형성된 

중심지인 강남, 영등포 등 지역은‘완전균형’

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용도복합은 전통적 

도시 중심지의 개념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요구되는 도시 형태를 의미하며 서울시 용

도복합 현상을 통해 전통적 기준의 중심지 개념

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서울의 용도복합 현상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서울의 현재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며 

도시의 현상을 탐구하는 도구로 복합도(R.E.)라

는 지표를 사용하고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현상을 근거로 도출된 본 연구의 복합도 지표가 

앞으로 도시 공간계획의 기준으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연

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복합도 측정 단위인 

법정동으로 집계되는 과정에서 개별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공간 정보는 사라지게 된다. 따라

서 법정동 단위로 측정된 복합도(R.E.)는 용도

지역, 역세권 등 법정동과 다른 범위를 갖는 지

역들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다. 건축물

(지번)단위의 데이터의 집계 단위를 조정하거나 

격자망(Fishnet Polygons)을 설정하여 보다 다

양한 범위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공간통계기법을 활용한 

클러스터링 분석(Cluster and Outlier Analysis), 

공간회귀분석(Spatial Regression Analysis) 

등 인접지역과 관계를 고려한 공간분석 기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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