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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
경관법의 변화 및 경관관리수단의 제도화
2009년 경관법에 따른 법정 경관계획 수립
그간 서울시는 경관관리를 위한 도시, 지역 차원의 다양한 연구와 계획을 수행하였
으나 경관관리방안에 공감대가 확산되지 못하였고, 규제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미약
하여 실현에 한계가 있었다.
2007년 5월, 도시경관의 계획적 관리와 형성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경관법이 마련
되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2009년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에 경관
유형별 계획으로서 시가지경관계획을, 2010년에는 자연녹지·역사문화·수변 경관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4년 경관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경관관리수단 마련
2007년 경관법은 경관관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수립된 경관계획 또
한 실현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관리수단 부재에 대한 이슈는 이후 2013년 8월 경관법 전부개정(2014년부터 시
행)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소되었다. 개정법에서는 경관위원회에 의한 경관심의를 포
함하였고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도·시·군은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면서 경
관계획의 제도적 위상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개정 경관법의 핵심내용인 경관심의 운영을 위해서는 경관관리대상을 설정
하고 관리대상에 따라 관리방향과 기준 마련을 포함하는 경관계획 재정비가 필요하
였다.

경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인구 10만명 초과하는 도·시·군은 경관계획 수립 및 5년마다 재정비 의무화

(경관법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경관의 보전과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 정책 및 관리방향 정리

(경관법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법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통한 경관관리

(경관법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
 경관사업을 통한 경관 형성

(경관법 제3장 경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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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관련 주요계획 수립
미래 서울을 위한 도시계획헌장 및 서울플랜
2010년 경관계획 수립 이후, 서울시는 서울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위한 2030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100년 후 서울을 준비하는 도시계획헌장 발표 등 패
러다임 변화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경관부문 관리방향과 도시관리의 큰 원칙을 새
로이 정비하여 제시하였다.

주요지역별 관리계획 및 생활권계획 수립
이와 동시에, 역사도심 기본계획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 서울의 정체성을 상징하
는 주요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이 진행되었고,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중간단위
계획으로서 생활권별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2010년 이후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지역별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체계
적 도시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경관부문 기본계획 성격인 경관계획에 관련계
획을 반영함으로써, 서울시 경관관리 방향과 주요 지역별 경관관리 방향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상호 일관성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계획의 목적
❙ 관련계획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경관관리 기본방향 정립
- 상위 및 관련계획 등과 연계하여 경관형성 및 관리방향 정립
- 경관유형별 추진전략과 경관구조별 기본방향 설정

❙ 개정 경관법을 반영한 경관관리체계 재정비 및 경관관리방안 제시
- 기존 경관계획의 평가를 통한 경관계획체계 및 관리구역 정비
- 개정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도입 및 경관관리방안 제시

❙ 유도와 참여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관관리를 위한 기반마련
- 경관가치 공유를 위한 경관인식 제고 및 시민참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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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범위 및 위상

공간적 범위
본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면적은 약
605㎢에 해당한다.

내용적 범위
서울시 경관계획은 기본계획으로서 크게 경관현황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행계
획을 포함한다.
경관현황조사는 경관유형별 현황,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관의식, 그리고
경관자원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경관계획이 추구해야 할 미래상과 목표,
경관유형별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경관구조(경관권역, 축, 거점) 설정하였다. 기본구
상의 구체화를 위하여 경관구조별로 관리․형성계획 및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을 제시
하였다.
계획 실현방안으로서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
심의 운영, 경관인식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경관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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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범위 및 위상

계획의 위상
경관법에 의한 법정계획
금번 경관계획 재정비는 2013년 8월 전부개정된 「경관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
로서 기본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경관부문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서울시 경관계획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경관부문계획의 계획기조와 정합성을
유지한다.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유도계획
서울시 경관부문의 기본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등 실행수단인 도시관리계획 및
관련계획과 사업에서 반영하여야 할 경관부문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개정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 시 반영하여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림 1-2 경관계획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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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경관계획
경관훼손 문제 인식과 관리 필요성 대두
그간 서울시의 경관은 개발과 성장의 패러다임에 의해 훼손이 지속되었으나, 90년
대 외인아파트를 철거한 ‘남산 제모습 가꾸기’를 계기로 자연과 역사를 배려하는
경관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도시개
발, 주택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과 이에 따른 경관관리 필요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1994년 기본계획 성격으로서 수립된 ‘서울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안)’은 경관을
고려한 도시정비방향을 정립하여,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 고층·고밀화 등에 따른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서울의 주요 경관자원 보존을 위한 관리계획 추진
2005년에는 서울 고유의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갖는 경관창출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높이, 규모 관리 등에 대
해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비법정 계획으로서의 한계와 제도적 근
거 부족으로 실효적인 관리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외에도 한강 및 주요 산, 하천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관유형별 경관계획이 수립
되었으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였다.

경관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종합적 경관관리 추진
2007년 「경관법」의 제정으로 지자체의 경관조례 제정과 경관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9년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의 법정 경관계획으로 ‘서울
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경관법 제정 이전에 주요 산과 하천을 중심으로 수
립된 경관유형별 계획을 보완하여, 강, 산, 문화재, 시가지를 대상으로 경관유형별
경관형성기준을 제시하는 서울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였다.

제2장 서울의 경관

|9

그간의 경관관리

제도적 여건변화
「경관법」 전부 개정에 따른 경관정책 여건변화
국토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2014년 「경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5년마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
도록 함에 따라, 국토경관의 미래상을 토대로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경관정책 방
향, 주요전략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경관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
였다.
이를 근거로 2015년 국토부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경관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
으로서,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 및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
는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2-1 국가 경관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
국민이 공감하는 경관가치 정립

목 표
추진전략

지속가능한 국토경관 형성체계 정립
경관가치 인식확산

경관관리 역량강화

경관행정 기반구축

경관관리의 실행력 및 효율성 제고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도·시·군에서는 경관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
반적인 도시관리 차원으로 경관계획의 위상이 제고되었으며, 지자체의 경관관리를
위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경관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경관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경관관리를 위한
조직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관의
발굴 및 그에 따른 포상 지원,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경관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게 되었다.
[경관법]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32조(인력 양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관의 발굴 및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 수립, 경관
심의 등 경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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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기능 강화
개정된 「경관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의무화하였다. 특히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에 따
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에 관한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경관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경관심의 대상 이외에도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해
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경관심의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별로 도시경관
수준에 따라 차별성 있는 경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출처] 개정 경관법에 따른 서울시 경관정책 개선방향 연구, 서울연구원(2014)

그림 2-1 서울시 도시계획 변화에 따른 경관정책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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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관계획의 의의와 한계
기존 경관계획의 의의
법에 근거한 최초의 경관계획으로서 경관계획의 틀 마련
2009년 수립한 경관계획은 경관계획 수립을 가능하도록 명시한 2007년 5월 「경
관법」 제정에 근거하여, 그간 사안에 따라 개별법 단위로 다루어지던 경관관리 방
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의 종합적 경관관리를 위해 최초로 수립된 기본계획이다.
따라서 기존 경관계획은 경관법이 제정되기 이전 경관관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
던 도시기본계획의 경관부문 계획과 그간 실천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다
양한 경관관련 계획들을 검토하여, 서울시 경관의 미래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부문
별 계획과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실천계획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경관관리구역 설정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관관리 필요성 공유
2009 기본경관계획에서는 경관특성의 강화와 관리를 위해 서울시 경관의 근간을
이루는 경관유형별로 경관기본관리구역과, 보다 중점적인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이 필요한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설정하였다.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의 도시정보지도서비스를 통해 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정보
를 제공하여, 시민이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공감하고 해당 지역의 경관관
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http://gis.seoul.go.kr

그림 2-2 경관관리구역 도시정보지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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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침을 통해 건축물의 형태·외관 경관계획 유도
경관관리구역별로 건축물의 배치, 규모·높이, 형태·외관, 재질, 외부공간, 야간경
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경관설계지침을 마련하여,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정량적 규제가 아닌 바람직한 경관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설계지침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고려해야 할 경관 요소와 요소별 계획방향
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자가 경관자원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2-3 도심권역 경관설계지침 예시

경관자가점검제 시행을 통해 경관 배려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
경관자가점검제는 설계자가 구상단계에서부터 경관설계지침을 참조하여 건축물을
설계하고 경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스스로 점검함으로써, 해당 건축물뿐 아니
라 주변 경관자원 및 지역 여건에 대하여 배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에 따라 설계자는 경관설계지침의 항목별 기준에 대해 준수 여부를 작성하여 건축
허가 서류 및 심의도서 제출 시 체크리스트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협소한 지역에 대한 일률적이고 규제 위주의 관리를 시행하던 그동안의
경관관리와는 달리 경관 배려를 유도하고 시민의식을 제고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
를 기반으로 하는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였다.

경관사업·협정을 통한 시민참여
경관사업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
로 그간 사안별로 정책 및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나, 「경관법」의 제정으로 경
관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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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09 기본경관계획에서는 10개의 경관사업 유형을 제시하고 이중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유형에 대하여 5개의 우선추진 대상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토대
로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경관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총 7개소를 대
상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경관창출과 주민참여에 의한 경관사업이 완료되었다.
표 2-2 서울시 경관사업 추진 현황

추진기간
2009년~2011년

2012년~2013년

경관사업

경관협정

· 도봉구 도봉2동 도봉역 주변

· 강북구 우이동 584번지 일대

·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역 주변

· 양천구 신월동 451번지 일대

·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

· 구로구 개봉3동 들머리마을

· 도봉구 창동 창동역사 하부

· 관악구 서림동 보그니마을

· 금천구 가산동 독산역 금천교 고가하부

2014년~2015년

· 도봉구 방학동
· 동작구 흑석동

· 관악구 중앙동

[출처] 서울특별시 내부자료(2016)

기존 경관계획의 한계
복잡한 구역체계와 지침내용의 중복
기존 경관계획은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자연녹지, 수변, 역사문화, 시가지)으
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본경관계획에서 10개의 경관구조별(경관권역/축/거점1))로
기본관리구역과 중점관리구역을 구분하여 18개2)의 관리구역을 설정하고 구역별로
10개의 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설계지침은 경관구역에 따라 해당 구역에 경관과 관련된 계획 및 사업 이행 시 반
영하여야 할 기본방향과 중점검토하여야 할 계획요소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
나, 유형별로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의 내용이 중복되어 각 지침 간 차별화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관리구역이 중첩 지정된 경우가 있어 사용자의 구역지정에 대한 이해를 어렵
게 하고, 자가점검시 잘못된 설계지침을 제출하게 하는 오류를 유발하는 등 실무단
계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1) 도심권역, 내사산축, 외사산축, 남북녹지축, 기타녹지축, 한강축, 지천축, 서울성곽축, 역사특성면적거점, 역사특성점적거점
2) 기타녹지축과 역사특성 점적거점은 중점관리구역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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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경관관리

표 2-3 기존 기본경관계획의 관리구역별 경관설계지침

경관구조(경관관리단위)

기본
경관
계획

수변축

계

중점

도심경관권역
경관기본설계지침

-

내사산축/외사산축
경관기본설계지침

내사산축/외사산축
경관중점설계지침

〇

내사산축

〇

〇

외사산축

〇

〇

남북녹지축

〇

〇

기타녹지축

〇

-

한강축

〇

〇

지천축

〇

〇

수변축
경관기본설계지침

〇

〇

-

〇

〇

역사특성거점
경관기본설계지침

서울성곽축
역사특성
거점

설계지침
기본

〇

도심경관권역

자연녹지축

경관관리구역
기본
중점

면적거점
점적거점

〇

-

10개 구역

8개 구역

녹지축
경관기본설계지침

5개 경관기본설계지침

남북녹지축
경관중점설계지침
한강축 경관중점설계지침
서울성곽축
경관중점설계지침
역사특성거점
경관중점설계지침
5개 경관중점설계지침

구속력없는 제도로 실행력 부족
설계자가 경관설계지침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건축허가 시 첨부하도록 하는 자
가점검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행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설계지침 제출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설계자가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계획 전반을
우선 점검하고자 했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계획완료 이후 건축허가 서류 작성 시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관설계지침 제출에 대한
강제력 부재로 허가서류 제출 시 누락되거나3) 제출된 경관설계지침의 작성에 오류
가 있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행력과 효율성이 미비하였다.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사업 활용 미흡
경관사업은 경관형성 방안으로 경관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주민이 실질적으로 경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존 경관계획에서 총 10개 사업유형별로
5개소의 우선추진 사업대상지를 제안하였으나, 실제 사업이 시행된 경우는 1건(도
봉로 및 도봉산역 주변)으로 사업유형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방안 등에 대
한 제안이 미흡하여 실행력이 부족하였다.
행정적으로는 경관사업의 범위 및 대상이 모호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타부서의
기존 사업들과 내용적으로 차별성이 떨어져 경관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사업부서의
추진동력을 담보하지 못해 경관협정·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3) 서울시 경관계획에 따른 경관관리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서울연구원, 2011)에 따르면 저율점검제도 시범운영 기간의 지침 제출률이 20% 내외
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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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서울플랜
경관부문 목표와 전략
2030 서울플랜의 경관부문 계획 목표는 “시민의 생활, 문화, 장소의 역사와 이야
기를 포괄함으로써 시민이 몸과 마음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관관리 및 경관 형성”
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자연경관의 보호, 역사경관의 보전과 관리, 가로 및 시가
지 경관의 관리, 시민과 함께하는 경관관리 추진의 4개 전략과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2-4 2030 서울플랜의 경관계획부문 전략 및 추진방안

전략

추진 방안
· 내·외사산 및 구릉지의 경관특성 관리

자연경관의 보호

· 한강과 주요 지천의 수변경관 관리
· 생태녹지축과 연계한 경관관리

역사경관의 보전과 관리

· 성곽도시 서울의 경관회복
· 시간적 층위가 중첩된 경관의 보호
· 특성가로 및 보행밀집 가로의 경관관리

가로경관과 시가지경관의 관리

· 주변과 조화하는 건물 디자인
·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
· 공공디자인 강화를 통한 도시환경의 질적 업그레이드
· 장소의 이야기가 있는 경관관리

시민과 함께하는 경관관리 추진

· 시민참여 기회 확대
· 규제를 넘어 관계, 완충, 협력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

[출처] 2030 서울플랜, 서울특별시(2014)

경관유형별 계획방향
자연녹지경관,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등 경관유형별로 현황과 문제점,
경관 관련 여건변화와 전망, 핵심이슈 등을 고려하여 경관유형별로 계획방향을 제시
하였다.

경관유형별 현황 및 문제점
경관유형을 자연녹지,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세부적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경관계획 재정비 시 서울시 경관의 개선과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서울시 경관 현황과 문제점은 표 2-18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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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부문의 여건변화 및 전망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하는 서울시 경관 부문의 여건은 다음과 같다.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시경관의 개선을 추구하는 동시에 도시 정체성으로서
서울다움을 유지하는 방안과, 경관법의 개정과 서울시 경관변화를 유발하게 될 대규
모 프로젝트 추진에 대응하는 경관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장소적
특성이 살아있는 경관 보존, 관리, 형성체계 구축을 위해 경관협정, 주민협정, 주민
참여형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2-5 2030 서울플랜의 경관유형별 현황 및 문제점

구분

자연녹지
경관

주요산
: 내사산, 외사산 및 기타 주요산

· 고층건축물로 인해 조망대상으로서 주요산의 조망확보 불가능
· 주요산 진입공간 낙후 :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공공공간 부족, 관리 소홀 등

구릉지 : 표고 40m 이상

· 구릉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고층아파트 개발

공원녹지
: 서울숲, 서울광장, 청계광장,
어린이대공원, 주요고궁

· 외곽 위주의 편재로 공원 이용성 하락
· 녹지의 단절 및 노후, 공원 내 무분별한 공공시설 조성으로 훼손 유발

조망점 : 총 251개소

· 조망점 선정 : 조망훼손 방지를 위한 경관시뮬레이션의 기준점으로 활용

한강 : 한강 및 연접부

· 한강 연접부의 획일적 아파트 개발 : 단조로운 수변경관 형성
· 조망축과 시각회랑 고려 부재 : 배후산 조망차폐 등 폐쇄적인 경관 형성

지천 : 4대 지천 및 청계천

· 획일적 경관, 폐쇄경관 형성
· 공공시설의 대체공간으로 이용되어 이질적 경관 형성
· 지천 둔치 내 시설 낙후

역사지구 및 역사건조물

· 역사자원 자체 및 주변 지역 관리 소홀 : 인근 고층, 대규모 건축물 건축
·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건물 외관 디자인 미흡, 역사자원 간 단절

성곽 : 서울성곽

· 서울성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유도 부족 : 성곽으로의 조망차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물 신축 등

주거지
: 아파트 및 저층 주거 밀집지역

· 노후 저층 주택지의 고층아파트로 대체 : 개발밀도 증가로 불량경관 양상,
공공시설 부족, 공동공간 부재 등 삶의 질 저하
· 시가지 개발 및 대량공급 시기의 일자형 아파트 : 획일적 경관 형성
· 1970~1980년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의한 아파트 : 과도한 규모와 높이의
단지형 개발로 이질적 경관 형성
· 최근 초고층 아파트 : 돌출경관 형성

상업지
: 상업가로, 상점 밀집지역, 시장

· 보행자 배려 부족, 휴식공간 부족
· 가로경관 혼잡 : 과도한 수와 규모의 옥외광고물, 각종 가로시설물 설치 등

수변
경관

역사문화
경관

시가지
경관

현황 및 문제점

업무지
: 도심, 부도심 등

· 전면공간의 과도한 조성으로 위요감 있는 가로벽 형성 실패
· 업무가로 경관의 활력 저하 : 전면공간의 옥외 주차장 이용, 가로친화형 용도 입지
실패 등

· 가로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나, 지역별, 가로별 특성 고려 부족
특성가로
· 사후관리 체계 미비 : 가로조성 사업 후 가로경관을 고려한 개별건축 유도 방안
: 디자인서울거리, 걷고싶은 거리 등
등이 부재하여 가로환경 개선효과 저하
[출처] 2030 서울플랜, 서울특별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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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부문별 계획방향
자연과 역사적 요소 고려,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단계적 접근,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각각의 계획방향을 제시하였다.

❙ 자연과 역사적 요소를 고려한 개발원칙과 실행계획의 수립
- 산, 구릉지, 하천, 역사자원 인접 지역의 개발 시 자연과 역사자원의 조화를 위한 기본원
칙, 실행계획 수립

❙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단계적 접근
- 규제 중심의 도시경관 관리가 아닌 인식의 확대-공감대 형성-관리방안 마련의 단계적
경관관리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며, 서울의 대표적 조망요소 설정과 보호방안 마련

❙ 시민참여에 의한 자율적 경관관리
-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지원 확대,
장소의 이야기, 가치 공유를 통한 경관관리 추진

역사도심 기본계획
2015년 수립된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한양도성 성곽경계의 내부 지역 및 인접
한 외부 지역을 공간 범위로 하여 도심부의 자연특성뿐 아니라 역사·문화적 특성
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2004년에 수립한 도심부발전계획을 재정비하
여 한양도성 지역이 갖는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틀
을 재정비하였다.

계획의 목표와 계획내용
미래상 및 목표
‘시민의 삶과 역사가 함께하는 도심’을 역사도심의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도심이
당면한 핵심이슈에 따라 5대 계획 목표를 도출하였다.
표 2-6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핵심이슈 및 5대 계획목표

핵심이슈
사라지는 역사문화자산

￫

삶의 흔적이 쌓여 역사가 되는 도심

여전히 불편한 보행환경

￫

보행이 편리하고 매력 있는 도심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

특색있고 살기 편한 도심

낙후 정체된 산업기반

￫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심

홍수/화재 등 안전에 위협받는 도심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심

[출처] 역사도심 기본계획, 서울특별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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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슈별 계획
핵심이슈별로 계획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15개의 전략과 실천과제를 마련하였다.
표 2-7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5대 계획목표 및 전략

계획목표

전략
전략 1. 역사문화자원 범위 확대 및 관리체계 구축

삶의 흔적이 쌓여 역사가 되는 도심

보행이 편리하고 매력 있는 도심

전략 2.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재생 유도 및 지원
전략 3. 역사도심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전략 1. 보행공간의 매력 증진
전략 2. 옛길의 보행환경 우선 개선
전략 3.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수요 관리

특색있고 살기 편한 도심

전략 1.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주거지의 지원 강화
전략 2. 지역 특성을 활용한 마을 단위 주거환경개선 추진
전략 3. 상업지역 내 도심형 주거 공급 확대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심

전략 1. 특화된 도심형 산업 거점 육성
전략 2. 역사․문화 기반의 도심 문화창조산업 육성
전략 3.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심

전략 1. 안전취약지역의 방재대책 강화
전략 2. 자연자원의 회복 및 접근성 강화
전략 3. 도시환경의 쾌적성 다각적 확보

[출처] 역사도심 기본계획, 서울특별시(2015)

지역별 지침
5개 이슈별 계획과 공간관리계획의 내용을 지역별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역사도심
전체를 7개 지역, 18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제시하고
구역별로는 세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
지역
경복궁 서측 지역
북촌·인사동·
돈화문로 지역
대학로 주변 지역

구역
경복궁 서측1
경복궁 서측2
북촌
인사동·돈화문로
성균관대 주변
대학로
경희궁
세종대로

세종대로 주변 지역

정동
종로사거리
남대문
명동

세운상가 주변 지역

세운
종묘 동측

동대문 주변 지역

남산 주변 지역

동대문
광희동·장충동
회현동

필동
[출처] 역사도심 기본계획, 서울특별시(2015)

그림 2-4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7개 지역 및 18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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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 관련 계획 주요 내용
특성관리지구 확대
역사도심지 내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특성의 유지 및 보존이 필요한 지구를 특성
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관리지구는 경복궁 서측, 돈화문로 남측 일대, 대학
로 일대, 종묘 남측 주변, 남대문 주변, 경희궁 주변, 남산골 한옥마을, 성균관 문묘
주변, 장충동 지역, 남산 일대를 포함하여 지정한다.
특성관리지구는 재개발지구 지정을 제한하고 기존에 지정된 재개발지구 해제를 검
토하며, 원칙적으로 합필을 통한 대규모 개발을 제한한다.
또한 기존 필지, 도로 선형 등 도심부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원은 필요시 지구
단위계획을 통해 그 특성을 훼손하는 개발을 방지하고 특성을 유지 및 관리한다.

도심부 자연적 특성보호를 위한 높이관리
내사산이 갖는 상징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 내사산의 조망을 보호하고, 지역의 역사
적인 특성과 분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고높이를 관리한다.
내사산의 높이는 도심 상징인 광화문광장 해발고도 33m를 기준점으로 낙산의 높이
는 91.4m로서(해발고도 91.4m+33m=124.4m) 최고높이를 90m로 제시하였으며,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상업지역의 블록별 특성과 주거지역의 구릉지 저층경관 특성
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설정하였다.

[출처] 역사도심 기본계획, 서울특별시(2015)

그림 2-5 역사도심 특성관리지구 지정(좌) 및 높이관리(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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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자원 특성보호를 위한 요소별 관리지침 제시
역사문화자원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옛길, 옛 물길 및 비물리적인 요소를 모두 포괄
하며, 다양한 형태의 개별 자원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요소별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관리원칙 및 지침을 제시하였다.

[출처] 역사도심 기본계획, 서울특별시(2015)

그림 2-6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역사문화자원 요소 구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계획 범위는 한강변 전체(한강 양안 0.5~1㎞)로 기존의 지구별 사업 차원의 관리에
서 벗어나 한강변 전체를 관리하는 도시 차원의 관리계획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한강변의 스카이라인 원칙을 적용하되 도시 공간구조와 위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향을 마련하였다.

계획의 목표와 계획내용
비전 및 목표
한강이 가진 중요성의 재인식, 한강을 바라보는 정책 방향의 근본적 전환, 한강의
현안문제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년 후에도 빛나는 시민 생활의 중
심, 미래 자연문화유산, 한강’을 비전으로 4가지 관리목표를 설정하였다.

[출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서울특별시(2015)

그림 2-7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관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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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 실현전
략인 부문별 계획과 지구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문별 계획은 토지이용, 접근
성, 도시경관, 자연성의 4대 부문별로 총 12개의 관리원칙과 세부계획방향을 제시
하였다.

도시경관 부문 계획 주요 내용
기본방향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한강변 주요 경관의 조망기회 확대, 다양한 스카이
라인의 창출, 아름다운 건축계획 유도 등을 통한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한강”
으로 관리하는 것을 도시경관 부문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관리원칙
한강변 조망기회 확대,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 아름다운 건축계획 유도를 관리원
칙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방향을 마련하였다.
표 2-8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도시경관 부문 관리원칙

관리원칙

주요내용
· 수변으로 한강의 자연자원이나 도시경관의 조망이 우수한 지역을 대
상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한강 조망명소(공간)를

한강변 조망기회 확대

수변 공공용지(국공유지, 민간개발사업 시의 공공기여) 등을 활용하
여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쉽게 조망할 기회를 확대
· 도시 내부~한강까지 주요 접근로를 대상으로 통경축을 설정하고, 통
경축 주변 건축물의 계획관리를 통해 한강으로의 열린 조망 형성 및
개방감 확대 도모
· 한강변 전체지구에 대해 서울플랜에서 설정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
리원칙을 수용하는 범위에서 도시적 차원의 스카이라인관리를 통해
한강변으로 다양한 수변경관을 창출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

· 도시공간 구조상 중심지(도심, 광역중심) 등을 대상으로는 적극적 스
카이라인 계획을 통해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 도심경관 형성을 유도
하는 반면, 북한산, 남산, 관악산, 용마산 등 서울을 대표하는 주요
산으로는 배후로 열린 경관 형성이 가능하도록 관리
· 한강변 지역을 서울시 경관계획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
고, 서울시 경관계획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
의를 의무화하여 한강변 수변경관을 아름답게 관리

아름다운 건축계획 유도

· 한강변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시 특별건축구역을 적극 활용하여 수변
부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을 제고하고, 수변 연접부 중·저층관리 및
입체적 수변경관 창출, 건물유형의 다양화 및 형태적 다양성 확보
등을 적극 유도

[출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서울특별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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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자원 현황
자연녹지경관
주요 산 내사산․외사산 및 기타 주요산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의 내사산과, 북한산, 아차산, 관악산, 덕양산의 외사산,
기타 주요 산들은 서울 도시경관의 골격을 구성하며 도시 스카이라인의 배경을 형
성한다.

지형 및 표고
서울 도심의 동서남북으로 각각 낙산(111m), 인왕산(338m), 남산(262m), 북악산
(342m)이 위치하고, 북쪽 경계에는 북한산(837m)과 도봉산(740m)이 높은 산지
를 이루며, 동쪽으로 수락산(638m) ․ 불암산(508m), 남쪽으로는 관악산(692m)과
청계산(493m)이 경기도와 경계를 이룬다.
서울시 전체면적 중 표고 40m 이상의 구릉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9%(약
236.6㎢)이며, 표고 40~80m에 구릉지 전체면적의 56.7%가 집중 분포 한다. 특히
북서부와 남서부에는 150~200m의 구릉성 산지가 발달하였고, 도심부 중앙에는 북
한산~북악산~종묘~남산~국립현충원~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을 따라 크고
작은 구릉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그림 2-8 서울의 주요산 및 구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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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및 녹지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행정구역 내 소재하는 공원 수는 2,811개소, 면적은 약
167㎢로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605.21㎢)의 약 27.6%를 차지하며, 시민 1인당 공
원 면적은 14.0㎡이다.
공원 유형별 면적은 도시자연공원이 33.56%, 근린공원이 25.65%, 자연공원이
25.65%, 기타공원이 10.68% 등으로 도시자연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전체 공원 중 145.6㎢가 조성이 완료된 공원으로 공원 조성률은 약
8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서울시 공원현황

공원명/구분

도
시
공
원

기
타
공
원

계
도시자연
근린
생
근린생활권
활
도보권
권
도시지역권
광역권
공
어린이
원
소공원
체육
묘지
주
문화
제
역사
공
수변
원
생태
가로
자연공원
계
유적지
강변공원
마을마당
기타
합계

계획
공원수
2,162
20
399
257
60
74
8
1,294
372
4
4
42
14
9
1
3
1
648
2
48
421
177
2,811

조성
면적(㎢)
114.44
63.10
44.89
3.04
3.31
21.91
16.63
2.24
0.49
0.13
2.38
0.61
0.44
0.10
0.05
0.01
37.35
15.86
0.29
12.66
0.26
2.66
167.65

공원수
1,599
12
317
205
44
61
7
1,103
128
3
3
18
9
4
1
1
1
641
48
421
172
2,241

[출처] 푸른도시국 홈페이지 참조 (2015년 12월말 기준)

독산동 근린공원

서오릉 도시자연공원

[출처] 2015 서울시 경관기록화사업

그림 2-9 도시공원 조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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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92.69
48.87
38.87
2.36
2.40
18.79
15.31
1.69
0.14
0.10
2.25
0.38
0.28
0.06
0.05
0.00
37.35
15.56
12.66
0.26
2.64
145.60

미조성
공원수
면적(㎢)
563
21.74
8
14.23
82
6.02
52
0.68
16
0.91
13
3.12
1
1.31
191
0.55
244
0.35
1
0.03
1
0.13
24
0.23
5
0.16
5
0.04
2
0.00
7
0.30
2
0.29
5
0.02
570
22.05

서울의 경관자원

서울시 내 조성된 녹지4)는 6,938개소로 약 14.7㎢이며, 녹지 유형별 면적은 일반
녹지가 4.4㎢(30%)로 가장 많고, 시설녹지 3.7㎢(25%), 하천변 조경 1.9㎢(13%),
아파트 및 학교 1.3㎢(8%)순으로 조사되었다.
차도와 보도 주변에서 사람 눈에 보이는 식물의 비율을 뜻하는 가로녹시율은
22.1%로 그간 학교 공원화 및 건축물 옥상공원화, 생활녹지 조성 등의 정책
을 통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10 서울시 녹지현황

구분

개소수

면적(㎢)

일반녹지대

2,093

4.431

시설녹지대

759

3.703

분리대

205

0.802

수벽

111

0.141

수림대

90

1.024

하천변조경

83

1.966

간이휴게소

1,043

0.514

지하철환기구주변

67

0.017

건물주변

805

0.426

아파트 및 학교

1,126

1.300

친수공간조성

111

0.097

기타

445

0.249

합계

6,938

14.67

[출처] 서울 통계정보 시스템, 녹지현황(2015년 기준)

종로구 공평동 하나빌딩

서초구 서초동 메타빌드빌딩

[출처] http://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73918

그림 2-10 옥상공원 조성사례

4)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녹지구분에 따르며 녹지의 세부 구분은 다음과 같음
- 일반녹지(광장녹지, 도로변녹지), 시설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분리대(중앙분리대, 노변분리대), 수벽, 수림대, 하천변조경, 간이휴게소,
지하철환기구주변, 건물주변(문화재주변, 공공건물, 옥상공원화), 아파트 및 학교(아파트열린 녹지, 학교공원화, 대학교담장개방), 친수공간조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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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관리현황
서울시는 도시계획적으로 도시 내의 자연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 및 지구 차원
의 제도적 장치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용도지역에 의한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
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녹지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체면적의 약 38.7%인 234.6㎢가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상 녹지지역
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자연녹지지역(233.48㎢), 생산녹지지역(1.05㎢),
보전녹지지역(0.07㎢)이 지정되어 있다.
표 2-11 서울시 녹지지역 지정현황

구분

지정면적(㎢)

자연녹지지역

233.48

생산녹지지역

1.05

보전녹지지역

0.07

합계

234.6

[출처] 서울 통계정보 시스템, 용도지역 현황(2015년 기준)

그림 2-11 서울시 용도지역상 녹지지역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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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구에 의한 관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지구적 차원의 자연녹지 보전을 위하여 경관지
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서울시에는 자연경관지
구, 조망가로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면적은 총 20.4㎢이다.
표 2-12 서울시 자연녹지 관련 용도지구 지정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 지정현황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

19개소, 12.4㎢

미관지구

-

조망가로미관지구

21개소, 0.67㎢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

7개소, 7.34㎢

그림 2-12 자연녹지 관련 용도지구 지정현황

- 자연경관지구 : 산지 및 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 또는 도시 자연풍치 유지를 위하여 지
정하며, 지구 내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건축물 높이(3층(12m) 이
하) 및 건폐율(30% 이하) 등의 행위제한과 용도제한을 적용
- 조망가로미관지구 : 도시 이미지 및 주변 자연경관의 조망확보와 가로공간의 개방감 등
미관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지정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건축물 높이(6
층 이하) 및 건축선 후퇴 등의 행위제한과 용도제한을 적용
- 고도지구 : 자연녹지경관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아니나,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등에 지정하여 고층화되어 가는 도시환경 속에서 자연녹지 조망 등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간접적 수단으로 활용

제2장 서울의 경관

| 27

서울의 경관자원

수변경관
주요하천
❙ 한강
한강은 서울을 관통하여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서울의 중심 수경축으로서, 거대한
자연형 오픈스페이스이자 연접부의 건축물과 교량 등 구조물 경관이 복합되어 역동
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서울의 대표적 경관자원이다.
서울시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한강의 유로연장은 40.19km, 하천면적 43.88㎢, 유역
면적 26.22㎢이며, 강폭은 600m~1,200m로 세계 도시하천 중에서 비교적 큰 규모
에 해당한다.
❙ 지천

서울의 수변경관은 한강 및 4대 지천, 이와 이어지는 소하천에 의해 형성되며, 이중
중랑천, 안양천, 홍제천, 탄천은 4대 지천으로 서울의 간선 수경축으로서 생활권과
인접한 수계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생활친수공간으로의 잠재력을 가진다.
표 2-13 서울 4대 지천 현황

하천명

발원지

유로연장(㎞)

평균하폭(㎞)

하천면적(㎢)

유역면적(㎢)

한강

강원도 태백시

40.19

1.09

43.89

26,218.60

중랑천

경기도 양주시

20.47

0.21

4.36

299.65

안양천

경기도 의왕시

13.95

0.16

2.16

286.00

홍제천

종로구 평창동

11.11

0.14

1.60

40.77

탄천

경기도 용인시

8.80

0.37

2.24

300.95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그림 2-13 서울의 한강 및 4대 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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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 생태자원
❙ 한강
과거 한강유역의 인위적인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나,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식물류와 어
류, 조류의 수가 증가하면서 생태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한강 본류 중 강서습지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밤섬 등은 생태계가 안정화되어 있
으며, 각 지천 합류부를 중심으로 생태잠재력이 높고, 특히 2012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밤섬의 경우 강우 시 침수 지역으로 철새의 천적이 될 수 있는 포유류나 양
서·파충류의 서식이 어려워 조류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서울의 대표적 야생
조류 서식지이다.5)

❙ 지천
중랑천은 청계천 합류부에서 한강 합류부에 이르는 3.5km 구간에 ‘철새보호구
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겨울철 서울시 조류 개체수의 14%가 서식하는 주요 지류
로 최대 52종, 약 1만여 마리의 철새 서식처 역할을 한다.
안양천은 목동종합운동장 인근의 오목교에서 목동교에 이르는 1.0km 구간의 하천
양안이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넓은 둔치에 갈대, 물억새 등이 서
식하고 유속이 느려 모래톱이 조성되어 조류 서식 환경이 양호하다.
‘모래내’라는 옛 지명을 가지고 있었던 홍제천은 사천(沙川)의 성격을 가지고 있
으며, 집비둘기와 참새가 우점하는 전형적인 도심형 하천의 특징을 보인다.
탄천은 탄천2교부터 대곡교에 이르는 연장 6.7km, 면적 140만㎡의 광범위한 구간
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환경이 양호하여 서울시 전체
조류의 10%가 서식하는 주요 지류이다.

밤섬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출처] 2015 서울시 경관기록화사업

그림 2-14 하천의 주요 생태현황
5)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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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 연접지역 토지이용
한강 연접지역6)은 용도지역 상 주거지역이 약 51.2%로 자연녹지지역 약 40%를
제외한 전체 토지이용 면적의 약 80% 이상을 주거용도가 차지하고 있어 아파트 단
지가 지배적인 수변경관을 형성한다.
4대 지천은 공업지역이 36%로 연접지역에 도시산업기능이 다수 분포한 안양천을
제외하면, 중랑천 64%, 홍제천 48%, 탄천 47%로 4대 지천의 연접지역은 주거지
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2-14 한강 및 4대지천 연접지역의 토지이용 비율 현황

(단위 : %)

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

한강

51

5

4

40

-

중랑천

64

3

5

11

17

안양천

32

3

36

7

22

홍제천

48

1

-

36

15

탄천

47

7

0

32

14

[자료] 2015 서울시 UPIS 용도지역 현황

그림 2-15 한강 및 4대 지천 연접지역

6) 한강변 연접지역 범위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15)의 관리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4대 지천의 수변 연접지역 범위는 한강지천 지역
발전방안 연구(서울특별시, 2010)의 지천별 검토범위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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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 도로·교통현황
4개 지천 모두 하천변에 고속화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특히 중랑천과 안양천은 하천
변으로 지상철도가 함께 위치하고 있어, 고속화도로로 인해 지천으로의 보행접근에
한계가 있으며 지상철도로 인하여 하천과 도시간, 지역과 지역간 단절이 발생한다.
- 중랑천변으로는 동부간선도로, 마들길, 장안둑길, 동일로, 동이로 등의 인접도로와 경원
선, 중앙선 등의 지상철이 위치
- 안양천을 따라서는 서부간선도로, 안양천길 등의 하천변 도로와 인천으로 연결되는 경인
로가 지나가며 경인선, 경부선 등의 지상철이 위치
- 탄천에는 동부간선도로가 고가도로 형태로 입지하며 동측으로는 제방 상부에 탄천동로가
위치
- 홍제천은 하류지역의 성산로를 제외하면 광로의 도로가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으
나 상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는 하천을 따라 내부순환도로가 고가형태로 위치

[출처] 한강지천 지역 발전방안 연구, 서울특별시(2009)

그림 2-16 한강 및 지천 지역 주요도로 및 철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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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경관
문화재 지정 및 등록현황
2016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987개와 시지정문화재 605개, 등
록문화재 184개가 지정 및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기존경관계획 수립 시기인
2009년과 비교하면 국가지정문화재 161개, 시지정문화재 206개, 등록문화재 96개
가 추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서울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현황 (2016년 7월 현재)

지정 현황
구분

정의 및 유형
2009년

2016년

국보

153

164

보물

506

672

중요무형문화재

30

29

사적

68

67

명승

3

3

천연기념물

13

11

중요민속문화재

51

41

계

826

987

유형문화재

264

435

무형문화재

36

44

기념물

26

37

민속문화재

29

30

문화재자료

44

59

계

399

605

88

184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장이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
등록문화재

화재위원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 (근현대시기
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2001년 도입)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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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및 주변지역 관리현황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관리
지정문화재의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내 또는 영향검토 구역(국가지정 100m, 시지
정 50m) 내에서 발생하는 건축행위 등의 현상변경 행위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리한다.
이러한 규제행위에 대한 보상차원의 혜택으로 보조금, 세제지원이 일반적이며, 등록
문화재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의 혜택을 받는다.
표 2-16 지정 및 등록문화재 관리제도

법적제약

구분

문화재 지정구역 /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등 허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
국
가

영향검토
․ 지정구역(보호구역 지정된 경우는
보호구역) 경계 외곽 100m 이내

경 허가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
허가 필요
(일부 시장에게 허가권한 위임 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허

지역

보조금 지원

․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권자 (자치

(관리비용,

구)는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의 사

시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상
변경 허가 심의를 거쳐 시장 허
가 필요

보수 및 정비 비용)

전검토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문화재 지정구역 / 보호구역내

․ 모든 건설행위

가 필요)

지정

혜택

영향검토 구역

영향검토

세제 지원

․ 지정구역(보호구역 지정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 비과

보호구역) 경계외곽 50m이내 지역

세, 상속 및 증여세 비과세, 상

․ 모든 건설행위
․

속세 징수유예)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권자 (자치
구)는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의 사
전검토

현상변경 신고
현상변경 시 구청장에 신고
현상변경 허가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혜를 받은 문화재, 보조금을 지원받은 문화재에 한
등록문화재

하여 현상변경 시 문화재청장의 허가
※현상변경 대상행위
1. 외관 면적 및 현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의 변경행위
2. 문화재의 이전 및 철거 행위

보조금 지원
(관리비용, 보수 및 정비 비용)
세제 지원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 50%
감면, 상속 및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징수유예)
건폐율 ․ 용적률 혜택(150%)

3. 동산 문화재의 수리 및 보존처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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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에 의한 관리
「문화재보호법」이 개별적인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여 문화재 자체의 보호와 그 주
변지역에 대한 관리를 도모하는 데 반해, 서울시는 도시계획제도를 통해 도시적, 지
구적 차원에서 도시 내의 문화재들과 그 주변 환경과의 적절한 관계형성을 유도하
여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고 있다.

용도지구 지정을 통한 지구차원의 역사문화자원 관리
서울시는 도시 내의 역사환경을 지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용도지
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역사문화자원 보존 관
련), 문화지구 총 6.5㎢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표 2-17 역사문화 관련 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
지정현황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

41개 노선, 3.9㎢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

4개 지구, 2.0㎢

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

-

기타

-

문화지구

2개 지구, 0.6㎢

-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 관리
하기 위한 지구로서, 해당 지구 내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건축물 높
이(4층 이하) 및 건축선 후퇴 등 행위제한 적용
2016년 현재 역사문화재 주변 가로변을 따라 41개 노선 3.9㎢이 선적으로 지정(북촌
한옥마을 및 남산 주변에 한하여 면적으로 지정)
-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 규제가 필요
한 지구로서, 역사경관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점차
고층화되어 가는 도시환경 속에서 문화재 주변지역이나 역사적 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간
접적인 수단으로 활용
서울시의 고도지구는 2016년 현재 10개소 89.6㎢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중 문화재 등
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구는 북촌 전통한옥 보호를 위해 지정한 경복궁 주변지역, 성
곽보호를 위해 지정한 구기평창동 주변, 성곽과 영빈관 주위의 보호를 위해 지정한 신당
동과 약수동 일대 남산주변 일부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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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원보존지구 : 1971년 문화재 및 중요시설물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보존지구 제
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2000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으로 세분화되면서 문화
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문화자원보존지구’를 마
련하고 있으나, 지정사례는 없음
- 문화지구 :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역사문화자원의 관리 ․ 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지정하도록 제시된 지구로서, 문화예술시설 및 업종
들이 밀집되어 문화적 특성을 보이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관리 및 보호하고 문화환경
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인사동(2002)과 대학로(2004)에 지정

그림 2-17 역사문화 관련 용도지구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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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역사문화자원 관리
서울시는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용도, 건물의 외관, 공공시설 등에 대한 세
심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2년 대표적 전통과 문화의 거리였던 인사동이 개발압력 증대 및 변화의 위기를
맞게 됨에 따라 인사동을 문화명소로 가꾸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동 지구단위계
획’이 최초로 수립되었다. 이후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중요
성 및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북촌, 서촌, 돈화문로, 운현궁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
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표 2-18 역사문화자원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구분
인사동
북촌
돈화문로

위치
경운동 90-18번지 일대
종로구 북촌(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판동, 삼청동) 일대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2009
2010

종로구 돈화문로,율곡로 주변

2010

경복궁

경복궁 서측 일대 (체부동 외14개동)

2010

운현궁

종로구 경운동, 운니동, 익선동, 낙원동 일대

2013

세종로

종로구 세종로

2013

그림 2-18 역사문화자원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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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경관
서울의 시가지경관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고층 업무용 건물군의 업무지경관, 중저층
의 소형 상업용 건물의 상업지경관, 시가지경관의 기반을 이루는 주거지경관, 기타
준공업지역의 공업지경관과 대형 도시구조물에 의해 단절되는 도시내부 및 도시외
곽 경계지역으로 나뉜다.

업무지역
업무지역은 주요가로변에 면적 또는 선적으로 고층사무용 건물이 밀집하여 형성된
지역으로 현대적 도시경관을 대표하며 사무용 고층건물과 중저층의 업무지원시설,
상업공간, 휴식공간 등이 복합하여 입지한다.
서울시의 업무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발전축이자 공간구조 상 3도심에 해당하는
한양도성의 사대문 내 을지로 및 세종로, 강남의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여의도·영
등포의 간선가로변이 대표적이며, 용산, 상암·수색 마곡, 잠실 등 광역중심지의 주
요 간선가로변도 업무지구의 성격을 보인다.
업무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어 필지와 도로망이 체
계적인 정형의 도시조직을 형성하며, 간선가로변 중대형 필지의 건축선 후퇴로 조성
된 넓고 다양한 형태의 건물 전면공간은 업무가로 경관에 중요한 요소이다.

[자료] 2015 서울시 건물통합정보마스터

그림 2-19 서울시 업무용도 건축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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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상업지역은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의 근린상가나 복합상가 등 중소형건물이 밀집된
지역이 대부분이며, 백화점, 마트, 시장 등 대형상업시설도 포함한다. 대형상업시설
은 10~20층 정도의 높이이나 대부분은 3~5층의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된 중저층 소
형상업건물로서, 가로를 따라 상점이 연속적으로 입지하는 상업가로 형태가 일반적
인 상업지역의 모습이다.
상업가로는 주요 역세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지에 형성된 상업가로와 생활권
내 근린상업가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중심지 상업가로는 보행밀집도가 높고 공공의
투자가 집중되며 상점별 주기적 개보수로 가로환경수준이 근린상업가로에 비해 상
대적으로 양호하다.
상업가로는 보행이 집중되며 사람들이 만나고 쇼핑하고 휴식하는 중요한 생활공간
으로, 도시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역동적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자료] 2015 서울시 건물통합정보마스터

그림 2-20 서울시 상업용도 건축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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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시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공간으로 시가지의 대부분(녹지지역을 제외하
면 약 80%에 해당)을 차지하며 도시경관의 질을 경험하는데 기본이 되는 경관유형
이다.
주거지는 저층의 단독주택지역, 고층의 아파트지역 등의 주택유형과 구릉지, 평지,
수변 등 입지여건에 따라 다양한 경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지는 소형필지와 격자형 도로체계 위에 중저층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반복적으로 밀집된 경관을 형성한다.
대형 블록에 단지식으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지역은 영동지역
등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조성된 시가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고층의 판상형
주거동이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주변지역과 다소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자료] 2015 서울시 건물통합정보마스터

그림 2-21 서울시 주거용도 건축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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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공업지역
서울의 공업지는 용도지역 상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며 구로, 금천, 영등포, 성동구 등
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시 면적의 약 3.2% 정도를 차지한다.
2000년대 초 대표적 준공업지인 영등포지역의 도심기능 강화와 함께 서남권 지역
의 공장 노후화 등에 따른 산업환경 악화로 대규모 공장이전적지가 발생하였다. 이
를 중심으로 강한 개발압력으로 고층 아파트화 되면서 상업, 업무용 건물로 대체되
어 다양한 용도가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 도시내부 경계지역 (도시기반시설에 따른 단절지역)
시가지내에서는 고속화도로, 철로 등의 광역교통시설 등 대규모 도시기반시설로 토
지이용이나 도시기능, 도시경관이 지역적으로 연속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지역이 발
생한다. 서울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내부순환도로, 강변남북로, 경인고속도로 등 고
속화도로나 철로 부지 주변이 이들 경계지역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철도로서의 기능이 폐쇄된 경인선, 경춘선을 공원하여, 도시내 공원으로서
의 역할과 함께 지역단절을 극복하고 폐철도의 노후한 경관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
여한 바 있다.

❙ 도시외곽 경계지역
서울의 시계지역은 인접한 도시로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지역으로 서울시와 인
접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축에 위치한 관문은 11개(의정부축, 구리축, 고양축, 김포
축, 부천축, 광명축, 안양축, 하남축, 성남축, 과천축)지역이며 그 외 하위 위계 도로
로 시계 외곽지역과 연결된다.
현재 서울시의 외사산을 중심으로 한 환상녹지축 보존 및 주변 도시와의 연담화 방
지를 위하여 도시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 시계경관지구 등으로 관리됨으로써 저층
건축물 위주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시계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서울의 지형특성 상 녹지대가 풍부한 경관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자연경관적 지역특성을 보존하고 서울 진입 관문으로서의 위상과 상
징성을 고려한 경관개선을 통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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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자원 문제점
자연녹지경관
구릉지 및 녹지의 자연성 훼손
서울은 크고 작은 산의 자연지형이 도시구조의 틀을 형성하는 도시로서 산자락을
이루는 구릉지는 서울의 대표적 자연경관 특성이며, 구릉지에 형성된 녹지는 생활
속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제공한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시가화구역 확대에 따라 구릉지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불량
주거지의 입지로 자연지형 및 경관이 훼손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구릉지와 능선 등 자연지형과 녹지가 훼손되는 등 광범
위한 자연성 훼손이 지속되었다.
이 외에도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 형성으로 산을 관통하는 터널 건설 등에 의해
자연지형의 가치훼손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파괴까지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동구 응봉산

구로구 천왕산

도봉구 도봉산
[출처] 2015 서울시 경관기록화사업

그림 2-22 구릉지 자연지형 및 녹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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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의 조망차폐
서울의 내사산(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과 외사산(북한산, 아차산, 관악산, 덕양
산), 기타 주요 산들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으며, 시가지로부터의 중 ․ 원경의 조망대
상으로서 도시 스카이라인의 배후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경관자원이다.
그러나 신규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명목하에 시행되었던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와 간선가로변의 고층 ․ 고밀의 건축물은 시가
지에서 주요산의 조망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중랑구 묵동

중랑구 상봉동

동작구 흑석 4지구
[출처] 2015 서울시 경관기록화사업

그림 2-23 아파트에 의한 산의 조망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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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의 양적부족
서울은 본래 산과 하천 등 자연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특히, 시가지까지 뻗어 내려온
구릉지와 주거지를 둘러싸는 산에 의해 형성된 수려한 자연경관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자동차도로의 설치, 주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원녹지의 확보 및 상호 연
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 들어 기존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과 주택물량 공급 차원에서 시작된 재개발 사업은 주거지와 인접한 공원녹지를 대
량 해제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외곽의 산림지역 외에는 도심 내에
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녹지가 부족해졌으며, 서울의 주요 녹지축인
남북녹지축, 환상녹지축 및 산림생태축의 단절이 발생하였다.
녹지축 단절은 자연경관으로 대표되는 서울의 고유한 도시 형상을 훼손시키고 있으
며, 동시에 도시의 생태적 기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악구 신림동

종로구 세운상가(남북녹지축 단절)

은평구 진관동
[출처] 2015 서울시 경관기록화사업

그림 2-24 녹지축 단절 및 녹지 훼손

제2장 서울의 경관

| 43

서울의 경관자원

수변경관
수변 자연성 훼손 및 배후산 조망 차폐
서울의 하천은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시하천의 여건상 치수방재를 이유로 하천을 직
강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저수로를 정비하고 옹벽으로 축조된 제방과 콘크리트 호
안을 조성하여 하천과 둔치 본연의 생태성 및 자연성 훼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천은 수변의 자연경관과 함께 배후산이 중첩되어 형성되는 대안부의 조망이 중요
한 경관자원이다. 그러나 수변을 따라 건설된 판상형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 의해 시
가지에서 수변으로의 조망을 차폐하여 공공재로서의 수변 조망이 사유화되고, 대안
부에서 조망되는 배후 산 조망의 차폐를 야기하였다.

탄천(콘크리트 호안)

한강 잠실지구

한강 이촌지구
[출처] 2015 서울시 경관기록화사업

그림 2-25 수변 자연성 훼손 및 배후산 조망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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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경관 다양성 부족
서울의 수변은 준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 인접한 안양천, 탄천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
규모 주거단지 중심의 토지이용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의 고도 성장기에 조성된 기
존의 판상형 아파트 단지는 수변경관을 고려하지 못한 반복적 주동형태로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의 단조로운 수변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재건축 이후 고층화된 아파트 단지와 일부 업무지구의 초고층 개발 계획은 주변 건
축물 및 배후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위압적 경관을 양산하였다.
또한 서울의 바람길은 한강을 따라 주 바람길이 형성되고 주요 하천과 간선도로를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한강을 향해 형성되는데, 획일적인 판상형 주동
은 수변경관의 차폐문제와 함께 바람길 단절이라는 생태환경 측면의 문제도 야기하
였다.

잠실 성내천

한강 잠실지구

한강 이촌지구
[출처] 2015 서울시 경관기록화사업

그림 2-26 수변 경관의 다양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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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지역과의 단절 및 수변활력 저해
한강을 비롯하여 서울시 곳곳으로 뻗어있는 소하천은 시민들이 도시 생활공간 속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자연자원이다.
그러나 그간 교통인프라 건설에 집중된 개발로 도로용지 확보가 용이한 주요 하천
제방을 따라 고속화도로가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 주변지역과 시각적, 물리적 단절
을 야기하여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하였다.
수변의 고속화도로 및 거대고가구조물은 수변공간에 영구음영지역을 형성하고, 고가
하부의 노출된 구조물과 교각하부 등의 불량경관으로 인해 하천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안양천

홍제천

올림픽대로
[출처] 2015 서울시 경관기록화사업

그림 2-27 수변 연접지역과의 단절 및 수변활력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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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경관
역사문화자원 및 옛 도시조직의 훼손
문화재 등의 역사문화자원과 함께 서울의 지형지세 및 물길을 기본으로 형성된 전
통적인 가로체계와 자연발생적인 특성을 갖는 골목길 등의 역사적 도시조직은 지난
역사와 흔적을 간직한 역사경관 자원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다.
하지만, 옛 물길은 대부분이 복개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도시환경정비사
업(도심재개발사업)에 의한 철거재개발은 역사적 도시조직과 역사문화자원의 멸실
을 가속화 하였고, 역사자원보존 중요성의 공론화 및 수복형 정비 등 다양한 정비수
법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옛 조직의 파괴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역사자원 특성과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주변의 고층, 대규모 건축물은 역사자
원을 상대적으로 왜소화시키고 역사문화자원 정체성의 훼손을 야기한다.

청진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그림 2-28 역사문화자원 및 도시조직 멸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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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 주변의 관리 미흡
문화재 중심의 보존정책에서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을 조화된 일체의 면적인 공간으
로 인식하는 보호정책으로 발전하면서, 서울시에서는 문화재 주변의 일정 범위는 문
화재를 존중하는 건축물의 계획을 위하여 높이에 대한 앙각규제 및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건축행위를 규제하였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리 및 뚜렷한 기준 미비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앙
각규제 외에 역사문화재와의 조화를 위한 조망, 건축물 외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
서는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문화재 주변지역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함에 따라 새로운 건축행위에 의한 환경개선
과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문화재가 점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역사문화
재 주변은 오히려 낙후되고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묘 일대

종묘 주변 (순라길)

정릉 진입부

풍납토성 일대

그림 2-29 역사문화재 주변 관리 미흡 및 부조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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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역사문화의 유기
개항 13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근대가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근대문화유산은 근대화 과정에 있어 소정의 역할을 담당한 역사의 한 문맥이라는
인식과 함께 미래지향적 역사의 테두리 속에서 재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근대문화유산들은 식민지 잔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폄하로 인해 보호가
치에 대한 사회 일반의 합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경제, 문화, 생활수단
으로 사용되고 있어 개인의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해 개발과정에서 철거되는 사례
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등록문화재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문화재
보호 의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과 소유자의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인
식부족은 근대문화유산의 철거 및 훼손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등록문화재로의 등록
예고 과정에서 재산권의 제약을 우려한 소유자가 근대문화유산을 기습철거 하거나
등록문화재로의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내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918172

그림 2-30 공평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발굴된 조선시대-일제강점기 골목터

제2장 서울의 경관

| 49

서울의 경관자원

시가지경관
업무지역
기존 도시조직과 융합되지 못하는 이질적 개발
업무지역은 기존에 조성된 주변지역의 건물규모, 도로체계 등에 대한 배려보다는 높
이와 규모, 건물외관에 편중된 업무시설 조성으로 주변지역 맥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질적 경관이 형성되었다.
특히 대형고층건물에 의해 주요산과 역사문화자원 등 기존의 양호한 조망이 차단되
어 지역차원의 중요한 경관자원이 훼손되고 있다.

건물 외부공간과 공공공간과의 연계성 부족
보도와 고층 사무용건물의 건물전면공지로 이루어진 건물전면공간은 보행자의 다양
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업무가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경관요소이
다. 그러나 많은 경우 건물의 전면공지는 보도와의 단차, 조경시설 설치, 주차공간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준공공적 공간으로서의 역할
이 미흡하고 폐쇄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공개공지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 미흡
서울시는 지금까지 도심 오픈스페이스기능을 할 수 있는 많은 양의 공개공지를 확
보하였으나, 인접한 공개공지와의 연계부족으로 공간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미흡하다. 이와 함께 공개공지 조성 이후 시설수준이나 개방성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원래 취지를 벗어나 질적 수준이 저하되거나 사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질적 경관(동자동)

공개공지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 미흡

[출처] (좌)2015 서울시 경관기록화사업 (우)http://yessbaram.tistory.com/1665

그림 2-31 서울시 업무지역 경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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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보행단절 및 보행공간 부족
상업지역은 도시공간에서 보행자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나 가로 간 보행 연결성 부
족과 건물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보행단절 문제가 보행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보행공간은 보도 위 주차, 쓰레기, 노점, 이동식 간판 설치 등
으로 보도면적의 상당부분이 사유화되고 있으며,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분전반 등
공공시설물도 협소한 보행공간을 점유하고 있어 보행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

무질서한 가로시설물과 획일적 가로경관
공공시설물은 가로공간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수준이
낮고 시설물 관리 주체간 개별 디자인의 시설물 설치로 시각적 혼잡도를 가중시키
며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환경 뿐만 아니라 가로경관을 저해한다.
디자인서울거리, 걷고싶은거리 등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그간의 사업을 통해 가로환
경정비 등 환경개선의 효과는 거두었으나, 사업 대상지의 세부적인 지역 특성을 반
영하지 못한 획일적 계획 요소에 의해 지역별, 가로별 특성에 따른 개성 있는 가로
경관 창출이 미흡하였다. 또한 가로에 대한 공공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개별건
축물의 개선 유도 및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사업성과의 지속적 유지관리에는
한계가 나타났다.

지역경관을 저해하는 대규모 도시구조물
지하철 지상구간, 고가차도 등 대규모 도시구조물은 구조물 자체의 노후, 외벽 오염,
하부공간 관리 미흡 등으로 지역 경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접 가로변 영업여건과
생활환경을 악화시켜 지역발전에도 장애가 되는 등 도시미관과 기능 측면에서 복합
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의한 보행환경

대규모 도시구조물로 의한 지역경관 저해

[출처] (좌) 교통신문, 서울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2014.09.02.)

그림 2-32 서울시 상업지역 경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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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아파트 지역의 획일적 경관
주택 대량공급 시기에 조성된 판상형 아파트단지는 가로경관, 외부공간 등 공공의
가치에 대한 배려와 유도의 한계로 동일한 높이와 주동, 입면 디자인이 반복되며 단
조롭고 획일적인 주거지경관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도시 경관의 획일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 건축된 많은 아파트 단지들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높이와
규모에 치중하여 획일적 경관을 양산하고 있다.

기존 조직과 융합되지 못하는 이질 경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격자형 도시조직의 일반주택지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고층 아파트 단지가 이식되면서, 주변의 중저층 단독주택에 비해 급격한 높이
와 규모 차이를 가진 주동의 배치로 두 인접 주거지가 공간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였다.
또한 단지 내 외부공간과 도로는 주변지역의 오픈스페이스와 도로체계와 단절되는
폐쇄적 경계처리로 건조한 주거지역의 가로경관을 형성하였다.

단독주택지 과밀문제 및 경관수준 저하
단독주택이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급격히 대체되면서 주차공간, 녹지, 공공시설 부
족 등 과밀문제를 겪고 있으며,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 없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재건축 또한 기반시설 부족과 과밀 문제를 가중시켰다.
또한 단지내 도로변 주택의 획일적 외관과 옥탑방, 물탱크 등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으로 가로경관이 훼손되었다.

기성 주거지 조직에 부합하지 않는 과밀개발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경관 황폐화(홍제동)

그림 2-33 서울시 주거지역 경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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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노후하고 폐쇄적인 공업지역 경관
공업지역은 현대적 외관의 아파트형 공장, 고층아파트, 일반주거 등이 혼재되어 기
능과 지역경관 모두 변화를 겪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노후 영세공장이 밀집하고 높
고 긴 담장으로 이루어진 폐쇄적 경관을 형성하였다. 개별 대상지별로 추진되는 이
전적지 개발사업은 충분한 주·공분리와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주거환경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

철로 및 고속화도로에 의한 지역단절
집·분산도로나 국지도로와 연결하기 어려운 고속화도로는 도로 양측의 차량과 보
행 흐름을 막아 도로 양측 지역의 단절을 야기하고, 주거지 통과구간에 설치된 방음
벽 등 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기능 위주의 시설물과 고가도로 등은 주변 지역의 생
활환경과 경관 수준 저하를 초래하였다.
철로는 고속화도로와 같은 교통시설물이므로 고속화도로에 의한 문제와 유사한 환
경오염, 경관저하, 지역단절 등의 경관문제를 가진다. 그러나 경의선 지하화와 경춘
선 폐선 부지의 공원화는 경관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시계․관문지역의 상징성 및 장소성 부재
시계지역의 도로는 서울시로 진출입하는 관문으로서 공간적 인식 및 상징성 부여를
통해 서울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시계경관지구 등의 도시관리수단에 의해 노후건물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발이 일어
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따라 시계지역 경관이 적기에 개선되지 못하고 개발침체로 전반적인 낙후단계
에 있으며 지역의 경관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과 그에 따른 적극적 공공사업
또한 부재하여 관문으로서 특색 있는 경관 형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도로와 철로에 의한 지역단절 및 경관저하(상계역)

시계공간의 영역인식 어려움(마포구 시계 주변)

그림 2-34 서울시 기타지역 경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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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의식조사
조사 개요
- 2014년 11월 ~ 12월 동안 서울 시민 1,000명,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서울의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조사를 시행함(2004년 경관관리 기본계획, 2009년 특정경관계획에 이은 의식조사임)
- 서울시 경관문제 및 경관 정책방향에 대한 서울시민과 전문가 의식 파악을 통해 재정비 계획에 반영
구 분

시민 대상

전문가 대상

설문부수

1,003부(유효 포본)

50부(유효 포본)

설문기간

2014.11.1. ~ 11.30

2014.11.16. ~ 12.15

설문방법

한국갤럽 위탁, 전화조사

온라인 조사(e-mail)

서울시 거주

전공 : 도시계획·설계, 건축, 조경 등

만 19세 이상 ~ 60세 미만 성인 남녀

직업 : 연구원, 교수, 공무원, 업체 등 경력 10년 이상

설문대상

- 서울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 및 서울시 경관계획
인지여부

- 산, 강·하천, 역사문화재 주변의 경관수준

- 서울 도시경관의 수준
설문내용

- 서울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
- 서울 도시경관의 수준

- 산, 강·하천, 역사문화재 주변의 경관수준
- 서울의 대표적 경관자원
- 자연녹지, 수변, 역사문화경관 관련 문제점
- 건물 높이제한, 땅, 건물 등의 규제에 대한 의견
- 경관기금 조성 시 지불의사

- 서울의 대표적 경관자원
- 자연녹지, 수변, 역사문화, 시가지 경관 관련 3대 중점과제
- 경관(협정)사업에 대한 인식 및 효과
- 경관심의를 위한 경관위원회 운영방향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필요지역 및 관리방안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관리방안

주요 결과
설문항목

설문결과

비고

일반시민

전문가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

관심있음 72.8%

관심있음 98.0 %

관심 응답이 모두 높게 나타남

서울 도시경관의 수준

낮음 51.7%

낮음 67.4%

전반적으로 낮음으로 평가

서울 산 주변 경관수준

양호 69.6% > 불량 28.9%

양호 18.3% < 불량 81.6%

서울 산 조망 경관수준

양호 56.0% > 불량 42.8%

양호 18.3% < 불량 75.5%

서울 강 ․ 하천 경관수준

양호 76.2% > 불량 23.0%

양호 30.5% < 불량 69.4%

서울 역사문화재 경관수준

양호 65.7% > 불량 31.4%

양호 42.9% < 불량 57.1%

서울의 대표적 경관자원(산)

-

남산 > 북악산 > 북한산 > 관악산

서울의 대표적 경관자원(공원)

-

서울숲> 올림픽공원 > 월드컵공원 > 선유도

서울의 대표적 경관자원(하천)

-

한강 > 청계천 > 중랑천 > 양재천

서울의 대표적 경관자원(역사문화재)

-

경복궁 > 종묘 > 한양도성 > 숭례문

서울의 대표적 경관자원

남산 > 한강 > 경복궁 > 청계천

남산 > 한강 > 남산한옥마을 > 흥인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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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은 양호,
전문가는 불량하다고 평가
일반시민은 양호,
전문가는 불량하다고 평가
일반시민은 양호,
전문가는 불량하다고 평가
일반시민은 양호,
전문가는 불량하다고 평가

남산과 한강이 모두
1,2위로 선택

고층아파트나 건물
때문에 산 조망 어려움
자연녹지경관

경관 감상할 수 있는

문제점

장소의 부족
숲, 가로수, 녹지 등
자연적 요소 부족
강변 아파트가 비슷한
모양으로 단조로움

수변경관

강변 건물들이 주변

문제점

산, 구릉지와 부조화
강변 건물들이 크거나
높아 답답함
역사문화재 주변
크거나 높은 건물 입지

역사문화경관

역사문화자원 훼손

문제점

또는 사라지는 현상
역사문화자원 주변
환경 양호하지 않음

문제있음 74.7% > 문제없음 24.5%

-

문제있음 70.6% > 문제없음 28.4%

-

문제있음 70.7% > 문제없음 28.4%

-

문제있음 73.4% > 문제없음 25.2%

-

문제있음 73.1% > 문제없음 26.2%

-

문제있음 74.7% > 문제없음 24.5%

-

문제있음 76.7% > 문제없음 21.3%

-

문제있음 85.0% > 문제없음 12.5%

-

문제있음 82.6% > 문제없음 15.3%

1. 구릉지 경관특성 보호

서울 자연녹지경관 3대 중점과제

-

2. 내·외사산 조망 확보
3. 내·외사산 조망명소·조망점 등의 관리·정비
1. 수변 건축물 높이 관리

서울 수변경관 3대 중점과제

-

2. 수변 통경축 확보
3. 수변 조망명소·조망점 등의 관리·정비
1. 역사적 도시조직 보전·활용

서울 역사문화경관 3대 중점과제

-

2. 역사문화재 주변 경관관리·정비
3. 한양도성 복원·주변 정비
1. 지역 고유의 정체성 고려한 경관관리

서울 시가지경관 3대 중점과제

-

2.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3.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경관관리
(건축물 형태, 높이 등)

서울시 경관사업에 대한 인식

-

알고있음 79.6% > 모름 20.4%

서울시 경관사업의 효과

-

효과있음 63.3% > 효과없음 36.7%

서울시 경관협정사업의 효과

효과있음 75.5% > 효과없음 24.5%
기존 관련 위원회에 경관분야 전문가 확충하여

경관위원회 운영방향

-

전문가 사전검토 후 본 위원회에 사전자문
참여한 전문가 배석

건물 높이 제한 등 규제

찬성 83.8% > 반대 15.3%

-

본인의 땅,건물 규제

찬성 67.3% > 반대 29.3%

-

있음 53.0% > 없음 42.8%
경관기금 조성 시 지불의사

(적정 경관기금 액수

-

5천원이상-1만원 미만 30.7%)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필요지역 및
관리방안

한강변 > 기존 경관중점관리구역> 도심/구릉지역
-

(심의대상 외의 모든 개발사업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사전자문 시행)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을 상실하였더라도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관리방향

-

현황을 유지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에 대해
공공지원을 통한 개선
(지구 해제 또는 완화는 일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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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관의 문제점
서울지역 경관수준 정도(시민/전문가)
- 서울시민의 50.3%, 전문가는 67.4%가 서울의 전반적인 도시경관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서
울의 경관수준에 대해서는 시민이 전문가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시 민

전 문 가

(단위:%, n=1,003)

(단위:%, n=50)

- 산, 수변, 역사문화재의 세부 경관수준에 관해서는 시민은 수변 경관을 76.2%로 가장 양호하다고 응답하였으
며, 이어서 산 주변 경관(69.6%), 역사문화재경관(65.7%), 산 조망 경관(56%) 순으로 나타났음. 산, 수변, 역
사문화재 모두 경관 수준이 양호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경관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문가는 역사문화재 주변경관을 42.9%로 가장 양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수변 경관(30.5%), 산 조망
경관(24.4%), 산 주변 경관(56%) 순으로 나타났음. 시민의식조사와는 달리 전문가는 산, 수변, 역사문화재 모
두 경관 수준이 양호하다는 응답이 50% 미만으로 대체적으로 경관수준이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음.
시 민

전 문 가

· 가장 양호한 경관 : 수변 경관 76.2%

· 가장 양호한 경관 : 역사문화재 주변 경관 42.9%

· 가장 양호하지 않은 경관 : 산 조망 경관 56%

· 가장 양호하지 않은 경관 : 산 주변 경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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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적 경관 문제(시민)
- 시민들은 서울의 경관 중 산을 조망하는 경관이 가장 양호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한 자연녹지경관
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고층아파트나 건물 때문에 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함.
- 시민들은 서울의 수변 경관에 대한 인식은 다른 경관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수변경관의 대표적
문제점들에 대해 시민의 70% 이상이‘문제가 있다’고 인식함. 특히‘강변의 건물들이 주변의 산, 구릉지와
조화롭지 못하다’는 점을 가장 심각하게 평가하였음.
- 역사문화재 경관 수준은 시민보다는 전문가들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역사문화재 경관
의 문제점으로‘역사문화 자원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다’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함.

(단위:%, n=1,003)

- 기타 서울 경관의 문제점으로는‘역사문화재(고궁, 전통가옥 등) 관리 소홀 및 주변 개발 규제’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음.
- 그 외‘도로 관리(쓰레기통 부족, 싱크홀, 자전거도로 정비)의 문제’(10.5%),‘고층 건물 난립 규
제’(9.8%),‘강, 산 등 자연물에 대한 개발 규제’(9.6%),‘녹지(공원, 등산로 등) 부족 및 관리 소
홀’(9.4%),‘무분별·무계획적 개발 및 관리’(7.0%),‘단조로운 건물 디자인 및 부조화’(4.7%). ‘교통혼
잡, 주차문제’(4.3%) 등을 문제점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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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유형별 3대 중점과제(전문가)
-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서울 경관의 문제점을 토대로 전문가에게 경관유형별 중점과제에 대해 조사함.
- 자연녹지경관의 중점과제에 대해서 기존경관계획 수립 당시인 2009년에는 녹지축과 연관된 과제가 중점과제
로 선정되었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구릉지의 자연성 보호 및 조망과 관련된 과제가 주요 과제로 선정됨.
- 수변경관의 중점과제는 2009년도와 비교하여 동일한 이슈에 대해 중점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수변의 건축물 높이 관
리가 주요 과제로 선정됨.
- 역사문화경관의 경우 한양도성의 복원과 주변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2009년과 비교하여 새로운 과제로 선정됨.
- 시가지경관의 중점과제로는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고려한 경관관리(73.5%)’,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67.3%)’,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경관관리(65.3%)를 선택함.
* 2009 기본경관계획에서는 시가지경관 관련 중점과제에 대한 설문 미실시

자연녹지 경관 관련 3대 중점과제
구분
2014년

2009년

자연녹지
경관

수변경관

역사문화
경관

시가지

-

경관

(단위:%, 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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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n=50)

서울의 경관자원

계획이슈
자연녹지경관
자연지형의 보전 및 자연성 회복 필요
건축물 조성 및 개발계획 수립시 표고 및 경사도에 따른 지역별 경관 특성과 구릉
지 고유의 자연적인 지형지세를 보호하도록 유도하고, 산과 인접하여 개발되는 인공
물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내·외사산 주변 구릉지 중 기개발된 지역과 인접하여 개발 수요가 높아 구릉지의
자연성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원칙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기훼손된 자연지형 및 녹지를 회복하고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를 경감하여야 한다.
용도지역·지구에 의해 구릉지역의 특성이 보존되고 있는 양호한 구릉지의 저층주
거지는 기반시설 확보 및 경관보호를 위한 공공의 지원 및 관리를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주민 스스로 현재의 상태를 지키고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내·외사산의 조망기회 확대 필요
기존 경관계획에서 지정한 조망점 및 조망축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 조
망 여건을 검토하여 우수한 경관자원의 조망이 가능한 조망점 및 조망축을 재정비
하고 조망경관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경관 대상을 보존하고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 또
한 경관 체험을 통해 경관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경관자원이므
로, 조망명소의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조망경관 향유기회 확대가 중요하다.

자연녹지 네트워크의 확산 필요
생태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녹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울 자연녹지
경관의 주요골격인 남북녹지축과 내·외사산축의 회복과 보호를 통해 서울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한 광역·지역 녹지경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내·외사산의 풍부한 녹지가 시가지 안으로 연속될 수 있도록 도로, 재개발 등으로
훼손된 자연녹지의 자연성과 단절된 녹지를 회복하고, 구릉지, 하천, 공원 등 기조성
된 녹지공간과 대규모 개발 예정지 및 관리구역 내 새롭게 조성되는 녹지공간의 적
극적 연계를 통해 보행녹지축 조성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개발이 완료된 기성시가지에서는 공원녹지를 위한 새로운 부지 확보에 한계가 있으
므로, 관련사업 연계 및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녹화기법을 활용하여 유휴공간 및
자투리 공간과 기능저하 시설의 녹화를 적극 유도한 생활녹지축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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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경관
수변 구릉지, 배후산 조망 등 수변 자연성 유지 필요
한강을 비롯한 주요 지천에서 북한산, 남산, 관악산 등의 주요산 조망이 가능하여
다양한 자연경관 요소의 중첩을 통해 형성되는 서울의 중요한 경관적 특성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하는 수변경관 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건축물 조성 및 개발사업 시 한강 및 지천변에 형성된 구릉지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적 특성을 보호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자연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수변에 아파트 중심의 단조롭고 획일화된 수변경관을 지양하고, 건축물 또는
단지 조성시 대안부에서 함께 조망되는 배후산 능선의 흐름과 조화를 고려하여 건
축물의 스카이라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통경과 상징성을 고려한 다채롭고 열린 수변경관 조성 필요
광역적 차원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바람길 등 환경적 기능을 고려하여 한강과
주요 지천을 관통하는 광역 통경축을 설정한다. 해당 가로변 건축물의 배치·형태
등의 관리를 통해 위압적 건물을 지양하고 시각회랑을 확보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도
록 하며, 배후의 생활공간에서 수변으로 연결되는 가로의 통경, 보행, 활동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가로경관개선을 통해 접근성 및 인지성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중심지 위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초고층 건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한
강변 중심지에 대해서는 수변 도심경관의 상징적 스카이라인을 유도하여 서울의 대
표 거점경관으로 형성하도록 한다.

수변과 녹지공간을 연계한 생활친수공간 거점화 필요
지천별 여건을 고려하여 영구음영지역을 형성하는 거대 구조물의 디자인을 개선하
고, 고가도로 교각, 교량 진입램프 하부 등의 저이용 공간은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 입체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변과 인접하여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사업과 연계한
도로, 고가도로 등 수변 시설물의 구조변경을 통해 생활동선과 연계한 보행중심으로
수변의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수변 접근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활력있는 수변경관 창출을 위해 하천변의 활용가능한 부지내에 수변공원을 조성하
고 휴식, 산책, 만남, 문화공연 등 다양하 시민활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자
연과 사람, 문화가 만나는 녹색친수공간 조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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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경관
한양도성 및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회복 필요
서울성곽 및 역사문화자원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사
자원의 인지성을 높이고, 건축물 조성 및 개발사업 시 역사특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고유한 지형, 옛길, 옛 물길에 의해 형성되는 지역의 독특한 역사성을 보호하기 위
하여 남아있는 원형 요소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미 멸실되었거나 향후 개발에 의
해 멸실이 우려되는 도시조직을 복원하고 그 흔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역사도시 서울의 대표적 역사자원인 한양도성 내 지역은 ‘역사도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개발 및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한다.

역사문화재 주변 역사경관특성 관리 필요
역사문화자원 주변 지역 경관개선을 통해 문화재 주변 지역을 역사성과 장소성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역사문화거점으로 육성하고 주요 역사문화 자원 간 네트워
크를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역사문화자원 밀집지역은 역사자원 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장소의 고유한 분위
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적극적인 경관 형성을 위하여 공공사업
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정문화재뿐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하거나 의미 있는 역사적 건축물 등의 역사문
화자원을 누구나 쉽게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인지성 및 보행 접근성을 높이고,
낙후된 경계부 환경개선을 통해 생활 속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역사문화경관 자원 다양화 필요
일반적으로 중요 역사문화자원으로 인식되는 조선시대 역사자원뿐만 아니라 개화기
이후 근·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근현대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역사문
화적 산물과 지역 고유 역사자원 등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확대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주거나 상업공간으로 활용
되는 경우가 많은 특성상, 보존·활용의 목적과 성격, 실제 사용 여부, 계획여건 등
상황에 따라 적정한 보존 범위와 방식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사적 가치
인식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녹지, 수변, 시가지, 역사문화 경관이 공존하는 서울의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건
축물 조성 및 개발사업 시 다양한 경관요소 간의 조화와 시너지를 고려하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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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경관
건물 전면공간의 통합적 정비 및 관리 필요
상대적으로 넓은 옥외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업무가로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민간부지 내 공개공지의 개방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건물 저층부에 가로 친화적
상업용도 도입을 권장하여 건물 전면공간의 민간부지 이용 활성화 및 공공성을 개
선할 필요가 있다.
가로 구간별로 이용률이 저조한 잠재공간들을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공개
공지의 조성 위치 및 접근성, 개방성 등을 고려한 계획 및 디자인 기준을 마련하여
인접한 건물 전면공간을 연계 조성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가로경관의 질 향상 및 특화 필요
자치구별 지역적 특성 및 가로의 고유성격을 반영한 경관특성화거리를 조성하여 가
로가 보행통로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의 활력 및 쾌적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고가차도, 교량, 옹벽, 방음벽 등 경관을 저해하는 가로변 대규모 도시구조물의 구조
개선 및 디자인 제고를 통해 도시경관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지 내의 생활가로는
기반시설 노후, 커뮤니티 공간부족 등 지역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협력을
통한 경관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시가지 내 구릉·저층 주거지의 경관특성 관리 필요
시가지 내 구릉 지역과 저층 주거지는 돌출경관 및 이질적 경관을 양산하지 않도록
기존 도시조직과 조화되고 지역의 경관특성을 유지하는 건축물 및 개발계획 관리가
필요하다.
단독주택지의 노후한 생활공간, 아파트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부족 등의 문제점 해소
를 위하여 주택지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경관사업을 추진하며, 주택지 경관개선은
주민 요구와 수요에 밀착되고 주민에 의한 사후유지·관리가 중요하므로 주민의 적
극적인 참여에 기반을 둔 경관협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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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 기본방향

재정비 계획의 특징
기존경관계획의 한계를 보완하여 체계를 재정비하고 실행력 강화
기본경관계획과 자연녹지, 수변, 역사문화, 시가지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존의 계획을 기본계획 성격의 단일 경관계획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10개의 경관권역/축/거점으로 세분되어 있던 경관구조 중 유사성격의 구조를
통합하여 단순화하였다.

경관법에 따라 중점관리구역을 설정하고 경관심의를 통해 실효성 제고
개정 경관법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반영하여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여야 할 중
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였다.
그간 경관기본·중점관리구역 내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 설계지침을 활용하여 자율
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으나, 새롭게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은 경관심
의를 의무화하고, 경관심의 시 심의 기준으로 활용할 경관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를 마련하여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법정계획으로서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통해 경관계획 실현
최근 서울시 주요지역의 관리를 위해 수립된 ‘역사도심 기본계획’및‘한강변 관
리 기본계획’경관 부분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실현계
획의 경관 부분에 반영하여 경관계획을 실현한다.

계획수립방향
도시의 다양한 요소를 포괄한 경관관리·형성 방향 제시
경관계획은 삶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서울다움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계획으로, 개별
요소의 디자인이 아니라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관리형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행정, 사업자, 시민이 함께 협력하는 계획
경관계획은 서울플랜 2030의 경관 분야 계획을 구체화하여 관련 계획과 사업자가
반영할 수 있도록 경관을 배려하는 방향과 원칙 제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 형성수단으로서의 경관사업 구상과 시민의식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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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의 미래상
시민과 함께 하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상을
설정하였다.
경관인식조사와 함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립한 서울 도시계획헌장의 경관
관련 원칙, 그리고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2030 도시기본계획의 경관 부문 목표
및 전략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반영하였다.
기존 계획에서 설정한 미래상의 핵심가치, 그리고 시민, 전문가 그리고 상위계획에
서 제시하는 원칙은 공통적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을 위한 초석으로서 자연환경
과 역사문화 보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형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
다. 이를 토대로 경관계획의 미래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매력 있는 경관 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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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의 목표
자연과 역사, 그리고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경관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
녹지경관,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등 경관유형별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01 서울 고유의 자연과 녹지를 향유할 수 있는 친근한 자연녹지경관
02 도시적 매력과 자연성이 조화되는 새로운 수변 경관
03 옛 서울의 기억과 새로운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역사문화경관
04 도시와 가로의 특성이 살아있는 활력있는 시가지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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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서울시 경관 미래상에 따른 경관유형별 목표인 친근한 자연녹지경관, 새로운 수변경
관, 다채로운 역사문화경관, 활력 있는 시가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단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12개의 전략을 마련하였다.

서울 고유의 자연과 녹지를 향유할 수 있는 친근한 자연녹지경관
자연녹지

추진전략 1 ┃ 산 주변 구릉지 경관특성 관리
추진전략 2 ┃ 조망점 및 조망명소를 활용한 주요산 조망기회 확대
추진전략 3 ┃ 녹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자연녹지 경관의 확산

도시적 매력과 자연성이 조화되는 새로운 수변경관
수변

추진전략 4 ┃ 자연성과 조화되는 다양한 수변경관 형성
추진전략 5 ┃ 통경과 상징성을 고려한 열린 수변경관 조성
추진전략 6 ┃ 수변과 녹지공간을 연계한 생활친수공간 거점화

서울 고유의 자연과 녹지를 향유할 수 있는 친근한 자연녹지경관
역사문화

추진전략 7 ┃ 한양도성 및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회복
추진전략 8 ┃ 역사문화재 주변 역사경관 특성 관리
추진전략 9 ┃ 역사문화 경관자원의 다양화

서울 고유의 자연과 녹지를 향유할 수 있는 친근한 자연녹지경관
시가지

추진전략 10 ┃ 건물 전면공간의 통합적 정비 및 관리
추진전략 11 ┃ 가로경관의 질 향상 및 특화
추진전략 12 ┃ 시가지 내 구릉·저층 주거지의 경관특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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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경관
산 주변‧구릉지 개발과 조망을 관리하여 서울의 자연경관특성 보호
추진전략 1

산 주변 구릉지 경관특성 관리

❙ 구릉지 지형특성 유지를 고려한 개발 및 정비방식 유도
산 주변 저층 주거지의 전용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환경개선형 정비 또는 주거환
경관리형 계획을 원칙으로 하며, 제2·3종일반주거지역은 지역 특성, 주변과의 조
화, 배후 산 조망 배려를 원칙으로 하여 개발로 인한 경관훼손을 최소화한다.

❙ 내·외사산 주변 구릉지는 자연경관 특성지로 관리
표고 40m 이상의 구릉지 특성 지역은 지형·지세 보존 및 녹지 보호 등을 원칙으
로 자연경관특성을 보호할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하며,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으로 자
연경관특성 관리지역은 지구유지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 자연경관특성 관리지역은 경관사업을 통한 환경개선 지원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으로 관리되는 구릉지
저층 주거지는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을 우선 지원한다.

추진전략 2

조망점 및 조망명소를 활용한 주요산 조망기회 확대

❙ 조망점 및 조망축을 활용한 내‧외사산 조망경관 관리
내·외사산 조망경관 관리가 필요한 조망점을 선정하여 조망을 배려한 개발 및 관
리계획 수립에 활용토록 하고 경관심의 시 해당 지점에서의 조망영향을 검토한다.
조망점에서 주요 산으로 우수한 조망이 확보되는 시각 회랑을 가진 도로를 조망축
으로 정하여 개발 및 관련 계획수립 시 주요산 조망을 배려한 계획수립에 활용토록
함. 중점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양호한 조망경관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유도한다.

❙ 조망명소의 정비와 관리를 통한 우수한 조망경관 향유기회 확대
기존 조망명소는 접근성 개선 및 장소 정비를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 발
굴을 통해 서울의 양호한 조망경관을 보다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한다.
사업대상지 내 또는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조망명소의 경우 중요경관자원으로 포함
하여 접근성 확보 및 공간개선계획 등 통합적 활용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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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3

녹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자연녹지 경관의 확산

❙ 남북녹지축과 내‧외사산축을 중심으로 광역·지역 녹지경관 네트워크 구축
남북녹지축과 내외사산축 단절구간은 연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개발사업 등
의 대상지에 포함되는 경우 녹지축 연결계획을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내·외사산축 개발제한구역의 양호한 식생보유지역은 유지를 원칙으로 관리하며 훼
손지는 복구하여 자연경관 향유기회를 제고한다.

❙ 경의선 숲길 등 선형공원과 지천, 둘레길 등을 연계한 보행 네트워크 확대
선형공원, 둘레길 등 신규 보행녹지축을 시가지 내 다양한 녹지공간과 연결하는 보
행녹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자연경관을 시가지 내로 확산한다.
도로 공간 및 철도변 등 유휴부지 공원화, 공공시설·학교 녹화, 건축물 옥상 및 외
부공간 녹화 등 생활밀착형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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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점 · 조망축 · 조망명소 설정
조망점
- 조망점은 서울특별시 자연녹지경관계획(2010)에서 지정한 251개의 조망점을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관련계획(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를 통해, 내·외사산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 중 우수한 경관의 조망이 가능
하고 공공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39개의 조망점을 재정비함.
조망점 재정비 기준
검토항목

세부기준

조망대상의 조망여부

신축,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조망 차폐 및 교통/가로시설물, 가로수 등 조망대상으로의 시야 방해 여부

조망장소의 접근성

조망장소 훼손 및 보행접근 가능(교차로, 자동차전용도로, 한강교량 등) 여부

조망점의 의미

동일한 조망대상으로 인접한 거리 내 다수 조망점 밀집 여부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서 지정한 조망점과의 정합성 여부

- 조망경관 관리를 위하여 조망대상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가시성, 접근성, 인지성을 평가하여 조망점의 등급을 3단계로 구분
함(1등급 3개, 2등급 19개, 3등급 17개).
조망점 등급별 조망대상 및 조망여건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조망대상(대표성)

조망점(가시성/접근성/인지성)

남산 조망

모든 조건 우수

남산 조망

한 조건이라도 우수하지 않을 경우

북한산, 관악산, 북악산 조망

모든 조건 우수 또는 보통

북한산, 관악산, 기타 산 조망

모든 조건 우수 또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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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조망점

조망대상

위도

경도

렌즈

반포대교 남단 상부

남산

37 30 38.32N

126 59 54.68E

55mm

삼일교

남산

37 34 3.84N

126 59 13.7E

55mm

3

전자상가입구교차로

남산

37 31 46.90N

126 58 5.86E

55mm

4

선유도 전망대

북한산

37 32 41.26N

126 53 53.42E

55mm

5

여의도 마리나전면

북한산

37 32 5.24N

126 54 44.17E

24mm

6

원효대교(남단)

남산

37 31 23.77N

126 56 18.91E

55mm

7

동작대교 남단 상부(반대방향)

남산

37 30 21.89N

126 58 49.06E

55mm

8

서래섬

남산

37 30 31.23N

126 59 33.32E

55mm

9

반포대교 북단 상부

관악산

37 31 8.57N

126 59 39.46E

55mm

10

한남대교 남단 상부

남산

37 31 29.00N

127 0 55.16E

55mm

11

방학사거리

북한산

37 39 46.24N

127 2 31.66E

55mm

12

광산사거리

북한산

37 38 36.69N

127 1 19.88E

55mm

강북구청 교차로

북한산

37 38 22.12N

127 1 34.83E

55mm

14

화계사입구 사거리

북한산

37 38 3.10N

127 1 3.59E

55mm

15

수유사거리

북한산

37 38 4.03N

127 1 22.54E

55mm

16

강북구민운동장 사거리

북한산

37 37 51.64N

127 2 29.86E

55mm

17

경복궁역

북악산

37 34 32.06N

126 58 20.88E

28mm

18

서울광장

남산

37 34 2.29N

126 58 23.68E

55mm

19

한국은행 앞 교차로

남산

37 33 42.93N

126 58 51.13E

28mm

20

서울역 앞

남산

37 33 12.28N

126 58 28.06E

28mm

21

전쟁기념관 앞

남산

37 32 5.20N

126 58 38.07E

55mm

22

미림여고 앞

관악산

37 27 56.92N

126 55 51.02E

55mm

23

여의나루역 2번출구 앞

북한산

37 31 38.26N

126 55 56.10E

24mm

24

광진교 남단 상부

아차·용마산

37 32 35.89N

127 7 3.43E

28mm

25

서부병원 앞교차로

북한산

37 36 22.46N

126 55 21.85E

55mm

26

국립4.19민주묘지입구 교차로

북한산

37 38 55.03N

127 0 53.90E

55mm

27

온수골사거리

도봉산

37 39 32.74N

127 3 57.62E

55mm

28

삿갓봉근린공원 사거리

수락산

37 39 27.55N

127 4 30.25E

55mm

29

한성유치원 앞(한신동성아파트)

수락산

37 38 38.10N

127 4 58.37E

55mm

30

동원사거리

아차·용마산

37 35 23.40N

127 5 37E

55mm

사가정역 교차로

아차·용마산

37 34 49.70N

127 5 19.10E

55mm

32

장안동 사거리

아차·용마산

37 34 20.7N

127 4 16.92E

55mm

33

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

대모·구룡산

37 30 3.88N

127 4 2.32E

55mm

34

학여울역교차로

대모·구룡산

37 29 47.97N

127 4 10.81E

55mm

35

영동5교 북단

대모·구룡산

37 29 23.18N

127 3 53.08E

55mm

36

구룡초교 교차로

대모·구룡산

37 28 54.98N

127 3 15.70E

55mm

37

경기여고 앞 사거리

대모·구룡산

37 29 3.17N

127 3 56.44E

55mm

38

대모산입구역 교차로

대모·구룡산

37 29 28.94N

127 4 21.67E

55mm

39

구룡마을입구 교차로

대모·구룡산

37 28 46.62N

127 3 53.86E

28mm

1
2

1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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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축
- 조망축은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으로 우수한 조망이 확보되는 시각 회랑으로 기성 시가지 내에서는 주로 도로를 따라 형성되
며, 서울특별시 자연녹지경관계획(2010)에서 지정한 35개의 조망축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통해 조망여건을 검토하여 조
망이 불가능한 10개의 조망축을 제외하고, 조망축 구간을 일부 조정하여 26개 조망축을 재정비함.

번호

조망축

조망대상

시점

종점

1

연서로

북한산

연신내역

불광지구대 삼거리

2

은평로

북한산

응암역

은평구청 입구 사거리

3

증산로

북한산

증산3교 네거리

증산역 사거리

4

세검정로

북한산

홍은사거리

서울여자간호대 입구교차로

5

성산로

북한산

성산대교 북단 교차로

연가교 교차로

6

세종로

북악산, 북한산

광화문 삼거리

시청교차로

7

삼일로

남산

종로2가 사거리

퇴계로 2가 교차로

8

돈화문로

북악산, 북한산

창덕궁 삼거리

충무로역

9

한강로

남산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삼각지역

10

반포로

남산

반포대교

중앙경리단 앞

11

한남대로

남산, 관악산

한남대교

북한남삼거리

12

동작대로

관악산

이수교차로 앞

사당역

13

삼양로

도봉산

우이 치안센터

화계사 입구 사거리

14

방학로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연산군 묘

방학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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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조망축

조망대상

시점

종점

15

덕릉로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당고개역

대진여고 삼거리

16

망우로

용마산

중랑교

망우사거리

17

면목로

용마산

상봉역

면목역

18

상봉로

용마산

망우역 사거리

동원사거리

19

봉우재로

용마산

중랑전화국사거리

우림시장 오거리

20

겸재로

용마산

면목한신아파트 삼거리

겸재삼거리

21

사가정로

용마산

배본차도 육교

용마한신아파트 사거리

22

자양로

아차산

영화사로 직선구간

구의사거리

23

논현로

구룡산

영동2교

구룡사 앞

24

선릉로

대모산

개포고교사거리

구룡마을 입구교차로

25

삼성로

대모산

영동5교 사거리

개포3,4단지 삼거리

26

영동대로

남산, 아차산, 구룡산, 대모산

경기고교 앞 사거리

일원터널 사거리

조망명소
- 서울특별시 수변경관계획(2010)에서 제안한 조망장소 57개소와 서울특별시 자연녹지경관계획(2010)에서 지정한 조망점
중 산에서 시가지를 조망하는 78개 지점을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관련계획(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를 통해, 우수한 경관의 조망이 가능하고 공공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102개의 조망명소를 재정비함.

74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조망점 · 조망축 · 조망명소 설정

번호
1
2
3
4
5
6
7
8
9
10

조망명소
난지한강공원
하늘공원
매봉산~성산녹지
봉산 도시자연공원
증산3교
불광천 해담는다리
와산교사거리
백련산1
북한산 도시자연공원2
북한산 도시자연공원1

번호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조망명소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불암산 등산로 입구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공릉 배수지
봉화산
망우산
용마산
용마폭포공원
용마산정
아차산구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홍남교
백련산2
망원정
성미산~성산근린공원
양화나루
당인리발전소
와우산
마포나루
안산
무궁화동산
북악팔각정
북악산 도시자연공원3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어린이대공원
테크노마트 하늘공원
개화산
궁산
증산3교
용왕정
계남근린공원
온수자연공원1
온수도시자연공원
천왕도시자연공원
개웅산근린공원
칼산근린공원 능선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북악산 도시자연공원2
북악산1
사직근린공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낙산공원
개운산 근린공원1
개운산 근린공원2
산장아파트 앞
광산사거리
오동근린공원
오패산정상
월곡산 오동근린공원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목동교 부근
도림천 제방
여의도공원
은행나무사거리
63빌딩
한강대교 전망대
용봉정근린공원 앞
효사정
고구동산
보라매공원
상도근린공원 국사봉정상
장군봉 체육공원

35
36
37
38
39

장안동 사거리
남산N타워
남산 팔각정지구
남산 남측순환로 포토랜드
매봉산

86
87
88
89
90

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일대
관악산 민주동산
우면산
포이사거리
영동4교

40

매봉산

91

봉은중학교 내

41
42

금호산
달맞이봉

92
93

휘문고사거리
영동6교

43

응봉산

94

구룡산 정상

44
45

서울숲
뚝섬한강공원

95
96

대모산 도시자연공원2
청계산 진달래 능선

46

도봉산

97

청계산 매봉

47
48

도봉산역
도봉구청사 건물

98
99

리더스트레이딩 빌딩
암사선사유적지

49

상계교

100

고덕산

50
51

창동교 사거리
마들근린공원

101
102

일자산 해맞이광장
허브천문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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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경관
자연성과 조화되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수변 경관 형성
추진전략 4

자연성과 조화되는 다양한 수변경관 형성

❙ 북한산·남산·관악산 등 배후 산으로 열린 경관 형성
한강과 지천의 수변경관 특성인 배후 산 중첩경관을 배려한 개발관리를 위하여 조
망점을 선정하고, 주요산 조망과 조화를 고려한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계획을 유도
한다.
대안부에서 배후 산이 함께 조망되는 지역은 산 능선의 연속적 흐름과 주변 건축물
높이와의 조화를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

❙ 한강 및 지천변 구릉지 자연특성 보호를 위한 개발관리
한강 및 지천변에 형성된 구릉지의 지형특성이 살아있는 수변경관 형성을 위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구릉지의 자연녹지와 연계하여 주변 지역으
로 확장하는 계획 유도한다.

추진전략 5

통경과 상징성을 고려한 열린 수변경관 조성

❙ 광역통경축 설정을 통한 수변 개방감 확보
건축물로 인한 폐쇄적 수변경관 형성이 되지 않도록 한강과 주요 지천을 지나는 주
요 교량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통경축에 접하는 건축물의 건축선, 고층부 등을 관
리하여 개방감을 확보한다.

❙ 지구보행·활동축 설정을 통한 수변 접근성 제고
교량을 기준으로 설정한 통경축 외에 수변 개발 시 수변으로의 접근성과 통경·보
행·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행·활동축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면한 건
축물 규모, 배치, 저층부 용도 등을 관리한다. 지구보행·활동축은 재건축 등 정비사
업이 집중된 한강변에 우선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지천변으로 확대한다.

❙ 한강변 중심지의 수변 도심경관 형성을 위한 스카이라인 관리
한강변은 도시기본계획의 높이관리원칙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경관관리기
준을 원칙으로 하며, 용산, 잠실 등 중심지(도심, 광역중심)는 수변 도심경관 유도를
통해 상징성을 강화하고 주변 건축물 높이와 조화를 이루는 지구별 스카이라인 계
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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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6

수변과 녹지공간을 연계한 생활친수공간 거점화

❙ 수변 구조물 경관개선을 통한 생활 ‧ 여간 공간 조성
이용도가 높은 수변 둔치공간의 도로, 교량 등 구조물 하부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수변경관을 개선하고,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 개선 및 확보를 통한 공간 이용성을
제고하여 지역별 생활 ‧ 여가 공간으로 조성한다.

❙ 수변 둔치 자연성 회복 및 주변 지역 공원녹지 연계
호안부는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둔치부는 숲 조성을 통해 수변의 생태성을 강화하며,
수변공간과 연접한 공원녹지와 보행로를 연계하여 수변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친
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수변 주거지 정비 등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수변 보행접근공간 확보
주거지 정비 등 개발사업 시 수변 접근로 조성을 유도하며, 접근로의 보행활력 제고
를 위하여 도로변으로 활성화 용도 배치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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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통경축 및 지구보행·활동축
광역통경축 및 지구보행·활동축
광역통경축
- 통경축은 광역적 차원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바람길 등 환경적 기능을 고려하여 한강 교량이 지나는 광역적인 간선도로
등을 대상으로 설정함.
- 서울특별시 수변경관계획(2010)에서 설정한 한강변 통경축(40개소) 및 지천변 통경축(35개소)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2015)에서 설정한 광역통경축(18개소)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18개의 한강변 광역통경축과 34개의 지천변 광역통경축
으로 재정비함.

지구보행·활동축
- 지구보행·활동축은 광역통경축 이외 주요 간선도로 및 지구 내 주요 보행로를 대상으로 통경과 보행, 활동이 통합된 축임.
- 서울특별시 수변경관계획(2010)에서 설정한 한강변 통경축(40개소)중 광역통경축에서 제외된 22개의 축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78개의 지구 통경축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78개의 지구보행·활동축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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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강

지천

번호

광역통경축

1

구분

번호

광역통경축

가양대로

9

오금교

2

성산대교

10

고척교

3

양화대교

11

도림교

4

서강대교

12

가마산길

5

마포대교

13

구로교

6

한강철교

14

봉림교

7

한강대교

15

시흥대교

8

동작대교

16

노원교

9

반포대교

17

상계교

10

한남대교

18

창동교

11

동호대교

19

월계1교

12

성수대교

20

월릉교

13

영동대교

21

이화교

14

청담대교

22

중랑교

15

잠실대교

23

다솜길-겸재길

16

올림픽대교

24

장평교

17

천호대교

25

군자교

18

광진교

26

우면교

1

서오릉로

27

영동2교

2

은평로

28

영동3교

3

증산로

29

영동4교

4

증산교

30

영동5교

5

성산로

31

영동6교

6

세검정길

32

탄천교

7

목동교

33

광평교

8

오목교

34

숯내교

지천

제3장 서울의 경관기본구상

| 79

경관유형별 추진전략

역사문화경관
도심의 옛 모습 관리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경관 강화
추진전략 7

한양도성 및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회복

❙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 및 건축물 관리
한양도성 및 문화재는 물리적으로 원형을 보존하고 주변 개발로 고립되거나 왜소화
되지 않도록 시각적 압박감을 최소화하며 역사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높이, 형태 등을 관리한다.

❙ 옛길, 옛 물길 등 역사적 도시조직의 보존 및 흔적 관리
건축 및 정비·개발계획 시 역사적 도시조직의 선형과 규모 등 고유의 경관 요소를
보존하거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옛 물길과 옛길의 복원과 연계한 경관사업 추
진, 불가피할 경우 옛 흔적 표시 등을 통해 고유의 역사성 및 경관특성을 강화한다.

❙ 한양도성 내 지역은 역사도심 기본계획과 연계한 개발 및 건축물 관리
한양도성 내 지역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공간계획 및 관리지침과 연계하여 건
축물 조성 및 정비·개발계획 시 역사성 및 도시성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
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중점 관리한다.

추진전략 8

역사문화재 주변 역사경관 특성 관리

❙ 역사문화자원 주변 지역 경관개선을 통한 역사문화거점 육성
주요 고궁 및 풍납토성, 백제고분군 등 대규모 면적 사적지를 주요 대상으로 경계도
로, 담장, 바닥 포장, 가로시설물 등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 역사 문화재 주변에 고유
의 정취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의 경관거점으로 육성한다.

❙ 역사문화자원 밀집지역의 면적관리 및 경관사업 추진
북촌, 정동, 부암·평창, 석촌·풍납 등 역사문화자원 밀집지역은 지역별로 역사문화
자원 보전활용,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 구축, 인지성 강화 등을 관리와 형성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역사경관 특성 강화를 위한 면적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역사문화자원 경계부 및 접근로 정비를 통한 생활 속 역사문화 공간 조성
역사문화자원의 경계부 및 주변 지역을 통합한 경관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에 섬처
럼 존재하는 문화재로의 접근성과 인지성을 높이고, 자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경관협
정 유도를 통해 역사 경관을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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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9

역사문화 경관자원의 다양화

❙ 근현대 건축자산, 지역 고유 역사자원 등 역사문화자원 확대 발굴
근현대의 건축양식, 문화, 생활상 등을 반영한 역사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근현대
건축물과 기념물, 구조물, 흔적 등에 대한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근현대자산의 활용을 통한 역사적 가치인식 확대
근현대자산이 지니는 역사적, 장소적, 학술적 경관가치와 의의가 축소되거나 훼손되
지 않도록 정확한 고증을 통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지
정문화재와 달리 소유자 스스로 참여를 통해 근현대자산의 가치를 알리고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공공적 활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다양한 경관 요소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 및 건축물 관리
서울시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역사 문화재의 입지 특성상 주변의 산, 강 등 자연과
주거지 및 상업·업무지역의 현대건축물 등과 접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전체적인 역
사적 맥락에 따라 인접한 자원과 연계하여 경관 요소를 보존 및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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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경관
주변 지역과의 조화와 지역 특성이 살아있는 시가지경관 형성
추진전략 10

건물 전면공간의 통합적 정비 및 관리

❙ 민관협력을 통한 건물 전면공간의 민간부지 공공성 개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건물 전면공간의 디자인 및 시설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건축행위 시 접근성 및 사용성이 우수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건물 전면공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 및 제
도개선을 추진한다.

❙ 가로 구간별 건물 전면공간 연계조성 및 통합관리
전면공간 간의 연계, 전면공지와 보도의 통합을 고려한 가로시설물 디자인과 공간
활용으로 가로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조성된 공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역
단위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추진전략 11

가로경관의 질 향상 및 특화

❙ 자치구별 지역 가로 경관특성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자치구별로 특성가로변 건축물, 특히 지역 특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소규모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경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가
로 이미지를 강화한다.

❙ 고가차도 등 가로변 대규모 도시구조물 경관개선
고가차도 철거로 노출되는 주변 가로의 경관개선을 위한 경관사업을 시행하고, 노후
한 지상철 역사 및 구조물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관련 시설물 경관개선과 함께 주
변 지역 통합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가지경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 쾌적한 생활 가로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주민협력 경관사업 시행
일반주택지의 커뮤니티 공간 부족, 협소한 가로공간, 노후가로시설물 등의 문제와
획일화된 가로공간이 조성된 공동주택지의 경관특성에 따라 주민참여와 연계한 생
활밀착형 가로경관 개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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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12

시가지 내 구릉·저층 주거지의 경관특성 관리

❙ 저층 주거지 경관특성 유지를 위한 건축물 및 개발계획 관리
구릉지 저층 주거지경관 유지를 위하여, 주택유형, 경사도, 접도 유형 등을 고려한
다양한 건축모델을 개발하여 개발사업을 유도. 구릉지 저층 주거지 및 인접 지역은
중저층을 원칙으로 배후 산 및 시가지 조망 확보 및 기존 저층 주거지 경관특성과
조화를 유도한다.

❙ 노후 저층 주거지 생활공간 경관개선
기반시설이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스
스로가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경관협정을 활성화함. 주민
이 직접 제안하는 공모방식의 경관협정 지원, 협정내용, 운영회결성, 인가에 관한 절
차지원, 법적 자문 등이 가능한 경관협정지원 자문단 구성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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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관계획

경관구조 기본구상

경관구조 설정
서울의 특색있는 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 강·산·한양도
성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경관골격을 토대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으로 각각
구분하여 경관구조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경관권역
4대문 범역과 한양도성을 모두 포함한 역사도심 경관권역
기존 경관계획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대문안의 구역을
도심경관권역으로 설정하였던 것에서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공간범위를 반영하
여, 사대문안 구역과 한양도성을 모두 포함하여 역사도심 경관권역으로 설정하였다.

경관축
내외사산과 남북녹지축을 포함한 자연녹지축과 한강과 지천의 수변축
경관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기존 계획의 기타녹지축을 폐지하고 서울성곽축은
경관권역에 포함하여, 내외사산과 남북녹지축을 포함한 자연녹지축과 한강과 지천의
수변축으로 재정비하였다.

경관거점
국가지정문화재와 공공시설, 건축물 등 경관자원거점
기존 계획에서 국가·시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설정한 면적, 점적 역사특성거점을
역사문화거점으로 통합하고, 서울시 경관기록화사업의 표준기록경관, 시민 및 전문
가 대상의 경관인식조사, 경관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공공시설, 건축물 등
중요경관자원을 선정하여 거점으로 추가 설정하였다.

그림 4-1 권역·축·거점 경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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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
역사도심 권역
한양도성 및 문화재 주변 역사경관특성 관리


문화재 주변지역은 면적특성 관리



한양도성 연접지역은 성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유도

주요 업무상업지, 청계천변 가로공간 활력 제고


가로변 저이용 공지를 활용한 경관개선 및 가로연속성 유지



청계천변 가로 보행공간 정비 및 가로변 건축물 경관개선

내사산 주변 저층주거지 자연경관특성 관리 및 조망보호


내사산 주변 저층주거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 관리계획 수립



남산, 북악산 등 내사산 가시지점에서의 조망경관 보호

그림 4-2 서울의 역사도심 경관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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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재 주변 등 역사문화특성지는 면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 지원
국가·시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의 주변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미관지
구, 한옥밀집지역 등 면적으로 관리하고 경관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 특히 한양도
성 주변은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등과 연계하여 한양도성과 조화되는 주거지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 및 지원한다.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선정한 돈화문로, 계동길, 감고당길 등의 옛길과, 돈화문로
주변, 관수동 지역, 체부동 지역 등의 옛 도시평면 및 옛물길 대해서는 역사적 도시
조직의 선형과 규모 등 고유 경관 요소를 보존하여 원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역사
성 및 경관특성을 강화한다.

❙ 한양도성 상징성 보호를 위해 연접지역은 성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유도
원형보존, 복원, 훼손, 멸실 등 성곽의 보존현황에 따라 인접지역의 건축물 규모 및
형태, 외부공간조성 등의 관리를 통해 한양도성의 역사문화경관특성을 보호한다.
한양도성 연접지역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한양도성 부감경관 조망점에서
바라본 역사도심부 조망을 고려한 건축물 및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심의에서 유도한다.

❙ 간선가로변 저이용 공지를 활용한 가로경관 개선 및 가로연속성 유지
주요 간선가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의 전면공지와 보도공간, 연접한 건축물의 전면공
지간 통합적 디자인을 통해 개로경관 개선 및 가로연속성을 확보한다. 또한 보행량
이 많은 간선가로와 접하는 이면가로 보행공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행활동이
이면도로로 확산함으로써 활력 있는 가로경관을 유도한다.
덕수궁길, 정동길, 삼청동길 등 주요 장소의 가로가 갖는 경관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입면 및 가로공간의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청계천변 보행공간 및 건축물 경관개선
청계천변 친수 보행공간 조성을 위하여 보행공간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건축물의
전면공지-보도-청계천 수변공간이 연속되는 공간형성을 유도한다. 청계천 연접 보
행로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휴게공간을 확대하고, 수변 건축물은 청계천 전망을
위한 공간설치를 유도하여 조망기회를 확대한다.

❙ 내사산 주변 저층주거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계획 수립
북악산, 남산 등의 저층주거지는 내사산 조망과 지형특성 보호 등을 위한 높이, 배
치, 경관개선사업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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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및 건축물 조성시 내사산의 지형지세 및 자연성을 보호하고, 자연녹지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외부공간 녹화계획을 유도한다.

❙ 남산, 북악산 등 내사산 가시지점에서의 조망경관 보호
1등급 조망점인 삼일교를 비롯하여 경복궁역, 서울광장, 한국은행앞 교차로 등 조망
점 및 조망축에서의 열린조망을 보호하고 가로경관의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개발사
업 및 건축물 계획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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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축
구릉지의 자연성 및 경관특성 유지


구릉지 저층주거지 경관특성 관리



산주변 대규모 개발사업 경관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자연성 보호

내·외사산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시가지 녹지네트워크 구축


자연녹지의 자연성 회복 및 녹지네트워크 확산



도시계획시설 경관개선 및 녹지공간 연계

하천 및 시가지에서 배후산 조망확보


조망축 및 조망점 열린조망경관 형성



자연경관 조망기회 확대를 위한 주요조망명소 정비

그림 4-3 서울의 자연녹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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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산축
① 북악산·낙산
❙ 구릉지 저층주거지 경관특성 관리
북악산, 낙산 자락에 형성된 양호한 저층주거지인 청운·효자동, 혜화·성북동, 이화
삼선동 일대는 산 조망, 저층주거지 경관특성 보호 등의 경관관리를 포함하는 지구
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저층주거지 경관특성을 보호한다. 또한 북악산 및 낙산과
조화되는 주거지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및 기반시설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유도한다.

❙ 북악산․안산 주변 자연성 회복 및 녹지네트워크 확산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창덕궁후원, 북악산 주변 삼청동 일대 등 양호한 자연성 보유지
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학 경계부 옹벽을 녹화하는 등 자연경관특성 회복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삼청동천, 흥덕동천 등 옛 물길 복원과 연계하여 친수형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조성
한다.

❙ 성곽주변 경관특성 보호를 위한 구릉지 개발사업 경관관리
성곽주변 개발사업시 북악산 지형지세 보호, 배후산 연계 등 자연성 유지를 위한 계
획적 배려를 유도하고, 성곽주변의 경관적 특색을 고려하여 건축물 및 외부공간 계
획을 수립한다.

❙ 조망점 및 조망축의 열린조망경관 형성과 배후산 조망보호
개발사업 및 건축물 조성 시 대상지 주변 주요조망점을 기준으로 북악산이 조망되
는 주요지점 및 가로에서의 개발에 따른 차폐감 등을 최소화하여 조망경관을 배려
하도록 유도하고, 양호한 조망 보유시 조망공간 조성 등 조망기회를 제고하는 계획
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남산
❙ 구릉지 저층주거지 경관특성 관리
남산 자락에 형성된 양호한 저층주거지인 회현동, 필동, 장충동 일대에 대하여 산
조망, 저층주거지 경관특성 보호 등 경관관리를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저층주거지 경관특성을 보호한다. 또한 남산과 조화되는 주거지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및 기반시설 개선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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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주변 자연성 회복 및 녹지네트워크 확산
세운서길~필동길, 삼일로 녹도조성 등을 통해 세운상가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남
북보행녹지축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운상가 주변 건축물 옥상녹화, 보행가
로변 공개공지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 녹지가 풍부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해방촌의 경우 가로변 자투리 공간에 소규모 녹지를 조성하고 노외주차장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보행녹지거점 조성 등을 통해 남산과 용산공원을 연계하는 해방촌
그린웨이 조성을 추진한다.
한양도성내 남산동천, 필동천, 묵사동천, 남소문동천 등 옛물길 복원과 연계하여 친
수형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 조망점 및 조망축의 열린조망경관 형성과 배후산 조망보호
개발사업 및 건축물 조성 시 대상지 주변의 서울광장, 서울역, 한국은행앞 교차로,
삼일교 등 조망점과, 삼일로, 한강로, 반포로, 한남로 등 조망축을 기준으로 남산이
조망되는 주요지점 및 가로에서의 개발에 따른 차폐감 등을 최소화하여 조망경관을
배려하도록 유도하고, 양호한 조망을 보유하는 경우 조망공간 조성 등 조망기회를
제고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③ 인왕산
❙ 구릉지 저층주거지 경관특성 관리
개미마을 등 인왕산 자락에 형성된 저층주거지의 경관특성을 유지하면서 인왕산 자
락과 조화되는 주거지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및 기반시설 개선 등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유도한다.

❙ 인왕산 주변 자연경관을 배려한 대규모 개발사업 경관관리
홍은, 홍제, 무악 등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및 건축물 조성시 인왕산
주변 구릉지의 지형지세와 자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형순응, 녹지축 연계, 인왕
산 조망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유도한다.

❙ 인왕산 주변 자연성 회복 및 녹지네트워크 확산
인왕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양호한 생태경관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한양도성길 인
왕산 구간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심으로 녹지축을 확산하고 지역전체의 자연경
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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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산축
① 구룡 - 대모산 구간
❙ 구룡·대모산 주변 자연성 회복 및 녹지네트워크 확산
대모산 - 개포공원 - 달터근린공원 - 양재천구간과

구룡산 - 달터공원 -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정비하여 자연녹지경관과 수변경관을 연결하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경부고속도로와 헌릉로에 의한 외사산축 단절구간의 녹지축 연계를 위하여 생태통
로 설치를 통해 녹지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주변 산림과 조화되는 식생 경관을 조성
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헌인릉 및 청계산 원터골 일대와, 2030 서울
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제안한 대모산지구 및 청계
산 청계골은 지속적으로 자연성을 보호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유지한다.
광평로~중대로 녹도조성 등 관련계획(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지로 녹지네트워크를 확산하고, 가로변 공개공지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 구룡·대모산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 경관관리 및 개발제한구역의 자연성 유지
개포시영, 개포주공, 일원현대아파트, 구룡마을 등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
업 및 건축물 조성시 배후산 조망과 지형·지세를 보호하고 녹지축을 연계하는 규
모 및 배치계획을 유도한다.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와 접한 염곡동 탑성마을과 같이 대규모 주택재개발 지구와
연접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구역내 기반시설 정비, 경계부 경관관리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경관을 형성한다.

❙ 대규모 도시계획시설(경관위해요소) 경계부 경관개선 및 녹지공간 연계
대모산과 탄천간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밤고개로 보행연결성을 개선하고, 수서
역 및 수서차량기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보행녹지네트워크 연결 및 접근성을 개
선한다.

❙ 조망점 및 조망축의 열린조망경관 형성과 배후산 조망보호
개발사업 및 건축물 조성 시 대상지 주변의 학여울역 교차로, 영동5교, 구룡초교 교
차로 등 조망점 및 논현로, 언주로, 선릉로, 삼성로, 영동대로 등 조망축 기준으로
구룡·대모산이 조망되는 주요지점 및 가로에서의 개발에 따른 차폐감 등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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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망경관을 배려하도록 유도하고, 양호한 조망을 보유하는 경우 조망공간 조성
등 조망기회를 제고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관악 - 우면산 구간
❙ 관악·우면산 주변 자연성 회복 및 녹지네트워크 확산
우면산 - 서리풀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네트워크를 정비하여 자연녹지경관을 시가지
로 확장하고, 외사산축 단절구간인 우면산과 말죽거리공원간 녹지축 연계를 위해 생
태통로 등을 설치하여 녹지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주변 산림과 조화되는 식생경관을
조성한다.
방배로 녹도조성 등 관련계획(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지
로 녹지네트워크를 확산하고, 가로변 공개공지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 관악·우면산 자연경관을 배려한 대규모 개발사업 경관관리
방배, 신림, 봉천 등 관악·우면산 주변 구릉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및 건축물 조성시 산의 지형지세 및 자연성을 보호하고, 배후산 조망과 녹지축 연계
를 고려하여 건축물 및 녹지공간을 배치한다.

❙ 조망점 및 조망축의 열린조망경관 형성과 배후산 조망보호
미림여고 등 조망점 및 동작대로 등 조망축을 기준으로 남산이 조망되는 주요지점
및 가로에서의 개발에 따른 차폐감 등을 최소화하여 조망경관을 배려하도록 유도하
고, 양호한 조망을 보유하는 경우 조망공간 조성 등 조망기회를 제고하는 계획을 수
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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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양 - 매봉 - 와룡 - 천왕산 구간
❙ 간선도로 지하화 구간 등을 활용한 녹지네트워크 조성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구간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풍부한 녹지 경관을 확보하고, 매
봉산 - 계남근린공원 - 갈산공원 - 안양천 구간의 보행녹지네트워크를 정비하여 자
연녹지경관을 시가지로 확산하고 수변경관 연결한다.

❙ 자양·매봉·와룡·천왕산 주변 개발사업 경관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자연성 유지
산 주변의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 등 개발사업 및 건축물 조성시 지
형지세 및 자연성을 보호하고, 배후산 조망과 녹지축을 고려하여 건축물 및 녹지공
간을 배치한다.
서울푸른수목원, 천왕차량기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등 양호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공원녹지 경계부의 경관을 관리한다.

❙ 대규모 도시계획시설(경관위해요소) 경계부 경관개선 및 녹지공간 연계
매봉산과 접한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인 서부화물트럭터미널 및 양천공영차고지 외부
공간 녹화와 경계부 경관을 개선을 통해 구로올레길과 연계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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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매봉 - 봉산 구간
❙ 매봉·봉산 주변 자연성 회복 및 녹지네트워크 확산
외사산축 단절구간인 은평구 통일로 박석고개, 서오릉로 벌고개 녹지축 연계를 위해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여 녹지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주변 산림과 조화되는 식생경관
을 조성한다.
가좌로 녹도조성 등을 통해 봉산에서 신사동 응암동을 거쳐 백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네트워크를 확산하고, 가로변 공개공지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 매봉·봉산 주변 개발사업 경관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자연성 유지
수색, 증산, 신사, 갈현 등 매봉·봉산 주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및
건축물 조성시 산의 지형지세 및 자연성을 보호하고, 배후산 조망과 녹지축 연계를
고려하여 건축물 및 녹지공간을 배치한다.
수색동 은평차고지 일원 개발제한구역은 연접한 수색주택재개발지구 개발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고, 구역내 기반시설 정비 및 경계부 경관관리 등을 통해 양호한 자연
경관을 형성한다.

❙ 대규모 도시계획시설(경관위해요소) 경계부 경관개선 및 녹지공간 연계
봉산과 경기도 은행산간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은평공영차고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보행녹지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접근성을 개선한다.

⑤ 북한산 서측 - 안산 구간
❙ 구릉지 저층주거지 경관특성 관리
자연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구기·평창동 일대 저층주거지는 자연경관
과 조화되는 양호한 저층주거지로서 기존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자연녹지와
인접하여 지정된 자연경관지구는 유지원칙으로 관리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경관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한다.

❙ 북한산 서측·안산 주변 자연성 회복 및 녹지네트워크 확산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진관내동, 백사실계곡 일대와 공원녹지기본계
획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제안한 안산주변 등 양호한 자연환경보유지역은
지속적으로 자연성과 자연경관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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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당인리-한강변으로 이어지는 보행녹지를 정비와 북한산·안산·인왕산·서울
성곽길·둘레길과 연계한 녹지탐방축 정비를 통해 외사산의 광역적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은평구 연서로에 의한 외사산축 단절구간 녹지축 연계를 위하여 생태통로를 설치하
여 녹지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주변 산림과 조화되는 식생경관을 조성한다.

❙ 북한산 서측·안산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 경관관리
불광, 녹번, 응암 등 북한산 서측·안산 주변 구릉지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및 건축물 조성시 산의 지형지세 및 자연성을 보호하고, 배후산 조망과 녹
지축 연계를 고려하여 건축물 및 녹지공간을 배치한다.

❙ 조망점 및 조망축의 열린조망경관 형성과 배후산 조망보호
서부병원 교차로 등 조망점 및 연서로, 은평로, 증산로, 세건정로 등 조망축을 기준
으로 남산이 조망되는 주요지점 및 가로에서의 개발에 따른 차폐감 등을 최소화하
여 조망경관을 배려하도록 유도하고, 양호한 조망을 보유하는 경우 조망공간 조성
등 조망기회를 제고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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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북한산 동측 - 도봉산 구간
❙ 구릉지 저층주거지 경관특성 관리
북한산 주변 저층주거지 경관특성 유지 및 산 조망을 위해 최고고도지구는 유지하
되 산과 조화되는 주거지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및 기반시설 개선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유도한다.

❙ 북한산 동측·도봉산 주변 자연성 회복 및 녹지네트워크 확산
북한산-서울창포원-중랑천으로 이어지는 녹지네트워크 연계를 위해 도봉공영차고
지내 녹지공간 조성을 통하여 보행녹지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접근성을 개선한다.
미아로, 한천로 녹도조성 등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북한산에서 초안산, 천
장산 등과 시가지로 이어지는 녹지네트워크를 확산하고, 가로변 공개공지 및 유휴공
간을 활용한 소공원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 북한산 동측·도봉산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 경관관리
미아, 쌍문, 도봉 등 북한산 동측·도봉산 주변 구릉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및 건축물 조성시 산의 지형지세 및 자연성을 보호하고, 배후산 조망과 녹
지축 연계를 고려하여 건축물 및 녹지공간을 배치한다.

❙ 조망점 및 조망축의 열린조망경관 형성과 배후산 조망보호
방학사거리, 광산사거리, 수유사거리 등 조망점 및 삼양로, 방학로 등 조망축을 기준
으로 북한산 및 도봉산이 조망되는 주요지점 및 가로에서의 개발에 따른 차폐감 등
을 최소화하여 조망경관을 배려하도록 유도하고, 양호한 조망을 보유하는 경우 조망
공간 조성 등 조망기회를 제고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⑦ 수락 - 불암산 구간
❙ 단절녹지축 연계 및 경춘선숲길을 통한 녹지네트워크 조성
노원구 화랑로에 의한 외사산축 단절구간에 녹지축 연계를 위해 생태통로 등을 설
치하여 녹지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춘선숲길 및 연접가로의 지속적 정비와 경계부
가로경관 정비·관리를 통해 동북권의 주요 시가지 녹지축으로 조성한다.

❙ 수락·불암산 자연경관을 배려한 개발사업 관리
중계본동, 공릉 등 수락·불암산 주변 구릉지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및 건축물 조성시 산의 지형지세 및 자연성을 보호하고, 배후산 조망과 녹지축 연계
를 고려하여 건축물 및 녹지공간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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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점 및 조망축의 열린조망경관 형성과 배후산 조망보호
온수골사거리, 삿갓봉근린공원 등 조망점 및 덕릉로, 방학로 등 조망축을 기준으로
수락·불암산이 조망되는 주요지점 및 가로에서의 개발에 따른 차폐감 등을 최소화
하여 조망경관을 배려하도록 유도하고, 양호한 조망을 보유하는 경우 조망공간 조성
등 조망기회를 제고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⑧ 용마 - 아차산 구간
❙ 용마·아차산 주변 자연성 회복 및 녹지네트워크 확산
외사산축 단절구간인 북부간선도로 박수고개, 망우로 망우리고개 등은 녹지축 연계
를 위하여 생태통로를 설치하여 녹지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주변 산림과 조화되는 식
생경관을 조성한다.
중곡동 긴고랑길, 겸재로 녹도조성 등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용마산에서 중
랑천을 지나 배봉산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시가지내 녹지네트워크를 확산하고, 가
로변 공개공지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
성한다.

❙ 용마·아차산 자연경관을 배려한 개발사업 관리
면목, 구의 등 용마·아차산 주변 구릉지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및
건축물 조성시 산의 지형지세 및 자연성을 보호하고, 배후산 조망과 녹지축 연계를
고려하여 건축물 및 녹지공간을 배치한다.

❙ 조망점 및 조망축의 열린조망경관 형성과 배후산 조망보호
동원사거리, 사가정역교차로, 장안동사거리 등 조망점 및 망우로, 면목로, 상봉로 등
조망축을 기준으로 남산이 조망되는 주요지점 및 가로에서의 개발에 따른 차폐감
등을 최소화하여 조망경관을 배려하도록 유도하고, 양호한 조망을 보유하는 경우 조
망공간 조성 등 조망기회를 제고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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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녹지축

❙ 남북녹지축 완성을 위하여 단절구간에 대한 지속적 녹지회복 노력
북한산, 남산, 용산공원과 현충원, 서리풀공원을 거점으로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녹지회복이 어려운 구간은 기존 도로의 가로공간을 활용하여
보행녹지네트워크로 조성하거나 생태통로 등을 통해 보행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추진한다.

❙ 도심부 세운지구 및 남산 연결가로를 활용한 보행녹지네트워크 조성
세운상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보행녹지축 중심으로 조성하고 세운상가에서 조망을
고려한 주변지역 옥상녹화 등을 유도하고, 녹사평대로, 필동로 등 남산으로 이어지
는 녹지축을 연결하는 주요 가로를 대상으로 가로공간 녹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기존가로 및 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남산-한강 녹지축 조성
남산과 용산공원을 잇는 해방촌 주요가로를 대상으로 가로공간을 활용한 녹화가로
를 조성하며, 장기적으로 남산과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확보한다. 용산공원
-한강변 구간은 한강변 아파트지구 등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보행녹지축 조성을 유
도한다.

❙ 현충원, 서리풀공원, 관악산을 연계하는 보행녹지네트워크 조성
현충원에서 서리풀공원을 잇는 사평대로, 반포천 등을 연계한 보행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하며, 현충원~까치산공원 생태통로 등 녹지축 연결 및 주변지역 옥상녹화를 유
도한다. 동작대로 가로변은 공개공지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조성 등을 통해
보행녹지네트워크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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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축
수변 자연성 보호 및 연접지역 경관자원과 연계관리


수변 녹지공간 조성 및 녹지네트워크 확산



역사문화재, 생태공원 등 인접 경관자원과 연계한 경관특성 관리

수변 경관특성과 조화로운 주변지역 개발관리


수변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경관개선 및 녹지공간 연계



수변 경관을 고려한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수변의 열린조망경관 형성 및 배후산 조망확보


통경축의 열린조망경관 형성과 배후산 조망 확보



우수한 자연경관 조망기회 확대를 위한 주요조망명소 정비

그림 4-4 서울의 수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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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축

❙ 한강변 스카이라인 관리를 통한 다양한 수변경관 형성
아파트 재건축 등 대규모 경관 변화가 진행중인 한강변은 서울의 상징적 경관이자
오픈스페이스로서 가치를 유지하고 미래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
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에 따른 높이를 기준으로 다양성과 개방감 있는 한강변
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에 중점을 두고 관리한다.
아파트지구 등 대규모 개발은 기존 주거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위하여
경계부 높이를 관리하고, 한강변에서 조망시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단지
의 수변연접부와 이면부 높이가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여의도, 용산, 잠실 등은 도심경관형성 예정지역으로서 서울과 한강을 상징하는 입
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개발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을 관리한다.

❙ 한강변 자연성 보호를 위해 주요산 조망과 구릉지 특성을 배려한 경관관리
한강변은 주요산(북한산, 남산, 용마·아차산, 관악산 등) 조망기회가 많고, 고층건
축물군과 배후산 조망이 어우러지는 자연경관을 보유한 공공공간이다. 따라서 주요
조망점을 중심으로 한강변의 건축물과 배후산 조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의 경관관리를 유도한다.
한강 주요교량을 연결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선정한 통경축에 연접한 건축물은 한강
변의 열린조망을 형성하도록 관리하고, 단지계획시 지구내 통경축을 설정하여, 통경
축을 고려한 배치 및 입면 등 건축물의 경관요소 디자인을 관리한다.
수변에 접한 자연형 구릉지와 시가화 구릉지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원지형을
보호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고려한 개발사업 및 건축물 계획을 관
리한다.
콘크리트 인공호안이 조성된 지역은 호안구조를 자연형 호안 복원하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및 교량 등 대규모 시설물의 하부구조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하여 한강의
우수한 자연적 경관특성을 보호한다.

❙ 조망명소 조성 및 조망공간 유도를 통해 한강경관 조망기회 제고
한강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배후의 도시경관 및 주요산 조망이 양호한 지역의 공공
용지 등을 활용하여 조망명소를 조성하고, 수변 건축물의 조망공간 설치를 유도하여
한강변 주요경관의 조망기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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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축
① 중랑천
❙ 중랑천 자연성 보호 및 녹지네트워크 확산
당현천, 우이천 등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의 소하천 수변녹도계획과 연계하여 합수
부 생태공원 등 수변특화공간 조성 및 접근경로를 다양화하고, 월계로 및 왕십리로
등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녹도계획과 연계하여 천변에 소공원 조성 및 보행접근성을
개선한다. 이 외에도 중랑천 주변의 양호한 근린공원과 중랑천을 보행녹지로 연결하
여 친수형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확산한다.
콘크리트 제방 및 동부간선도로 옹벽 녹화 등 호안의 인공경관 개선과 수변녹지공
간 확보를 통해 수변 친수공간의 이용을 활성화한다.

❙ 중랑천 수변경관을 고려한 연접지역 개발사업 경관관리
창동·상계지역 개발 시 중랑천 수변의 자연성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
도록 규모 및 형태 등을 관리하며, 친수공간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보행 접근성을
제고한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시 천장산과 중랑천을 잇는 녹지의 연계를 고
려하여 배치 및 단지내 녹지 조성 계획을 유도한다.

❙ 수변 대규모 기반시설 경관개선 및 녹지공간 연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연계하여 선형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동북권 중심의 친수형
보행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중랑천과 연접한 이문차량기지의 경계부의 환경을 개선하고, 배봉산 근린공원과 중
랑천 연계를 위해 휘경유수지와 견인차량보관소 경계부 개방감을 확보한다.

❙ 통경축의 열린조망경관 형성과 배후산 조망 확보
상계교, 창동교, 월계1교 등 통경축과 연결되는 가로변 개발사업 및 건축물 조성시
건축선 후퇴 등을 통해 통경축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등 배
후산으로의 열린 조망을 보호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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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탄천·양재천
❙ 탄천·양재천 자연성 보호 및 녹지네트워크 확산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제안한 말죽거리근린공원에서
바우뫼공원-양재천-양재시민의 숲으로 이어지는 생태경관 보호 및 보행녹지 네트
워크를 연결한다.
언주로 및 영동대로 녹도조성 등 관련계획(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연
계하여 양재천 연결부에 천변 소공원 조성 및 보행접근성 개선을 통해 보행녹지 네
트워크를 확산하고, 가로변 공개공지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 탄천·양재천변 수변경관을 고려한 연접지역 개발사업 경관관리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시 탄천 접근성을 개선하고 한강 합수부 자
연성을 고려한 녹지공간 조성하고, 탄천-한강 합수부의 열린 조망경관 확보를 고려
하여 계획한다.
가락시장 현대화, 문정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정비와 연계하여 탄천변 친수공간
조성 및 수변 접근성을 강화하고, 탄천과 양재천과 인접한 재건축 등 개발사업은 천
변 도로 또는 보행로에서 보이는 경관을 고려하여 개방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높이
와 배치계획을 유도한다.

❙ 수변 대규모 기반시설 경관개선 및 녹지공간 연계
탄천변 동부간선도로 하부구조물, 옹벽,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수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강남구 견
인차량보관소 등 수변 공공시설은 경계부 환경개선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수변 친
수공간으로의 연계성을 높인다.

❙ 통경축의 열린조망경관 형성과 배후산 조망 확보
탄천교, 광평교 등 탄천변 통경축과, 우면교, 영동2교 등 양재천변 통경축과 연결되
는 가로변 개발사업 및 건축물 조성시 건축선 후퇴 등을 통해 통경축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대모산, 우면산, 청계산 등 배후산으로의 열린 조망을 보호하도록 계획한
다.

112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경관구조 기본구상

제4장 서울의 경관계획

| 113

경관구조 기본구상

③ 안양천·도림천
❙ 안양천·도림천 자연성 보호 및 녹지네트워크 확산
목동 종합운동장 및 고척 스카이돔 등 수변 체육문화공간과 안양천 보행접근성을
개선하고 둔치 공원화 등을 통해 수변공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목동에서 안양천을 지나 한강 선유도(파리공원-목마근린공원-양평교-양화한강공
원-선유도)를 잇는 보행녹지축을 조성하고, 목동유수지 상부 주차장내 보행녹지공
간을 조성하여 안양천과 목동중심지 오목공원간 보행네트워크를 연결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및 배후주거지와 연계한 수변활력 확대를 위해 수변공원 조성
및 하천변 산책로와 제내지의 공원을 연계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제안한 개웅산공원은 지속적으로
자연성을 보호하고, 개웅산에서 목감천으로 연결되어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생태경관
연계와 보행접근성 개선을 통해 녹지네트워크를 연결한다.
도림로 및 독산역길(벚꽃십리길) 녹도조성 등 관련계획(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
본계획)과 연계하여 안양천 및 도림천 연결부에 천변 소공원 조성 및 보행접근성
개선을 통해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가로변 공개공지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도림천 수변녹도계획과 연계하여 생태공원 등 수변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보행접근성을 개선한다.

❙ 안양천 수변경관을 고려한 연접지역 개발사업 경관관리
구로차량기지 이전부지 개발시 신구로 유수지 생태공원과 연결하는 녹지축을 조성
하고, 수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안양천 주변 도로 및 둔치에서 조망되는 건축
물의 경관을 관리한다.

❙ 수변 대규모 기반시설 경관개선 및 녹지공간 연계
안양천과 도림천을 통과하는 지하철 1호선 고가철도구조물과 고가철도 상부에 입지
한 구일역 및 신도림역 승강장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수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통경축의 열린조망경관 형성과 배후산 조망 확보
목동교, 오목교 등 안양천변 통경축과 도림교, 구로교 등 도림천변 통경축에 연결되
는 가로변 개발사업 및 건축물 조성시 건축선 후퇴 등을 통해 통경축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대모산, 우면산, 청계산 등 배후산으로의 열린 조망을 보호하도록 계획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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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홍제천·불광천
❙ 지천변 역사문화․공원녹지 경관자원을 활용한 경관특성 강화
보도각백불, 홍지문, 대원군별장 등 세검정 일대 홍제천에 접한 다양한 역사문화 유
산과 연계한 보행루트 조성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관특성을 강화한다.
물길과 산길이 만나는 홍지문 일대의 자연성을 보호하고 공원조성 등을 통해 수변
상징경관을 형성하고, 서대문구청 북측 홍제천과 안산 인접부의 생태환경 및 자연경
관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경관거점을 조성한다.

❙ 수변 녹지공간 조성 및 녹지네트워크 확산
수색로와 불광천 교차지점과 홍제천을 따라 이어지는 성산로 녹도조성 등 관련계획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불광천 및 홍제천 연결부에 천변 소
공원 조성 및 보행접근성 개선을 통해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가로변 공개
공지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경의선 숲길 공원과 보행녹지축 연계를 위해 연남교 사거리에서 홍제천으로의 접근
성을 개선하고 천변을 공원화한다.

❙ 홍제천·불광천 수변경관을 고려한 연접지역 개발사업 경관관리
홍제천·불광천과 인접한 재건축 등 개발사업은 지천 보행연계를 고려하여 단지내
동선축을 계획하고, 천변 도로 또는 보행로에서 보이는 경관을 고려하여 개방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높이와 배치계획을 유도한다.

❙ 수변 대규모 기반시설 경관개선 및 녹지공간 연계
홍제천 내부순환도로 고가 하부 및 불광천 경의중안선 고가철도 하부의 경관을 개
선하고, 불광천 수변보행로에 노출되어 있는 농수산시장로 하부 구조물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수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통경축의 열린조망경관 형성과 배후산 조망 확보
은평로, 중산로 등 불광천변 통경축과 성산로 등 홍제천변 통경축에 연결되는 가로
변 개발사업 및 건축물 조성시 건축선 후퇴 등을 통해 통경축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북한산, 안산 등 배후산으로의 열린 조망을 보호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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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자원거점
문화재 및 문화적 보존가치 밀집지역의 역사성 유지관리


도심 등 역사문화자원 밀집지역 면적 경관 관리



주변의 자연경관과 연계한 역사문화재 경관특성 관리

중요경관자원의 상징성 유지를 위한 주변지역 경관관리


상징경관 형성을 위한 스카이라인 및 외부공간 경관관리



경관거점과 배후경관을 고려한 주변지역 경관관리

그림 4-5 서울의 경관자원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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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중 공간적 범위를 갖는 문화재로 2009 경관계획에서 정한 역사특
성거점을 준용한다.
표 4-1 2009경관계획의 역사특성거점 대상

구분

문화재

경복궁 및 북촌

분류

일대1)

경복궁, 창덕궁 (비원, 인정전 포함), 창경궁, 덕수궁, 운현궁, 경희궁

궁

종묘

사우

사직단 (사직단정문 포함)

제사터

탑골공원 (원각사지 10층 석탑, 대원각사비 포함),독립문 (구 서울구치소, 영은문주초
포함)

유적지

서울문묘 (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삼문, 등)

성균관

면

인왕산국사당

신앙자료

적

중앙고등학교 본관 / 동관 / 서관, 대한의원, 정동교회, 구러시아공사관, 안국동
윤보선가, 서울경교장, 우정총국

건축물

고종즉위 40년 칭경기념비

비

거
점

관상감 관천대

천문관측

함춘원지

원

서울동묘

사우

양화나루, 잠두봉유적

수상교통

선릉정릉

능

암사 선사주거지

주거지

광주 풍납리토성

성곽

구벨기에 공사관,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 아펜젤라관 ․ 언더우드관, 구서울대학교
건축물
본관, 구공업전습소 본관, 서울역사, 고려대학교본관 ․ 중앙도서관, 약현성당,
용산 신학교와 원효로 성당
석촌동 백제초기 적석총, 태릉‧강릉, 헌릉‧인릉, 의릉, 정릉, 영휘원 (숭인원
포함), 연산군묘

능

삼전도비, 인조별서유기비, 이윤탁 한글 영비,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유지

비

육상궁, 선잠단지, 선농당

제사터

적

아차산성, 아차산 일대 보루군, 몽촌토성, 북한산성, 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양천고 성지

성곽

거

금성당

신앙자료

점

장의사지당간지주

당간

방이동 백제고분군

고분

사당동 백제요지

도요지

성락원

가옥

전곶교

교량

북한산 구기리 마애석가여래좌상

석조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효창공원

유적지

서울 백악산(북악산) 일원, 삼각산,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명승

점

1) 고궁 등 면적문화재 및 개화기 건축물 등 점적문화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며 북촌, 인사동, 정동 등 역사시가지가 밀집되어 있는 경복궁 및 북촌
일대는 그 지역을 포괄하여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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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및 북촌일대는 서울의 대표 역사문화경관으로 관리
경복궁 및 북촌 일대는 고궁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등 면적문
화재 및 개화기 건축물을 포함한 점적문화재와 북촌, 인사동, 정동 등 역사가로가
밀집해 있다. 북악산 등 배후산, 상업 및 업무가로의 시가지 특성, 한옥주거 밀집지
역 특성 등 주변지역의 경관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사도심권역 관리와
연계하여 집중 관리한다.

❙ 내외사산 및 수변에 접한 역사문화재는 주변자연경관과 연계한 경관관리
북한산성, 아차산성, 태릉, 의릉, 정릉 등 내외사산에 접한 역사문화재는 자연녹지경
관자원의 조화와 연계을 고려하여 진입로 및 경계부의 경관을 관리한다.
양천교향지, 잠두봉유적, 암사동유적 등과 같이 수변에 면해 있는 역사문화재는 수
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진입로와 경계부의 경관을 관리하고, 문화재 내부에서
수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공간을 정비한다.

❙ 시가지에 접한 역사문화재의 경관보존 및 주변지역 개발 관리
풍납토성, 선릉 등과 같이 업무상업지역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접해 있는 역사문화재
는 문화재의 고유한 정취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변지역 및 경계부를 관리한다.

❙ 면적경관자원거점에서 조망되는 주변경관관리
궁궐, 능, 풍납토성 등 면적 경관자원의 경우 외부공간에서 조망되는 주변지역의 경
관관리를 위하여 주변지역의 개발 및 건축물 조성시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조
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관리한다.

② 중요경관자원
중요경관자원이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역사문화자원 뿐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
서 중요경관자원으로 인식되는 건축물(랜드마크), 오픈스페이스, 특성가로 등을 포
함한다.
문화재를 제외한 기타 중요경관자원은 서울시 경관기록화사업의 표준기록경관 114
개소와 시민·전문가 대상 경관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10인의 검토자문을
거쳐 12개소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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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건축물 경관거점을 활용한 상징경관 형성 및 주변지역 스카이라인 관리
63빌딩, 롯데타워, 무역센터 등 시가지내 고층건축물 경관거점은 랜드마크로서 건축
물의 상징성을 유지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주변지역을 관리한다.

❙ 주변 경관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면적경관자원의 외부공간 및 경계부 경관관리
DDP, 김포공항,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등 면적 경관자원은 경계부 경관 관리와
함께 주변지역을 정비하며, 김포공항은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김포, 인천 등 서남권
의 관문경관으로서 관리한다.
세운상가, 잠실종합운동장 등 개발계획 수립지역은 주변지역 도시조직, 공공공간, 보
행동선 및 녹지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 경관자원과 배후경관의 조화를 고려한 주변지역 경관관리
남산N타워, 세빛섬, 63빌딩,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같이 배후에 주요산이나 하천등의
자연경관이 입지하는 경우 배후경관과 통합경관을 고려하여 해당경관자원과 배후조
망대상 사이의 개발과 건축물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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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역사도심권역, 자연녹지축, 수변축 등 서울의 주요경관구조이면서 경관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 중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역사도심, 한강변, 주요산 중점경관
관리구역을 설정하였다.
기본적으로 2009 기본경관계획에서 정한 경관기본관리구역(350㎢)을 바탕으로하
며, 최근 수립된 관련계획이 있는 역사도심과 한강변의 경우 관련계획의 계획범위를
기준으로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였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총면적은 113.27㎢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8%에 해당한다.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한양도성 전체지역2)
을 기준으로, 성곽 내외부의 경관관리룰 위하여 한양도성 문화재 보호구역3) 경계로
부터 외측 100m경계를 모두 포함하여 경계를 조정하였다. 구역의 총면적은 19.58
㎢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3%에 해당한다.

그림 4-6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한양도성 지역

그림 4-7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

2) 사대문안 범역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하되, 의주로(통일로) 경계로 사대문안 서측(사이버경찰청 및 서대문경찰서 일대) 제외
3) 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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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관리범위 준용하여
설정하였다. 구역의 총면적은 55.2㎢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9%에 해당한다.

그림 4-8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대상지역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2009 기본경관계획의 자연녹지축 경관기본관리구
역을 기준으로, 도시관리에 의한 기존 높이 규제가 있는 지역 등 경관훼손 우려가
낮은 지역을 제외하여 경계를 조정하였다. 구역의 총 면적은 38.49㎢로 서울시 전
체 면적의 약 6%에 해당한다.

❙ 경계설정 기준
- 2009 경관기본계획의 자연녹지축 경관기본관리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폭 25m내외의 도
로로 구획
- 이와 연접하여 표고 40m이상에 일단의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일부 포함하여
경계 설정
- 도로 구획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 단지 경계와 용도지구 및 지적 고려하여 경계 설정

❙ 제외지역
-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 개발완료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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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중점경관관리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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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관리 목적 및 원칙
기본방향
역사도심은 내·외사산으로 둘러싸여 자연친화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역사문화자원이 밀집한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서울의 옛 기억과 가치
보존을 목표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역사도심의 경관특성은 크게 현대적 도심경관을 형성하는 사대문안 상업지역과 내
사산 주변 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도심 곳곳에 자리 잡은 역사문화자원에 의해 역
사적 흔적이 쌓인 다채로운 도심경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성장 과정속에서 내사산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역사문화자원과
주변지역의 부조화가 발생하였고 자동차 위주의 개발로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계획에서는 역사문화경관 및 저층주
거지 경관을 중점 관리하여 “자연성과 역사성의 회복, 도시활력의 중심”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연, 역사문화, 도심경관을 관리하는 8대 원칙을 도출하였다.

경관목표
역사문화경관 및 저층주거지 경관을 중점 관리하여

“자연성과 역사성의 회복, 도시활력의 중심”

관리 방향 및 원칙
내사산 자연성과

한양도성 상징성을 배려하고

활력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저층주거지의 경관특성 유지

다양한 역사문화재와 조화

친수경관 조망기회 확대

1. 남산, 북악산 등 내사산 조망 확보

4. 한양도성 주변지역 역사특성 관리

7. 도심 주요가로변 보행쾌적성 증대

2. 산주변 저층 주거지 경관특성 유지

5. 역사문화자원의 인지성 강화

8. 청계천 친수경관 조망기회 확대

3. 내사산 주변 자연녹지 회복 및
시가지내 보행녹지축 형성

6. 옛 도시조직을 보존, 활용한 역사적
장소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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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은 내사산의 자연성과 저층 주거지의 경관특성 유지, 한
양도성 상징성을 배려하고 다양한 역사문화재와 조화, 활력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하
고 친수경관 조망기회 확대를 3대 관리방향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8개의 관리원칙
을 설정하였다.

그림 4-10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기본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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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1

남산, 북악산 등 내사산 조망 확보

기본방향
역사도심은 서울의 경제, 행정, 문화의 중심으로서의 중심지 경관과 내사산(남산, 북
악산, 인왕산, 낙산)의 우수 자연경관이 함께 조망되는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한다.
경관계획에서는 내·외사산으로의 우수한 조망이 확보되는 지점의 조망관리를 위하
여 39개의 조망점과 26개의 조망축을 설정하였으며, 개발에 의해 조망점과 조망축
에서의 산 조망이 차폐되거나 산 조망과 부조화되는 도시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계획 시 산 조망에 대한 경관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심에 위치한 조망점 및 조망축을 포함하는 가로에서 내사산으로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산 조망을 방해하는 경관위해요소 관리를 통해 내사산 조망경관
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출처] 2015 서울시 경관기록화사업

그림 4-11 도심의 내사산(북악산) 조망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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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내사산 조망확보를 위한 경관관리는 경관계획의 조망점과 조망축을 포함하는 가로
로서 내사산 조망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표 4-1 내사산 조망가로 범위 및 관리대상

구분

세분
관리
범위

서울시 경관계획에서 설정한 조망점과 조망축 범위를 포함하는 가로
* 조망점 : 2번, 17번, 18번, 19번, 20번
* 조망축 : 세종대로, 소공로, 삼일대로, 돈화문로-충무로
① 산 전면 건축물 : 조망점에서 주요산으로의 시각축 상에서 산 전경과 함께 조망
되는 산 전면 건축물(산 전면에 입지하거나 변곡가로에 의해 산 전면에 조망되
는 건축물 포함)

주요산

② 조망축 가로변 건축물 :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주요산)으로의 시각축 상에서 조망

조망
가로

되는 가로변 건축물과 조망축이 설정된 가로변 건축물 포함
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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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조망점과 조망축 위치 및 조망대상

대상

세분
구분

위치
2번 : 삼일교

남산

17번 : 경복궁역 교차로
조망점
주요산
조망가로

북악산

18번 : 서울광장

남산타워

19번 : 한국은행 앞 교차로

남산

20번 : 서울역 앞

남산

세종대로 : 광화문 삼거리 ~ 시청 교차로
조망축

남산

삼일대로 : 종로2가 사거리 ~ 퇴게로2가 교차로

남산

조망점에서 바라본 조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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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악산

소공로 : 서울광장 ~ 남산3호터널 입구

돈화문로-충무로 : 창덕궁 교차로 ~ 충무로역 교차로

2 l 삼일교

17 l 경복궁역 교차로

18 l 서울광장

19 l 한국은행 앞 교차로

20 l 서울역 앞

조망대상

북악산, 남산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역사도심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산으로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조망점에서 산과 함께 조망
되는 건축물과 조망축이 설정된 가로변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그 외 지역
에서는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는 조망축 또는 조망점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장기
적으로 도심 내 가로에서 산 조망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산으로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계획 유도
산을 조망하는 시각축 상에서 조망되는 산 전면 건축물은 현재 확보되는 산 능선의
연속적 흐름과 주요산 전경을 유지하거나 추가 확보하도록 높이 및 형태계획을 유
도한다. 단, 1등급 조망점인 삼일교 조망점에서 조망되는 산 전면 건축물은 남산 7
부능선을 참고하여 열린경관을 위한 높이계획을 유도한다.

그림 4-12 산 전면 건축물의 높이계획 유도 예시도

조망축 가로변의 건축물은 가로변 건축선에서 되도록 후퇴하여 배치하고, 저층부보
다 고층부를 후퇴하는 형태계획을 유도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한다.

그림 4-1 산 조망 확보를 위한 배치 및 형태계획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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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조망을 차폐 또는 산과 부조화 되는 입면길이와 대형 광고물 설치 지양 유도
산 조망 시각축 상에서 조망되는 산 전면 건축물은 산 조망 차폐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주변 건축물에 비해 지나치게 장대한 입면길이를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입
면 분절 또는 분동계획을 유도한다.

그림 4-13 산 전면에 장대한 입면길이 지양 전면 건축물

산 전면 건축물과 조망축 가로변 건축물은 건축물 측면·상층부·옥탑부 등에 옥외
광고물 등의 설치를 지양한다.

그림 4-14 조망가로 내 대형 광고물 설치 지양

조망축 가로변 건축물의 외부공간은 산으로부터의 연속적인 녹지축 연계를 위해 전
면공간, 옥상, 기단부 등에 풍부한 식재를 활용한 녹화를 권장한다.

[출처](좌)http://www.landezine.com/index.php/2013/03/trump-towers-by-ds-landscape/trump_towers_garden_istanbul_11/, (우)http://cfile4.uf.tistory.com/image/110A7019 4C825B254EAC6F

그림 4-15 옥상 및 외부공간 녹화유도

132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역사도심

관리원칙 2

산주변 저층 주거지경관 특성 유지

기본방향
사대문안 북측과 남측 일대의 내사산 주변 주거지역은 내사산 자락을 따라 자리 잡
은 저층 주거지역으로서 자연친화적 주거지 경관을 형성한다.
내사산 주변 주거지역의 대부분은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사업 등에 의해 최고높이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최고높이기준이 부재한 일부 지
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개발에 의해 내사산 조망이 차폐되
고 산 고유의 지형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내사산 주변 지역의 원지형을 최대한 보호하고 내사산 녹지축을 연계하는
녹화계획을 통하여 내사산의 자연성과 저층 주거지 경관특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
고자 한다.

그림 4-16 내사산 주변(필동일대) 주거지역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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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산주변 저층 주거지 경관의 특성 유지는 사대문안 북측과 남측의 내사산 주변 주거
지역으로서, 내사산의 자연성과 저층주거지 경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
역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표 4-3 내사산 주변 주거지역 범위 및 관리대상

구분

세분
사대문안 북측 주거지 : 사직로-율곡로 북측 주거지역
관리

사대문안 남측 주거지 : 퇴계로 남측 주거지역

범위

* 용도지역 상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는 지역를
대상으로 함

내사산
주변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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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① 사대문안 북측 주거지역 내 건축물

대상

② 사대문안 남측 주거지역 내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역사도심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내사산 주변 주거지역으로서 사대문안 남측과 북측 주거지역 건축
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사업 등의 계획 시 내사산의
자연성 유지 및 회복을 고려하고 저층 주거지역을 감안한 연접지역 경관관리를 유
도한다.

❙ 과도한 절·성토를 지양하여 구릉지 원지형을 최대한 보호하는 배치계획 유도
고유의 지형·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계단형, 테라스형 등 원지형의 흐름에 최
대한 순응하는 배치계획을 유도하고 주변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단, 조성이 완료된 기존부지에서는 원지형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토
지형질변경 심의 시 원지형을 최대한 보호하였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4-17 원치형에 순응하는 배치계획 예시도

옹벽 및 담장 등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형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옹벽 및 담장은 경사면 처리 또는 커뮤니티 시설(근린생활시
설 등) 도입을 권장한다. 불가피할 경우,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높이계획과 지형에
순응한 경사면 처리 또는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지형에 순응한 경사면처리

지형차를 활용한 시설도입

[출처] (좌)http://www.u-story.kr/378, (우)http://www.haeahn.com/ en/about/newsDetail.do?noticeSeq=307

그림 4-18 지형차이 활용한 공간계획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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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사산과의 녹지축 연계를 위해 외부공간에 풍부한 녹화계획 유도
건축물의 외부공간(옥상, 벽면, 단지 경계부, 건축물 후퇴부 등)은 수목식재를 활용
한 녹화계획을 유도하여 내사산 주변에 풍부한 녹지공간이 조성되도록 한다.

녹화계획 대상

건축물 후퇴부 녹화

단지경계부 수목 식재

[출처] (우)Sacramento Central City Urban Design Guidelines&Plan

그림 4-19 다양한 외부공간에 수목식재를 활용한 녹화계획 유도

건축물의 전면공간 또는 단지 경계부 외부공간은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자연친화
형 외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고, 주요 보행중심 가로에 면하는 외부공간은 보행광
장, 휴게시설, 상가 등 보행활성화 시설 도입을 유도한다.
내사산에 면하여 조성되는 외부공간은 산의 자연녹지공간과 연계를 유도하여 녹지
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한다.

녹화계획 대상

건축물 후퇴부 녹화

단지경계부 수목 식재

[출처] (좌)http://www.archello.com/en/project/link-city-nature, (중)http://xnet.ynet.co.il/architecture/articles/0,14710,L-3091850,00.html,
(우)http://landarchs.com/ how-kic-park-went-from-forgotten-space-into-a-space-people-care-about/

그림 4-20 자연형 녹지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외부공간계획 유도

❙

연접한 저층 주거지역으로의 위압감을 최소화하는 공간계획 유도

필지 합병 또는 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도시적 맥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존 도시
조직을 파악하여 배치계획에 반영하고 주변 가로체계와 연결되는 동선 및 보행로
계획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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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주변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동선계획 예시도

내사산 주변 주거지역 내에서 단지 조성 시, 저층주거지역으로 차폐감과 위압감 발
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 경계부에 중·저층을 계획을 유도하여 저층주거지역으
로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계획을 유도한다.

그림 4-1 주변지역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예시도

주변 건축물에 비해 장대한 입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지역 건축물의 규모를 고
려한 매스분절을 유도하되, 불가피할 경우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입면을 분절·분
동 한다.

그림 4-21 주변 건축물의 규모와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입면계획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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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및 입면계획 시 건축물의 우수한 입면 디자인 계획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되,
가로변 건축물의 가로벽, 저층부 높이, 지붕형태 등 공통된 가로경관 요소를 연계하
도록 한다.

그림 4-22 공통된 가로경관요소 연계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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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3

내사산 주변 자연녹지 회복 및 시가지내 보행녹지축 형성

기본방향
역사도심 내 자연녹지축은 한양도성 둘레의 인왕산~남산~북악산~낙산으로 이어지
는 내사산축과 도심부 중앙에서 북한산~북악산~종묘~남산~국립현충원~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을 포함한다.
내사산축은 한양도성 둘레를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한양도성 원형/복원구간은 한양
도성과 함께 양호한 자연녹지경관이 보존·유지되고 있으나 한양도성이 훼손/멸실/
매장된 구간과 남북녹지축은 시가화 과정 속에서 주요 자연녹지축이 단절되어 적극
적인 녹지축 회복과 지속적 형성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역사도심 내 자연녹지축의 양호한 자연녹지축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훼손
된 자연녹지축의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해 녹지경관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출처] http://news.zum.com/articles/2712482

그림 4-23 역사도심 내 자연녹지축(내사산축_남산 회현자락)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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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내사산 주변 자연녹지 회복 및 시가지내 보행녹지축 형성은 한양도성 완충구역 범
위를 고려한 내사산축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남북녹지축 주변지역을 관리의 대상으
로 한다.

표 4-4 역사 도심 내 자연녹지축 범위 및 관리대상

구분

세분
관리
범위

자연녹지축 범위: 역사도심 범위에 포함되는 내사산축과 남북녹지축 범위

역사도심 내

① 내사산축 범위 : 한양도성 완충구역 범위 내 건축물

자연녹지축

② 남북녹지축 범위 : 세운상가군* 가로변 경계에서 100m 이내 건축물

관리
대상

* 세운상가군 : 세운상가가동,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풍전호텔,
신성상가, 진양상가를 포함하는 7개 상가
* 세운상가군 경계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범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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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역사도심 내 자연녹지축 범위로서 내사산축과 남북녹지축 범위 내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사업 등의 계획 시 녹지
축을 포함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녹지축 유지 및 회복을 유도한다.

❙ 자연녹지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외부공간에 녹화계획 유도
내사산축 및 남북녹지축 범위 내 건축물은 건축물의 기단부, 옥상부, 대지 내 외부
공간 등에 녹화계획을 유도하고 외부공간에 공조시설 설치를 최소화하되, 불가피할
경우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차폐하도록 한다.

[출처] (좌)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VnO2&articleno=829, (우)http://cfile230.uf.daum.net/image/273A1240552B36490D9089

그림 4-24 대지 내 외부공간 녹화 및 경관위해요소 차폐

내사산축 및 남북녹지축의 범위를 포함하여 재개발 등 단지를 조성할 경우, 외부공
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풍부한 식재를 계획하여 자연생태형 외부공간을 조성하
도록 한다.

[출처] (우)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M4BL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서

그림 4-25 자연녹지축 범위 내 자연생태형 외부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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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군 가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은 경관녹지축 형성을 위해 가로변 건축선에서
충분히 이격 배치하고, 확보된 건축물 전면공간(후퇴부, 공개공지)에 녹화계획을 유
도한다.
세운상가군 가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의 저층부는 세운상가군 데크와 연속적인 공간
을 형성하기 위하여 연속된 테라스, 발코니 등을 조성하도록 한다.

그림 4-26 세운상가군 가로변 연속적 공간 형성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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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4

한양도성의 주변지역 역사특성 관리

기본방향
한양도성은 역사도심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상징적 경계로서의 의미와 역사적 가치
를 갖는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이며, 한양도성의 경관특성은 원형이 남아있거나 복원
된 원형/복원 구간과 시가화에 의해 훼손/멸실/매장된 구간으로 구분된다.
한양도성 주변 지역은 한양도성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한양도성 원형/복
원 구간과 훼손/매장/멸실 구간의 경관특성에 따라 도성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지속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한양도성 원형/복원 구간과 한양도성 훼손/매장/멸실 구간과의 관계를 고려
하여 한양도성의 인지성 향상 및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유도하고자 한다.

[출처] http://blog.daum.net/mt.baegdu/27

그림 4-27 한양도성 산책로(낙산 성곽길)에서 바라본 조망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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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한양도성 주변지역은 한양도성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으로서 역사도심 기
본계획에서 지정한 한양도성 완충구역을 기준으로 한양도성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
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표 4-5 한양도성 주변지역 범위 및 관리대상

구분

세분
관리

한양도성 완충구간*

범위

* 한양도성 완충구간은 한양도성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내·외측 100m 범위

한양도성
주변지역

① 한양도성 원형/복원구간 : 한양도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물
관리
대상

*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는
100m이내, 시지정문화재는 50m이내 범위

② 한양도성 훼손/매장/멸실구간 : 한양도성 완충구간 범위 내 건축물
(한양도성 흔적표시 구간에 면하는 건축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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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한양도성 주변지역으로서 한양도성 완충구간 범위 내 건축물에 우
선적으로 적용하며,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한양도성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른 관
리방향을 감안하여 한양도성의 역사적 가치 존중을 고려하여 주변지역 경관관리를
유도한다.

❙ 한양도성 원형/복원구간은 도성과의 관계를 고려한 규모 및 입면 계획 유도
성곽산책로 또는 성곽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가능한 기존 필지규모를 유지하고, 한
양도성 건축재료의 색채와 소재, 패턴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입면계획 및 외부공간
(담장, 옹벽 등) 계획을 유도한다.

그림 4-28 한양도성과 조화를 고려하는 입면계획 예시도

한양도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물은 한양도성으로의 위압감 및 차폐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양도성보다 되도록 낮게 계획하고, 단지 조성 시에는 지형을 고
려하되 한양도성에서 가급적 이격하여 배치하고 한양도성을 향해 점차 낮아지는 높
이계획을 권장한다.

그림 4-29 한양도성과 조화로운 건축물 높이계획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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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산책로 또는 성곽도로에서 조망되는 완충구간범위 내 건축물은 주요 조망
점에서의 부감경관을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의 색채 및 형태와 조화로운 입면과 지
붕계획을 유도한다.
한양도성 원형/복원구간에서는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건축설비 등 경관저해요소 설치
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자연친화적 재료를 활용하여 차폐한다.

그림 4-30 한양도성에서의 부감경관을 고려한 지붕계획

❙ 한양도성 훼손/매장/멸실구간은 한양도성 흔적표시 등 관련계획과 연계한 외부공간 계
획 유도
한양도성 흔적표시 계획 등이 기수립 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구간에 면하는 건축물
의 외부공간은 한양도성 흔적표시구간과 연계하여 휴게공간 등을 조성 한다.

그림 4-31 한양도성 흔적표시 구간에 면하는 외부공간계획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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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5

역사문화자원의 인지성 강화

기본방향
주요 역사문화자원은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를 포함하며 역사도심 내 시가지에 산
재 분포하고 있어 시민들이 서울의 역사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경
관자원이다.
현재 일부 역사문화자원 주변지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변 건축
물의 높이를 규제하고 있으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높
이 외의 경관관리 방향이 부재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역사문화자원을 존중
하고 배려하는 주변지역 경관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역사문화자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인지성 향상을 위
해 주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유도하고자 한다.

[출처] 2015 서울시 경관기록화사업

그림 4-32 주요 역사문화자원(한국은행 본관)과 주변지역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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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역사문화자원의 인지성 강화는 주요 역사문화자원 주변지역을 관리 대상으로 하며,
대규모 문화재인 5대 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과 종묘는 문화재
내부에서 조망되는 외부 건축물을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표 4-6 주요 역사문화자원 주변지역 범위 및 관리대상

구분

주요

세분
관리

주요 역사문화자원 주변지역:

범위

지정문화재 / 등록문화재 / 근현대 건축자산 주변지역

역사문화자원
주변지역

관리
대상

148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① 국가·시지정문화재 주변지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물
② 등록문화재 주변지역 : 역사문화자원 연접 필지 내 건축물
③ 대규모 면적 문화재(5대궁과 종묘)의 내부에서 조망되는 외부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역사도심

표 4-7 대규모 면적 문화재 내부 조망점 위치

대상

세분
구분

대규모
면적

5대 궁

문화재

위치
경복궁

근정전 앞(남측)

창덕궁

숙장문 앞(서측)

창경궁

명정문 앞(동측)

경희궁

숭정문 앞(남측)

덕수궁

중화전 앞(남측)

종묘

정전 앞(남측)

대규모 면적 문화재의 내부 조망점 위치에서 조망되는 시가지 경관
경복궁 l 근정전 앞(남측)

창덕궁 l 숙장문 앞(서측)

창경궁 l 명정문 앞(동측)

경희궁 l 숭정문 앞(남측)

덕수궁 l 중화전 앞(남측)

종묘 l 정전 앞(남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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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주요 역사문화자원 주변지역 범위 내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
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사업 등의 계획 시 역사문화자원과 주변지역과의 관
계를 고려하여 역사문화자원의 인지성 향상과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
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주요 역사문화자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축물 계획 유도
주요 역사문화자원 주변지역 건축물은 역사문화자원과 부조화되거나 위압감이 발생
하지 않는 규모 및 형태계획과 역사문화자원의 색채와 재료 등 경관적 특성을 반영
하는 우수한 입면계획을 유도한다.

그림 4-33 역사문화자원을 고려한 규모 및 입면계획

역사문화자원의 경계부 담장에 면하는 건축물은 역사문화자원 담장의 색채, 재료의
패턴과 조화되도록 입면 및 외부공간(담장, 옹벽 등)을 계획한다.

그림 4-34 역사문화자원의 경계부 담장에 면하는 건축물의 입면 및 외부공간계획 예시도

지정·등록문화재와 가로변에 나란히 면하는 건축물은 가로변에서 역사문화자원의
조망이 차페되지 않도록 역사문화자원과 벽면선을 맞추거나 후퇴하여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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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가로변 조망을 고려한 건축선 계획 예시도

또한 건축물의 기단부 형성이 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역사문화자원의 높이를 고려하
는 기단부 및 저층부를 계획한다.

그림 4-1 역사문화자원의 높이를 고려한 저층부 계획 예시도

이면 필지에 지정·등록문화재가 있는 가로변 건축물은 가로에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망 및 인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거나 필로티 등의 열린 시야 확보
가 가능도록 형태를 계획한다.

그림 4-36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인지성 향상을 고려하는 배치 및 형태계획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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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면적 문화재(5대궁과 종묘) 내부에서 외부 조망 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시가
지경관을 고려하는 규모 및 형태계획 유도
문화재 내부에서 조망되는 외부 건축물은 거대한 매스계획에 의해 문화재로의 위압
감과 차폐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건축물과의 균형감 및 비례감을 고려하여 규
모 및 형태를 계획한다.
대규모 면적 문화재 내부 조망점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역사경관 조망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림 4-37 주변 건축물과 전체적으로 균형과 비례감을 고려한 규모 및 형태계획

문화재 내부에서 조망되는 외부 건축물은 역사문화재와 주변 건축물에 비해 과도한
색채 및 재료 사용,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건축설비, 대형광고물 등 경관저해요소 설
치를 지양한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양호한 입면계획을 통해 경관저해요소를 차폐하
도록 한다.

그림 4-38 역사문화자원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의 정돈된 입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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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6

옛 도시조직을 보존·활용한 역사적 장소성 제고

기본방향
옛 도시조직은 오랜 역사의 지층인 옛 길, 옛 물길, 옛 도시평면을 포함하며 역사도
심의 현대적 공간 내에서 역사적 장소 및 공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경관자산으로 인
식되고 있다.
산업도시로의 전환 과정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업무지역의 확장에 따른 도시구조
의 변화를 겪으면서 개발에 의해 옛 도시조직이 훼손되어 그 흔적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더 이상 옛 도시조직이 훼손되지 않도록 옛 길, 옛 물길, 옛 도시평면의 보존 및 활
용을 고려하는 주변지역에 대한 경관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옛 도시평면의 도시 골격을 보호하고 옛 길과 옛 물길의 형상 및 연속성을
유지하여 역사적 장소성을 실현하기 위해 옛 도시조직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유도하고자 한다.

[출처] http://www.popco.net/zboard/view.php?id=com_freeboard&no=891474

그림 4-39 옛 도시조직과 주변지역(북촌로 11길)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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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옛 길, 옛 물길, 옛 도시평면을 포함하는 주변지역으로서 옛 도시조직을 존중하고
역사적 장소성을 실현하는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표 4-8 옛 도시조직 주변지역 범위 및 관리대상

구분

세분
관리
범위

옛 길, 옛 물길, 옛 도시평면 주변지역

옛 도시조직
주변지역

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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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옛 길에 면하는 필지
② 옛 물길에 면하는 필지
③ 옛 도시평면 범위 내 필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역사도심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옛 도시조직(옛 길, 옛 물길, 옛 도시평면) 주변지역 범위 내 건축
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향후 옛 도시조직을 포함하거나 연계되는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사업 등의 계획 시 옛 도시조직의 보호를 통해 역사적 장소성 실현을 유도
한다.

❙ 옛 도시평면의 공간구조, 가로 선형, 블록 및 필지 규모 등 옛 도시구조를 보호
옛 도시평면 범위 내 건축물은 가로체계 및 필지 고유의 방향성, 형상, 규모가 최대
한 유지되도록 건축물 규모 및 배치계획을 유도하되, 불가피할 경우 기존 필지선을
기준으로 건축물 규모를 계획하거나 입면을 분절한다.

그림 4-40 옛 도시평면의 공간구조를 반영한 건축물 규모 및 배치계획 예시도

❙ 원형 옛 길의 선형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동선 및 배치계획 유도
옛 길에 면하는 건축물은 옛 길의 선형, 폭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기존 필지규
모를 유지하되 불가피하게 필지합병을 하는 경우는 옛 길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동
선을 계획한다. 또한 길의 형상(가로경계선)이 연속되도록 연접 건축물의 담장, 벽
면선, 외부공간 식재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그림 4-1 옛 길 고유의 형상 보존을 고려한 동선 및 배치계획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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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물길의 선형 유지 및 흔적표시를 반영하는 동선 및 배치계획 유도
옛 물길에 면하는 건축물은 옛 물길의 도시조직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
능한 기존 필지형태를 유지하되 불가피하게 필지합병을 할 경우 옛 물길의 연속성
을 고려하여 동선 및 배치를 계획한다.

그림 4-1 옛 물길을 고려한 동선 및 배치계획 예시도

복원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거나 수립예정인 옛 물길에 면하는 외부공간은 옛 물길
을 고려한 수공간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저층부
계획 및 활성화 용도의 도입을 권장한다.

그림 4-41 옛 물길을 복원한 도시형 하천 조성과 전면공간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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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7

도심 주요가로변 보행쾌적성 증대

기본방향
역사도심 내 주요가로변 보행공간은 대부분 상업지역에 면하는 가로로서 중심지 미
관지구에 해당하며 보행자의 이용과 중심가로변 경관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가로시설물 등에 의해 물리적 보행공간이 열악하고 쾌적한 보
행환경 조성이 미흡한 경우가 발생한다.
보행공간은 보도와 건축물 전면공간의 긴밀한 연계를 필요로 하는 공공성이 요구되
는 공간이므로, 건축물 전면공간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소적 가치
를 지니고 있어 지속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도와 건축물 전면공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중심가로변 보행공간의 연속
성 확보 및 쾌적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유도하고자 한다.

[출처] 서울특별시 시가지경관계획, 서울특별시(2009)

그림 4-42 주요가로변 보행공간의 쾌적성 증대 및 가로미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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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역사도심 내 중심지 미관지구에 해당하는 주요가로변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주요보
행공간이므로, 주요가로변 보행공간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중심지 미관지구에 해당
하는 가로변의 건축물 전면공간에 대해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표 4-9 중심가로변 보행공간 범위 및 관리대상

구분

세분
관리
범위

중심가로변
보행공간

중심지 미관지구에 해당하는 가로 범위

중심지 미관지구에 면하는 건축물 및
관리

건축물의 전면공간*

대상

* 건축물 전면공간 : 건축물 후퇴부, 공개공지,
옥외주차장, 건물 저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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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역사도심 내 주요가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에 우선 적용하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사업 등의 계획 시 보도와 건축물 전면공간에 긴밀한 연계를
통해 보행공간의 쾌적성 증대와 가로미관 향상을 유도한다.

❙ 보행공간의 쾌적성 증대를 위해 보도와 건축물 전면공간의 연계 유도
중심지 미관지구에 해당하는 주요가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의 전면공간은 연접 전면
공간의 식재 및 바닥포장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전면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보행공간의 연속성 형성을 위해 건축물 1층 바닥-건축물 전면공간-보도 간의 단차
를 최소화한다.

그림 4-1 주요가로변 건축물의 전면공간과 보도와의 연계를 고려한 보행공간계획 예시도

주요가로변에 면하는 공개공지는 보행자가 머무를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보행공간과 공개공지 경계부에 시각적 또는 접근성 단절을 초래하는 경사형 화단,
시설물(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한다.

[출처] (좌)https://kwtexasblog.com/2013/10/08/ psychology-of-social-spaces/nyc_paley_park_nyc_xlarge/

그림 4-43 주요가로변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활용한 휴게공간 조성계획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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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가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은 정돈된 가로벽 형성을 위해 연접건축물과 건축선, 저
층부 높이를 고려하여 연속된 가로경관형성을 방해하는 과도한 건축선 후퇴를 지양
한다.
중심가로변에 면하는 외부공간은 원활한 보행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공간설치를
지양하고, 보행공간의 흐름을 방해하는 조경시설, 휴게시설 등은 최소화 한다.

[출처] (좌)Sacramento Central City Urban Design Guidelines&Plan

그림 4-44 주요가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의 건축선 및 외부공간계획 예시도

주요가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의 저층부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휴먼스케일의 규모 및
입면분절을 유도하되, 보행활성화를 위해 쇼윈도, 창문 등 외부에서 내부로 투시가
가능하도록 입면을 조성한다.

[출처] (좌)http://news.theregistrysf.com/lumina-lands-gourmet-market-folsom-street-retail/

그림 4-45 중심가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의 저층부 계획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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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8

청계천 친수경관 조망기회 확대

기본방향
도심을 관통하는 청계천은 2003년 청계천 복원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태하천으로의
가치를 회복하여 도심 친수공간을 형성한다.
현재 청계천에 면하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레벨차이에 의해 접근성이 미흡하
며 연접가로에서 수변으로의 조망기회가 부족하다.
청계천 연접지역은 시가지 경관과 함께 수변경관이 조망되는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
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이 부분적으로 수립되어 청계천을 중심으로 연접지역에
대한 통합적 경관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청계천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전면공간과 수공간의 긴밀한 연계와 수변으로
의 전망공간 설치를 유도하여 청계천 수변경관으로의 조망기회를 확대하는 지속적
인 경관관리를 유도하고자 한다.

[출처] http://www.eventinc.de/system/provider_pictures/pictures/000/007/169/medium/Eventlocation-Kaisers-Hamburg-HafenCity-05.jpg

그림 4-46 친수공간 연접지역에서의 수변 조망경관 (함부르크 코펜하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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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역사도심 내 청계광장~청계7가 사거리에 해당하는 청계천 구간에 면하는 가로변 보
행공간의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표 4-10 청게천 연접지역 범위 및 관리대상

구분

청계천
연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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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

관리범위

역사도심 내 청계천 범위 : 청계광장 ~ 청계7가 사거리

관리대상

청계천 연접지역 : 청계천로에 면하는 필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역사도심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청계천 연접지역으로서 청계천로에 면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사업 등의 계획 시 건축물의 전면공간과 보도
와의 연계를 유도하고 청계천으로의 조망기회 확대 방안마련을 유도한다.

❙ 보행공간은 건축물 전면공간-보도-청계천 수변공간을 연계하는 긴밀한 공간형성 유도
청계천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전면공간은 휴게공간, 이벤트광장 등 보도와 청계천 수
변공간으로 연계되는 외부공간계획을 유도하고,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한다.

[출처] (좌)http://www.archello.com/en/project/stranden-waterfront-promenade, (우)http://mystylery.com/blog/2015/08/20/crossover-kueche-im-coast

그림 4-47 건축물 전면공간과 수변공간 연계 및 저층부에 활성화 용도도입

❙ 수변으로의 조망기회 확대를 위해 수변을 향하여 설치되는 기단 상부 또는 건축물 옥
상에 전망공간 설치를 권장
청계천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기단부, 옥상 등은 청계천으로의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전망공간 설치를 권장하고, 외부공간에는 정원, 휴게공간 등 개방형 전망공간을 조
성하고 활성화 용도를 도입한다.

[출처] (좌)http://mystylery.com/blog/2015/08/20/crossover-kueche-im-coast/

그림 4-48 청계천 조망을 고려하는 전망공간 설치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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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관리 목적 및 원칙
기본방향
한강변은 서울의 대표적 수변경관자원인 한강을 중심으로 대안부에서 조망되는 건
물군에 의한 도시적 실루엣과 함께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사산 조망이 어우
러지는 매력적인 수변경관 형성을 목표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크게 수변 중심지역, 수변 주거지역, 수변 구릉지역 및
수변 역사문화재 주변지역으로 구분된다. 한강변은 다양한 연접지역 경관특성을 포
함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에 의한 획일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경관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계획에서는 대안부에서 파노라마로 조
망되는 수변 원경관리를 위해 “수변 도시경관과 자연경관이 공존하는 다채로운 수
변경관 형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수변연접지역 특성, 도시경관 배후 주요산 조망,
수변 접근로 및 조망경관을 고려하는 8대 관리원칙을 도출하였다.

경관목표
대안부에서 수변 원경을 관리하여

“도시성과 자연성이 공존하는, 다채로운 수변경관”

관리 방향 및 원칙
지역별 특성을 유지한

배후산 조망을 배려한

수변 접근성 제고 및

수변경관의 다양성 제고

수변경관의 자연성 보호

한강조망 기회 확대

1.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경관 유도
2. 수변 중심지역의 상징적 이미지 강화

5. 대안부에서 조망되는 주요산 조망경관
확보

7. 한강변 접근가로변의 열린시야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3. 수변 주거지역의 변화감 있는 경관 확보

6. 수변 구릉지의 지형적 경관특성 보호

8. 전망공간 조성으로 수변 조망기회 확대

4. 수변 역사문화재와 조화되는 경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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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한강변

기본구상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지역별 특성을 유지한 수변경관의 다양성 제고, 배후산
조망을 배려한 수변경관의 자연성 보호, 수변 접근성 제고 및 한강조망 기회 확대를
3대 관리방향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8개의 관리원칙을 설정하였다. 관리원칙별 관
리대상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관리단위인 지구범위를 토대로 정합성을 유지하
였다.

그림 4-49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기본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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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표 4-11 지구별 관리원칙 해당지구

원칙 ①

지 구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경관 유도

원칙 ②

원칙 ③

원칙 ④

원칙 ⑤

수변

수변

수변

대안부에서

중심지역의

주거지역의

역사문화재와

조망되는

상징적 이미지

변화감있는

조화되는

주요산

강화

경관 확보

경관관리

조망경관 확보

원칙 ⑥

원칙 ⑦

수변 구릉지의

접근가로변

한강변
지형적
경관특성 보호

및 보행환경

조망기회 확대

개선

○

○

망원

○

○

○ (북한산)

○

합정

○

○

○ (북한산)

○

서강

○

○

○ (북한산)

○

마포

○

○

○ (북한산)

○

용산

○

○

○ (남산)

○

이촌

○

○

○ (남산)

○

한남

○

○

○ (남산)

○

○

옥수

○

○

○ (남산)

○

○

성수

○

○

○

구의

○

○

○

광진

○

○

암사

○

○

○

천호

○

○

○

풍납

○

○

잠실

○

영동

○

○ (아차·용마산)

○

○

○

○

○

○

○

○

청담

○

○

○

압구정

○

○

○

○

반포

○

○

○ (관악산)

○

○

○

흑석

○

○

○ (관악산)

○

○

노량진

○

○

○

여의도

○

○

○

당산

○

○

○

가양

○

○

마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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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공간

열린시야 확보 조성으로 수변

난지

○

원칙 ⑧

○

○

○
○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한강변

관리원칙 1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경관 유도

기본방향
한강 대안부에서 조망되는 도시의 파노라마 경관은 여러 켜의 건축물이 중첩하고
자연경관이 공존하면서 다채로운 수변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건축물 또는 개발사업 시에 전체적인 수변의 파노라마 경관에 대한 고
려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경관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안부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에 의해 형성되는 수변 도심경관의 질서 있고
정돈된 경관형성을 위해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는 한강변 건축물 경관관리를 유
도하고자 한다.

[출처] http://joshmcculloch.photoshelter.com/image/I0000sVY._BbU8yo

그림 4-50 수변 대안부에서 바라본 도시의 파노라마 경관 (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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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한강변

관리대상
수변 대안부에서 조망되는 건축물 경관관리는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포함되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수변에서 조망되는 질서 있고 정돈된 파노라마 경관을 형
성하기 위해 수변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표 4-12 수변에서 조망되는 건축물 범위 및 관리대상

구분

세분
관리
범위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전 지역
① 수변 첫 번째 건축물 : 대안부에서 조망되는 수변 첫 번째 건축물 및
한강변 도로에 면한 첫 번째 건축물

대안부에서
조망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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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면부 건축물 : 첫 번째 건축물 이면부에 입지하는 건축물
관리
대상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한강변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포함되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변 첫
번째 건축물과 이면부 건축물들이 중첩되면서 형성되는 다채로운 수변경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서 있고 정돈된 파노라마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한강변 중점경관관리
구역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질서있는 수변경관 형성을 위해 주변과 조화로운 입면계획 유도
수변 첫 번째 건축물은 대안부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전면 및 측면에 대해 우수한
입면계획을 유도하되, 지나친 색채 사용 또는 폐쇄적 입면계획을 지양하여 주변 건
축물과의 부조화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그림 4-51 수변 첫 번째 건축물은 전체적으로 질서있는 디자인

수변 첫 번째 건축물은 간선도로(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상에서 수변경관과 함께 건
축물의 근경이 조망되므로 주변 건축물의 입면폭, 저층부 높이, 벽면선에 의해 형성
되는 가로벽 등을 고려하여 입면을 계획한다.

그림 4-52 간선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주변과 조화되는 입면계획

이면부 건축물은 대안부에서 조망시 상층부 또는 옥탑부가 조망되므로 수변에서 조
망되는 도시의 실루엣에 영향을 주는 상층부 및 옥탑부에 대해 우수한 입면계획을
유도하되 건축물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입면계획을 유도한다.

그림 4-53 이면부 건축물은 상층부 및 옥탑부에 대한 입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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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한강변

관리원칙 2

주변 중심지역의 상징적 이미지 강화

기본방향
수변 중심지역은 여의도, 용산 등 서울의 국제업무 또는 국제업무 지원기능을 담당
하는 지역으로서 수변 경관을 통해 지역의 인지성 제고 뿐만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
수변경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일부 중심지역을 제외하고 국제적 중심지역으로서의 상징적 랜드마크 경관
형성이 부족하여 수변 중심지역으로서 상징성 확보를 목적으로 랜드마크 경관을 형
성하기 위해 입체적인 스카이라인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랜드마크와 주변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심지역의 상징적 경관
형성과 더불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하고자 한다.

[출처] http://www.topicimages.com/search/all/?search_keyword=939107

그림 4-54 한강변에서 바라본 중심지역(여의도 지구) 랜드마크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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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한강변

관리대상
수변 중심지역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중심지역4) 중 한강변 관리 기
본계획에서 수변 도심경관 유도지역으로 설정한 여의도지구, 용산지구, 잠실지구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표 4-13 수변 중심지역 범위와 관리대상

구분

세분

수변

관리범위

중심지역

및 관리대상

여의도지구, 용산지구, 잠실지구 내 건축물

4) 중심지체계상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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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한강변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스카이라인 관리가 필요한 수변 중심지역 내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그 외 중심지역(광역중심, 지역중심)에 대해서는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장
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수변 스카이라인 형성계획을 수립하여 수변에서 바라본 상징
적 랜드마크 경관 형성을 유도한다.

❙ 랜드마크와 주변 건축물을 고려한 규모 및 형태계획 유도
여의도, 용산, 잠실지구 내 건축물은 주변 건축물과의 비례감을 고려하여 주변 건축
물에 비해 과도한 높이 및 입면 폭원 등을 지양한 규모 및 형태계획을 유도한다.

그림 4-55 랜드마크와 주변 건축물을 고려한 규모 및 형태계획 예시도

❙ 수변 중심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상징적이고 입체적인 스카이라인 계획 유도
중심지역의 상징적 도심경관 형성을 위해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상징적 스카이라인
이 형성되도록 한다.
여의도지구

여의도지구 내 건축물은 여의도 양단의 랜드마크인 SIFC와 63빌딩은 높고 중심부
는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을 유도하고, 아파트지구는 수변으로 점차 낮아지
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국제금융·업무중심지라는 이미지에 부합하
는 우수한 형태 및 입면계획을 유도한다.

[출처]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서울특별시(2015)

그림 4-56 한강변에서 바라본 여의도지구의 스카이라인 계획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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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지구

잠실지구 내 건축물은 랜드마크인 제2롯데월드타워를 중심으로 잠실역 일대의 상징
적 높이계획을 유도하고 수변으로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과 우수한 형태
및 입면계획을 유도한다.

그림 4-1 제2롯데월드 타워를 중심으로 수변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 예시도

용산지구

용산지구 내 국제업무지구는 한강의 대표적 경관거점으로서의 랜드마크 경관 형성
을 위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유도하고 수변으로 점차 낮아지는 입체적 높이계획과
우수한 입면 및 형태 계획을 유도한다.
여의도에서 남산으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여의도-용산-남산으로 이어지는 시각축
확보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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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한강변

관리원칙 3

수변 주거지역의 변화감 있는 수변경관 형성

기본방향
한강에 연접하거나 광역통경축에 면하는 주거지역의 대부분은 공동주택 단지 내 주
동에 의해 유사한 높이/형태/외관을 갖는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수변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단지 조성 시 수변 연접부에 고층의 주동을 배치하거나 주동을 교차 배치하여
수변 조망을 차폐하고, 사유화된 단지내 외부공간으로 인해 수변 경관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수변 주거지역 내 주거단지 또는 아파트 지구에서는 수변에서의 변화감 있는
경관 형성과 한강으로의 열린 시야 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아파트 지구의 경
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경관형성 유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변을 향해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과 통경축변으로 중·저층 배치하여
수변으로 열린 시야 확보 및 변화감 있는 경관형성을 유도하고자 한다.

[출처]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bz15diyTravelLeaderList.kto?func_name=view&articleId=22737

그림 4-57 한강변에서 바라본 획일적인 수변 주거지(이촌지구)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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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수변 주거지역은 수변 조망경관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한강변
에 연접하거나 광역통경축에 면한 주거단지 또는 아파트 지구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표 4-14 수변 주거지역 범위 및 관리대상

구분

세분
아파트지구* 및 주거지역 내 주거단지
관리

수변

*아파트지구 : 잠실, 청담, 압구정, 반포, 서빙고, 이촌, 원효, 여의도

범위
광역통경축에 면한 주거단지

주거지역
관리
대상

주거단지 또는 아파트지구 내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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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한강변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한강변의 주거단지 또는 아파트지구 내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적용
하며, 변화감 있는 수변경관 형성과 한강으로의 열린 시야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 또는 아파트지구 계획 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거단지 계획 시 수변을 향해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 유도
한강변에서 대안부 조망시 건축물이 중첩되어 형성하는 입체적 경관을 형성하기 위
해, 수변에 면하는 주거단지는 수변에 면하여 중·저층 주동 배치구간 설정을 유도
하고 수변으로 점차 낮아지는 높이계획을 유도한다.
단, 한강변 건축물의 높이계획은 2030 도시기본계획의 높이관리원칙을 적용한다.

그림 4-58 수변으로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 예시도

대지 폭이 협소하여 한강변을 따라 주동이 1열 배치되는 주거단지는 변화감 있는
수변경관 형성을 위해 주변지역을 고려하는 층 변화를 유도하여 단일한 높이계획을
지양한다.

그림 4-59 층 변화를 유도하여 단일한 높이계획을 지양하는 스카이라인 계획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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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으로의 열린 시야를 확보를 위해 통경축변에 중·저층 높이계획 유도
통경축에 면한 주거단지는 통경축 연접부에 중·저층 주동 배치구간을 설정하여 통
경축변으로 점차 낮아지는 높이계획을 유도한다.

그림 4-60 통경축변으로 점차 낮아지는 높이계획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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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한강변

관리원칙 4

수변 역사문화재와 조화되는 경관관리

기본방향
한강변의 대표적 역사문화재인 풍납토성(토성의 높이는 약 6~11m 내외)은 풍납지
구 시가지 내에서 선형의 녹지축을 형성한다.
풍납토성은 토성의 양호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재로서의 장소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풍납지구 내 시가지와 직접 면해 있어 풍납토성 주변지역에 대한 경관관리
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풍납토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토성 경계부 가로 또는 토성 산책로에서 토
성과 함께 조망되는 토성의 역사문화경관 유지와 선형의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경관적 특성 관리를 유도하고자 한다.

그림 4-61 풍납토성 산책로에서 바라본 토성과 주변지역 경관 (풍납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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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수변 역사문화재 주변지역은 역사문화재인 풍납토성 주변지역으로서 풍납토성의 자
연경관과 함께 조망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경관관리가 필요한 풍납지구를 관리대상
으로 한다. 풍납토성 주변지역은 토성 경계부 가로 또는 토성 산책로에 면하는 지역
과 토성과 주요가로의 교차부로 구분하여 토성과의 관계 및 토성으로의 조망확보를
고려하는 필지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표 4-15 수변 역사문화재 주변지역 범위 및 관리대상

구분

세분
관리
범위

풍납지구 내 풍납토성 주변지역
① 토성 경계부 가로 또는 산책로에 면하는 건축물
② 토성과 주요가로(토성로, 풍성로, 바람드리길)의 교차부에 면하는 건축물

수변
역사문화재
주변지역

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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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한강변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풍납토성과 조화로운 정돈된 시가지 경관형성을 위해 풍납토성 주
변지역인 토성 경계부 가로 또는 산책로에 면하는 건축물과 토성과 주요가로의 교
차부에 면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 관련도시계획 경관부문 수립 시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토성
과의 관계 및 토성으로의 조망을 고려하는 경관형성 계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 토성과 함께 조망되는 정돈된 시가지경관을 고려한 배치 및 형태계획 유도
토성 경계부가로 또는 산책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토성의 높이와 주변 건축물과의
비례감을 고려하여 휴먼스케일의 매스분절을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 입면을 분절
한다.

그림 4-62 토성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배치 및 형태계획 유도 예시도

토성 경계부 가로 또는 산책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토성의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색
채와 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건축설비 등 경관저해 요소의 설
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자연친화적 재료를 활용하여 차폐한다.

그림 4-1 토성의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입면계획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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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성 경계부 가로 또는 산책로에 면하여 단지 조성 시, 토성으로의 위압감 및 차폐
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성 또는 주변 저층주거지를 향해 점점 낮아지는 스카이라
인 계획을 유도한다.

그림 4-1 토성 또는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예시도

토성과 주요가로의 교차부에 면하는 건축물은 토성 조망 확보를 고려하여 건축선에
서 가능한 후퇴하여 배치한다.

그림 4-63 토성으로의 조망확보를 고려한 건축선 계획 예시도

토성 경계부 가로 또는 산책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토성과 조화로운
색채와 재료를 사용하고 주변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위치와 디자인을 고려한다.

[출처] http://www.seol.co.kr/portfolioKr/3155

그림 4-64 토성과 조화를 고려하는 질서 있는 옥외광고물 계획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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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 토성의 자연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외부공간 계획 유도
토성 경계부 가로 또는 산책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외부공간은 가능한 풍부한 식재
계획을 유도하고, 바닥포장 및 담장 설치 시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색채, 패턴 등을
사용한다.

[출처] http://www.eagonblog.com.474

그림 4-65 토성의 자연경관과 면하는 외부공간에 풍부한 식재계획 유도

건축물은 옥상녹화를 유도하되, 고층건축물의 경우 토성의 높이5)를 고려하는 기단
부·발코니 등을 설치하고 녹화하도록 한다.

그림 4-1 토성의 높이를 고려하는 기단부 설치 및 녹화계획 예시도

5) 1997년 선문대학교 풍납토성 학술조사단에 의해 실시된 실측조사에 따르면 토성의 복원된 북벽의 높이는 11.1m, 미복원된 남쪽과 동쪽의 높이는
6.2m 내지 6.5m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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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5

대안부에서 조망되는 주요산 조망경관 관리

기본방향
한강에서 도시경관 배후에 조망되는 주요산은 남산, 북한산, 관악산, 용마·아차산으
로 배후산의 조망은 한강변 수변경관에 매력을 증대시켜주는 중요한 자연경관요소
이다.
그러나 수변 연접지역의 개발에 의해 주요산 조망이 점차적으로 차폐되고 있어 양
호한 산 조망이 확보되는 주요 조망점을 대안부에 설정하고 주요산 조망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범위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산 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
다.
따라서 대안부 조망점에서 보이는 산 조망을 확보하고 산 조망과의 조화를 방해하
는 경관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주요산 조망경관관리지구 내에서 현재 확보되고 있는
주요산 조망을 가급적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유도하고자 한다.

[출처] http://cfile214.uf.daum.net/image/18616B4D502B71D2273B81

그림 4-66 대안부 조망점에서 바라본 주요산(풍납지구) 조망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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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한강 대안부 조망점에서 조망 시 도시경관의 배후에 주요산이 조망되는 지역에 대
하여 주요산 조망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산 조망경관관리지
역으로 한다.
표 4-16 주요산 조망경관관리지역 범위 및 관리대상

구분

세분
배후 주요산

남산 조망

주요산

관리

조망경관

범위

관리지역

북한산조망

관악산조망
용마·아차산 조망
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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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리지구

대안부 조망점

용산지구

6번

이촌지구

1, 7, 8번

한남지구

1, 10번

옥수지구

10번

망원지구

4번

합정지구

5번

서강지구

23번

마포지구

23번

반포지구

9번

흑석지구

9번

광장지구

24번

해당 관리지구 범위 내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한강변

표 4-17 조망점과 조망대상 주요산

대안부 조망점에서 바라본 주요산 조망
1 l 반포대교 남단 상부(동측)

4 l 선유도 전망대

5 l 여의도 마리나 전면

6 l 원효대교 남단 상부

7 l 동작대교 남단 상부(서측)

8 l 서래섬

9 l 반포대교 북단 상부(서측)

10 l 한남대교 남단 상부

23 l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앞

24 l 광진교 남단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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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대안부 조망점에서 조망되는 도시경관 배후 주요산 조망경관관리
를 위해 주요산 조망경관관리지구 내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주요산 조망경
관관리지구 내에서 개발사업 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요산 조망을 최대한 유지하
거나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배후산 조망 시 주요산의 조망 확보를 고려하는 건축 계획 유도
한강변 대안부 조망점에서 조망되는 주요산의 전경과 능선의 연속적 흐름을 고려한
규모 및 형태계획을 유도한다.
수변 중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중심지역으로서의 상징적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되,
해당 조망점에서 주요산으로의 시각적 통경축을 고려한 배치, 형태, 규모계획을 유
도 한다. 도시경관 배후에 조망되는 주요산이 남산인 경우, 남산으로 열린 경관을
계획하되, 반포대교 남단 상부(동측) 조망점의 경우(한남지구)는 남산 7부능선 높이
와 별도 관련계획에 따른 소월길의 부감기준을 동시에 고려한 계획을 유도한다.

그림 4-67 도시경관 배후 주요산 조망확보를 고려한 높이 및 형태계획 예시도

❙ 배후산 조망 시 산 조망을 방해하는 장대한 입면과 대형광고물 설치 지양
배후산과 함께 조망되는 주변 건축물에 비해 장대한 입면계획을 지양하고 옥외광고
물은 산조망을 고려하여 입면계획 시 통합계획 하도록하며, 건축물 상층부 또는 옥
탑부에 대형 광고물 설치를 지양한다.

그림 4-68 산조망과 부조화되는 장대한 입면과 대형광고물 설치 지양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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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6

수변 구릉지의 지형적 경관특성 보호

기본방향
한강변에 면하는 구릉지와 자연녹지는 한강의 자연경관 특성을 대표하는 경관자원
으로서, 자연환경이 양호한 구릉지역(이하 자연형 구릉지역)과 기개발되어 시가화된
구릉지역(이하 시가화 구릉지역)으로 구분된다.
자연형 구릉지역은 대부분 공원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수변에 연접하여 양호한 자
연경관을 형성하며 시가화 구릉지역은 수변에서 점차 높아지는 지형 특성에 의해
건축물이 중첩되는 시가지 경관을 형성한다.
자연형 구릉지역과 시가화 구릉지역은 수변경관의 다채로운 매력을 형성하는 중요
한 경관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구릉지역 고유의 지형·지세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구릉지 경관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변 구릉지의 원지형과 자연녹지공간을 보호하고 자연형 구릉지의 녹지를
연계하는 외부공간계획을 통해 수변구릉지의 자연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자 한다.

[출처] http://m.haeahn.com/ko/project/detail.do?prjctSeq=1032

그림 4-69 수변에서 조망되는 시가지화 구릉지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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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관리대상
수변 구릉지의 지형적 경관특성 보호는 한강변의 대표적인 자연형 구릉지인 현충원,
달맞이봉공원 등과 연접하여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고유의 지형·지세가 훼손
될 우려되는 시가화 구릉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표 4-18 자연친화적 수변경관형성 범위 및 관리대상

구분

세분
① 자연형 구릉지 연접지역 : 옥수지구, 반포지구, 가양지구
관리

수변

범위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궁산, 월드컵공원

② 시가화 구릉지역 : 흑석지구, 한남지구

구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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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형 구릉지 : 국립서울현충원, 용봉정 근린공원, 달맞이봉공원, 응봉산, 증미산,

관리

① 자연형 구릉지 연접지역 : 자연형 구릉지 연접필지 건축물

대상

② 시가화 구릉지역 : 해당지구 범위 내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한강변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자연형 구릉지 연접지구와 시가화 구릉지역에 해당하는 지구 내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시가화 구릉지역 고유의 지형특성을 보호하고 자연
형 구릉지의 녹지축과 연계하여 주변지역과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수변 구릉지 경관
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과도한 절·성토를 지양하여 구릉지 원지형을 최대한 보호하는 배치계획 유도
구릉지 연접지역과 구릉지역 내 건축물은 고유의 지형·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계단형, 테라스형 등 원지형의 흐름에 최대한 순응하는 배치계획을 유도하고 주
변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출처] (하)http://www.haeahn.com/ko/project/list.do?prjctUseSeq=7

그림 4-70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계획

❙ 자연형 구릉지 연접부지는 구릉지 경관을 배려하는 배치 및 녹화계획을 유도
자연형 구릉지에 면하는 건축물은 수변에서 조망 시 건축물에 의해 자연형 구릉지
경관에 대한 조망 차폐가 최소화 되도록 자연형 구릉지에서 이격하여 배치하고 자
연과 조화되는 색채계획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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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에서 조망되는 구릉지 경관이 연속될 수 있도록 수변에 면하는 외부공간에 식
재 등을 활용하여 녹화하도록 한다.

그림 4-71 수변에서 조망되는 자연형 구릉지 경관 확보를 위한 배치 및 녹화계획 예시도

자연형 구릉지에 면하여 단지 조성 시, 자연형 구릉지의 자연경관이 연접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단지 내 외부공간에 식재계획을 통한 녹지축 형성 및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녹화계획을 유도한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21120000448

그림 4-72 자연형 구릉지와 연결되는 연접부지 외부공간에 대한 녹화계획 유도

❙ 시가화 구릉지역은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해 주변지역을 고려하는 규모
및 형태계획 유도
시가화 구릉지역 내 부지에서 원지형을 고려하되 중·저층의 높이계획을 유도하며,
지형차로 인해 연접지역으로의 위압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4-1 원지형과 주변지역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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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 구릉지역 범위 내 건축물은 수변에서 점차 높아지는 지형특성에 의해 별도
의 스카이라인계획 없이도 건축물에 의한 중첩경관이 형성되므로, 전체적으로 조화
로운 시가지경관 형성을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에 비해 장대한 규모, 형태, 입면폭
및 돌출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4-73 주변 건축물의 규모, 형태, 입면을 고려하여 부조화 발생 지양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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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7

한강변 접근가로에서의 열린 시야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기본방향
한강 수변공간은 시민들의 휴식, 여가,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담는 친수공간
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의해 나들목, 계단 등 제한된 방식
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한강 접근가로는 대교를 통해 차량접근이 가능한 광역통경축과 보행접근이 가능한
지구 내 보행·활동축으로 위계로 구분되며, 한강 수변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
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관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차량을 통해 한강으로 접근하는 광역통경축에서는 한강으로의 열린 시야 확
보하고 보행을 통해 접근하는 지구보행·활동축에서는 쾌적한 보행환경개선을 통해
한강변 접근가로 경관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

[출처] http://www.landezine.com/index.php/2015/01/governors-island-ph-1-by-west8/02-governors-island-2014-summer-ph-jim-navarro

그림 4-74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접근가로 경관 (Governors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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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한강변 접근가로에서의 열린 시야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강 접근가로
는 광역통경축과 지구보행·활동축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한강 접근가로의
위계를 고려하여 가로경관 개선이 필요한 지구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표 4-19 한강 접근가로 범위 및 관리대상

구분

세분
관리

한강
접근가로

범위

한강 접근가로: 광역통경축과 지구보행·활동축

관리

① 광역통경축: 광역통경축이 설정된 가로에 면하는 건축물

대상

② 지구보행·활동축 : 지구보행·활동축이 설정된 가로에 면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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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광역통경축과 지구보행·활동축에 면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적
용하며, 한강 접근가로에 면하거나 접근가로를 포함하는 지역 내에서 개발에 의해
한강 접근가로가 단절되지 않도록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경관 개선을 유도한다.

❙ 광역통경축이 설정된 가로는 한강으로의 열린 시야를 확보를 고려한 건축선 계획 유도
광역통경축 가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가로변에서 되도록 건축선을 후퇴하여 한강변
으로 열린 조망 확보를 유도하되, 15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11층 이상부터 벽면
선이 추가 후퇴되도록 유도한다.
단지 조성 시에는 저층부에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는 경우 가로의 연속성을 고려하
여 배치한다. 건축물의 건축선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서 구상한 광역통경축
관리방향 내용을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그림 4-75 광역통경축 가로변에서의 한강변으로 열린 조망확보를 고려한 건축선 계획 예시도

❙ 지구보행·활동축 설정 가로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질서있는 건축계획 유도
지구 보행·활동축 가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우수한 입면 디자인 계획을 유도하여
디자인의 다양성은 존중하되, 주변 건축물의 가로벽, 저층부 높이, 지붕형태 등의 경
관요소를 고려한 형태 및 입면계획을 유도한다.

그림 4-76 지구보행・활동축 가로에서 연속적 가로경관 확보를 고려하는 건축계획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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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조성 시에는 가로에 면하여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시설 및 조경시설들을 배
치하도록 한다.

그림 4-77 지구보행・활동축 가로에서 연도형 근린생활시설 계획 예시도

지구보행·활동축 가로에 면하는 외부공간은 주차공간, 옹벽, 담장 설치를 가능한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친환경 소재 포장 및 식재 차폐를 유도하여 쾌적한 보행가
로환경을 조성한다.

[출처] Sacramento Central City Urban Design Guidelines&Plan

그림 4-78 보행·활동축 가로변에 옹벽, 담장 설치 지양 및 주차공간 식재로 차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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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한강변

관리원칙 8

전망공간 조성으로 수변 조망기회 확대

기본방향
한강은 W자의 굽이진 형태로 서울의 중심부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어 바라보는 위
치에 따라 다양한 수변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다양한 수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명소는 수변공원, 한강 이북의 자연형 구릉
지, 63빌딩 및 테크노마트 등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조성되어 있으나, 인지성
및 활용도가 낮아 다양한 수변경관 전망공간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한 조망기회 확
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강 연접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변경관 조망기회 확대를 위한 전망공간
설치를 권장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컨텐츠 연계 및 야간경관 계획을 연계하여 수변
조망장소의 명소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출처] http://gongdori.tistory.com/entry/%EC%B2%AD%EB%8B%B4%EB%8C%80%EA%B5%90-1

그림 4-79 수변 연접지역 전망공간에서 바라본 수변 및 시가지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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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한강변

관리대상
전망공간 조성으로 수변 조망기회 확대는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전 지구 내에서
수변으로의 조망확보가 가능한 지역 내 초고층 건축물, 공공건축물, 주거단지 등의
건축물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표 4-20 수변 전망공간 발굴 범위 및 관리대상

구분

세분
관리

수변
전망공간

범위
관리
대상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범위 전체

① 아파트지구 및 대규모 개발사업 시 수변으로 조망 확보가 가능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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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한강변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수변경관에 대한 조망기회 확대를 위해 한강 연접지역에서의 개발
시 주변 개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수변으로의 조망확보가 가능한 지역 내 초
고층 건축물, 공공건축물, 주거단지 등의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관련계획 수립 및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 또는 기부채납을 활
용하여 수변으로의 조망이 가능한 입지에 계획되는 건축물은 내부에 전망공간 설치
를 권장하여 다양한 위치에서 수변경관 조망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다양한 수변경관의 조망기회 확대를 위해 건축물 내 전망공간 설치를 권장
한강 수변경관 조망을 위한 전망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수변의 우수한 경관
자원(63빌딩, 세빛섬, 남산, 여의도 등)으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중층부, 고
층부 등 다양한 위치에 전망공간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건축물 외부에서도 전망
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는 입면계획을 유도한다.

[출처] (좌)http://hudsonyardies.com/hudson-yards-towers-continue-their-climb/, (우)http://bizion.mk.co.kr/bbs/board.php?bo_table=design&wr_id=45

그림 4-80 건축물 내 전망공간 설치 및 인지성을 고려한 입면계획 유도

전망공간을 옥상정원 형태로 조성하는 경우, 휴게시설 및 이벤트 공간 등 불특정 다
수가 이용하는 공공공간 조성을 권장하고 야간경관 연출을 통해 명소화 한다. 전망
공간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인지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건축물 전면가로변에
서 시민에게 개방된 전망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시판 등의 설치한다.

[출처] (좌)http://www.shibukei.com/headline/10943/, (중)http://www.agoda.com/ko-kr/marina-bay-sands/hotel/singapore-sg.htm,
(우)http://blog.daum.net/_blog /BlogType View.do?blogid=0Keg8&articleno=3955072

그림 4-81 옥상정원 형태의 전망공간 설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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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주요산 주변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관리 목적 및 원칙
기본방향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주요산 자락의 자연녹지경관과 저층 주거지 경관
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주거지 경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주요산 주변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및 비주거시설 등이 저층 주거지
역과 혼재되어 있으나 주요산의 자연녹지경관과 저층 주거지 경관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여 경관적으로 부조화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 경관관리가 필요
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계획에서는 주요산 주변의 경관
특성인 자연녹지경관 보호와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경관관리를 통해 “자연녹지경관
및 저층 주거지와 조화되는 주요산 주변 경관관리”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산 주변 고유의 구릉지 지형·지세 보호, 주요산 주변의 자연성 유지
및 회복, 저층 주거지역과 조화를 고려하는 주변 지역 경관관리를 위한 3대 관리원
칙을 도출하였다.

경관목표
배후산 조망 및 구릉지 경관을 관리하여

“산 주변 자연경관 및 저층주거지 특성과 조화”

관리 방향 및 원칙
주요산 고유의 자연적 지형특성 보호

주요산 주변 자연녹지의 유지 및 확산

주요산 주변의 저층주거지경관과 조화

1. 주요산 주변 구릉지의 지형·지세
보호

2. 주요산 녹지축과 연계한
자연녹지경관 형성

3. 주요산 주변 주거지 경관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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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주요산 주변

기본구상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주요산 주변의 자연적 지형특석 보호, 자연녹지의
유지 및 확산, 저층주거지경관과 조화를 3대 관리방향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3개의
관리원칙을 설정한다.
3대 관리원칙은 주요산 주변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함
으로서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는 전 지역에 공통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 부문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획수립자는 계획부지가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원칙
별 관리대상과 해당 가이드라인 검토 후 계획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림 4-82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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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주요산 주변

관리원칙 1

주요산 주변 구릉지의 지형·지세 보호

기본방향
주요산 주변지역은 대부분 주거지역으로서 주요산의 자연녹지경관과 함께 주요산의
골격을 형성하는 지형·지세로 인해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등 주요산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주요산 주변의
개발로 인해 고유의 지형·지세가 훼손되고 자연녹지경관의 황폐화가 급속하게 확
산되고 있어 지속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도한 절·성토를 지양하고 원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요산의 골격을 형
성하는 고유의 지형·지세 특성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관리대상
주요산 주변지역 중 주요산 골격과 구릉지의 지형적 특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지
역으로서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지역 전 지역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그림 4-83 주요산 주변 구릉지 지형특성 훼손에 따른 지속적 경관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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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주요산 주변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주요산 주변의 골격과 구릉지 지형특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주
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 내 건축물에 우선적으
로 적용하며,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경관
계획 부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과도한 절·성토를 지양하여 구릉지 원지형을 최대한 보호하는 배치계획 유도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은 고유의 지형·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계단형, 테라스형 등 원지형의 흐름에 최대한 순응하는 배치계획을 유도하고
주변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를 최소화 한다.

그림 4-1 원지형에 순응하는 배치계획 예시도

건축물 조성시 발생하는 옹벽 및 담장 등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지
양하고, 지형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옹벽 및 담장은 경사면 처리 또는 커뮤니티 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도입을 권장한다. 불가피할 경우,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높이계획
과 지형에 순응하여 경사면을 처리하거나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지형에 순응한 경사면처리

자연친화적 외부공간조성

[출처] (좌)http://www.u-story.kr/378, (우)http://blog.daum.net/ 7bluesage/ 885

그림 4-84 지형차이 활용한 공간계획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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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주요산 주변

관리원칙 2

주요산 녹지축과 연계한 자연녹지경관 형성

기본방향
주요산 주변지역은 주요산의 자연녹지와 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목 등의 자연자
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시가지 내에 양호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지 확산 과정 속에서 개발에 의해 대규모의 자연녹지가 훼손되고 주요
산에서 시가지로 연결되는 녹지축이 단절되면서 주요산의 고유한 자연녹지경관이
황폐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요산 주변의 자연녹지경관을 보호하고 시가지로의 자연녹지 연계를 고려
하여 주요산 주변지역의 자연성 유지 및 회복을 유도하고자 한다.

관리대상
주요산 주변지역 중 주요산 주변의 자연성 유지 및 회복을 위한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지역 전 지역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그림 1 주요산 주변지역에서 형성되는 자연녹지경관의 유지 및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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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주요산 주변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주요산 주변의 자연성 유지 및 회복을 위한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
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지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 내 건축물에 우선적으
로 적용하며,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경관
계획 부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요산 자연녹지축과의 연계를 위해 풍부한 수목식재 및 녹화계획 유도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의 외부공간은 옥상녹화, 벽면녹화, 식재계
획 등 풍부한 수목 식재를 유도하여 주요산 주변에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녹화계획 대상

건축물 후퇴부 녹화

단지경계부 수목 식재

[출처] (우)Sacramento Central City Urban Design Guidelines&Plan

그림 4-85 다양한 외부공간에 수목식재를 활용한 녹화계획 유도

주요산에 연접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단지 내 외부공간에 주요산 주변지역으로
연계되는 녹지축을 형성하고 녹지축 형성구간에 수목 등 풍부한 식재를 계획한다.

그림 4-86 주요산에 연접하여 단지 조성 시 주요산과 연계되는 녹지축 형성 예시도
출처 : 2013 행정중심 복합도시 3-3 생활권 특별건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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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전면공간 또는 단지 경계부 외부공간은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자연친화
형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주요 보행중심 가로에 면하는 외부공간은 보행광장, 휴게시설, 상가 등 보행활성화
시설 도입을 유도하고, 내사산에 면하여 조성되는 외부공간은 산의 자연녹지공간과
연계를 유도하여 녹지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녹화계획 대상

건축물 후퇴부 녹화

단지경계부 수목 식재

[출처] (좌)http://www.archello.com/en/project/link-city-nature, (중)http://xnet.ynet.co.il/architecture/articles/0,14710,L-3091850,00.html,
(우)http://landarchs.com/ how-kic-park-went-from-forgotten-space-into-a-space-people-care-about/

그림 4-87 자연형 녹지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외부공간계획 유도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경사형을 권장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색채계획을 유도하되, 평
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출처] (좌)http://www.lottejejuresort.com/kor/ artvillas/house_01.asp, (우)http://www.instiz.net/pt/3165043

그림 4-88 자연과 조화되는 옥상형태 및 녹화계획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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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3

주변지역 주거지 경관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기본방향
주요산 주변지역은 대부분 저층 주거지역으로서 자연녹지경관과 조화되는 자연친화
적 주거지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공동주택 및 비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요산 주변 지역에서의 노후화에 따른 개발로 고층의 공동주택 단지와
비주거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도시조직이 단절되고 저층 주거지역으로
의 위압감이 발생하거나 부조화되는 경관이 발생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요산 주변지역 내 기존 도시조직을 고려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고려하는
경계부 관리를 통해 주요산과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시가지경관 관리를 유도하고자
한다.

관리대상
주요산 주변지역 중 저층 주거지역과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시가지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지역 전 지역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그림 4-1 주변지역과의 조화가 필요한 주요산 주변 시가지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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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저층 주거지역과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시가지경관 형성을 위해 경
관관리가 필요한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 내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관리
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 부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도시적 맥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존 도시조직을 고려하는 공간계획 유도
주요산 주변지역 내 건축물은 필지 합병 또는 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도시적 맥락
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존 도시조직을 파악하여 배치계획에 반영하고 주변 가로체계
와 연결되도록 동선을 계획한다.

그림 4-89 주변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동선계획 예시도

❙ 저층 주거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스카이라인계획 유도
주요산 주변지역 내에서 단지 조성 시, 연접 저층주거지역으로 차폐감과 위압감 발
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 경계부에 중·저층을 계획을 유도하여 저층주거지역으
로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을 유도한다.

그림 4-90 주변지역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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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위해 주변 건축물을 고려하는 규모 및 형태계획 유도
주요산 주변지역 내 건축물은 주변 건축물에 비해 장대한 입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지역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한 매스분절을 유도하되, 불가피할 경우 휴먼스케일
을 고려하여 입면 분절·분동 한다.

그림 4-91 주변 건축물의 규모와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입면계획 예시도

주요산 주변지역 내 건축물은 우수한 입면 디자인 계획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되,
가로변 건축물의 가로벽, 저층부 높이, 지붕형태 등 공통된 가로경관요소를 연계하
는 형태 및 입면을 계획한다.

그림 4-92 공통된 가로경관요소 연계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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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목적 및 기본방향
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은, 서울의 경관유형별 목표와 전략, 경관구조별 기본구상 등
관리방향이 개발사업 등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계획에 일관성 있게 반영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방향을 부문별로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은 서울시와 대상지 주변의 경관자원을 보호하거나 활용하여
지역의 경관특성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 전체의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
는데 있다.

가이드라인
현황분석 및 기본방향·목표 설정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생활권계획,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 한강변 관
리 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의 경관관리 기본방향 및 지역별 관리방향 및 지침을 검
토하여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한다.
• 주변지역 경관자원과 경관특성 등 현황조사를 토대로 고유한 지역특성을 도출하
여, 이를 유지·강화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활용한다.
• 대상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경관을 향상시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기본방향
에 따라 실현가능하고 일관된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한다.

기본구상(경관구조의 설정)
• 대상지 경관특성을 부여하고 주변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
획(밀도, 용도배치 등), 교통처리계획 등을 수립한다.
• 개발사업의 규모, 장소의 특성, 이용자를 고려하여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를 설
정하고, 경관구조별 장소성과 조화성을 고려하여 기본구상을 수립한다.
•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지역 건축물 높이를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한다.
• 주변지역의 경관적 맥락과의 조화와, 경관구조별 상징성을 고려하여 주요진입부,
경관거점, 결절부를 설정하고 특성 있는 경관을 계획한다.

부문별 계획(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
• 주변지역 연계
주변지역의 가로체계, 토지이용, 자연녹지 및 수변축 등 현황과 관련계획을 고려
하여 대상지로 인해 주변지역 가로, 공원, 녹지체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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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구조
경관구조의 위계와 기본방향이 구체화 되도록 건축물, 가로, 공원, 녹지 등을 계획
한다.
• 가로경관
가로변과 주요 보행축에 인접한 부분은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
며 휴먼 스케일의 가로경관과 양호한 보행환경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시
설물, 가로공간 등을 계획한다.
• 오픈스페이스
주변여건‧규모‧위치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 기존 녹지 보존, 친환경적 외부공간 조
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원, 녹지 등을 계획한다.
• 배치, 형태, 규모
토지이용의 방향, 지형‧지세 및 대상지 정체성, 주변지역 건축물 규모 등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배치, 형태, 규모를 계획한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입면
은 획일적이고 단조롭지 않도록 변화감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산주변‧구릉지의 경우 지형변동을 최소화하고 단차와 옹벽설치를 지양하며(지연경
사, 석축, 자연석 조경처리 권장)한다.
• 높이
서울시 높이관리원칙을 반영하여 높이를 계획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다양하게 혼
합하여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이 않도록 계획한다.
저층 주거지 또는 시가지에 접하는 경계부는 주변지역 건축물 높이와 조화를 이
루고 가로변에 폐쇄감을 주지 않도록 현저한 높이차가 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조망경관
대상지 주변의 주요산, 녹지, 하천, 문화재 등 경관자원 조망을 위한 조망점을 설
정하고 양호한 조망을 위한 통경축 설정 등 개발로 인해 기존 조망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거나 새로운 조망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통합적 계획
건축물, 가로, 공원, 녹지의 경관적 조화와 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적, 입체적
으로 계획한다.
• 가로시설물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과 가
로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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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가이드라인
목적 및 기본방향
건축물 가이드라인은, 서울의 경관유형별 목표와 전략, 경관구조별 기본구상 등 관
리방향이 개별 건축물 계획에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문별로 계획시 고려
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은, 개별 건축물이 주변지역의 경관적 가치를 배려하고, 대상
지가 접한 가로와 인접건축물의 경관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가이드라인
배치·규모·높이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높이관리원칙을 반영하여 주변지역 건축물의
규모,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 대상지 주변의 하천, 주요산 등의 자연경관자원과 문화재 등의 역사문화자원으로
의 조망을 훼손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계획한다.
수변에 면하는 건축물의 경우 배후산 조망, 주변 지역 스카이라인, 통경축 등 대
안부에서 조망되는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산주변, 구릉지 등 자연녹지 경관자원에 접한 건축물은 기존의 녹지는 최대한 보
존하면서 대지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며 원지형의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
획한다.
• 대상지 주변지역의 가로·공간·녹지체계를 단절하지 않도록 배치하며, 전면가로
에 형성된 기존 건축선을 고려하여 가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형태·입면
•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단부를 설치하거나 입면분절 등을 통해 휴먼스케일의 가
로경관을 조성하고, 가로변의 활력을 저해하는 획일적·폐쇄적 입면·형태 디자인
을 지양한다.
•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는 건축물과 일체적으로 디자인하거나 설비시설 경계부 녹
화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차폐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역사문화재와 인접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역사문화재의 높이 ‧ 규모와 조화를 이
룰 수 있도록 입면분절, 고층부 후퇴 등 다양한 계획기법을 적용한다.
• 산이나 성곽 주변 건축물은 높은 지점에서 내려다보이는 조망경관을 고려하여 지
붕 또는 고층부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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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색채
• 주변 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반사, 발광소재 등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을 지양한다.
• 건축물 외관의 색체 계획시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의 경관별 색채가이드라인과
서울시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한다.
• 역사문화자원과 인접한 경우, 해당자원의 소재, 색채를 모티브로 한 재질을 계획
하되, 과도한 재료 혼용이나 전통문양의 남용은 지양한다.

외부공간
• 담장, 울타리 등은 투시형을 권장하며, 주변 건축물 및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재료, 디자인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 구릉지의 경우 옹벽 설치를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로 또는 대지 내에서 보이
는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계획기법을 적용한다.
• 건축물의 진입부는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건축물의 진입부 또는 저층부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보행자를 위한 개방적 공간
으로 계획한다.
• 공개공지의 경우 인접한 건축물 공개공지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통합적 이용
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건축물의 외부공간은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한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이나 대형전광판 설치 시 경관적 영향을 고려하고, 건축물 자체뿐 아니
라, 주변 특성과 조화되는 소재의 사용을 권장하며, 옥상부에 설치되는 대형광고
물은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야간경관
• 건축물의 야간경관은 주변 분위기와 어울리고 건물의 입체감 및 깊이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조형미를 살리는 부드러운 빛을 연출한다.
• 야간경관의 설계기준 및 디자인원칙은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계획’의 야간경
관 가이드라인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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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시설 가이드라인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주요요소의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요소별로 기본방향 및 원칙과 세부기준을 담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운영중에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시디자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일관된 지침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등 주요 경관요소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가이드라인 수립 목적
1. 도시디자인 대상의 디자인 심의, 발주, 실행, 유지관리를 위한 일관된 지침 제공
2. 다양한 대상들을 통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
3. 일관된 비전 및 원칙을 제시하여 서울 도시디자인의 고유한 정체성 형성에 기여

가이드라인의 성격
통합적인 가이드라인
도시디자인의 다양한 대상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도시디자인
운영 체계의 통합을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가이드라인
특수한 대상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대상을 규정하며, 특정한 디자인을 미리
결정된 형태로 제시하기보다는 결정을 위한 원칙들을 명시한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도시디자인이 추구하는 일관된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도시디자인의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조건들을 명확히 지침화한다.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추상적 개념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서울 도시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디자인 심의, 발주, 유지 관리 시 일관된 판단 준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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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부문
❙ 공공공간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옥외 및 준 옥외 영역에 조성되어 공중에게 개방되는 공간

❙ 공공건축물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유사 단체가
발주,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

❙ 공공시설물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유사 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과 일부 구조물

❙ 공공시각매체
공중에게 공공 정보를 알릴 목적으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
도록 설치하는 시각 표지물

기본 방향
표 4-21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

비우는
디자인서울
통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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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요소들을 비워 내 쾌적하고 여유 있는 도시 창출
· 저밀도, 고효율 추구
·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통합시켜 경관의 밀도는 낮추고 효율성은 높임

디자인서울

· 도시디자인의 통합적 운영 체계를 세우기 위한 도구 제공

더불어 하는

· 시민의 참여와 체험 강조

디자인서울

· 유니버설 (universal) 디자인과 장애 없는(barrier-free) 디자인 추구

지속 가능한

· 자연 친화적, 인간친화적 디자인의 실현

디자인서울

· 순환 가능한 디자인을 실현하고, 지속적 사후 평가와 선순환 체계 수립

경관요소별 관리계획

그림 4-93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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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개요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은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옥외 및 준 옥외 영역에 조성되어 공중에게 개방

정의

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을 조성한다.

목표

 서울의 도시 공공성 증진과 도시 경관 수준을 향상한다.
 공공공간 디자인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 할 근본 원칙과 기준, 세부적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적용대상

대분류

소분류

도로

보행 가로, 자전거 도로, 자동차 도로

광장

교차점 광장, 역전 광장, 중심 대광장, 근린 광장, 경관 광장, 건축물 부설 광장

친수공간

하천, 도시 내 수경 공간

도시공원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 공원, 대공원, 선형 공원, 기타 공원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옥외주차장
도시 구조물 주변 공간
공개공지
기타 공공공간

디지털 영상매체

기본방향
 기능성 : 보행자 중심의 공공공간과 대중교통을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안정성 :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심리적·물리적으로 안전한 도시 조성
 질 서 : 공공공간의 표면을 간결하게 단순화하여 질서 있는 도시 조성
 환경성 :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자연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 조성
 효율성 :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한 요소들 간 관계 정립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10대 원칙
1. 보도폭에 따른 시설물 설치 기준을 확립하여 유효 보도폭을 확보한다
2. 보행 연속 구간 내 턱이나 돌출물을 제한하여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한다
3. 육교, 지하도 등 입체 횡단 시설을 지양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 편의를 높인다
4. 버스 정류장 구역 내 승하차 및 접근 버스 인지를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5. 일정 구간 이상 주행 가능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의 실효성을 높인다
6. 현란하고 과장된 형태는 지양하고 차분하며 안정된 가로 환경을 조성한다
7. 장소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가로수 식재는 지양한다
8. 도시 내 녹지 및 투수 면적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성과 건강성을 높인다
9. 서울 고유의 자연 · 문화 경관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시설물, 조형물, 식재를 제한한다
10. 기능만을 고려한 방음벽, 옹벽, 캐노피 등 도시 구조물을 제한하여 경관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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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개요
정의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은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유
사 단체가 발주,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목표

 공공건축의 본질인 시민과 이용자 위주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건축의 디자인 질을 향상한다.
 공공건축물 디자인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 할 근본 원칙과 기준, 세부적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적용대상

대분류
행정 및 공공 기반 건축물
복지 관련 건축물

소분류
공공청사, 동 주민센터,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전화국, 관광 안내소
보육 시설, 노인 복지 시설, 여성 복지 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교육 및 연구 관련 건축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공도서관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관련 건축물

예술회관, 구민회관, 전시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환경 및 위생 관련 건축물

자원 회수 시설, 재활용센터, 공중화장실

의료 관련 건축물

병원, 보건소

기타 건축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 주택, 복합 건축물

기본방향
 경관성 : 획일적인 공공건축물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친근한 이미지 추구
 공공성 : 권위적인 담장을 허물고 시민의 공공적 사용과 커뮤니티 활동을 돕는 열린 디자인 지향
 접근성 : 행정 편의적 디자인에서 벗어나 쾌적한 도시 환경을 배려하는 공간 조성
 환경성 : 개발 및 성장 위주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 고효율 미래 지향적 환경 조성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의 10대 원칙
1. 획일적 형태에서 벗어나는 창조적 디자인을 유도한다
2.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시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한다
3. 과장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와 외관을 갖춘다
4.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옹벽 설치를 제한하고 자연지형을 존중한다
5.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 등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요소는 지양한다
6.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보행권을 우선하는 건축물 진입부 배치 계획을 정립한다
7. 건축대지 내 보행 동선 확보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한다
8.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개방감이 느껴지는 공간을 조성한다
9.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 상부 입면 계획을 유도한다
10. 건축물 외부 공간 및 저층부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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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개요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유사

정의

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과 일부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구현한다.

목표

 사용자 중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실현한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 할 근본 원칙과 기준, 세부적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적용대상

대분류

소분류

휴게 시설물

위생 시설물

위생 시설물

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서비스 시설물

자전거 보관대, 관광 안내소, 공중전화 부스, 우체통

판매 시설물

가로 판매대

통행 시설물

버스 정류장 쉘터, 택시 정류장 쉘터, 마을버스 정류장 쉘터,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지상 노출
승강기, 보도블록, 점자블록, 보차도 경계석, 육교, 교량

녹지 시설물

가로 화분대, 가로수 보호 덮개, 가로수 지주대

보호 시설물

볼라드, 보호 펜스, 방음벽, 도로변 옹벽, 터널 전면부 옹벽, 무단횡단 방지 시설, 신호등주

관리 시설물

지상 기기, 교통 신호 제어기, 맨홀, 트랜치, 지하철 환기구

조명 시설물

가로등주

기타 시설물

디지털 영상매체, 시계탑, 상징 조형물, 벽화, 공사장 가림막 · 가림벽

기본방향
 기능성 : 장식성보다 기능성을 우선으로 디자인
 통합성 : 시설물 간 연계와 통합을 통하여 부분과 전체를 유기적으로 결합
 안정성 : 안전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 및 철거 관리를 철저히 함
 보편성 : 유니버설(universal) 디자인과 장애 없는(barrier-free) 디자인 적용
 환경성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와 형태 사용
 연속성 : 적절한 표준화로 도시 경관의 연속성 확보
 정체성 : 서울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구현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의 10대 원칙
1.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우선시하여 디자인한다
2.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연계 가능한 시설물들을 통합한다
3.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여 도시 경관의 연속성을 높인다
4. 시설물의 도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보행 공간을 확대한다
5. 무계획적인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을 활용한다
6. 친환경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실현한다
7.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인체공학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8. 교통약자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9. 단순성과 결합성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우선 적용한다
10. 시설물이 수직 · 수평을 유지하고 마감부위가 미려하도록 치밀하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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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요소별 관리계획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개요
정의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은 공중에게 공공 정보를 알릴 목적으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
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각 표지물을 대상으로 한다.

목표

 기능성, 효율성, 보편성이 확보된 공공시각매체 디자인을 실현한다.
 공중의 시각을 중심으로 정보전달효과의 최적화를 고려한 정보 체계를 구현한다.
 공공시각매체 디자인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 할 근본 원칙과 기준, 세부적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적용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교통 안전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단속표지, 노면표지

도로 안내

이정표지, 방향표지, 방향예고표지, 공공기관안내표지, 사설기관안내표지

주차 안내

주차장 안내 표지, 주차장 이용 안내, 주차장 안내도, 장애인 주차 안내

신호기

차량용 신호등, 보행 신호등

버스

버스 정류장 표지, 버스 노선 안내도, 버스 측면 정보 영역

지하철

지하철역 표지, 지하철 노선 안내도, 지하철역 종합 안내도

택시

택시 외관, 택시 정류장 표지

보행자 안내

보행자 안내 표지, 보행 방향 표지, 무단횡단 금지 표지

도로명

도로명판

건물 번호

건물 번호판, 건물 번호 안내도

보행관련

공원 안내

공원 안내 표지, 공원 시설 안내도

시각매체

문화재 안내

문화재 안내판, 문화재 표석

관광 안내

관광 안내소 안내, 시티투어 매표소 안내, 관광 안내 표지, 관광 안내도

자전거 도로 안내

자전거 도로 안내 표지, 자전거 도로 노면 표지

장애인 안내

장애인 유도 사인, 장애인 안내 표지

환경 정보

대기 오염 전광판, 도로 소음 전광판

영상정보

도로 교통 정보

교통 상황 전광판, 교통사고 전광판

시각매체

대중교통 정보

버스 정보 전광판, 지하철 정보 전광판

기타 영상 정보

디지털 영상매체, 옥외전광판

교통관련
시각매체

기본방향
 기능성 : 장식성보다 기능성을 우선으로 디자인
 가독성 : 정보 체계의 정립과 일관성 있고 질서 있는 디자인으로 공공시각매체의 가독성을 높임
 통합성 : 연계 가능한 시설물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시각매체의 도로 점유 면적을 줄임
 안정성 : 디자인의 안전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 및 철거 관리를 철저히 함
 보편성 : 유니버설(universal) 디자인과 장애 없는(barrier-free) 디자인 적용
 국제성 : 국제 표준 픽토그램, 체계적 다국어 표기 방법 도입
 환경성 : 크기를 최적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경관 향상
 정체성 : 서울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구현하는 공공시각매체 디자인

제4장 서울의 경관계획

| 219

경관요소별 관리계획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의 10대 원칙
1. 정보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계 가능한 시각매체는 통합 설치한다
2. 시인성과 가독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디자인 우선순위를 정립한다
3. 교통약자, 노약자 등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디자인한다
4. 강렬한 색채로 시각적 혼란을 일으키는 무단횡단 금지 표지를 제한한다
5. 공원이나 문화재 주변의 공공시각매체는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새 주소 체계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표기한다
7. 국제 표준 픽토그램 적용과 다국어 표기 체계 정립으로 국제성을 높인다
8. 서울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서체>와 <서울색>을 사용한다
9. 표지판 등의 지주는 부속물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한다
10. 표지판의 후면을 미려하게 마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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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실행계획

경관사업

기본방향
경관사업의 파급효과가 지속되고 경관협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
하여, 경관유형(자연녹지경관,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별 전략을 토대
로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관사업과 민간이 참여하는 경관협정을 연계
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각 사업유형별 후보지를 검토하고 실효성, 파급효과 및 공
공성을 고려하여 사업예시의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예시 대상지의 현황
분석 및 이슈도출을 바탕으로 추진방향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제안하였고, 단계적 추
진방안 및 개략 사업비 산정을 통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표 5-1 경관유형별 주요전략 실현 모델

경관사업 유형

적용 검토지역

사업예시 대상지
수유동 북한산 구릉지 주거지역
일대

자연녹지
경관

구릉 주거지역 경관개선

주요산 주변 저층 주거지역으로
기반시설 개선이 필요한 지역

녹지경관 네트워크 조성

남북녹지축 단절구간

까치산공원~국립현충원

수변
경관

주요 지천변 경관개선

한강 8대 지천

청계 6·7가(동대문)지역

한강 수변경관 조망명소 조성

한강변 자연형 구릉지

용봉정 근린공원

왕릉 주변 역사문화 가꾸기

서울 소재 조선왕릉

선정릉

역사도심 옛 길 가로경관 개선

원형 옛 길

도화서길

고가 철거구간 및 주변부
경관개선

고가도로 철거구간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구간

지상철 고가하부 경관개선

지구중심 이상의 지상철 역세권

건대입구역 지상철 하부

건축물 전면 공공공간 경관개선

도심 중심지미관지구 내
보행밀집가로

서소문동 도심

시계·관문지역 경관개선

서울 진입로 중
인지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서울시-김포시 경계부

역사문화
경관

시가지
경관

그림 5-1 경관유형별 사업예시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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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구릉 주거지역 경관개선

유형별 구상
구릉 주거지역 경관개선
대상
주요산 주변 저층 주거지역
주요산의 자락을 이루는 구릉지는 서울의 자연지형 특성을 나타내는 경관자원의 하
나로서 산과 공원 및 녹지로 관리되는 지역 이외에는 대부분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
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구릉지 주거지는 1990년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된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이에
구릉지역의 특성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는 양호한 저층 주거지의 유지·보존을
통해 자연녹지경관을 회복하고 가치를 향상하고자 한다.

문제점
노후 건축물 및 열악한 기반시설
산 또는 공원과 인접하여 자연환경은 우수하나 건축물이 노후하거나 주차장, 이용형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로상태가 열악하여 정비가 시급한 경우가 많다.

녹지축 단절과 자연녹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경관저해 요소 산재
주요산과 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자연녹지가 훼손되고 산
에서 시가지로 연결되는 녹지축이 단절되어 주거지 내부 환경은 건조한 실정이다.
또한 외사산에 면하고 있는 구릉지 주거지는 시 외곽지역이라는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버스차고지 등의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이 연접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롭지 못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기본방침
주요산 주변 저층 주거지 경관회복 및 가치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확보를 통한 가로환경 개선
도로의 정비, 주차장 및 소공원의 조성 등 기반시설 확보와 경관보호를 위해 공공의
적극적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산 주변지역으로 자연녹지 확장
주요산 자연녹지축과의 연계를 위해 주거지역 내부에 풍부한 수목 식재 및 녹화계
획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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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구릉 주거지역 경관개선

적용검토지역

그림 5-2 구릉 주거지역 경관개선 적용검토지역

검토대상지 : 주요산 주변 저층 주거지역으로 기반시설 개선이 필요한 지역
사업대상지 예시 : 수유동 북한산 구릉지 주거지역 일대
구릉지 주거지역 경관개선사업은 용도지역·지구에 의한 주택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형보존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양호한 구릉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개선사업
을 시행하여 구릉지의 경관특성을 보존하고 가치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 시행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과는 차
별화된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경관개선을 통한 파급효과 및 공공성 증대가 예
상되는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주거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재개발이
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예정된 지역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수유동 북한산 구릉지 주거지역을 구릉 주거
지역 경관개선에 대한 경관개선 사업예시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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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구릉 주거지역 경관개선

사업예시 : 수유동 북한산 구릉지 주거지역 일대 구릉 주거지역 경관개선
선정배경
대상지는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주거지로 대부분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
어 있으며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로 높이관리가 되고 있어 지형보존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구릉지이다.
그러나 배후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는 달리 주거지 내부는 주차장, 소공원, 녹지 등
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건축물, 도로 등의 상태가 열악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
황이다.
또한 북한산 둘레길로 연결되는 화계사길과 한신대학교 대학원, 화계중학교를 포함
해 5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경관개선을 통한 파급효과 및 공공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3 수유동 북한산 구릉지 주거지역 사업예시 대상지

현황분석 및 문제점
북한산 둘레길 접근로(화계사길)의 열악한 보행환경 및 낙후된 연접 건축물
북한산 둘레길 및 화계사 진입로인 화계사길은 지역주민 뿐 아니라 등산객의 이용
이 많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연속적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거나 조성된
경우에도 보도폭이 매우 협소하여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노
후한 입면과 옥외광고물로 인해 북한산과 조화롭지 못한 경관을 형성한다.
한신대학교에 연접하여 조성된 선형 휴게공간은 전면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가로변
에서의 인지성이 떨어지고 휴게공간으로 활용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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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구릉 주거지역 경관개선

녹지 부족으로 인해 건조한 주거지 내부 환경
북한산에서 연계되는 녹지축의 단절 및 골목길 노상주차로 주거지 내부 환경은 건
조하고 삭막한 주거지 경관을 형성한다.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학교 옹벽담장
시멘트 블록으로 조성된 버스차고지의 경계부와 화계사로변에 형성된 대규모의 학
교 옹벽은은 가로환경을 저해하며, 연접한 주거지 및 배후산과 이질적인 경관을 형
성한다.

단절되고 협소한 북한산 둘레길 접근로

북한산과 조화롭지 못한 낙후된 건물 입면

버스차고지 경계부의 건조한 가로 환경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학교 옹벽 및 담장

그림 5-4 수유동 북한산 구릉지 주거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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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구릉 주거지역 경관개선

추진방향
❙ 북한산 둘레길 진입로 정비를 통해 자연녹지로의 접근성 향상 및 이용도 제고
❙ 낙후한 건축물 입면과 학교 담장 개선을 통해 북한산과 조화로운 가로경관 형성
❙ 주거지역 내부에 수목식재 및 녹화계획을 통해 북한산의 조화로운 주거지 경관형성

사업내용

그림 5-5 수유동 북한산 구릉지 주거지역 경관사업내용

보행환경 정비
한신대 연접 노상주차면 일부를 폐지하고 기 조성된 선형공원과 통합 정비하여 보
행환경 개선하고, 화계사길 주거지변 보행로가 단절된 구간에 보행로 신설하여 보행
연속성을 확보한다.

화계사길 도로구조 정비안

주차면 폐지를 통한 휴게공간 조성 사례

[출처] (우)http://www.architectus.co.nz/en/projects/hastings-street-streetscape

그림 2-6 서울시 업무지역 경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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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구릉 주거지역 경관개선

가로경관 개선
학교 옹벽 및 담장은 자연녹지경관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하고, 화계사길에 연접하는
상업 건축물 저층부 높이를 정연하게 정비하여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한다.

학교 옹벽디자인 사례(인천 만월초)

상업건축물 입면 정비 사례

[출처] (좌)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42, (우)http://www.mccordla.com/urbanplan.php

그림 5-7 구릉지 주거지역 가로경관 개선 사례

자연녹지 확장
수목 식재, 화단 조성, 옥상녹화 등을 통해 주거지역 내부로 자연녹지를 확장하고,
노후화된 담장을 화단형, 투시형, 생울타리형 등의 자연녹지경관을 고려한 자연친화
형 담장으로 개선한다.

주거지 녹화 사례 (성북동)

담장 개선 사례 (우이동)

[출처] (우)http://www.lafent.com/news2/sub_01_view_print.html?news_id=90993&b_cate=10&m_cate=01

그림 5-8 구릉지 주거지역 자연녹지 확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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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구릉 주거지역 경관개선

단계별 추진방안
수유동 북한산 구릉지 주거지역 경관사업은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 및 공공성 증대
가 예상되는 구역인 화계사길을 대상으로 우선사업을 시행하고, 주거지 내부 환경개
선은 향후 주민들과의 경관협정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 1단계 : 공공주도 경관사업 추진 + 민간참여 경관협정 추진
공공주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화계사길의 보행환경 정비사업과 화계중학교의 담장
및 입면 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한신대사거리 진입
가로변의 낙후된 건축물 입면개선 및 옥외광고물 정비를 함께 추진하여 북한산 둘
레길로 연계되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 2단계 : 공공주도 경관사업 + 민간참여 경관협정 추진
수유중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옹벽 및 담장 개선을 통한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공공
이 주도하여 시행하고, 자연녹지 확장을 위한 주거지 내부 환경 개선 사업은 민간이
참여하는 경관협정으로 추진한다.

표 5-2 수유동 북한산 구릉지 주거지역 경관사업 단계별 추진방안

사업명
보행환경 정비
1단계
가로경관 개선
가로경관 개선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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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확장

사업방식

한신대 연접 공원 정비를 통한 휴게공간 확충

경관사업

화계사길 주거지변 연속 보행로 조성

경관사업

화계중학교 담장 및 입면 개선

경관사업

낙후 건축물 입면 및 간판 정비

경관협정

수유중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옹벽 개선

경관사업

수목 식재 및 화단 조성

경관협정

주거지 담장, 울타리 개선

경관협정

경관사업
구릉 주거지역 경관개선

경관개선 전

경관개선 후

그림 5-9 수유동 북한산 구릉지 주거지역 경관개선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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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녹지경관 네트워크 조성

녹지경관 네트워크 조성
대상
내외사산과 남북녹지축에 의한 서울의 자연녹지경관
서울의 자연녹지경관은 내사산축(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과 외사산축(북한산,
용마산, 덕양산, 관악산), 남북녹지축(북한산-종묘-남산-관악산)을 중심으로 형성
되어 있으며 이는 주요한 조망대상인 동시에 도시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주요
자연자원이다.
이러한 주요 녹지축은 산업화 이후 급격한 도시성장에 의해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훼손되어 왔으며 녹지축 단절은 자연경관으로 대표되는 서울의 고유한 도시 모습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동시에 도시의 생태적 기능을 저하시킨다.

문제점
녹지의 단절과 양적 부족으로 인한 생태 기능 저하
자동차도로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 주요 녹지축에 단절구간이 발
생하였으며, 1980년대 주거지 환경개선 및 주택물량 공급 차원에서 시작된 재개발
사업은 주거지와 인접한 공원녹지를 대량으로 해제하여 도심 내 자연녹지의 양적
부족을 초래하였다.
이는 시민들이 도심 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녹지의 부족 뿐 아니라 생물
의 서식환경이 축소되고 파괴되는 등 도시의 생태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
한다.

기본방침
녹지경관 네트워크를 통한 자연경관의 확산
주요 녹지축 단절구간 그린웨이 조성
도시화에 의해 단절된 녹지축의 지속적인 연결로 서울의 자연경관 보호뿐 아니라
도시의 생태적 안정성을 구축한다.

관련사업 연계 및 민관협력을 통한 생활녹지축 조성
광역 녹지경관 네트워크를 생활 속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입체녹화조성 지원, 녹지활
용 계약, 민간공원 조성 등 민간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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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녹지경관 네트워크 조성

적용검토지역

그림 5-10 녹지경관 네트워크 조성 적용검토지역

검토대상지 : 내외사산축과 남북녹지축 단절 구간
사업대상지 예시 : 남북녹지축의 까치산공원-현충원 구간
녹지경관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서울의 주요 녹지축인 내·외사산축과 남북녹지축을
대상으로 훼손된 자연지형을 복원하여 시가지로 자연녹지경관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북녹지축의 한강 이남 구간 중 유일한 단절 구간인 까치산공원-현충원
구간을 녹지경관 네트워크 조성에 대한 경관사업 예시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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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녹지경관 네트워크 조성

사업예시 : 남북녹지축 그린웨이 조성
선정배경
까치산공원-현충원 사이 그린웨이 조성을 통해 한강 이남 남북녹지축 완성
관악산-까치산-현충원-한강-용산-남산-북악・북한산에 이르는 남북녹지축은 서
울의 도시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자연경관축 중 하나로서 단절 구간을 연결하려는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솔밭로 생태다리, 관악까치 생태다리 등의 사업
시행으로 한강이남 녹지축 연결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한강 이남의 남북녹지축 중 유일한 단절구간인까치산공원-현충원 구간에 그린
웨이를 조성하여 한강 이남의 남북녹지축 연결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그린웨이 조성
까치산공원-현충원 사이 단절 구간은 대부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일부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인 학교가 입지하고 있다.
검토구역 내 녹지로는 현충원 녹지축과 연계된 총신대 녹지구역이 있으며 현충원으
로 연결되는 생태통로(백운고개 생태다리)가 기 조성되어 있으나 시가지 내부의 녹
지축 단절로 생태적 연속성은 부족한 실정이다.
생태환경 복원이라는 사업취지와 실현가능성을 고려하면, 신남성초등학교와 총신대
학교 녹지구역을 활용한 그린웨이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1 까치산공원 - 현충원 사이 그린웨이 조성 사업예시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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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 및 문제점
❙ 그린웨이 조성 경로 내 입지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주변 현황
신남성초등학교는 1975년 개교한 초등학교로 2개의 교사동과 운동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 노후화로 최근 교사동 입면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운동장 일부가 주차장으
로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의 우려가 있다.
총신대학교는 정문 좌측으로 학교 경계부를 따라 현충원까지 녹지(에덴동산)가 연
결되고 있으며 우측으로는 녹지 공간(명상의 언덕)이 조성되어 있다.
까치산공원-신남성초등학교 구간에는 삼거리 교차로와 3층~5층 규모의 다세대 주
택이 입지하고 있으며 까치산공원이 도로 레벨보다 높게 조성되어 있다.
신남성초등학교-총신대학교 구간은 4차선 도로에 의해 단절되어 있고, 남측 육교에
의해서만 보행이 연결되며 지형차로 인해 총신대 경계부 녹지가 도로 레벨보다 높
게 조성되어 있다.

신남성초등학교 운동장

신남성초등학교 입면공사

까치산공원과 신남성초등학교 사이 구간

신남성초등학교와 총신대학교 대상지 현황

신남성초등학교와 총신대학교 사이 구간

그림 5-12 남북녹지축 그린웨이 조성사업구간 현황 및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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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생태브릿지 연결 및 건물옥상녹화를 통한 그린웨이 조성
❙ 생태통로 및 보행로 연속성 유지를 통한 남북녹지축 그린웨이 생태환경 복원
❙ 도시계획시설인 초등학교를 활용 및 필요 시설 도입을 통한 다양한 활동 지원

사업내용
Ⓐ 구간 (까치산공원-신남성초등학교)
신남성초등학교에 연접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며 까치산공원과
매입 건물을 연결하는 생태브릿지 조성, 매입 건물 옥상녹화
Ⓑ 구간 (신남성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기존 교사동의 노후도, 학교 필요시설 등을 고려하여 기존건물
활용보다는 체육관을 신축, 옥상 녹화를 통해 그린웨이로 활용
Ⓒ 구간 (신남성초등학교-총신대학교)
생태브릿지 조성 및 사당로변 공원을 활용한 보행 접근로 확보
Ⓓ 구간 (총신대학교-현충원)
생태브릿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충원과 단절 없이 연속되는 정문 북측 녹지를
활용하여 그린웨이 조성

그림 5-13 남북녹지축 그린웨이 구간별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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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웨이 생태통로 브릿지 조성
건조하고 노후한 보행육교를 대체하여 생태적 복원과 인접한 녹지와 연계하고, 기존
녹지와 옥상 녹지의 독립적인 통로를 구축한다.

⇨

기존 보행육교

생태브릿지 사례(Landsbridge, Vancouver)

[출처] (우)http://www.designrulz.com/outdoor-design/public-spaces-outdoor-design/2012/05/vancouver-land-bridge-vancouver-washington/

그림 5-14 생태브릿지 조성 사례

옥상을 활용한 그린웨이 조성
신남성초등학교 남측 건축물 일부 매입 후 옥상 녹화를 통해 그린웨이를 조성하고,
초등학교에 체육관 조성시 옥상을 활용하여 그린 네트워크를 연계한다.

그림 5-15 현대고등학교 교육정보관 옥상녹화 사례

기존 녹지 개선
총신대학교-현충원 사이 구간 그린웨이 조성을 위해서 총신대학교 연결녹지(에덴동
산)를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시 녹지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총신대학교로 연
결되는 생태브릿지와 연계하여 산책로를 조성한다.
까치산공원 진출입구 정비를 통해 까치산공원-신남성초등학교 구간에 조성되는 생
태브릿지와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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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추진방안
남북녹지축 그린웨이 조성사업은 까치산공원에서부터 현충원까지 연속된 그린네트
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계별 사업시행이 아닌 단일 사업시행 시 시너지가 큰
사업이다.
공공의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되 적극적으로 민간(신남성초등학교, 총신대학교) 참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 공공주도 경관사업 + 민간참여 경관협정 추진
까치산공원-총신대 사이 구간 생태브릿지 조성사업과 매입건축물 및 신남성초등학
교 신축 체육관 옥상녹화 사업은 공공에서 시행하고, 총신대학교에서 현충원으로 그
린네트워크가 연결될 수 있도록 기존 녹지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은 경관협정을 통
해 추진한다.

그림 5-16 남북녹지축 그린웨이 조성사업 계획 단면

표 5-3 남북녹지축 그린웨이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방안

사업명

생태브릿지

옥상 그린웨이

기존녹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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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

까치산공원 - 매입건축물 사이구간

경관사업

매입건축물 - 신축 체육관 사이 구간

경관사업

신축 체육관 - 총신대 에덴동산 사이구간

경관사업

매입건축물 옥상녹화

경관사업

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및 옥상녹화

경관사업

총신대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시 녹지보존구간 조성

경관협정

대상지 방면 까치산공원 산책로・진출입구 신설

경관사업

경관사업
녹지경관 네트워크 조성

경관개선 전

경관개선 후

그림 5-17 남북녹지축 그린웨이 조성사업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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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천변 경관개선
대상
주요지천 연접지역
서울의 주요지천은 한강과 더불어 서울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수계축의 하나로
생활권과 인접하여 다양한 수변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이용 가능
한 생활권 단위의 중요한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도
시생태계 및 친환경적 도시환경 유지 차원에서도 귀중한 자연자원이다.
청계천 복원을 시작으로 최근 해당 자치구별로 복개된 기존 지천을 회복하려는 노
력이 추진되고 있어 생활경관축으로서의 지천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문제점
경관자원으로 활용되기에 기반 여건 미흡
지천은 경관자원으로서의 중요성 및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강과 마찬가지로 획일
적이고 폐쇄적인 경관의 문제가 나타나며, 대규모 주차장, 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
시설의 입지로 수변활력이 저해되고 있다.
특히 지천 변에 설치된 제방과 도로로 인해 생활권과 단절되는 등 경관자원으로 활
용되기에 기반 여건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기본방침
지천변 여건을 고려한 접근성 향상 및 기반시설 경관개선
생활동선과 연계한 접근로 정비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접근경로를 다양화하며 생활공간과 수변공간을 단절시
키는 요소의 완화 및 제거를 통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한다.

지천변 노후·위해 시설의 경관개선
수변 고가도로 하부 등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발굴하여 수변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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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검토지역

그림 5-18 주요 지천변 경관개선 적용검토지역

검토대상지 : 4대 지천 및 청계천 등 주요지천 연접지역
사업대상지 예시 : 청계천 6·7가(동대문) 지역
주요 지천변 경관개선사업은 4대 지천(중랑천, 안양천, 홍제천, 탄천)과 주요 지천
(청계천, 양재천, 도림천, 불광천)을 포함한 8개 지천 연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 중 복원사업으로 급진적 변화를 겪고 있는 청계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경관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청계천 6·7가(동대문) 지역을 사업예
시 대상지로 선정하여 친수경관 특성 강화를 위한 통합적 경관관리방안의 사례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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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시 : 청계천 6·7가(동대문) 지역 경관개선
선정배경
청계천은 2003년 도심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광장과 조경·조명시설을 갖춘
테마공간을 조성하는 등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생태하천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
김하였다.
그러나 도시발전 잠재력 증가로 건축 및 토지이용의 급진적 변화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변가로 및 시설의 대응 미비로 인해 다양하고 역동적인 수변경관을 창
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구 태평로 시점에서 성동구 신답철교에 이르는 청계천 복원 구간 중 오간수교 주
변지역(전태일다리~맑은내다리 사이 구간)은 다양한 도시기능(상업, 관광, 문화, 역
사자원)이 집적되어 있어 경관개선 시 지역 활성화가 용이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
로 기대된다.

그림 5-19 청계 6·7가(동대문) 지역 경관개선 사업예시 대상지

현황분석 및 문제점
보행환경 열악
청계천 주변상가(평화시장, 동대문종합시장 등) 서비스 차량의 무분별한 주정차와
협소한 보행로 및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은 가로수 식재와 물건의 적치 등으로 인해
보행 불편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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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천변 경관개선

천변가로와 청계천의 연계성 부족
레벨차로 인해 보행로에서의 청계천 인지성이 결여되며, 가로와 청계천의 연결동선
부족으로 인해 공간의 기능이 단절된다.

가로변 건축물 입면의 노후화 및 청계천 조망공간·조망요소 부족
협소한 보행로 외에 청계천과 연계된 별도의 조망 및 휴게요소가 부재하고, 청계천
에 면한 시설 대부분이 무질서한 간판, 건조하고 노후화된 외관의 상가 건물로 가로
경관이 훼손되었다.

그림 5-20 청계 6·7가 가로경관 현황

추진방향
❙ 보행위주의 가로환경 정비를 통한 보행 어메니티 제공
❙ 보행로와 도심 속 친수공간인 청계천과의 물리적·시각적 연계
❙ 청계천과 주변 지역의 경관요소 정비를 통한 조망 명소화

사업내용

그림 5-21 청계 6·7가 지역 경관개선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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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천변 경관개선

가로환경 정비
청계천로 차선축소를 통한 보행로 확보, 주차 및 하역공간 지정 등의 도로구조 정비
를 통해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가로변 건축물 저층부의 간판 및 입면 개선을
통해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도로구조 정비안

주차·하역공간 활용 사례 (샌프란시스코)

[출처] (우)http://sf.streetsblog.org/2010/10/15/eyes-on-the-street-new-parklet-on-columbus-avenue/

그림 5-22 청계 6·7가 지역 가로환경 정비(안)

수변조망기회 확대
천변 가로에서의 수변조망 확보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조망데크를 설치한다.

⇨

[기존]

[개선]

그림 5-23 청계 6·7가 지역 수변 경관개선(안)

조망명소 구축
동대문 관광특구라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입체광장, 미디어파사드 등을 설치하여 청
계천과 함께 이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명소를 조성한다.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이탈리아 볼자노 박물관

[출처] (좌)http://death4001.blog.me/70161469715, (우)http://rainergamsjaeger.com/?page_id=1762

그림 5-24 수변 조망명소 조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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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추진방안
이 계획에서 사업예시로 제시하는 사업구역(청계 6·7가 지역) 뿐만 아니라 그 외
청계천 구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사업인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수변경관 개선사
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연계 추진으로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
이와 연계하여 2단계 사업으로 다양한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오간수교 지역의 특성
을 반영한 조망명소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 1단계 : 공공주도 경관사업 + 민간참여 경관협정 추진
공공이 보행로 확폭, 주차·하역공간 지정 등의 도로구조 개선 사업과 청계천 조망
데크 및 수직연결 동선 설치 등의 수변 조망기회 확대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경관협정을 통해 가로변 상가 저층부를 개선하여 가로활성화를 유도한다.

❙ 2단계 : 공공주도 경관사업 + 민간참여 경관협정 추진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단계로 공공사업인 오간수교 주변 입체광장 설치와 경관협정
을 통한 미디어 파사드 설치를 연계하여 추진한다.

표 5-4 청계 6·7가(동대문) 지역 경관개선 단계별 추진방안

1단계

가로환경 정비

수변 조망기회 확대
2단계

조망명소 구축

사업명

사업방식

차선 축소를 통한 보행로 확폭

경관사업

주차·하역공간 확보 및 지정

경관사업

가로변 상가 입면정비

경관협정

청계천 조망데크 및 수직연결동선 설치

경관사업

입체광장 (전망, 휴게공간) 설치

경관사업

미디어 파사드 설치를 통한 명소화

경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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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개선 전

경관개선 후

그림 5-25 청계 6·7가(동대문) 지역 경관개선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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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변경관 조망명소 조성
대상
한강 수변경관 조망공간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을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조망공간 또한 서울의 중요한
경관자원 중 하나이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망장소의 지
속적 발굴 및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한강변에는 한강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 도시 스카이라인 및 야경 등 수려한
경관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구릉지, 대규모 공원 등이 다수 인접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기 수립된 다양한 계획에서 조망명소를 제안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2015)에서는 한강변 조망기회 확대를 도시경관
부문의 관리원칙으로 설정하고 기존 조망명소 외 접근이 쉬운 조망우수지역을 대상
으로 한강조망공간(13개소) 조성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
고립된 조망명소와 조망시설 개선사업의 한계
기존의 조망명소가 주로 산이나 구릉지 등에 입지하여 접근이 어렵고 유지관리 미
흡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었다. 또한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조망공간 명소화사업
은 시설위주의 개선에 머물러 조망명소로의 접근성 개선 및 인지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

기본방침
조망공간 및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조망명소화
조망시설 정비·확충 및 접근성 개선
조망공간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노후한 조망시설의 정비, 조망권역 내 조망을 차폐하
는 수종정비 등 조망장소의 개선을 추진하고, 접근로 확보 및 접근시설 정비, 주차
장 확보 등을 통해 주변지역 정비를 추진한다.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 검토
대상지와 인접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조망공간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지역 차원에서 명소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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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한강 수변경관 조망명소 조성

적용검토지역

그림 5-26 한강 수변경관 조망명소 조성사업 적용검토지역

검토대상지 : 한강변 자연형 구릉지
사업대상지 예시 : 용봉정 근린공원
기존 한강변 조망공간 중 자연형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어 접근이 어렵고 시설이 노
후화된 장소를 대상으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그 중 수려한 경관을 조망
할 수 있는 대표적 수변 조망공간임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용봉정 근린공원
내 조망공간을 한강 수변경관 조망명소 조성에 대한 경관사업 예시 대상지로 선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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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시 : 용봉정 근린공원 조망명소화
선정배경
용봉정 근린공원 내 조망공간은 한강대교 남단 언덕에 위치하여 한강과 남산, 인왕
산에 이르기까지 넓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변 조망공간임에도 불구
하고, 조망공간 협소 및 시설 노후화, 접근성 저하 등으로 인해 조망명소로 역할하
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흑석7구역 재정비사업, 노들섬 조성계획,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여의-이촌권역 관광루트화) 등 주변의 개발여건 변화로 이용수요가 증대될 것
으로 기대된다.

그림 5-27 용봉정 근린공원 조망 명소화 사업예시 대상지

그림 5-28 용봉정 전망대에서 조망되는 수변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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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 및 문제점
조망시설 부족 및 노후화
조망과 휴식을 위한 시설물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인접한 흑석7구역 근린공원 조
성계획과 연계한 조망명소화 사업이 필요하다.

유일한 접근로인 주거지 내부 가로환경 열악
현재 노들역에서 접근 시 유일한 접근로인 주거지 내부 가로는 급경사의 보차혼용
도로로 환경개선이 필요하나 노후주거지에 연접하여 있어 정비에 제약이 따르며, 현
충로변 접근로는 폐쇄된 상태이다.

주변 거점으로의 보행연결 제약
노들나루공원, 노들섬 등 주변 관광거점으로의 연결은 약 1.3km를 우회해야 하는
노들역 지하도가 유일하며, 노들역으로의 보행구간 중 용양봉저정 인근 구간의 경우
협소한 보차혼용도로로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➊ 기존 조망시설

➋ 노후주거지 내 접근로

➌ 노들역 연결로(용양복저정변)

그림 5-29 용봉정 근린공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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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변경관 조망명소 조성

추진방향
❙ 노후화된 조망공간 및 시설 정비, 흑석7구역 근린공원과의 연계를 통한 조망명소화
❙ 누구에게나 열린 조망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접근 용이성 확보
❙ 보행환경 정비를 통해 보행 안정성 및 쾌적성 확보

사업내용

그림 5-30 용봉정 근린공원 조망명소화 사업내용

조망장소 정비를 통한 환경개선
흑석7구역의 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노후 조망데크를 정비하고 도망시설을
설치하여 조망범위를 확대하고, 휴게공간 확충, 기존 수목 정리 등을 통해 조망명소
화를 추진한다.

조망장소 정비안

조망데크 사례

조망시설물 사례

[출처] (중)http://www.domusweb.it/en/architecture/2014/02/28/view_terrace_and_pavilion.html,
(우)http://www.landezine.com/index.php/2014/01/qunli-national-urban-wetland-by-turenscape/qunli_national_urban_wetland-by-turenscape-landscape_architecture-19/

그림 5-31 조망데크 및 조망시설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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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경로 다양화를 통한 접근성 개선
기존 접근로(실버센터 인접 진입로-조망데크 구간) 정비 및 현충로변 진입광장, 접
근로 신설로 인지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누구에게
나 열린 조망을 제공한다.

진입광장 조성사례 (남산 북측 순환로 진입부)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례 (남산 오르미)

[출처] (좌)http://gil.seoul.go.kr/walk/course/etc_gil.jsp?upper_code_idx=0000&c_idx=248&pagenum=1#detail, (우)http://storywalker.tistory.com/144

그림 5-32 공원 접근성 개선 사례

보행환경 개선 (용양봉저정 주변)
노들역에서 진입광장(신설예정) 사이 가로 중 보행환경이 열악한 용양봉저정 연접
가로에 보도 신설
보도와 연결되는 노량진1동 주민센터 외부공간 정비를 통해 휴게공간 마련

용양봉저정 연접가로 보도 신설

외부 휴게공간 조성사례 (더케이 트윈타워)

그림 5-33 공원 보행환경 개선 사례

단계별 추진방안
용봉정 근린공원 조망명소화 사업은 공공주도 사업으로 기존 조망공간 및 접근로
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용자 확대 및 편의를 위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주변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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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한강 수변경관 조망명소 조성

❙ 1단계 : 공공주도 경관사업 추진
사업의 시급성 및 실효성을 고려하여 기존 조망공간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대상지와 연접하여 추진 중인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2단계 : 공공주도 경관사업 추진
인지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접근로를 계획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관광거점으로 활용한다.

표 5-5 용봉정 근린공원 조망명소화 사업 단계별 추진방안

사업명
1단계

조망장소 정비

방식

조망시설 확충 및 노후 환경 정비

경관사업

접근성 개선

기존 접근로 정비

경관사업

진입광장 및 지도, 안내판 설치

경관사업

접근성 개선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경관사업

현충로변 접근로 신설

경관사업

용영봉저정 주변 보행로 신설

경관사업

노량진1동 주민센터 외부공간 정비

경관사업

2단계
보행환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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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한강 수변경관 조망명소 조성

경관개선 전

경관개선 후

그림 5-34 용봉정 근린공원 조망명소화 사업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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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왕릉 주변 역사문화 가꾸기

왕릉 주변 역사문화 가꾸기
대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조선왕릉은 각 능별 완전성과 더불어 한 시대의 왕조를 이끌었던 왕과 왕비의 능이
모두 보존되어 있다는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
었다.
대규모 면적 경관자원인 왕릉은 역사문화재로서의 체계적 보존뿐만 아니라 주변지
역 관리를 통해 역사문화거점경관으로 형성하고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다.

문제점
역사문화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주변경관
왕릉 주변지역 상당수가 역사문화자원과 어울리지 않는 펜스, 무분별한 주차, 정리
되지 않은 옥외광고물 등으로 혼란스러운 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기본방침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인지성 제고와 생활경관화
왕릉 주변지역 경관개선
왕릉 경계부 및 주변건축물 외관 등의 개선을 통해 역사문화재 주변 고유의 정취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주요한 도시경관으로 활용한다.

왕릉 주변지역 공공성 확보
일터와 삶터에서 역사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인지성 및 보행접근성을 회복
하고 여가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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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왕릉 주변 역사문화 가꾸기

적용검토지역

그림 5-35 왕릉 주변 역사문화 가꾸기 적용검토지역

검토대상지 : 서울 소재 조선왕릉
사업대상지 예시 : 선·정릉
왕릉 주변 역사문화 가꾸기 사업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서울 소재
왕릉 8기 - 선·정릉, 정릉, 의릉, 태·강릉, 헌·인릉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그 중 고층빌딩군 속에서 풍부한 수목과 아름다운 능선을 가지고 있으나 왕릉 주변
관리 미흡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크고 도심 내 입지해 있어 경관개선 시 시민의 이
용도와 파급효과가 높은 선·정릉을 왕릉 주변 역사문화 가꾸기에 대한 경관사업
예시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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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왕릉 주변 역사문화 가꾸기

사업예시 : 선·정릉 주변 역사문화 가꾸기
선정배경
선·정릉은 서울소재 조선왕릉 8기 중 유일하게 도심에 입지한 왕릉으로 유동인구
가 많은 테헤란로에 인접하고 있고 주변에 공원·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경관
사업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MICE산업 중심지인 COEX와의
연계로 세계적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약 2km에 달하는 선·정릉 경계부 중 봉은사로 68길은 가로변 전체구간에 노
상주자창이 설치되어 있어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동시에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정릉의 인지성 강화를 위
해 주진입부인 선릉로와 선릉로 100길 교차 지역을 함께 검토하였다.

[출처] 강남구 2015년 주요업무계획

그림 5-36 도심 내 입지한 선·정릉 일대

현황분석 및 문제점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질적 가로경관
봉은사로 68길에 면한 선·정릉 경계부 전체구간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신주, 옥외광고물 등이 무질서게 난립하여 문화재와 조화롭지 못한 주변 경관을
형성한다.
연접 건축물 대부분이 특징 없는 상업 건축물이었으나 최근 카페나 갤러리 등으로
리모델링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특화가로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제5장 실행계획

| 257

경관사업
왕릉 주변 역사문화 가꾸기

경계부 보도 협소 및 휴게공간 부재로 불편한 보행환경
선·정릉 경계부 보도를 따라 산책하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보행로와
전신주,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로 인해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조래하며,
벤치 등 휴게시설이나 휴게공간 등 공공공간이 부재하다.

주진입부에서의 인지성 약화
주요 접근로 진입부인 선릉로와 선릉로100길 교차 지역에 선·정릉 주차장이 그대
로 노출되어 있어 문화재로의 인지성이 떨어진다.

선·정릉 경계부 노상주차로 인한 가로경관저해
(봉은사로 68길)

카페나 갤러리 등으로 리모델링 중인 연접부 건축물
(봉은사로 68길)

가로시설물로 인해 협소한 보행로
(봉은사로 68길)

주진입부에 그대로 노출된 선·정릉 주차장
(선릉로와 선릉로 100길 교차부)

그림 5-37 선·정릉 주변 현황 및 문제점

추진방향
❙ 봉은사로 68길 보행로 확폭 및 휴게공간 마련 등을 통해 보행 어메니티 제공
❙ 연접부 건축물 저층부 정비를 통한 특화가로 조성
❙ 주요 접근로 진입부 담장 개선을 통한 인지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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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왕릉 주변 역사문화 가꾸기

사업내용

그림 5-38 선·정릉 주변 역사문화 가꾸기 사업내용

공영주차장 축소를 통한 보행환경 정비
공영주차장 축소를 통해 보행로 확폭 ·정비 및 벤치, 식재 등 휴게공간을 확보하
고, 연접부에 보도를 신설한다.

⇨

선정릉

보도

공영
주차장

2차선도로

연접
건축물

선정릉

보도확폭

2차선도로

보도

연접
건축물

그림 5-39 봉은사로 68길 도로구조개선 구상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봉은사로 68길 연접 건축물의 저층부 높이를 정연하게 정비하여 연속성 있는 가로
경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특화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테라스 및 녹화공간 설치를 권
장하며, 간판, 실외기 등의 옥외시설물 노출 최소화하고 간판을 정비하여 가로경관
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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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왕릉 주변 역사문화 가꾸기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 형성

건축물 저층부 테라스 조성 사례

[출처] (좌)http://matchrealty.co.nz/portfolio_page/wall-street-dunedin-city-council/, (우)http://www.bluebadgestyle.com/2013/02/sanderson/

그림 5-40 건축물 저층부 조성 사례

역사문화재로서의 인지성 향상
주진입부(선릉로와 선릉로 100길)의 주차장 담장을 선릉로에 기 조성된 한식담장과
유사한 담장으로 교체하여 역사문화재로서의 인지성을 향상한다.

단계별 추진방안
선·정릉 주변 역사문화 가꾸기 사업은 공공의 주도로 봉은사로 68길의 보행환경
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주민참여에 의한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저
층부 특화, 건축물 외관 정비 등의 가로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

❙ 1단계 : 공공주도 경관사업 추진
공공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축소, 보도 확폭 등의 도로구조 개선사업과 가로수 식재,
벤치 설치 등의 휴게공간 조성사업을 시행

❙ 2단계 : 공공주도 경관사업 + 민간참여 경관협정 추진
봉은사로 68길 연접 건축물변 보행로 신설 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의 경관협정을 통
해 저층부 특화, 간판정비 등의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표 5-6 선·정릉 주변 역사문화 가꾸기 단계별 추진방안

사업명
1단
계

보행환경 정비
보행환경 정비

2단
계

가로경관 개선
인지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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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공영주차장 축소를 통한 보행로 확폭 및 정비

경관사업

가로수 식재

경관사업

휴게공간(벤치 등) 마련

경관사업

보행로 신설

경관사업

저층부 특화

경관협정

간판 정비

경관협정

주차장 경계부 담장 개선

경관사업

경관사업
왕릉 주변 역사문화 가꾸기

경관개선 전

경관개선 후

그림 5-41 선·정릉 주변 역사문화 가꾸기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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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역사도심 옛 길 가로경관 개선

역사도심 옛 길 가로경관 개선
대상
역사도심 내 옛 길
옛 길, 옛 물길 등 옛 도시조직은 서울 역사도심의 고유한 정체성이며 한번 훼손되
면 회복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근대화 과정, 도심 재개발 등을 거
치면서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
그간 역사자원 보호가 지정문화재 보호에 그쳐 도시조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았으나 높아진 시민들의 역사의식 및 사회 변화 등으로 도시 속 역사자
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는 옛 길을 포함한 옛 도시조직을 역사문화자원에 포함
하여 보존의 대상으로 제안하며 옛 길의 가로환경개선 사업을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
역사적 정취와 무관한 가로경관
연접부 상업건축물의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및 광고위주 입면 혹은 도심형 산업 지
역 내 노후화된 건축물로 인해 역사적 정취가 결여된 가로경관이 대부분이다.

불편한 보행환경
기 정비된 옛 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옛 길이 본래 기능인 보행공간으로서의 기능
보다는 차량위주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기본방침
역사도심 옛 길의 보존과 지속적 회복을 통한 역사문화경관 강화
옛 길의 형태와 경관 보존을 위한 연접부 관리
원형 옛 길의 노선(선형)과 규모(폭) 등 고유의 경관요소 보존 및 특성 강화를 위
한 연접부 건축물을 관리한다.

옛 길에 대한 인지성 향상 방안 마련
바닥포장 및 가로시설물의 통합정비, 안내시설 확충, 옛 길의 흔적표시 등을 통해
옛 길에 대한 인지성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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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검토지역

그림 5-42 도심 옛 길 가로경관 개선 적용검토지역

검토대상지 : 원형 옛 길
사업대상지 예시 : 도화서길
도심 옛 길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에서 선정한 도심부 원
형 옛 길을 대상으로 하되 기 정비(감고당길, 인사동길 등)되었거나 정비계획이 수
립된 가로(돈화문로 등)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광화문과 인사동을 연결하는 입지적 장점, 근·현대건축자산 및 오픈스페이스 연접
등으로 파급력 및 실현가능성이 높은 도화서길을 역사도심 옛 길 가로경관 개선에
대한 경관사업 예시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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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시 : 도화서길 가로경관 개선
선정배경
도화서길은 광화문과 북촌(감고당길), 인사동(인사동길)을 이어주는 가로로서 역사
가로로 복원 시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대기 한옥상가, 문화주택, 현대건축물로 지정된 석조주택 등 근·현대건축자
산과 수송공원, 대규모 공개공지, 조계사 등의 연접으로 휴식과 이야기가 있는 보행
가로로 형성 가능한 잠재력을 가진다.

그림 5-43 도화서길 가로경관 개선 사업예시 대상지

현황분석 및 문제점
가로 진입부에서 도화서길에 대한 인지성 부족
광화문과 북촌, 인사동을 연결하는 입지적 중요도가 높은 역사가로임에도 진입부에
서 옛 길에 대한 인지성이 떨어지고, 근·현대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노후화
된 주변 건축물로 인해 역사문화자산으로 인지하기 어렵다.

차량위주 가로로 보행환경 열악
도화서길은 6~10미터 보차혼용 위주의 도로로 노상주차 및 불법시설물의 점유에
의해 보행공간이 협소하고 열악하고, 수송공원, 대형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 오픈스
페이스가 연접해 있으나, 노상주차로 인해 가로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264|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경관사업
역사도심 옛 길 가로경관 개선

주차장, 옥외광고물 등 가로경관 저해요소 산재
대형 건축물의 이면부로 주차장, 실외기, 대형조리기구(조계사 배면) 등 가로 경관
을 저해하는 요소가 노출되어 있고, 상업건축물의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및 광고위주
입면으로 옛 길의 정취가 훼손되었다.

옛 길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진입부

노후화된 주변 건축물로 인한 역사문화자산 인지성 미흡

그림 5-44 도화서길 현황 문제점

추진방향
❙ 옛 길에 대한 인지성 향상을 통해 도심 내 주요 역사가로로 활용
❙ 보행위주의 가로환경 정비를 통한 보행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
❙ 연접부 경관요소 정비를 통한 가로경관 개선

사업내용

그림 5-45 도화서길 가로경관 개선 사업내용

제5장 실행계획

| 265

경관사업
역사도심 옛 길 가로경관 개선

인지성 향상
옛 길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가로진입부 도로포장과 표석을 설치하고, 근·현대
건축자산의 보존 및 주변 건축물의 입면,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해 옛 골목길의 분위
기 보존한다.

바닥포장 및 가로시설물 정비 사례 (인사동길)

간판 관리 사례 (대구 진골목)

[출처] (좌)http://noproblemyourlife.tistory.com/entry/인사동거리-서울-가볼만한-거리-신과-구-그리고-동과-서의-만남, (우)http://hellopolicy.tistory.com/206

그림 5-46 역사가로 인지성 향상 사례

보행환경 정비
보행 안전성을 위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기존에 일부 존재하던 보행로와의 통합
도로포장을 통해 보행자중심의 가로로 개선한다. 수송공원 진입부 정비를 통한 접근
성 개선 및 휴게공간을 확충한다.

보차혼용도로 사례

공원 진입부 정비 사례

[출처] (좌)http://envisionmadison.net/category/catalytic-redevelopment/mifflin-street-wisconsin-idea-district/mifflin-street-woonerf/
(우)http://www.landezine.com/index.php/2015/09/fangshan-tangshan-geopark-museum-by-hassell/tangshangeoparkmuseum_hassell_johnsonlin_07/

그림 5-47 보행환경 정비 사례

가로경관 개선
가로에 연접한 주차장 경계부와 대형 건축물의 배면을 정비하고, 상업건축물 입면
및 옥외광고물 정비, 전신주 지중화 등을 통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한다.

담장 개선 사례 (윤보선길)

배면 및 경계부 개선 사례 (감고당길)

[출처] (좌)http://blog.naver.com/1mokiss?Redirect=Log&logNo=220159438789, (우)http://blog.naver.com/sdh622?Redirect=Log&logNo=220391975990

그림 5-48 역사문화재 경계부 및 배면 정비 사례

26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경관사업
도심 옛 길 가로경관 개선

단계별 추진방안 및 사업주체
공공이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의 경관협
정을 통해 가로변 경관요소를 정비하고, 민간부문인 가로변 경관요소 정비의 경우,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진입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사업을 확대하도록 한다.

❙ 1단계 : 공공주도 경관사업 + 민간참여 경관협정 추진
근·현대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안국동사거리 인근 진입부의 인지성 향상을 위
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 또한 도
화서길 전 구간을 대상으로 노상주차장 폐지, 도로포장 등의 공공사업을 추진하여
보행위주의 공간으로 전환한다.

❙ 2단계 : 민간주도 경관협정 + 공공지원 경관사업 추진
경관협정을 통해 도화서길에 연접한 상업건축물 입면 혹은 대형 건축물의 주차장
및 배면부 경관요소 관리를 유도하고, 공공은 수송공원 진입부 정비를 통해 도화서
길의 보행친화적 성격을 강화한다.

표 5-7 도화서길 가로경관 개선 단계별 추진방안

사업명

인지성 향상
1단계

보행환경 정비
보행환경 정비
2단계

가로경관 개선

사업방식

도로포장 (안국동사거리 인근 진입부)

경관사업

표석 설치

경관사업

근현대건축자산 보존

경관협정

연접 건축물 입면 및 옥외광고물 정비

경관협정

노상주차장 폐지

경관사업

도로포장

경관사업

수송공원 진입부 정비 및 휴게공간 확충

경관사업

연접 주차장 경계부 및 대형건축물 배면 개선

경관협정

연접 건축물 입면 및 옥외광고물 정비

경관협정

전신주 지중화

경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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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개선 전

경관개선 후

그림 5-49 도화서길 가로경관 개선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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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철거구간 및 주변부 경관개선
대상
고가도로 철거에 따라 가로의 위상이 변화한 지역
서울시는 1960~70년대 고속성장 시대에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 87개
의 고가도로를 설치하였으나, 21세기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로 고가도로에 대한 문
제점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이동성의 장점보다는 고가도로에 의한 도시경관의 훼손, 고가하부 우
범지역화, 지역상권 및 생활권 단절 등의 이유로 2002년 떡전 고가도로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고가도로 철거를 추진 중이다.
고가도로 철거에 따라 오랜 시간 가려져 있던 연접가로가 노출되면서 고가철거구간
및 주변부에 대한 경관개선과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점
고가도로 철거 후 드러난 삭막한 가로경관과 보행 안전성 위협
고가도로 철거에 의해 위압적인 도시경관은 개선되었지만 약 40년간 방치되었던 고
가도로변 노후 건축물의 입면과 옥외광고물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삭막한 가로경관
이 형성되었다. 또한 고가도로 철거 후 일부 도로가 광로로 전환됨에 따라 보행 안
전성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본방침
보행활성화를 위한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 조성
가로경관 개선
노후화된 입면, 불법 광고물, 노점상, 가로 시설물 등으로 인해 혼잡한 가로 환경을
정비하고 보행의 쾌적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로변에 식재 계획을 수립한다.

대규모 건축물의 공공성 확보
차량위주의 가로 환경에서 보행위주의 가로로 변모할 수 있도록 보도에 접한 대규
모 건축물의 저층부 및 전면 공지에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녹지공간을 조성 등을 통
하여 공공성을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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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검토지역

그림 5-50 고거철거구간 및 주변부 경관 개선사업 적용검토지역

검토대상지 : 고가도로 철거구간
사업대상지 예시 :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구간 및 주변부
고가철거구간 및 주변부 경관개선사업은 아현고가, 약수고가, 홍제고가 등 최근 철
거된 고가도로구간 및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가장 최근에 철거된 서대문 고
가도로 철거구간을 고가철거구간 및 주변부 경관개선에 대한 경관사업 예시 대상지
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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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시 :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구간 및 주변부 경관개선
선정배경
1971년 준공된 서대문 고가도로는 충정로에서 광화문을 잇던 도로로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을 동서방향으로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어 그 동안 공간 단절, 주변 상권 침
체 및 도시경관 저해 요소로 지적받아오다 44년 만에 철거되었다.
서대문 고가도로 남측 블록은 철거 전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경기대
학교 방면 북측 블록에는 여전히 노후한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고가철거에 따
른 가로의 위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합되는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대문 고가도로를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고가철거로 노출된 낙후된 가
로경관의 종합적 관리 및 보행안전성 확보 방안의 사례로 제안하였다.

그림 5-51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구간 일대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로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로 기존 양방향 6차선+고가차도 2차선에서 양방향 8차선의
광로로 전환됨에 따라 보행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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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고가도로 철거 전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 후

그림 5-52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 전후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에 따라 드러난 가로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필요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에 앞서 서대문역 주변의 고층 건축물 신축에 따라 공개공지
조성 및 보행로 개선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에서는 노
후화된 입면 및 옥외광고물 등이 가로에 드러나게 되면서 가로 경관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서대문 호텔 전면 공간 현황

열악한 보행환경

그림 5-53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구간 보행가로 현황

도심진입 관문으로서 돈의문터 주변지역의 새로운 관문경관 구축 필요
정동사거리 주변지역은 경희궁, 정동길, 경교장, 돈의문터 등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고려를 통해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추진방향
❙ 고가도로 철거에 따라 광로로 전환된 새문안로의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 고가도로에 의해 가려졌던 가로변 노후건축물 및 재정비사업 지역의 가로경관 개선
❙ 도심 진입 관문이자 역사문화자원(경희궁, 정동, 경교장 등)을 연계한 관문경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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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고가철거구간 및 주변부 경관개선

사업내용

그림 5-54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구간 일대

보행환경 정비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에 따라 광로로 전환된 새문안로변 보행안전을 고려한 경계식
재 및 울타리 조성 등을 통해 가로환경을 정비한다.

가로정비 사례(Nicholson Street Mall, Australia)

간선도로변 보행 안전성 향상 사례(강남대로)

[출처](좌)http://designerlandscape.tumblr.com/post/49165733664/amonlab-nicholson-street-mall, (우)http://www.earthgreen.co.kr/product/shield.php?ptype=view&idx=5240

그림 5-55 보행환경 정비 사례

가로경관 개선
노후건축물, 재정비구역, 기존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입면 정비 및 공개
공지 확보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역세권주변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옥외광고물 개선 전

옥외광고물 개선 후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envplus1&uid=166917

그림 5-56 입면정비 및 옥외광고물 개선을 통한 가로 활성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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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고가철거구간 및 주변부 경관개선

관문경관 구축
경희궁, 정동, 경교장 등 역사문화자원을 이어주며, 옛 돈의문의 도심 관문의 상징성
과 대표성을 구현하는 관문경관의 장소성을 구현한다.

단계별 추진방안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구간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선정하여 공공 주도로 보행환경 개
선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경관협정을 통해서 가로변 경관요소 정비를 동
시에 추진한다. 향후 사업구역을 돈의문터 주변으로 확장하여 관문경관구축 사업을
시행한다.

❙ 1단계 : 공공주도 경관사업 추진 + 민간참여 경관협정 추진
우선사업으로 새문안로 보행안전을 위한 경계식재 조성 및 보행활성화를 위한 보행
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경관협정을 통하여 노후 건축물의 간판정비 및 입면개선 등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되,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진입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
고 향후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 2단계 : 공공주도 경관사업
뉴타운 상업 및 업무지역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가이드라인을 따라 가로변
공공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돈의문터 방면으로 관문경관을 구축하고 정동사
거리 주변으로 역사가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표 5-8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구간 주변부 경관개선사업 단계별 추진방안

사업명

1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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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

새문안로 보행안전 경계식재조성

경관사업

노후보행가로 정비(바닥포장)

경관사업

가로경관 개선

노후건축물 간판 및 입면 개선

경관협정

가로경관 개선

뉴타운 상업업무지역 가로변 공공성 제고

보행환경 정비

관문경관 구축

경관가이드라인

돈의문터 관문경관 구축(중장기 사업)

경관사업

정동사거리 주변 역사가로 조성사업

경관사업

경관사업
고가철거구간 및 주변부 경관개선

경관개선 전

경관개선 후

그림 5-57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구간 주변부 경관사업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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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지상철 고가하부 경관개선

지상철 고가하부 경관개선
대상
노후한 역사가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는 지상철 구간
역세권은 교통의 요충지이며 고밀도 상업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시구조
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일상생활의 중심지 기능을 한다.
다양한 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역세권은 유동인구가 많고 공익성이 높은 지역
으로 우선적으로 경관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 1기 지하철인 1~4호선 구간 중 일부 구간이 철로가 지상구조물 형태로 조성
되어 있으며 이 중 건립년도가 오래되어 노후한 역사가 지상으로 노출된 지상철 구
간의 경관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점
노후 역사 및 지상철 구조물로 인한 지역경관 저해
건립년도가 20년 이상 경과된 1기 지하철의 지상철 구간은 역사 및 구조물의 노후
화와 관리의 부재로 지역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연접한 가로 및 지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역세권은 보행을 통한 접근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의 부대시설과 증설
되는 출입구 등 다양한 보행 장애물로 인해 보도 유효폭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며
보행 환경이 악화되었다.

기본방침
지상철 구조물과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통합적 환경 개선
지상철 외관 및 주변 건축물 경관개선
지상철 역사의 외관개선, 하부 잔여공간 활용, 주변 노후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재
정비를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한다.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및 접근선 강화
보행 제거물의 최소화, 공공시설물 개선을 통해 보행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역사
주변에 충분한 공공공간을 확보하여 역사로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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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지상철 고가하부 경관개선

적용검토지역

그림 5-58 지상철 고가하부 경관개선사업 적용검토지역

검토대상지 : 지구중심 이상의 지상철 역세권
사업대상지 예시 : 건대입구역 지상철 고가하부
지상철 고가하부 경관개선 사업은 지상에 노출된 철도시설 구간 중 환승역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구중심 이상의 지상철 역세권으로 경관사업을 통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건대입구역을 지상철 고가하부 경관개선에 대한 경관사업
예시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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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지상철 고가하부 경관개선

사업예시 : 건대입구역 지상철 고가하부 경관개선
선정배경
서울시 내 지하철 중 지상으로 노출된 구간의 구조물은 노후화되고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한
역세권 일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어 지상철 역사 일대의 경관개선
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 중 건대입구역은 대학교, 로데오거리, 맛의 거리, 백화점 등 다양한 기능과 유동
인구가 밀집된 대표적인 곳으로 고가하부 경관개선에 따른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요 도로의 교차로에 입지하고 있어 미관뿐만 아니라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큰 지역으로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59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하부

현황분석 및 문제점
열악한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필요
고가 하부는 어둡고 낙후된 트러스 구조물과 지상철 역사의 입면 노출로 가로미관
을 저해하며, 자전거 보관대, 육교 형태의 출입구 등으로 인해 보행로가 협소하다.

그림 5-60 건대입구 지상철 역사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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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지상철 고가하부 경관개선

어둡고 지저분한 고가 하부

고가 구조물로 인한 가로미관 저해

자전거 보관대로 인한 가로미관 저해

육교 형태의 출입구로 인한 협소한 보행로

그림 5-61 건대입구 지상철 역사 현황

보행로 및 입체보행데크를 고려한 경관계획 필요
향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사업 시행으로 확보된 보행로 및 입체보행데크를 고
려한 경관계획이 필요하다.

그림 5-62 건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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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지상철 고가하부 경관개선

추진방향
❙ 노후화된 고가구조물 및 도로시설물 개선을 통한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행로 및 입체보행데크를 고려한 경관계획

사업내용

그림 5-63 건대입구역 고가하부경관 개선사업내용

가로경관 개선
지상철 하부 구조물에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철 보행가로변 트러스 구조물 정
비 등 구조물 외관 디자인 개선을 통해 어둡고 노후한 가로경관을 개선한다.

하부 구조물 사례

트러스 구조물 사례

[출처] (좌)https://www.architonic.com/en/project/nl-architects-a8erna/5100103, (우)http://cafe.naver.com/artnuri/130

그림 5-64 대규모 구조물 경관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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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지상철 고가하부 경관개선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 보관대 등 가로시설물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보도폭이 넓은 구간에 가로수식
재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 및 지상철 고가하부와 완충공간을 조성한다.
특별계획구역 사업을 통해 입체보행로 설치 및 보행로를 확보하고, 확보된 보행로를
통해 구조물 하부 잔여공간 내 특화시설을 설치한다.

자전거 보관대 개선(뚝섬유원지역)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수 식재 조성

특별계획구역 사업 - 입체보행통로 및 보행로 확보

구조물 하부 잔여공간 내 특화시설설치(성수 수제화거리)

[출처] (좌상)http://bike.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01/2015090102646.html, (우하)http://blog.naver.com/7284991?Redirect=Log&logNo=22032052543

그림 5-65 건대입구 지상철 역사 현황

단계별 추진방안
공공이 주도적으로 역사주변의 가로 및 공공공간의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추
진하고, 추후 특별계획구역 사업 시행 시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 대상지
의 소유자와의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입체 보행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 1단계 : 공공주도 경관사업 추진
지상철 고가하부 외관개선 및 조명을 설치하고 트러스 구조 외관개선 및 자전거 보
관대 환경개선 등 공공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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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지상철 고가하부 경관개선

❙ 2단계 : 공공주도 경관사업 + 민간참여 경관협정 추진
추후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사업 시행 시 보행로를 확폭하고 입체보행데크를 설치하
는 등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추진하고, 경관협정을 통한 충
분한 보행공간의 확보 후 공공부문이 지상철 하부 잔여공간에 특화시설 설치 및 가
로수 식재 조성을 추진한다.

표 5-9 건대입구역 지상철하부경관 개선사업 단계별 추진방안

사업명

1단계

가로경관 개선
보행환경 정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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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환경 정비

사업방식

지상철 트러스 구조물 미관개선

경관사업

지상철 하부 외관개선 및 조명설치

경관사업

자전거보관대 환경개선

경관사업

출입구(육교) 철거 ￫ 입체보행데크 설치

경관협정

보행로 확폭(기부채납)

경관협정

지상철하부 잔여공간 활용한 특화시설 설치

경관사업

가로수 식재(신축 후)

경관사업

경관사업
지상철 고가하부 경관개선

경관개선 전

경관개선 후

그림 5-66 건대입구역 고가하부경관 개선사업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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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건축물 전면 공공공간 경관개선

건축물 전면 공공공간 경관개선
대상
역사도심 중심지미관지구 내 보행밀집가로
건축물의 전면공간은 사유지이지만 보도 및 광장과 같은 공공공간과 유기적인 관계
를 형성하고 있어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간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이미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서울과 같이 가용할 수 있는 토지와 공공공간이 부족한 도시에서는 건축물의 전면
공간을 활용한 공공공간 확대를 통해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업무지역은 대규모 건축물에 따른 넓은 면적의 전면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공간을 활용한 경관개선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는 지역이다.

문제점
공공·민간공간의 단절 및 공개공지의 사유화
다수의 건축물 전면공간이 가로, 주변공지 및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연계되지 못하여
접근성 및 활용성이 떨어지며 보도와의 단차 등에 의해 공공공간과의 연계성이 부
족한 경우가 많다 .
대형 건축물의 경우 전면공간이 옥외주차장으로 활용되거나 저층부에 폐쇄형 로비,
은행, 자동차 판매소 등 외부공간과의 상호소통을 저해하는 용도가 입점한 경우가
많아 가로활성화를 저해한다.

기본방침
가로변 저이용 전면공간을 활용한 가로활성화
시민 이용도 제고를 위한 공공성 확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단절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내부로의
접근성 및 유인력을 향상하고, 공개공지 등 건물 전면공간은 공공의 이용이 보장되
는 공간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조 체계 구축
민간영역임에도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공간 특성상 공공과 민간의 상호 협력적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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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건축물 전면 공공공간 경관개선

적용검토지역

그림 5-67 건축물 전면 공공공간 경관개선사업 적용검토지역

검토대상지 : 역사도심 중심지미관지구 내 보행밀집가로
사업대상지 예시 : 서소문동 도심
건축물 전면 공공공간 경관개선사업은 건축선 후퇴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역사도
심 중심지미관지구 내 보행밀집가로를 대상으로 한다.
민간부지의 공공성 개선은 협정을 통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기업 건물
이나 건물 전체가 기업 사옥으로 사용 중인 건물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휴게 및 녹지공간이 부족한 서소문 도심 내 대형 건축물 중 주요 연접가로와의 단
절로 공공성이 떨어지는 기업 사옥 부지를 건축물 전면 공공공간 경관개선에 대한
경관사업 예시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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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건축물 전면 공공공간 경관개선

사업예시 : 서소문 도심 내 건축물 전면공간 개선
선정배경
대상지에 연접하여 지하철 출입구,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협소한 편이다.
대상지 전면 및 측면공간은 보도와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으며 옥외주차장으로 사
용되고 있어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공공성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대상지 후면에 공공청사, 미술관 등의 공공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전면 및 측면
공간을 활용한 접근로, 휴게공간 조성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68 00 기업 사옥 전면공지 현황

현황분석 및 문제점
가로와 단절된 건축물 전면·측면공지
대상지 경계부의 화단형 식재 조성으로 보도와 전면/측면공지가 물리적으로 단절되
어 있고 단차로 인해 접근성 및 활용성 미흡하다.

옥외주차장 노출로 건조한 가로환경
측면 공지가 옥외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건조한 가로경관이 형성되어 있으며, 대
상지 내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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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건축물 전면 공공공간 경관개선

가로시설물 밀집으로 협소한 보행공간
지하철 출입구 및 지하철 환풍구, 버스정류장 등의 밀집으로 인해 보행로폭이 약
3m로 보행공간이 협소하고,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로 연결되는 연접가로의 보도 부
재로 인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보도와 건축물 전면공지의 물리적 단절 및 단차 발생

가로와 단절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건축물 측면공지

돌출 구조물로 인한 보행로 협소

차량통행 위주의 가로

그림 5-69 서소문 도심 내 중심지 미관지구 가로 및 측면공지 현황

추진방향
❙ 가로와 연계된 통합적 공간으로 계획하여 개방성 및 접근성 향상
❙ 휴게공간 및 친환경 공간 조성을 통해 공공성 확보 및 공간 유인력 제고
❙ 보행로 신설 및 도로변 경계식재를 통한 보행 쾌적성 및 안전성 확보
❙ 저층부 입면 개선 및 가로시설물 디자인을 통한 가로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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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건축물 전면 공공공간 경관개선

사업내용

그림 5-70 서소문 도심 내 건축물 전면공간 개선 사업내용

개방성 및 공공성 개선
인접 보도와의 단차를 해소하여 물리적 차폐요소를 제거하고, 식재 및 벤치 등 시민
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측면공간 정비 시 공공
시설로의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을지로2가 디지털 미디어아트 플라자

The Cubes,120 w. 42nd street, New York

[출처] (좌)http://imck81.tistory.com/category/%EC%84%9C%EC%9A%B8%EC%9D%98%20%EB%AA%85%EC%86%8C?page=3,
(우)http://therealdeal.com/issues_articles/all-clear-on-42nd-street/

그림 5-71 대규모 구조물 경관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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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건축물 전면 공공공간 경관개선

보행환경 정비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로 연결되는 보행로를 신설하고, 간선도로변 경계식재를 통해
보행 안전성을 확보한다.

가로경관 개선
저층부에 카페 등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건축물 입면 개선, 노후화된 가로시
설물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한다.

광화문 흥국생명 전면공지
[출처](좌) http://blog.naver.com/pychea?Redirect=Log&logNo=10039360442, (우) https://www.seonhwafoundation.org/Exhibition/exnow_view.jsp?pNo=28&page=0

그림 5-72 가로시설물 디자인 개선 사례

단계별 추진방안 및 사업주체
사업예시로 제시하는 본 계획은 공공이 개선이 필요한 민간부지를 미리 선정하고
구상안을 마련한 후 민간과의 협의를 통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공공주도형 방식으로
진행한다.
민간부지라는 특성상 건축물 전면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경관사업을 시행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경관협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 1단계 : 공공주도 경관사업
민간부지 내 전면·측면공지를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개방성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갖춘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경관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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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공공주도 경관사업 + 민간참여 경관협정 추진
민간영역과 연계된 공공영역의 보행환경 정비 및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 대상지 일
대의 통합적 정비를 완료한다.
민간에서는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및 입면정비를 통해 경관개선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경관협정을 통해 경관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시스템
을 시행한다.

표 5-10 건축물 전면 공간 경관 개선 단계별 추진방안

사업명
보도와 대상지 사이에 기 조성된 경계부 화단,
개방성 및 공공성
1단계

향상
보행환경 정비

2단계

가로경관 개선
보행환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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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
경관사업

볼라드 제거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 조성 (식재, 벤치 설치)
공공시설로의 보행로 확로

경관사업
경관사업

보도 신설

경관사업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및 입면 정비

경관협정

가로시설물 디자인 개선

경관사업

간선도로변 경계식재 조성

경관사업

경관사업
건축물 전면 공공공간 경관개선

경관개선 전

경관개선 후

그림 5-73 전면공지 경관개선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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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시계·관문지역 경관개선

시계·관문지역 경관개선
대상
시계지역
서울 시계지역은 인접한 도시로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지역으로 11개의 주요 관
문지역(의정부축, 구리축, 고양축, 김포축, 부천축, 광명축, 안양축, 하남축, 성남축,
과천축)이 있으며 그 외 하위 위계 도로로 시계 외곽지역과 연결되어 있다. 이 지역
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서울의 지형특성을 보존하고 주변 도시와의 연담화 방지
를 위하여 도시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 시계경관지구 등으로 관리됨으로써 저층 건
축물 위주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문제점
개발침체에 의한 시가지경관 낙후
서울 시계지역은 도시자연공원과 개발제한구역 등에 의해 풍부한 자연경관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기반시설 투자가 미흡하고 새로운 개발이 일어나기 어려워 시
가지경관이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진입관문의 공간인식 및 상징성 미흡
서울 진입 안내표지판과 1970년대 설치된 해태상 등 일반적인 가로시설물이 설치
되어 있으나 서울의 관문으로서의 시각적 인식과 상징성을 구현하기에는 미흡하다.
또한 광명, 부천 등 서울과 인접한 도시와 시가지가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계
지역의 경우 시계 영역이 모호하고 지속적인 개발압력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방침
시계·관문지역에 대한 공간적 인식 및 상징성 부여
통일감 있는 고유 도로경관 조성
고유 도로경관 형성을 위하여 가로수 식재 유형,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통합적인 디
자인 요소를 도입하고 관문광장 및 공원을 조성하여 장소성 및 상징성을 부여한다.

시계지역 경관개선
지역단위의 경관개선 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저개발되거나 기반시
설 정비가 미흡하여 지역 이미지가 정체되어 있는 시계지역의 경관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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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시계·관문지역 경관개선

적용검토지역

그림 5-74 시계·관문지역 경관개선 적용검토지역

검토대상지 : 시계·관문지역
사업대상지 예시 : 서울시와 김포시, 광명시, 의정부시 등의 경계부
서울 시계·관문지역의 경관개선은 우선적으로 이용자수, 통과교통량, 파급효과 등
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주요 관문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향후 시계 전 지역을 대상으
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환경이 열악한 주요 관문 중 개발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을 제외하고 주변지역의 파
급효과를 고려하여 김포시와 연접한 서울 시계를 시계·관문지역 경관개선에 대한
경관사업 예시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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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시계·관문지역 경관개선

사업예시 : 서울시-김포시 경계부 관문경관 개선
선정배경
김포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지역은 진입도로인 김포대로 외에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로 연결되는 개화동로 등 여러 간선도로가 집중되어 관통하고
있고, 고가도로 등 낙후한 교통구조물이 혼란스러운 가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진행 중인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에 의해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으로서의 위상
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경관사업을 통해 특색 있는 관문경관 조성 사
례로 제안하였다.

그림 5-75 서울시-김포시 경계부 관문경관 개선 사업예시 대상지

현황분석 및 문제점
인지성 및 상징성 미흡
시계 진입부의 복잡한 도로구조에 의해 시계에 대한 공간적 인식 어려움이 있으며,
시계임을 알리는 해태상이 설치되어 있으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하부에 설치되어
있어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가로수가 일부 식재되지 않은 구간이 있어 통일감 있는 도로경관을 조성하기
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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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시계·관문지역 경관개선

낙후된 교통구조물 및 혼란스러운 가로경관
낙후된 고가도로, 광고 현수막 등의 경관 저해요소가 산재해 있으며, 진입도로에 연
접하여 노후화된 물류창고 시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등 가로 시설물에 대한 경
관관리가 소홀한 실정이다.

특색 없고 인지가 어려운 시계

연속적이지 못한 가로수 식재

낙후된 고가도로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연접부 시설물

그림 5-76 서울시-김포시 경계부 현황

추진방향
❙ 특색 있는 디자인 요소 도입을 통해 시계로서의 인지성 및 상징성 확보
❙ 진입가로 연접 시설물 입면 정비를 통해 시계지역 가로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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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관문지역 경관개선

사업내용

그림 5-77 서울시-김포시 경계부 관문경관 개선 사업내용

인지성 및 상징성 확보
시계 진입부의 낙후된 고가도로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관문광장을 조성하여 장소성
부여한다. 또한 연속적 가로수 식재를 통해 통일감 있는 도로경관을 조성한다.

고가도로 디자인 사례

관문광장 조성 사례 (부천시)

[출처] (좌)http://www.ttw.com.au/traffic/traffic/, (우) http://www.fnnews.com/news/201508231655342667

그림 5-78 관문경관 인지성 및 상징성 향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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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지역 가로경관 개선
연접부 물류창고의 담장 디자인을 개선하고 경계부 식재를 통해 경관저해 요소를
차폐한다.

공장 담장 개선 사례

경계부 식재 사례

[출처](좌)http://www.k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6915, (우) http://www.landezine.com/index.php/2013/09/casalis-a-reconstruction-of-an-old-linen-factory-by-studio-basta/attachment/000/

그림 5-79 관문경관 인지성 및 상징성 향상 사례

단계별 추진방안 및 사업주체
시계·관문지역 경관개선사업은 무엇보다 시계로서의 공간적 인식 및 상징성 부여
가 우선인 사업으로 공공의 주도 하에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주변 지역 정
비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의 참여 유도를 통하여 경관개선을 실현한다.

❙ 1단계 : 공공주도 경관사업 추진
시계 진입 시 교통구조물을 연속적으로 통과하게 되는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사업으로 낙후된 교통구조물 디자인 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시계로서
의 장소성을 부여하기 위해 관문광장을 정비한다.

❙ 2단계 : 공공주도 경관사업 + 민간참여 경관협정 추진
경관협정을 통해 시계경관 저해요소인 노후화된 시설물의 담장 개선 및 식재 를 유
도하고 공공부문은 가로수의 연속적 식재를 통해 시계로서의 인지성을 강화한다.
표 5-11 서울시-김포시 경계부 관문경관 개선 단계별 추진방안

사업명
1단계

인지성 및 상징성향상
인지성 및 상징성향상

2단계

가로경관 개선

사업방식

개화동로 교각 측면 디자인

경관사업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하부 개선

경관사업

관문광장 정비

경관사업

가로수 식재

경관사업

연접 시설물 담장 개선

경관협정

경관저해 요소 차폐 식재

경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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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시계·관문지역 경관개선

경관개선 전

경관개선 후

그림 5-80 서울시-김포시 경계부 관문경관 개선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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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경관사업 예시 1단계 예상사업비 총괄표

예상
사업유형

사업목적

사업비

사업내용

(1단계)

구릉지 주거지
경관개선

유동인구가 많은 구릉지
주거지역 내 보행환경
정비

녹지경관
네트워크 조성

단절
남북녹지축(관악산~현충원)
회복

주요 지천변
경관개선

청계천 주변가로변 통합적
경관개선

한강 수변경관
조망명소 조성

수변 조망장소 정비를
통한 수변경관 향유

왕릉 주변
역사문화
가꾸기

역사문화재 주변 가로경관
개선

도심 옛길
가로경관 개선

원형이 보존된 옛길의
장소성 강화

예시 : 수유동 북한산 구릉지 주거지역 일대
북한산 둘레길 접근로 경관개선
- 북한산 둘레길 접근로(화계사 로) 정비, 화계사로 주변 건
축물 입면 개선

16억

예시 : 국립현충원 ~ 까치산공원 일대
생태통로 및 공공시설녹화
- 초등학교 체육관(신축)과 일부 건축물(매입) 옥상녹화
- 까치산과 현충원을 연결하는 생태브릿지 설치

161억

예시 : 청계 6,7가(동대문) 지역
보행환경 개선 및 수변 조망장소 조성
- 차로축소 및 보행로 확폭, 주차·하역공간 정비, 가로변 상
가 입면 정비, 청계천 조망데크 설치

28억

예시 : 용봉정 근린공원
조망장소 정비 및 접근성 개선
- 조망공간 및 시설 확충 및 노후 환경 정비, 조망명소 기
존 접근로 환경개선

4.2억

예시 : 선정릉 주변
가로변 보행환경 개선 및 건축물 입면개선
- 가로변 공영주차장을 보행공간으로 전환, 가로수 식재 및
휴게공간 조성

5.7억

예시 : 도화서길(삼봉로~율곡로4길)
옛 길에 대한 인지성 향상, 가로환경 정비 및 가로경관 개선
- 진입부 바닥포장, 표석 등 정비,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8.6억

예시 : 새문안로 고가도로 철거구간

고가철거구간
및 주변부
경관개선

고가차도 철거로 노출된
인접가로변 미관개선

지상철 하부
환경개선

노후 구조물에 의한
위해경관 개선

보행환경 및 가로미관 개선
- 새문안로(광로) 보행안전을 위한 경계 식재 조성, 노후화
된 보행공간(포장) 및 건축물 입면 정비 (간판, 입면 등)

10.4억

예시 : 건대입구역 지상철 하부
열악한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 지상철 트러스 구조물 및 하부 외관 개선, 보행가로변 자
전거 보관대 환경 개선

17.6억

예시 : 역사도심 내 중심지 미관지구

건축물 전면
공공공간
경관개선

가로변 저이용 전면공간을
활용한 가로활성화

시계관문경관
개선

시계관문지역에 대한
공간인식 제고

보도와 건축물 전면공간 통합정비
- 보도와 전면공간을 단절하는 화단, 볼라드 제거 및 단차
발생 최소화, 전면공간을 활용한 휴게공간 및 친환경 공간
조성

2.5억

예시 : 김포시 경계부 시계관문경관
구조물을 활용한 상징디자인 조성
- 개화동로 교각 디자인 및 관문광장 정비

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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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경관사업 추진체계
서울시 및 자치구 협력, 시민참여 등 경관사업 추진방식 다양화
자연녹지경관,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등 경관유형별 경관개선을 목적
으로 하는 경관사업 유형을 토대로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한다.
자치구 특성에 맞는 경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구는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경관사업 유형 중 해당 구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경관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서울시와 비용분담, 계획수립시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때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포함되거나 도시관리에 따른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 지역
재생 기여, 주민참여 의지 등의 여건을 검토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참여
를 통해 낙후지역개선과 지역재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시민의 경관인식제고를 위해 시민이 직접 제안함으로써 주도적으로 경관형성에 참
여하는 소단위 시민경관사업을 추진한다.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경관사업의 유
형과 재원, 시기 등 연단위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분기별 시민공모 등을 통해 심경관
사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관심 유도 방식을 기획하여 추진한다. 경관사업 중 대
상지 주변지역에 대한 경관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가벼운 경관협정을 유도하여 시민
자율적 경관관리 방식을 학습,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관 관련사업 부서간 협력 강화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 정비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으로 경관과 관
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해당사업 계획 수립시 사전에 경관사
업과 연계추진 필요성을 검토하여 재원확보 및 추가적 사업계획 수립 등 부서간 협
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그림 5-81 사업 목적에 따른 경관사업 추진방식 및 실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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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및 절차
제도적 개념
경관협정은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적 참
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써
2007년 경관법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경관협정으로 체결할 수 있는 내용은, 건축물의 의장, 색채, 옥외광고물에 관한사항,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및 공작물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
항,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서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경관협정 체결 후 작성된 경관협정서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의해
인가 및 공고되면 경관협정이 발효되며, 협정발표 이후 실시되는 모든 건축 및 개발
행위는 협정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경관협정 추진
추진주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및 건축물 사용 권리를 가진 자 등의 전원
합의에 의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경관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경관협의
서의 적성 및 경관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
구인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다.
공공은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협정체결 및 운영 경험이 부족한 주민들을
지원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경관협정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한다.
전문가는 공공과 민간 사이의 의사소통 채널 역할을 담당하고, 해당 지역 특성과 경
관자원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 및 주민협의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을 위한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계획적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경관개선 및 경
관형성을 도모한다.
표 5-13 전문가 풀(pool) 구성방법 예시
구 분

구성방법

서울시

심사를 통해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선발 후
경관협정추진협의체 구성원으로 지원

자치구
민간
전문가
NPO

경관협정운영회가 직접 민간전문가(관련용
역사)를 고용하는 방식
기존 도시, 건축, 경관관련 비영리단체
(NPO)를 고용하는 방식

비교
선도 사업 대상 등 중요지역에 경관사업 및 경관
협정을 운영할 때 적합
자치구 단위의 사업 추진 시 적합
주민 스스로 지역특성을 잘 이해하는 민간전문가를
선정하므로 주민의견반영 용이, 지속가능성 효과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효과적

[출처] 서울특별시 시가지경관계획, 서울특별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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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정
경관협정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신이 거주하고 일하는 지역경관에 대해 개선
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민이 스스로 모든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주민이 절차를 잘 밟아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지
원한다.
경관협정의 추진과정은 유도단계-기획단계-체결단계-인가단계-운영단계를 거치면
서 협정을 만들고 체결하는 일과 사업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뉘며,
각 과정에서 공공, 주민,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역할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
경관협정을 통해서 주민이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일정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협정운영회의 조직으로 지역경관을 관리해 나가고자 할 경우 운영회 운
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culture.seoul.go.kr/archives/8821)

그림 5-82 경관협정 추진과정

경관사업과의 차이점
경관사업은 지역의 경관향상과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경관사업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공공, 민간 또는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에 반해, 경관협정은 공공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의 전원합의로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해 맺는 약속으로 경관사업과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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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은 경관법 및 조례에서 제시하는 항목, 특히 공공영역에 관한 사업을 추진
하는 반면, 경관협정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협정 체결자의 건축물과 토지 등 사유
재산에 관한 사항과 함께 관련법 및 조례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라도 협정 체결자
간의 동의가 형성된 모든 사항을 다룬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은 공공으로부터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관협정도 협정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공의 지원을 받
을 수 있다.
표 5-14 경관사업과 경관협정 비교

구분

정의

시행
방법

경관사업
· 지역의 경관 향상과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 (경관법 제16조)
· 시·도지사, 시장 또는 민간이 경관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은 후 시행
(경관법 시행령 제8조)

경관협정
·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 (경관법 제19조)

· 경관협정 체결(1인 협정도 가능)(경관법 제19조)
· 경관협정운영회 구성 가능 (경관법 제20조)

·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가능 (경관법 제17조)
·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의 구역, 토지 등

대상지 ·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경관법 제16조)

소유자 전원 합의 시 가능 (경관법 제19조)
· 협정 체결자의 범위 : 경관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소유자 및 지상권자,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경관법 시행령 제10조, 경관조례 제15조)

·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 공작물 및
· 가로환경 정비 및 개선 사업
· 지역의 녹화관련 사업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사업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사업
살리는 사업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녹지, 가로, 수변공간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내용 · 도시경관 관련 교육, 홍보 등 경관인식
개선 사업
·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 사업 · 경관협정 구역 안의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경관법 제16조, 경관조례 제9조)
·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경관법 제19조, 경관법 시행령 제11조,
경관조례 제16조)

· 경관협정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 시 공공의
·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추진
기술적 지원이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경관협정의 비용은 전액 또는 일부 보조나
현황
(경관조례 제14조 2항의 1)
융자 (경관법 제25조, 경관법 시행령 제17조,
경관조례 제20조, 제21조)
[출처] 개정 경관법에 따른 서울시 경관정책 개선방향 연구, 서울연구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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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2009 ~ 2011년 경관협정 시범사업은 강북구 우이동, 양천구 신월2동 2개소에 주
민쉼터 조성, 자투리땅 녹화, 주민편의시설 설치, 통학로 정비, 담장 허물기, 생활환
경 개선, 담장·대문 등 건물외관 경관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2013년도에 구로구 개봉3동 344번지 일대(들머리마을)와, 관악구 서림동
116번지 일대(보그니마을) 경관협정사업을 완료하였다.
표 5-15 경관협정 추진현황

기간

위치

주요내용

‘09～‘11

강북구 우이동

‘09～‘11

양천구 신월2동

‘12～‘13

구로구 개봉3동 들머리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골목길 환경개선 등

552백만원

‘12～‘13

관악구 서림동 보그니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골목길 환경개선 등

531백만원

도로포장, 보안등 설치, 하수시설 정비,
화단조성, 담장정비, 대문정비 등
도로포장, 민간 주차장 정비, 도로경계석,
화단조성, 담장정비 등

‘14～‘15 관악구 중앙동 가온누리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 건물 ·담장 입면정비 등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그림 5-83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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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
1,240백만원

1,896백만원

465백만원

경관협정

경관협정 관리·운영
경관협정은 2009년 이후 경관법에 따라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향후 지속적 지원과 홍보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관사업, 지
구단위계획 등과 연계하고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나가
도록 한다.

경관사업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경관사업 주변지역 경관협정 연계
기존에 실시된 경관관련 사업의 대부분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을 시행함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고 장기적 차원에서의 정책 실현
보다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 진행으로 일회성 및 단발적 효과에 머무르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사업의 추진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효
율성 문제, 아이디어의 제한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경관협정은 그간 협정의 틀을 갖추고 공공주도의 사업에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는 전환점이 되었으나, 아직 추진력이 부족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등이 마
련되어있지 않아 주민들의 약속 이행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그간의 경관사업과 협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주도 마을경관 형성과
유도를 위하여 공공주도 경관사업 시행시 경관협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선정 및 지원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경관협정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출처] 서울특별시 시가지경관계획, 서울특별시(2009)

그림 5-84 경관협정과 경관사업의 연계추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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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도적 경관형성 유도를 위한 경관협정 공모와 지원
지역 고유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경관을 형성, 관리를 위한 경관협정과 사업을 공모
방식을 통해 공공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경관협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협정체결 및 사업계획 수립 등 과정상의 지원,
사후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를 고취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 연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경관협정을 권장하고 경관협정 체결시 인센티브 부여방안
을 검토한다. 일체적 경관조성이 필요한 가로나 구역에 대해 상세한 경관지침을 마
련하고 경관지침을 포함하여 경관협정체결시 용적률, 건폐율, 높이기준 등 기준완화
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및 경관협정 매뉴얼 개발·보급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동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경관협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협정체결시 공공사업 우선 배정, 경관협정 및 사업계획안 작성을
지원하며, 협정준수와 개보수 지원금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한다.
또한, 경관사업과 협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자체 및 주민 스스로가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 및 보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관사업
및 협정에 관한 홍보가 필요하다. 지원사업 및 협정 완료 후에도 주민주도의 지속적
인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의 기술적·행정적 지원과 함께 교육을 이행한다.

지속적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경관협정의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를 통한 효율성 제고
경관협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 시행된 경관협정의 성과와 가치
및 한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경관협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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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대상
경관법 시행령 및 서울시 경관조례에서 경관심의 대상 명시
기존에는 경관심의 대상이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경관정책에 한정되었으
나, 경관법 전부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는 경관법 시행령 및 서울시 경관조례에서 정한 일정 규
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시행 중에 있다.
이중 서울시는 경관조례 제24조에서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정하여 건
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 경관계획에서 역사도
심, 한강변, 주요산 주변의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구역별로 경관심
의 대상을 정하였다.
표 5-16 서울시 경관심의 대상

구분

대상

세부 대상

경관계획

· 경관계획 수립·변경 및 승인

경관

경관사업

· 경관사업 시행 승인

정책

경관협정

· 경관협정의 인가

기타

· 타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한 사항

도로, 도시철도

·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회

하천

·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

기반

전원설비, 생활체육시설,

시설

자전거 이용시설

·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야간경관 시설

·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도시개발사업

· 대상지 면적 3만㎡ 이상

개발

재개발․재건축사업

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사전경관계획

30개 개발사업

심의 대상

경관지구 내 건축물

· 대상지 면적 30만 ㎡ 이상
· 연면적 20만㎡ 이상

· 3층, 12m 또는 건폐율 30%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 도심 : 5층 이상 허가대상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 한강변 : 7층 이상 허가대상
· 주요산주변 : 6층 이상 허가대상

건축물
공공건축물

기타건축물

· 건축허가 대상 공공건축물
· 5천㎡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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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주체
경관위원회
관련 위원회에서 경관심의 가능
경관법에서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
속의 경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형별 경관심의 조직 및 운영
심의대상의 유형에 따라 관련 위원회별로 심의
서울시는 경관조례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
시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사회기반시설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는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시행하며, 위원회는 현행 디
자인심의 실무위원회 위원(분야별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건설기술심의위
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교통, 토목, 철도, 도로, 수자원 개발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의 운영을 보완한다.

❙ 개발사업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시행하며, 도시재정비 촉진
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
설사업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시행한다.
각 위원회별 위원 중 경관분야 전문가 참여한 경관분과(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권기능 부여하여 수권 기능을 부여한 안건에 대하여 분과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사업 주관부서에서 개발사업과 경관심의를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 일괄
상정하되 필요시 분과(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경관심의를 사전에 별도로
신청한 경우 본 위원회에서 경관분과(소)위원회로 수권 위임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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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건축물의 경관심의는 건축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시·구 건축위원회에서 시행하
고,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는 가급적 통합심의를 시행하되 경관심의 대상에만 해당하
는 건축물의 경우는 경관심의만 시행한다.
표 5-17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별 심의 주체

구 분

경관심의 대상

경관지구

3층, 12m 또는 건폐율 30% 초과하는 건축물

중점경관구역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공건축물
기타건축물

심의주체
서울시

자치구

시 건축심의 대상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5층 이상

※ 도시공원 내 공공건축물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 연면적 1,000㎡이상

5층 미만
연면적 1,000㎡미만

5천㎡ 이상, 16층 이상 다중이용시설물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건축허가 대상 공공건축물

시 건축심의 대상

❙ 경관사업 및 협정
경관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경관사업 시행 승인, 경관협정 인가와 관련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시행한다.

그림 5-85 유형별 경관심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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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시기 및 방법
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건축물 등을 계획할 때 사업자는 경관적 고려사항의 반영
여부를 경관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심의자료로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경관심의 시
심사위원은 효율적으로 심의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기반시설사업은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지침의 경관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개발
사업 및 건축물은 중점경관관리구역 포함 여부에 따라 서울시 경관계획에서 마련한
개발사업 경관체크리스트,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중점경관관리구역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사회기반시설사업
심의시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는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기본설계 완료
전에 경관심의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
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도로 및 도시철도와 하천시설의 세부시설별 구체적인 경
관심의 시기는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운영지침에 따른다.
표 5-18 경관심의운영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심의 시기

구 분

경관심의 시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

도로,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

·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 그 밖에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계획이 구체성 부족 등의 이유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 「하천법」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제27조에 따른

하천시설

하천공사시행계획(실시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전
· 「하천법」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심의방법
사회기반시설 경관체크리스트 제출
도로, 도시철도, 하천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 경관심의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체크
리스트를 제출하고, 그 밖의 시설인 전원설비, 자전거이용시설, 생활체육시설은 ‘서
울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야간경관시설은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에
서 수립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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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심의시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승인·수립·결정·
확정 전 또는 각종 구역, 지구의 지정 전에 시행하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
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시하거나,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관심의 이후 실시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및 각
종 개발계획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의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표 5-19 경관법 시행령에 따른 개발사업 유형별 경관심의 시기

구분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도시 개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
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계획의 승인 전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
시개발법」 제4조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을 말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
진계획의 결정 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5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
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
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물류단지의 지정 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
세권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
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
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지의 지정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
지의 정비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준산업단지의 지정 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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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계속) 경관법 시행령에 따른 개발사업 유형별 경관심의 시기

구분
산업단지
조성

특정 지역
개발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
발특구의 개발사업
발계획의 수립 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
사업
시계획의 승인 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전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개발구
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역의 지정 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
단지조성사업
른 광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따른 특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수립 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 지정 전. 다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단
사업
서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는 사업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

관광단지
개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의 조성사업
승인 전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항만건설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항만법」 제5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교통시설
개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
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전

비고 :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 또는 변경 지정 포함

심의방법
개발사업 경관체크리스트 제출
경관심의시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구조의 설정을 통한 기본구상, 도시공간
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을 위한 각 부문별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제시한 건축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사업 대상지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가이드라인도 함께 참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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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수립
경관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개발사업 중 대상면적 30만㎡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경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
여 고려할 수 있도록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매뉴얼에 따라 개발사업에 따른 지
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
회의 심의 신청 시 첨부한다.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심의를 신청하는 자는 건축법 제71조에 따른 특별건
축구역의 지정 신청이 가능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건축물
심의시기
건축물의 경관심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서울시 또는 자
치구 소속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와 통합심의 한다.

심의방법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제출
경관심의시 건축물의 배치·규모·높이 및 형태·입면, 재질·색채, 외부공간, 옥외
광고물, 야간경관계획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제시한 건축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대상지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가이드
라인을 함께 참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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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시민참여 계획
공공의 지원과 시민참여를 통한 단계별 시민공감대 형성
❙ 1단계 관심환기 : 경관의 가치에 대한 인식 높이기
공공지원 : 온라인 경관 아카이브 구축, 경관 브로셔·리플렛·영상 제작 등을 통하
여 시민이 올바른 경관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서베
이 등을 활용한 경관인식 조사를 통해 시민인식 변화추이를 확인한다.
시민참여 : 우리동네 경관탐사단, 온라인 경관 서포터즈 등을 구성하여 지역의 경관
자원으로 발견하고, 경관 저해요소 및 개선과제 발굴 등 지역의 경관현안 개선을 위
한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한다.

❙ 2단계 인식확산 : 좋은 경관 깨닫기
시민참여 : 서울대표 조망경관 시민공모, 도시경관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서울의 중요경관 자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경관 시민강좌 프로그램
을 통해 우수경관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공공지원 : DDP, 서울N타워 등 역사도심, 주요산, 한강의 주요 전시문화시설을 활
용하여 경관테마별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서울경관 전시관 건립을 검
토한다.

❙ 3단계 공감 및 참여 : 스스로 가꾸어가기
시민참여 : 시민 아이디어공모, 우리동네 경관 가꾸기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경관
을 보존하고 더 좋은 경관을 만들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공공지원 : 경관 사업 계획을 지원하고 경관협정 매뉴얼을 개발한다.

그림 5-86 단계별 시민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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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를 통한 경관정책 및 사업추진
시민이 공감하는 경관정책, 시민이 체감하는 경관사업을 위해 시민자문단 및 사업추
진 역량을 강화한다.

❙ 시민자문단 : 시민이 원하는 주요사업계획 수립
구성 : 체계적인 시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성한 도시계획
포커스그룹을 활용하여 일반시민, 전문가로 시민자문단을 구성한다.
주요활동 : 시민자문단은 경관과 관련된 정책 및 시책 자문, 시민체감형 협력사업
발굴, 연단위 시민경관사업 계획 자문 등에 참여한다.

❙ 주민 코디네이터 : 주민역량 강화
선정 및 교육 : 지역 대학 등을 대상으로 검증절차를 거쳐 주민코디네이터를 위촉하
고, 경관협정 교육을 거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활동 : 주민 코디네이터는 디자인, 건축 등 경관계획설계 지역전문가와 협력하여,
주민인식 제고 및 주민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한 경관개선 과제와 주민
밀착형 경관사업 도출을 현장에서 지원한다.

그림 5-87 시민참여를 통한 경관정책 및 사업추진

제5장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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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경관체크리스트
❙ 개발사업
[현황분석 및 기본방향·목표 설정]
구분

검토항목

1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생활권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반영

2

주변지역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현황조사를 토대로 고유한 지역현황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활용

3

대상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경관을 향상시키는 방향 설정

4

기본방향에 따라 실현 가능하고 일관된 목표 및 전략 수립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기본구상(경관구조의 설정)]
구분

검토항목

5

경관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밀도, 용도배치 등), 교통처리계획 등을 설정

6

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 설정

7

경관구조별 장소성·조화성 확보 및 특성화

8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9

주변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한 주요 진입부, 경관거점 및 결절부 계획

[부문별 계획(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
구분

검토항목
주변지역의 가로체계, 토지이용, 자연녹지 및 수변축 등의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대상지로 인해 주변지역 가로, 공원, 녹지체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10

주변지역 연계 계획

11

경관구조 계획

경관구조의 위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가로, 공원녹지 등을 계획

12

통합적 계획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입체적으로 계획
토지이용, 지형·지세, 대상지 정체성, 주변지역 건축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획

13

배치·형태·규모 계획

산 주변 및 구릉지의 경우에는 지형변동을 최소화하고 단차와 옹벽설치
지양(자연경사, 석축, 자연석 조경처리 권장)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변화감 있는 입면으로 계획
서울시 높이관리원칙을 반영하고, 다양한 높이를 혼합하여 획일적이지 않도록 계획

14

높이 계획

15

조망경관 계획

경계부는 주변지역 건축물 높이와의 조화, 가로 개방감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중·저층으로 계획
대상지 주변의 주요 산, 녹지, 하천, 문화재 등 경관자원 조망을 위한 조망점을
설정하고 양호한 조망경관을 위한 통경축 등 조망경관 계획
주변 여건, 규모, 위치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 기존 녹지 보존, 친환경적 외부공간
조성 등을 고려한 공원 및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계획

16

가로경관·공원 및
녹지계획

가로변과 주요 보행축 인접부는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하여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계획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입체적으로 계획

17

가로시설물 계획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의견란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자가체크 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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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높이·배치·규모]
구분

검토항목

1

서울시 높이관리원칙(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계획

2

주변지역 건축물의 규모,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3

주요 산 조망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계획
* 수변에 면하는 건축물의 경우, 대안부 조망 고려

4

구릉지 등 자연경관특성지의 건축물은 녹지훼손과 지형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모, 배치 등으로 계획

5

주변지역의 가로·공간·녹지체계를 단절하지 않도록 배치

6

주변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선이 연속적인 경우 건축선 유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입면]
구분

검토항목

7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단부를 설치하거나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휴먼스케일의 가로경관 조성

8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획일적 디자인이나 과장된 디자인, 폐쇄적인 디자인 지양

9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는 일체적 디자인, 차폐 등을 통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10

역사문화재(경관계획의 경관자원거점)와 인접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해당자원과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해 다양한 계획기법을 활용

[외부공간]
구분

검토항목

11

담장, 울타리 등은 투시형을 권장하며, 주변 건축물 및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재료, 디자인 등 사용

12

옹벽 설치를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로 또는 대지 내에서 보이는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경처리 등
다양한 계획기법 적용

13

건축물의 진입부는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14

건축물의 진입부 또는 저층부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보행자를 위한 개방적 공간으로 계획

15

공개공지의 경우, 인접한 건축물 공개공지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16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외부공간 계획

[재질·색채]
구분

검토항목

17

반사, 발광소재 등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이질적인 소재 사용 지양

18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의 경관별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서울시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적용 권장

19

역사문화재(경관계획의 경관자원거점)와 인접한 경우, 해당자원의 소재, 색채를 모티브로 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되, 과도한 재료 혼용이나 전통문양 남용은 지양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용

구분

검토항목

20

옥외광고물이나 대형전광판 설치 시 경관적 영향 고려하고, 건축물 자체 뿐 아니라, 주변 특성과 조화되는
소재 사용 권장

21

옥상부에 설치되는 대형광고물은 제한적으로 사용

[야간경관]

*야간경관의 설계기준 및 디자인원칙은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계획’의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준용

구분

검토항목

22

건물의 입체감 및 깊이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연출

23

주변 분위기에 어울리며 조형미를 살리는 부드러운 빛 연출

의견란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자가체크 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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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경관관리구역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원칙 ①

남산, 북악산 등 내사산 조망 확보

☆ 산으로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계획 유도
→ 제출자료 : 조망점 또는 조망축이 설정된 가로에서 조망대상(주요 산)과 계획대상이 함께 조망되는 가로경관을 표현한 도면

구분

검토항목

1

산 능선의 연속적 흐름과 주요 산 전경 유지 또는 추가 확보를 위한 높이 및 형태계획

2

삼일교 조망점에서는 남산 7부 능선을 참고하여 열린 경관을 위한 높이계획

3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선은 가능한 후퇴하여 배치

4

저층부보다 고층부가 후퇴하는 형태계획을 통한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산 조망 차폐 또는 산과 부조화되는 입면길이와 대형 광고물 설치 지양 유도
→ 제출자료 : 조망점 또는 조망축이 설정된 가로에서 조망대상(주요 산)과 계획대상이 함께 조망되는 가로경관을 표현한 도면

구분

검토항목

5

산 조망 차폐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장대한 입면길이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입면분절 또는 분동계획

6

건축물 측면·상층부·옥탑부 등에 대형광고물 설치 지양

7

산으로부터 연속적인 녹지축 연계를 위해 건축물의 전면공간, 옥상, 기단부 등은 풍부한
식재를 활용한 녹화계획

의견란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자가점검 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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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원칙 ②

산 주변 저층 주거지경관 특성 유지

☆ 과도한 절·성토를 지양하여 구릉지 원지형을 최대한 보호하는 배치계획 유도
→ 제출자료 : 원지형과 계획지형, 가로변 옹벽, 담장계획 등이 반영된 단면도

구분

검토항목

1

고유의 지형·지세 적극적 활용하여 계단형, 테라스형 등 원지형의 흐름에 최대한 순응하는
배치계획

2

주변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 최소화

3

옹벽 및 담장 등은 원칙적으로 도로변 설치를 지양하고,
지형차 발생 시 경사면 처리 또는 커뮤니티 시설 도입 권장

4

검토항목 3이 불가능할 경우, 휴먼스케일 고려한 높이계획 및 지형에 순응한 경사면 처리
또는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내사산과의 녹지축 연계를 위해 외부공간에 풍부한 녹화계획 유도
→ 제출자료 : 외부공간에 수목식재 계획을 반영한 배치도

구분

검토항목

5

건축물 외부공간(옥상, 벽면, 단지 경계부, 건축물 후퇴부 등)은 수목식재 활용하여 풍부한
녹지공간 조성

6

주요 보행중심가로에 면하는 건축물 외부공간은 보행광장, 휴게시설, 상가 등 보행활성화시설
도입

7

내사산에 면하여 조성되는 외부공간의 경우, 녹지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통해 내사산
자연녹지축과 연계

☆ 연접한 저층 주거지역으로의 위압감을 최소화하는 공간계획 유도
→ 제출자료 : 주변 가로체계, 필지, 건축물을 함께 볼 수 있는 배치도, 주변 지역을 포함한 스카이라인을 표현한 도면, 주변 건축물을 포함한 가로입면도

구분

검토항목

8

필지 합필 또는 단지 조성 등으로 도시적 맥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존 도시조직을 파악하여
배치계획에 반영

9

주변 가로체계와 연계되는 동선 및 보행로 계획

10

단지형 개발의 경우, 단지 경계부에 중·저층 계획을 유도하여 저층 주거지역으로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

11

주변지역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한 매스 분절을 유도하되, 불가피한 경우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입면 분절·분동 유도

12

우수한 입면 디자인 계획을 통한 다양성을 존중하되, 가로변 건축물의 가로벽, 저층부 높이,
지붕형태 등 공통된 가로경관요소를 연계하는 형태 및 입면계획

반영

의견란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자가점검 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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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③

내사산 주변 자연녹지 회복 및 시가지내 보행녹지축 형성

☆ 자연녹지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외부공간에 녹화계획 유도
→ 제출자료 : (1~3) 건축물 및 대지내 녹화계획을 표현한 배치도 등의 도면, (4~6) 세운상가군 가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은 세운상가군 보행녹지축 연계를 표현한 도면

구분

검토항목

1

건축물의 기단부, 옥상부 대지 내 외부공간 등에 녹화계획 유도

2

외부공간에 공조시설 설치 최소화하되, 불가피할 경우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하여 시각적 차폐
유도

3

단지 조성 시, 외부공간의 녹지공간 계획 수립하고 풍부한 식재계획을 통한 자연생태형
외부공간 조성

4

세운상가군 가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녹지축 형성을 위해 가로변 건축선에서 충분히 이격 배치

5

세운상가군 가로변에 면한 건축물의 전면공간(후퇴부, 공개공지)은 녹화계획

6

세운상가군 가로변에 면한 건축물의 저층부는 세운상가군 데크와 연속적인 공간 형성을 위해
연속된 테라스, 발코니 등 조성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의견란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자가점검 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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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④

한양도성 주변지역 역사특성 관리

☆ 한양도성 원형·복원구간은 도성과의 관계를 고려한 규모 및 입면계획 유도
→ 제출자료 : (1~2) 건축물, 담장, 옹벽 등의 소재, 패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계획도면, (3~4) 한양도성과 사업대상을 포함한 단면도, (5~6) 주변지역 건축물 입면,
지붕 등을 고려한 입면 및 지붕계획

구분

검토항목

1

성곽산책로 또는 성곽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가능한 기존 필지규모를 유지하는 규모 계획

2

성곽산책로 또는 성곽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한양도성 재료의 색채와 소재, 패턴을 고려하여
조화되는 입면계획 및 외부공간(담장, 옹벽 등) 계획

3

한양도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물은 한양도성보다 낮은 높이계획 유도

4

한양도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단지 조성 시, 지형을 고려하되 한양도성에서 가능한 이격
배치하고 한양도성을 향해 낮아지는 높이계획 유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높이계획은 “한양도성 현상변경허용기준” 준용

5

한양도성 산책로 또는 성곽도로에서 조망되는 완충구간범위 내 건축물은 주요 조망점에서
부감경관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의 색채 및 형태 고려한 입면 및 지붕계획
* 주요 조망점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역사경관 조망점” 적용

6

한양도성 산책로 또는 성곽도로에서 조망되는 완충구간범위 내 건축물은 건축설비 등
경관저해요소 설치는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자연친화적인 재료 활용하여 차폐 유도

☆ 한양도성 훼손·매장·멸실구간은 흔적표시 등 관련계획과 연계한 외부공간 계획
→ 제출자료 : 한양도성 흔적표시 구간 관련계획을 반영한 외부공간계획

구분

7

검토항목
한양도성 흔적표시 계획 등이 기수립 또는 수립 예정인 구간에 면하는 건축물의 외부공간은
한양도성 흔적표시구간과 연계한 휴게공간 조성

의견란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점검체크 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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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⑤

역사문화자원의 인지성 강화

☆ 주요 역사문화자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축물 계획 유도
→ 제출자료 : 역사문화자원을 배려한 계획을 표현한 입면, 형태, 외부공간 계획

구분

검토항목

1

역사문화자원 주변 건축물은 역사문화자원과 부조화되거나 위압감이 발생하지 않는 규모 및
형태계획

2

역사문화자원 주변 건축물은 역사문화자원의 색채와 재료 등 경관적 특성을 고려한 입면계획

3

역사문화자원 경계부 담장에 면한 건축물은 역사문화자원 담장의 색채, 재료의 패턴과
조화되도록 입면 및 외부공간(담장, 옹벽 등) 계획

4

지정·등록문화재와 가로변에 나란히 면한 건축물은 역사문화자원과 벽면선을 맞추거나 후퇴
배치하고, 역사문화자원의 높이를 고려한 건축물의 기단부 및 저층부 계획

5

이면 필지에 지정·등록문화재가 있는 가로변 건축물은 가로변에서 역사문화자원의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거나 필로티 등의 열린 시야 확보가 가능한 형태계획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미반영

해당없음

☆ 5대궁과 종묘 내부에서 외부 조망 시 조화로운 시가지 경관을 고려하는 규모 및 형태계획 유도
→ 제출자료 : 면적 문화재 내부의 “역사경관 조망점”에서 경관 시뮬레이션 작성
* “역사경관 조망점”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조망점 적용

구분

검토항목

6

문화재 내부에서 조망되는 외부 건축물은 주변 건축물과의 균형 및 비례를 고려한 규모 및
형태계획

7

역사문화재와 주변 건축물에 비해 과도한 색채 및 재료 사용 지양과 건축설비, 대형광고물 등
경관저해요소 설치를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차폐 유도

반영

의견란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자가점검 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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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⑥

옛 도시조직을 보존, 활용한 역사적 장소성 제고

☆ 옛 도시평면이 공간구조, 가로 선형, 블록 및 필지 규모 등 옛 도시구조 보호
→ 제출자료 : 주변지역 가로 ‧ 필지 체계를 포함한 배치도 (필요시 입면도)

구분

검토항목

1

가로체계 및 필지 고유의 방향성, 형상, 규모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건축물 규모 및 배치계획

2

검토항목 1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 필지선을 기준으로 한 건축물 규모계획 또는 입면 분절
유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원형 옛 길의 선형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동선 및 배치계획 유도
→ 제출자료 : 원형 옛길과 기존 필지체계를 포함한 배치도

구분

검토항목

3

가능한 기존 필지규모 유지하되, 필지 합필의 경우 옛 길의 연속성 고려한 동선계획

4

옛 길의 형상이 연속되도록 연접 건축물의 담장, 벽면선, 외부공간의 식재를 고려한 배치계획

☆ 옛 물길의 선형 유지 및 흔적표시를 반영한 동선 및 배치계획 유도
→ 제출자료 : 옛 물길과 기존 필지체계를 포함한 배치도 (필요시 저층부 및 외부공간계획)

구분

검토항목

5

옛 물길에 면한 건축물은 가능한 기존 필지형태 유지하되, 필지 합필의 경우 옛 물길의
연속성을 고려한 동선 및 배치계획

6

복원계획이 기 수립되었거나 수립예정인 옛 물길에 면하는 건축물은 외부공간 계획 시 옛
물길을 고려한 수공간 및 휴게공간 조성

7

복원계획이 기 수립되었거나 수립예정인 옛 물길에 면하는 건축물은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저층부 계획 및 활성화 용도 도입

의견란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자가점검 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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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⑦

도심 주요가로변 보행쾌적성 증대

☆ 보행공간의 쾌적성 증대를 위해 보도와 건축물 전면공간의 연계 유도
→ 제출자료 : (1) 가로변 주변건축물 전면공간(식재, 바닥포장 등) 연속성을 고려한 배치도, (2) 보도-전면공간-건축물을 포함한 단면도, (3~6) 외부공간계획(필요시
공개공지계획), (7) 가로변 주변건축물을 포함한 입면도

구분

검토항목

1

건축물의 전면공간은 인접한 전면공간의 식재 및 바닥포장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전면공간의
연속성 확보

2

건축물의 전면공간은 보행공간의 연속성 형성을 위해 건축물 1층 바닥-건축물 전면공간-보도
간의 단차 최소화

3

건축물의 공개공지는 보행자가 머무를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

4

건축물의 공개공지에는 보행공간과 공개공지 경계부에 시각적 또는 접근성 단절을 야기하는
경사형 화단, 시설물(담장 등) 설치 지양

5

건축물은 연접건축물과 건축선, 저층부 높이를 고려하여 연속된 가로경관형성을 방해하는
과도한 건축선 후퇴 지양

6

건축물의 외부공간은 주차공간설치 지양 및 보행공간의 흐름을 방해하는 조경시설, 휴게시설
등 최소화

7

건축물의 저층부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휴먼스케일의 규모 및 입면분절을 유도하되,
보행활성화를 위해 쇼윈도, 투시형 셔터 등 외부에서 내부로 투시가 가능한 입면계획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의견란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자가체크 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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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원칙 ⑧

청계천 친수경관 조망기회 확대

☆ 보행공간은 건축물 전면공간-보도-청계천 수변공간을 연계하는 공간 형성 유도
→ 제출자료 : 청계천을 향해 조망을 확보한 공간계획 내용을 볼 수 있는 계획도면

구분

검토항목

1

청계천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전면공간은 휴게공간, 이벤트광장 등 보도와 청계천 수변공간으로
연계되는 외부공간계획 유도

2

청계천로에 면하는 건축물 저층부에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3

청계천로 연접지역 건축물은 중심지 미관지구에 포함되므로 가로변 건축물의 전면공간에 대한
관리원칙 ⑦의 가이드라인 내용 중복 검토(해당되는 제출자료 함께 작성)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수변으로의 조망기회 확대를 위해 수변을 향하여 설치되는 기단 상부 또는 건축물 옥상에 전망공간 설치 권장
→ 제출자료 : 청계천 조망 확보를 고려한 공간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단면도 등 작성

구분

4

검토항목

반영

청계천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기단부, 옥상 등에는 청계천으로의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전망공간 설치를 권장하고, 정원, 휴게공간 등 개방형 전망공간 조성과 활성화 용도 도입

의견란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자가점검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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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해당없음

❙ 중점경관관리구역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원칙 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경관 유도

☆ 질서있는 수변경관 형성을 위해 주변과 조화로운 입면계획 유도
→ 제출자료 : 주변건축물 사진(대안부에서 촬영)을 포함한 경관분석도 및 건축물 입면계획

구분

검토항목

1

대안부에서 조망되는 수변 첫 번째 건축물은 대안부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전면 및
측면에 우수한 입면계획 유도

2

대안부에서 조망되는 수변 첫 번째 건축물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벗어나는 과도한 색채
또는 폐쇄적 입면계획 지양

3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간선도로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의 입면폭, 저층부
높이, 가로벽을 고려한 입면계획

4

대안부에서 조망되는 이면부 건축물의 상층부 및 옥탑부는 주변과 조화되는 우수한 입면계획
유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의견란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자가점검 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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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원칙 ②

수변 중심지역의 상징적 이미지 강화

☆ 랜드마크와 주변 건축물을 고려한 규모 및 형태계획 유도
→ 제출자료 : 주변지역 경관특성 분석자료 (랜드마크, 주변건축물 높이 등), 건축물 입면/형태/높이계획

구분

검토항목

1

여의도, 용산, 잠실지구 내 건축물은 주변 건축물과의 비례감을 고려하여 과도한 높이 및 입면
폭원 등을 지양한 규모 및 형태 계획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수변 중심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상징적이고 입체적인 스카이라인 계획 유도
→ 제출자료 : 주변지역 경관특성 분석자료 (랜드마크, 주변건축물 높이 등), 건축물 입면/형태/높이계획

구분

검토항목

2

수변 중심지역(여의도, 잠실, 용산) 내 건축물은 수변으로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 및
우수한 입면·형태 계획

3

여의도지구 내 건축물은 여의도 양단(SIFC, 63빌딩 등의 인접지역)은 높고 중심부는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

4

여의도지구는 국제적 업무중심지로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우수한 입면 및 형태계획

5

잠실지구는 제2롯데월드타워를 중심으로 잠실역 일대 상징적 높이계획 유도

6

용산지구는 국제업무지구라는 한강의 대표적 경관거점 으로서 랜드마크 경관형성을 위한
스카이라인계획 수립

7

여의도-용산-남산으로 이어지는 시각축 확보를 고려한 열린 배치계획 유도

의견란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자가점검 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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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원칙 ③

수변 주거지역의 변화감 있는 경관 확보

☆ 주거단지 계획 시 수변을 향해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 유도
→ 제출자료 : (1) 한강변-계획단지 스카이라인(높이)을 표현한 단면도, (2) 대안부에서 조망되는 주거단지의 입면도

구분

검토항목

1

한강변 건축물의 높이계획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높이관리원칙을 적용하되, 중·저층의
주동을 배치하여 수변으로부터 점차 높아지는 높이계획 유도

2

대지 폭이 협소하여 한강변을 따라 주동이 1열 배치되는 주거단지의 경우, 변화감있는
수변경관 형성을 위해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단일한 높이계획 지양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한강으로이 열린 시야 확보를 위해 통경축변에 중·저층 높이계획 유도
→ 제출자료 : 광역통경축-계획단지 스카이라인(높이)을 표현한 단면도

구분

3

검토항목
광역통경축에 면한 주거단지는 통경축 연접부에 중·저층 주동 배치구간을 설정하여
통경축변으로 점차 낮아지는 높이계획 유도

의견란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자가점검 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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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원칙 ④

수변 역사문화재와 조화되는 경관관리

☆ 토성과 함께 조망되는 정돈된 시가지경관을 고려한 배치 및 형태계획 유도
→ 제출자료 : 주변지역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분석도(건축물 높이, 토성조망가로 등), 주변건축물을 포함한 가로입면도 ‧ 배치도

구분

검토항목

1

토성의 높이와 주변 건축물과의 비례감을 고려하여 휴먼스케일의 매스분절을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 입면 분절계획 유도

2

토성의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와 재료 사용 권장

3

건축설비 등 경관저해요소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자연친화적 재료 활용하여 차폐
유도

4

토성 또는 주변 저층주거지를 향해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

5

옥외광고물은 토성과 조화로운 색채와 재료 사용 유도하되, 주변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위치와
디자인 고려

6

토성 조망 확보를 고려하여 건축선에서 가능한 후퇴하여 배치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토성의 자연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외부공간 계획 유도
→ 제출자료 : 토성의 자연성을 고려한 외부공간계획 및 녹화계획

구분

검토항목

7

외부공간 계획 시 가능한 풍부한 식재계획

8

바닥포장 및 담장 설치 시 자연친화적인 재료, 색채, 패턴 사용

9

건축물 계획 시 옥상녹화를 유도하고, 고층건축물의 경우 토성의 높이를 고려한 기단부·발코니
등의 설치 및 녹화계획

의견란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자가점검 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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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원칙 ⑤

대안부에서 조망되는 주요 산 조망경관 확보

☆ 배후산 조망 시 주요 산의 조망 확보를 고려한 건축 계획 유도
→ 제출자료 : 계획대상이 산 조망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조망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 작성

구분

검토항목

1

대안부 조망점에서 조망되는 주요 산의 전경과 능선의 연속적 흐름을 고려한 규모 및 형태계획

2

수변 중심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상징적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되 해당 조망점에서
주요산으로의 시각적 통경축을 고려한 배치·형태·규모계획

3

배후에 조망되는 주요 산이 남산인 경우, 남산으로의 열린 경관으로 계획하되 반포대교 남단
상부(동측) 조망점은 남산 7부능선 높이와 별도 관련계획에 따른 소월길 부감기준을 동시
고려한 계획 유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배후산 조망 시 조망을 방해하는 장대한 입면과 대형광고물 설치 지양
→ 제출자료 : 산 조망과 주변 건축물과의 관계를 볼 수 있도록 해당 조망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 작성

구분

검토항목

4

주변 건축물에 비해 지나치게 장대한 입면계획 지양

5

건축물 상층부 또는 옥탑부에 대형 광고물 설치 지양

6

옥외광고물은 산조망을 고려하여 입면계획 시 통합계획 유도

의견란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자가점검 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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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⑥

수변 구릉지의 지형적 경관특성 보호

☆ 과도한 절·성토를 지양하여 구릉지 원지형을 최대한 보호하는 배치계획 유도
→ 제출자료 : 원지형과 계획 지형을 비교하는 단면도 작성

구분

검토항목

1

고유의 지형·지세를 적극 홀용하여 계단형, 테라스형 등 원지형의 흐름에 최대한 순응하는
배치계획

2

주변 대지 및 도로와 고저차를 최소화하도록 계획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미반영

해당없음

☆ 자연형 구릉지 연접부지는 구릉지 경관을 배려하는 배치 및 녹화계획 유도
→ 제출자료 : 구릉지 자연경관을 배려한 배치계획, 외부공간계획, 녹화계획

구분

검토항목

3

자연형 구릉지 경관에 대한 조망 확보를 위해 자연형 구릉지에서 이격하여 배치

4

수변에서 조망되는 구릉지 경관이 연속될 수 있도록 수변에 면하는 외부공간에 식재 등을
활용한 녹화계획 및 자연과 조화되는 식재계획

5

자연형 구릉지의 자연경관이 연접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단지 내 외부공간
계획 시, 식재계획을 통한 녹지축 형성 및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녹화계획

☆ 시가화 구릉지역은 주변지역을 고려한 규모 및 형태계획을 통해 조화로운 경관형성 유도
→ 제출자료 : 주변 지역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대상지 단면도 작성

구분

검토항목

6

구릉지역 내 부지에서 원지형을 고려한 중·저층의 높이계획 유도

7

지형차로 인해 연접지역으로의 위압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8

조화로운 시가지경관 형성을 위해 주변 건축물에 비해 장대한 규모, 형태, 입면폭 및
돌출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반영

의견란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자가점검 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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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원칙 ⑦

한강변 접근가로변 열린시야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 광역통경축이 설정된 가로는 한강으로의 열린 시야 확보를 고려한 건축선 계획
→ 제출자료 : 광역통경축 가로변과의 관계를 예시하는 단면도 작성

구분

검토항목

1

가로변에서 가능한 건축선을 후퇴하여 한강변으로 열린 조망 유도

2

15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11층 이상부터 벽면선 추가 후퇴

3

단지 조성 시, 저층부에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는 경우 가로의 연속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유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미반영

해당없음

☆ 지구보행·활동축이 설정된 가로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질서있는 건축계획 유도
→ 제출자료 : 지구보행·활동축 가로변에서 주변 건축물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배치도 작성

구분

검토항목

4

우수한 입면 디자인 계획 유도하여 디자인 다양성 존중

5

형태 및 입면은 주변 건축물의 가로벽, 저층부 높이, 지붕형태 등의 경관요소 고려

6

단지 조성 시, 가로에 면하여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시설 및 조경시설 배치 유도

7

외부공간 계획 시, 주차공간, 옹벽, 담장 설치를 가능한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친환경 소재
포장 및 식재 차폐를 유도하여 쾌적한 보행가로환경 조성

반영

의견란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자가점검 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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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⑧

전망공간 조성으로 수변 조망기회 확대

☆ 다양한 수변경관의 조망기회 확대를 위해 건축물 내 전망공간 설치 권장
→ 제출자료 : 전망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는 계획내용을 제시한 배치도 및 입면도 작성

구분

검토항목

1

수변의 우수한 경관자원으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건축물 중층부, 고층부 등 다양한 위치에
전망공간 설치 권장

2

건축물 외부에서도 전망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는 입면계획

3

전망공간을 옥상정원 형태로 조성하는 경우, 휴게시설 및 이벤트 공간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공간 조성 권장

4

전망공간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인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건축물 전면가로벽에서 개방된
전망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판 등의 설치

5

전망공간은 야간경관 연출을 통해 명소화 되도록 유도

반영

의견란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자가점검 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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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해당없음

❙ 중점경관관리구역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원칙 ①

주요 산 주변 구릉지의 지형·지세 보호

☆ 과도한 절·성토 지양하여 구릉지 원지형을 최대한 보호하는 배치계획 유도
→ 심의 검토자료 : (1~2) 원지형과 계획지형을 검토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하는 계획내용을 표현한 종·횡단면도 (3~4) 지형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옹벽 및 담장을
최소화하는 계획내용을 표현한 도면

구분

검토항목

1

고유의 지형·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계단형, 테라스형 등 원지형의 흐름에 최대한
순응하는 배치계획

2

주변 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

3

옹벽 및 담장 등은 원칙적으로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 지양하고, 지형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옹벽 및 담장은 경사면 처리 또는 커뮤니티 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도입 권장

4

검토항목 3이 불가피할 경우,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높이계획 및 지형에 순응하는 경사면 처리
또는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의견란
* 본 란은 심의위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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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원칙 ②

주요 산 녹지축과 연계한 자연녹지경관 형성

☆ 주요 산 자연녹지축과의 연계를 위해 풍부한 수목식재 및 녹화계획 유도
→ 심의 검토자료 : (1~2) 풍부한 수목식재 계획내용을 표현한 배치도 또는 입면도, (3~5) 지형 흐름의 연속성 등을 배려한 외부공간계획도, (6~7) 주변과 조화되는
지붕계획을 표현한 입면도

구분

검토항목

1

건축물의 외부공간은 옥상녹화, 벽면녹화, 식재계획 등 풍부한 수목 식재를 유도하여 주요 산
주변에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2

단지 조성 시, 단지 내 외부공간에 주요 산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녹지축을 형성하고 녹지축
형성구간에 수목 등 풍부한 식재 계획 유도

3

건축물 전면공간 또는 단지 경계부 외부공간은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자연친화형 외부공간
조성

4

주요 보행중심 가로에 면하는 건축물 외부공간의 경우, 보행광장, 휴게시설, 상가 등
보행활성화 시설 도입

5

내사산에 면하여 조성되는 외부공간의 경우, 녹지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확보 등 내사산
자연녹지축과의 연계 유도

6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경사형을 권장하고, 평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는 옥상녹화 유도

7

건축물의 지붕은 자연과 조화로운 색채계획 유도

의견란
* 본 란은 심의위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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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원칙 ③

주변지역 주거지 경관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 도시적 맥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존 도시조직을 고려하는 공간계획 유도
→ 심의 검토자료 : 기존 도시조직을 고려하는 배치 및 동선계획을 표현한 배치도 작성

구분

검토항목

1

필지 합필 또는 단지 조성 등으로 도시적 맥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존 도시조직을 파악하여
배치계획에 반영

2

주변 가로체계와 연계되는 동선 및 보행로 계획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저층 주거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스카이라인계획 유도
→ 심의 검토자료 : 인접지역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표현한 종·횡단면도 작성

구분

3

검토항목

단지 경계부에 중·저층 계획 유도하여 저층주거지역으로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

☆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위해 주변 건축물 고려한 규모 및 형태계획 유도
→ 심의 검토자료 : 주변 건축물의 규모, 높이, 지붕형태 등을 함께 표현한 입면도 작성

구분

검토항목

4

주변 건축물에 비해 장대한 입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지역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한
매스분절을 유도하되, 불가피할 경우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입면 분절·분동 유도

5

우수한 입면 디자인 계획을 통한 다양성 존중하되, 가로변 건축물의 가로벽, 저층부 높이,
지붕형태 등 공통된 가로경관요소를 연계하는 형태 및 입면계획

의견란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자가점검 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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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점
1등급
001

반포대교 남단 상부(동측)

서초구 반포2동 반포대교 남단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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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대상 : 남산)

위도 37 30 38.32N

경도 126 59 54.68E

1등급
002

삼일교

종로구 관철동 삼일교

(조망대상 : 남산)

위도 37 34 3.84N

경도 126 59 13.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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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003

전자상가입구 교차로

용산구 한강로동 전자상가입구 교차로(신용산역 4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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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대상 : 남산)

위도 37 31 46.90N

경도 126 58 5.86E

2등급
004

선유도 전망대

영등포구 양화동 선유도 전망대

(조망대상 : 북한산)

위도 37 32 41.26N

경도 126 53 53.4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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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005

여의도 마리나 전면

영등포구 여의동 81번지(여의서로 160) 서울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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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대상 : 북한산)

위도 37 32 5.24N

경도 126 54 44.17E

2등급
006

원효대교 남단 상부(동측)

영등포구 여의동 원효대교 남단 상부

(조망대상 : 남산)

위도 37 31 23.77N

경도 126 56 18.91E

부

록

| 345

2등급
007

동작대교 남단 상부(서측)

동작구 동작동 동작대교 남단 상부

346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조망대상 : 남산)

위도 37 30 21.89N

경도 126 58 49.06E

2등급
008

서래섬

서초구 반포2동 반포한강공원 서래섬

(조망대상 : 남산)

위도 37 30 31.23N

경도 126 59 33.32E

부

록

| 347

2등급
009

반포대교 북단 상부(서측)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 북단 상부

348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조망대상 : 관악산)

위도 37 31 8.57N

경도 126 59 39.46E

2등급
010

한남대교 남단 상부(동측)

강남구 신사동 한남대교 남단 상부

(조망대상 : 남산)

위도 37 31 29.00N

경도 127 0 55.16E

부

록

| 349

2등급
011

방학사거리

도봉구 방학1동 방학사거리

350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조망대상 : 북한산)

위도 37 39 46.24N

경도 127 2 31.66E

2등급
012

광산사거리

강북구 수유동 광산사거리

(조망대상 : 북한산)

위도 37 38 36.69N

경도 127 1 19.88E

부

록

| 351

2등급
013

강북구청 교차로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교차로

352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조망대상 : 북한산)

위도 37 38 22.12N

경도 127 1 34.83E

2등급
014

화계사입구 교차로

강북구 수유동 화계사입구 교차로

(조망대상 : 북한산)

위도 37 38 3.10N

경도 127 1 3.59E

부

록

| 353

2등급
015

수유사거리

강북구 번동 수유사거리

354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조망대상 : 북한산)

위도 37 38 4.03N

경도 127 1 22.54E

2등급
016

강북구민운동장 교차로

강북구 번동 강북구민운동장 교차로

(조망대상 : 북한산)

위도 37 37 51.64N

경도 127 2 29.86E

부

록

| 355

2등급
017

경복궁역 교차로

종로구 내자동 경복궁역 교차로

356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조망대상 : 북악산)

위도 37 34 32.06N

경도 126 58 20.88E

2등급
018

서울광장

중구 태평로2가 서울광장

(조망대상 : 남산타워)

위도 37 34 2.29N

경도 126 58 23.68E

부

록

| 357

2등급
019

한국은행앞 교차로

중구 남대문2가 한국은행앞 교차로

358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조망대상 : 남산)

위도 37 33 42.93N

경도 126 58 51.13E

2등급
020

서울역앞

용산구 동자동 43-52번지(한강대로 399) 전면

(조망대상 : 남산)

위도 37 33 12.28N

경도 126 58 28.06E

부

록

| 359

2등급
021

전쟁기념관

용산구 용산동1가 8번지(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주차장 전면

360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조망대상 : 남산)

위도 37 32 5.20N

경도 126 58 38.07E

2등급
022

미림여고 앞

관악구 신림동 1557-1(호암로 546) 미림여고 교문앞

(조망대상 : 관악산)

위도 37 27 56.92N

경도 126 55 51.02E

부

록

| 361

3등급
023

여의나루역 2번출구앞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역 2번출구 앞

362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조망대상 : 북한산)

위도 37 31 38.26N

경도 126 55 56.10E

3등급
024

광진교 남단 상부

강동구 천호동 광진교 남단 상부

(조망대상 : 용마·아차산)

위도 37 32 35.89N

경도 127 7 3.43E

부

록

| 363

3등급
025

서부병원앞 교차로

은평구 응암동 서부병원앞 교차로

364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조망대상 : 북한산)

위도 37 36 22.46N

경도 126 55 21.85E

3등급
026

국립4.19민주묘지입구 사거리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입구 사거리

(조망대상 : 북한산)

위도 37 38 55.03N

경도 127 0 53.90E

부

록

| 365

3등급
027

온수골 사거리

노원구 상계동 온수골 사거리

366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조망대상 : 도봉산)

위도 37 39 32.74N

경도 127 3 57.62E

3등급
028

삿갓봉근린공원교차로

노원구 중계동 삿갓봉근린공원교차로

(조망대상 : 불암산)

위도 37 39 27.55N

경도 127 4 30.25E

부

록

| 367

3등급
029

한성유치원앞

노원구 하계1동 256-5번지(한글비석로 145)

368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조망대상 : 불암산)

위도 37 38 38.10N

경도 127 4 58.37E

3등급
030

동원사거리

중랑구 면목동 동원사거리

(조망대상 : 용마·아차산)

위도 37 35 23.40N

경도 127 5 37E

부

록

| 369

3등급
031

사가정역 교차로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교차로

370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조망대상 : 용마·아차산)

위도 37 34 49.70N

경도 127 5 19.10E

3등급
032

장안동 사거리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동사거리

(조망대상 : 용마·아차산)

위도 37 34 20.7N

경도 127 4 16.92E

부

록

| 371

3등급
033

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

372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조망대상 : 구룡·대모산)

위도 37 30 3.88N

경도 127 4 2.32E

3등급
034

학여울역교차로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교차로

(조망대상 : 구룡·대모산)

위도 37 29 47.97N

경도 127 4 10.81E

부

록

| 373

3등급
035

영동5교

강남구 개포동 영동5교(양재천로 교차지점 상부)

374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조망대상 : 구룡·대모산)

위도 37 29 23.18N

경도 127 3 53.08E

3등급
036

구룡초교 교차로

강남구 개포동 구룡초교 교차로

(조망대상 : 구룡·대모산)

위도 37 28 54.98N

경도 127 3 15.70E

부

록

| 375

3등급
037

경기여고앞

강남구 개포동 152번지 경기여고(삼성로 29) 삼성로와 삼성로4길 교차지점 위도 37 29 3.17N

376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조망대상 : 구룡·대모산)

경도 127 3 56.44E

3등급
038

대모산입구역 교차로

강남구 개포동 대모산입구역 교차로

(조망대상 : 구룡·대모산)

위도 37 29 28.94N

경도 127 4 21.67E

부

록

| 377

3등급
039

구룡마을입구 교차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입구 교차로

378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조망대상 : 대모·구룡산)

위도 37 28 46.62N

경도 127 3 53.86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