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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건축물과 가로공간과의 관계는 도시 공공공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서 도시설계의 지속적인 관심영역이었다. 지상레벨에서 가로와 건물과의 관계는 

건물의 접근성과 공공가로의 보행안정성 및 연속성을 결정한다. 또한 가로공간의 

공간적 질서와 안전, 쾌적성에 영향을 미친다. 접합부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개별

건물 차원에서 건축물 1층 바닥높이, 단차처리 방법, 전면공지 내 경사, 전면공지

의 이용방식 등이 있고, 블록차원에서 이들 요소가 인접건물과 연결되는 방식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상업가로를 대상으로 건축물 1층 바닥면과 전면공지

가 접하고 있는 접합부의 문제를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1층 바닥높이

와 접합부 단차처리, 전면공지 경사 문제에 초점을 둔다.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자 서울의 일부 가로와 그와 연결된 건축물 일

부를 선택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한 분석은 건축물 1층 바닥

면과 전면공지 단차 및 단차처리 방식, 전면공지와 보도의 단차 및 단차처리 방

식, 연접건물과의 전면공지 연결방식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의 상업가로에

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서 1) 건물 1층 바닥-전면공지-보도와의 레벨차이

가 나타나고 있으며, 2) 레벨차이를 계단 또는 경사로 처리되어 장애인이나 유모

차의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3) 건축단위로 개별적으로 처리되어 건물 간 

연속성이 단절되고, 4) 이러한 문제는 경사지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동일부 대상지에서는 보도와 전면공지의 레벨이 연속성 있고 

평단하게 조성되고, 건물 1층 바닥높이도 10cm 이하로서 장애 없이 접근할 수 있

게 조성되어 있는 사례도 발견하였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1) 건축가의 설계, 2) 건축주의 요구, 3) 공공 

건축규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모범사례와 문제사례를 

분류하여 사이트를 선정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건축

가 심층인터뷰와 도면검토를 통해 건축설계, 시공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물 1층 

바닥높이 결정 요인과 전면공지 조성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공공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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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필요성에 대한 건축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건축물과 전면공지 

접합부의 문제는 규제의 부재, 건축실무자들의 무관심, 도면 없이 이루어지는 시

공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경사조건을 가진 부지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났으며, 경사를 고려한 세심한 설계지침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건축

물 1층 바닥높이를 보도레벨과 과도한 차이가 없도록 할 경우,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1층 점포 영업주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

였다. 모범사례 점포주 질의를 통해 낮은 단차나 전면공지 경사구배가 완만한 경

우에도 이로 인한 사용상의 불편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분류한 문제유형과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축물 1층 바닥면과 전면공지 접

합부를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디자인가이드라인은 분석

의 결과로써 도출된 4가지 기본원칙을 토대로 지형과 공지규모, 형태에 따라 신

축건물에 적용하는 경우와 기존건물에 적용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신축건물의 경

우 전면공지바닥, 건축물 1층 바닥높이, 건물의 두면이상이 보도와 접해있는 복합

경사지, 3m이하의 좁은 보도 폭을 가진 대상지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기존건물의 

경우 건축물 진입구에 대한 규제, 1개의 건축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점포가 입지

한 바닥면 단차로 나누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디자

인가이드라인의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현행 건축물 인허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어 : 건축물 1층 바닥높이, 전면공지, 건물-가로 접합부, 가로환경설계, 디자인가

이드라인

학번 : 2012-23198



- iii -

목   차

  국문초록

제1장 서론

1절. 문제제기 및 목적····························································································· 03

 
2절. 연구의 방법 ····································································································· 04

 
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05

1. 이론적 배경 ·············································································································· 05

2. 선행연구 ··················································································································· 08

4절. 연구의 범위 ····································································································· 11

1. 내용적 범위 ·············································································································· 11

2. 공간적 범위 ·············································································································· 12

제2장 사례연구

1절. 대상지 개요 ······································································································· 15

2절. 모범사례 ··········································································································· 15

1. 남성역 두산위브 전면상가 ····················································································· 15

2. 한남동 리첸시아 측면상가 ····················································································· 26

 
3절. 문제사례 ··········································································································· 32

1. 남부순환로 ················································································································ 32

2. 압구정로 ··················································································································· 36

3. 사임당로 ··················································································································· 40

4. 기타 ··························································································································· 43

 
4절. 문제유형 ············································································································· 46

1. 공간의 정의 ················································································································ 46

2. 문제유형분류 ············································································································ 47

3. 문제유형분석 ············································································································ 52

5절. 소결····················································································································· 52



- iv -

제3장 문제요인 분석

1절. 결정의 주체들··································································································· 57

1. 건축설계 실무자 설문 ······························································································ 57

2. 문헌 참조 및 건축가 인터뷰 ················································································· 62

2절. 공공의 규제 ····································································································· 64

1. 일반법규 검토 ·········································································································· 64

2. 공공보도경사 규제 ·································································································· 65

3. 일반건축물 인허가  ································································································ 66

4. 대형 건축물 건축심의  ··························································································· 68

5. 송파구 미관지구 후퇴공간 가이드라인  ······························································ 71

 
3절.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 ······························································· 73

4절. 소결 ··················································································································· 75

제4장 디자인가이드라인 및 정책 제안

1절. 디자인 가이드라인 ··························································································· 79

1. 신축건물 ····················································································································· 79

2. 기존건물 ·······················································································································88

 
2절. 정책제안 ············································································································· 91

1. 디자인가이드라인의 법률제안 ················································································· 92

2. 건축물 인허가 기준 개선방안 ················································································· 96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 v -

표   목   차

<표1> 연구의 흐름                                                             04

<표2> 공공공간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키워드                               07

<표3> 교통약자의 건물 접근성 관련 지침 비교                                  10

<표4> 대상지 개요                                                            15

<표5> 점포주 의견조사                                                       25

<표6> 점포주 의견조사                                                       31

<표7> 전면공지 유형                                                          48

<표8> 건축물 1층 바닥면과 전면공지 접합부 유형                               49

<표9> 옆 점포와의 접합부 유형                                                50

<표10> 종방향 경사지 유형                                                     51

<표11> GL(ground level)설정 방식에 대한 조사                                   58

<표12> 1층 바닥높이 치수에 관한 조사                                         59

<표13> 1층 바닥높이 설정 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조사                   60

<표14> 건축물 1층 바닥과 전면공지 접합부 시공도면 유무                        60

<표15> 시공도면 스케일에 대한 조사                                            61

<표16> 규제 필요성에 대한 조건부 동의에 대한 요소                             62

<표17> 관련법규                                                               65

<표18> 나라별 보도 횡단경사기준                                               65

<표19> 시장·군수·구청장 건축인허가 행정절차                               67

<표20> 건축 허가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                                  68

<표21>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                                 69

<표22>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내용                         70

<표23> 본 인증절차                                                            71

<표24> 송파구 미관지구 후퇴공간 가이드라인                                    73

<표25> 장애인·교통약자에 관한 법률                                           74

<표26> 장애인·교통약자에 관한 지침비교                                       74

<표27> 결정의 주체들                                                          75

<표28> 복합지형 조성예시                                                      86

<표29> 경사로 지침제안(전면공지 3m전제)                                       89

<표30> 옆 점포와의 접합방식 제안                                              91

<표31> 지역별 건물전면공간 유도·규제 수법                                    92

<표32> 법률적용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분류                                  92

<표33> 인허가 도서 제출서류 개정안                                          96



- vi -

그   림   목   차

(그림1) 보도와 공지의 단절                                                    03

(그림2) 전면공지 단차로 인한 접근 곤란                                        03

(그림3) 공유된 상업가로                                                       05

(그림4) 공적·사적 영역, 반공적·반사적 영역의 예시도                          11

(그림5) 건물과 보도                                                           12

(그림6) 건물과 도로                                                           12

(그림7) 사례가로_도곡동                                                       12

(그림8) 사례가로_한남동                                                       12

(그림9) 사이트 위치                                                           16

(그림10) 넓은 보도 폭과 낮은 보도경사                                         16

(그림11) 남성역 구간 단면도                                                   17

(그림12) 바닥높이 7cm                                                         17

(그림13) 배수 트랜치 설치                                                     17

(그림14) 조성 전 가로                                                         19

(그림15) 조성 후 아파트 진입로                                               19

(그림16) 전면상가 배치도                                                      19

(그림17) 조성단계의 전면공간                                                  21

(그림18) 정자동 까페거리                                                      22

(그림19)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전면가로                                         22

(그림20) 조성 후의 상가 전면공간                                              23

(그림21) 정육점 진입구 경사로                                                 26

(그림22) 베이커리 진입구 경사로                                              26

(그림23) 사이트 위치                                                          26

(그림24) 넓은 전면공지 폭과 지장물 설치제한                                   27

(그림25) 전면공지 바닥과 동일한 바닥높이                                      27

(그림26) 보도의 낮은 쪽에 맞춰 조성된 공지                                    27

(그림27) 현황단면도_전면공지와 1층 바닥높이 차이미비                          28

(그림28) 외벽 부분단면도                                                      29

(그림29) 지하외벽 부분단면도                                                  30

(그림30) 야외테이블 설치                                                      31

(그림31) 화분 및 테이블 설치                                                  31



- vii -

(그림32) 사이트 위치                                                          32

(그림33) 보도경사의 높은 곳을 기준으로 조성된 1층 바닥높이                    33

(그림34) 전면공지와 보도의 다양한 접합방식                                    33

(그림35) 지상부 단차                                                          34

(그림36) 썬큰부 단차                                                          34

(그림37) 구간분석                                                             34

(그림38) 현황단면도_전면공지와 1층 바닥높이 차이 큼                           35

(그림39) 사이트 위치                                                          36

(그림40) 저층부 계단처리                                                      36

(그림41) 저층부 계단+경사                                                     36

(그림42) 10cm이상의 단차높이 및 다양한 접합방식                               37

(그림43) 옆 점포와의 단차                                                     37

(그림44) 전면공지 연결부 단차                                                 37

(그림45) 14도 이상의 전면공지경사 + 10cm 이상의 단차_압구정로 330번지         38

(그림46) 10cm이상의 단차_압구정로 330번지                                   38

(그림47) 썬큰으로 조성된 전면공지 + 10cm 이상의 단차_압구정로 326번지         39

(그림48) 계단처리 + 전면공지 경사_압구정로 334번지                            39

(그림49) 사이트 위치                                                          40

(그림50) 좁은 보도 폭과 지장물 설치                                           41

(그림51) 14도 이상의 전면공지 경사_사임당로 105번지                           41

(그림52) 전면공지 단처리 + 15cm이상의 단차_사임당로 113,110번지               42

(그림53) 전면공지 주차                                                        42

(그림54) 임의로 조성된 진입구경사로                                           42

(그림55) 사이트 위치                                                          43

(그림56) 건물 측면 계단                                                      44

(그림57) 건물 전면 계단                                                      44

(그림58) 사이트 위치                                                          44

(그림59) 전면공지 주차장 활용                                                 45

(그림60) 건물 저층부 지장물 설치                                              45

(그림61) 전면공지 단차처리                                                    45

(그림62) 공간의 범위                                                          46

(그림63) 옆 점포와의 접합부 조성실태                                          50

(그림64) 설문조사 가이드 단면                                                 58

(그림65) 구간별 현황분석                                                      72

(그림66) 후퇴공간의 정의                                                      72



- viii -

(그림67) 보도와 전면공지 관계도                                               79

(그림68) 전면공지 경사제한을 위한 단면도                                      80

(그림69) 보도경사를 무시한 전면공지 조성예시                                  81

(그림70) 제안1                                                                81

(그림71) 제안2                                                                82

(그림72) 경사에 순응하는 바닥높이 산정예시                                    83

(그림73) GL(ground level)보다 낮은 1층바닥 하수트랜치 설치_양재동              83

(그림74) 코너지형 계단처리                                                    84

(그림75) 코너지형 단처리                                                      84

(그림76) 제안예시1                                                            86

(그림77) 제안예시2                                                            87

(그림78) 차양막 설치_마루노우치나카도리                                       88

(그림79) 아케이드형 1층상가_모토마치상점거리                                  88

(그림80) 높게 조성된 경사로                                                   89

(그림81) 임의로 조성된 경사로                                                 89



                           제1장 서론 

1절. 문제제기 및 목적

2절. 연구의 방법

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절. 연구의 범위





- 3 -

제1장 : 서 론

1절 : 문제 제기 및 목적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환경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비해 눈부신 발전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능주의적인 도시성장과 개발로 인하여 우리가 걷고 

있는 일상의 거리환경이 다양한 도시이용자를 위해 세심히 조성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된다. 건물은 가로와 일체적인 환경을 형성하기보다는 배타적인 관

계를 맺고 있는데, 이는 건물 1층 부분이 가로와의 관계를 맺는 접합부에서 보편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도레벨과 건물 1층 바닥레벨은 현격한 차이를 두고, 건

물 전면공지는 계단이나 경사로 처리되어 있다. 노약자와 장애인, 유모차를 사용

하는 여성들에게는 도시환경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지 못하며, 가로공간은 

도시의 중요한 공공영역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간적 질서와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이나 대형건축물에 비해 일반적인 상업가로를 구

성하는 중·소형 이하의 민간건축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1) 보도와 공지의 단절      (그림2) 전면공지 단차로 인한 접근 곤란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중·소형 민간 건축물의 1층 

바닥면과 도로가 접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디테일을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부분

은 기본적으로 대지의 경사도나 건축대지의 면적, 주변건축물과의 소유관계 등 

복잡하고 민감한 도시환경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또한 보행자로 하여금 걷

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어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간과하기 쉬

운 부분이기도 하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게 되면 건축물과 접한 공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1), 건축선 후퇴 등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들2)이 있지만 건축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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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접합부에 대한 상세설계 측면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과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로와 건축물 저층면 

공간에 중점을 두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와 설계자와 사용자의 인식조

사 및 사례검토를 토대로 도시환경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2절 : 연구의 방법

연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인식조사로 이루어진다. 우선 현장조사를 통해 모

범사례와 문제사례를 구분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대상지에 대한 일반현황을 일

정한 틀에 의해 조사한다. 또한 사례건축가 심층질의와 점포주질의를 통해 연구

의 타당성을 밝힌다. 문제형성의 원인을 밝히고자 법규검토 및 건축실무자 설문, 

감리자 인터뷰를 실시한다. 사례연구과 인식조사를 통해 얻어진 근거이론과 유형

화된 문제사례들을 토대로 원칙과 지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디자인가이드라인

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표1> 연구의 흐름

1) 이승희, 건물 전면공지 간의 연결성 개선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신미경,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공개공지 활성화에 관한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상호,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의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14권, 1998
   이종화, 공개공지 조성실태 및 이용행태 분석에 기초한 공개공지 세부설계지침 설정에 관한 연구, 국토

계획 제36권, 2001
   김주석, 공개공지의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 2002
   최희원, 건축설계 전문가의 의식 조사를 통해 본 공개공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 2002

2) 임경일, 도시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공적공간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백세나, 미관지구 내 건축선 지정의 효과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윤채규, 건축선 지정으로 발생된 건물 전이공간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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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근대의 모더니즘적 도시설계의 결과 도시는 점점 공공성, 사회적 관계보다는 

기능주의적 편리성에 익숙해져 갔다. 일례로 신도시나 뉴타운 등은 도시개발과 

성장의 산물로서의 점점 예기치 못한 이웃과의 고립과 단절에 처하게 된다. 이 

시기쯤에 모더니즘적 도시설계에 반하는 뉴어바니즘적 도시설계가 제안되었다. 

주요한 특징은 모더니즘이 랜드마크 조성에 의한 장소만들기 방식으로 접근한다

면 뉴어바니즘은 가로의 맥락적 조성에 의한 장소만들기 방식으로 접근하는 차이

를 보인다. 즉 최근 도시설계 패러다임이 모더니즘에서 뉴어바니즘으로 변화하였

고 맥락적인 가로가 단순한 보행환경에서 나아가 도시의 정체성과 거주성을 창출

하는 장소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림3) 공유된 상업가로3)

뉴욕의 조닝규제가 맥락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가로가 아니라 네이

버후드와 이의 구심점으로서 기능하는 활력있는 가로이다. 두아니와 자이벅(A. 

Duany & Plater-Zyberk)의 서클(circle)은 보행거리를 네이버후드 기본단위로 발전

시킨 클렌스 페리(Clarence Perry, 1929년)의 서클(circle)을 현대 도시설계의 개념

으로 재해석한 것이다.4) 즉, 네이버후드의 정체성과 장소성은 활력있는 가로를 

3) NACTO(National Association of City Transportation officials, Urban Street Design Guide, Islan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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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가로는 보행연구를 확보하고 보행을 활성화하는 보행

루트, 즉 맥락적 가로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로를 맥락적으

로 조성하기 위해 규제하는 대상은 가로에 인접한 준공공공간이다. 준공공공간은 

네이버후드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이며, 공공공간과 사적공간 간 매개의 

기능을 넘어서 공공공간인 가로의 맥락과 경관적 특성 형성, 보행활성화를 통한 

도시 정체성 형성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서울의 경우 이러한 준공공공간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

제 공공의 국공유지에 조성되는 공공공간보다 민간의 사유지에 조성되는 준공공

공간이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 공공공지의 경우 산·하천·도

시외곽주변에 주로 분포하며 그 면적은 2,406,968㎡이고 공개공지·건축선 후퇴부

는 도심·부도심·지역지구중심·역세권·주요간선도로변에 분포하며 그 면적은 

공개공지만 584,500㎡이다.5) 즉 보행이 집중되는 가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공개

공지·건축선 후퇴부가 더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맥락적 가로의 중

요성과 그와 함께 작용하는 건물의 전면공간은 우리도시가 다시금 조명해야할 도

시의 장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덴마크 건축가 Lars Gemzoe는 공공공간을 

설계하고 계획하는데 필요한 12가지의 질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12가지의 질적 

기준은 <표2>와 같으며, 이 12가지의 질적 요소는 보호, 안정, 즐거움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또한 덴마크 건축가 얀겔(Jan gehl)은 도시 내 옥외공간에 대

해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옥외공간의 질은 작은 스케일에 의해 결정된다. 디테일의 처리는 옥외공간을 

유용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면 기능적인 공간이 

되고 자주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반드시 실패한다.’6)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축물1층 바닥과 전면공지 접합부 역시 준공공공

4) 여혜진,임희지,맹다미,도시 준공공공공간의 보행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5) 여혜진,임희지,맹다미,도시 준공공공공간의 보행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6) Jan Gehl,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 p170, 푸른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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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자 우리 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미시적인 영역이다. 

P

R

O

T

E

C

T

I

O

N

1.Protection against
 Traffic & Accidents

- traffic accidents
- fear of traffic
- other accidents

2.Protection against 
crime & violence
(feeling of safety)

- lived in / used
- street life
- overlapping function-in 

space & time

3. Protection against
unpleasant sense 
experience

- wind/draft
- rain/snow
- cold/heat
- pollution
- dust, glare, noise

C

O

M

F

O

R

T

4.Possibilities for
 WALKING

- room for walking 
- untiring layout of 

streets
- interesting facades
- no obstacles
- good surface

5.Possibilities for
 STANDING／STAYING

- attractive edges
 >>Edge effect<<
- defined spots for 
 staying
- supports for staying

6.Possibilities for
 SITTING

- zones for sitting
- maximizing advantages 
 primary and secondary 
 sitting possibilities
- benches for resting

7.Possibilities to SEE

- seeing-distances
- unhindered views
- interesting views
- lighting(when dark)

8.Possibilities for
 HEARING/TALKING

- low noise level
- bench arrangements
 >>talkscapes<<

9.Possibilities for 
PLAY/UNFOLDING/
ACTIVITIES

- invitation to physical 
 activities, play, unfolding 
 & entertainment-day & 
 night and summer &
 winter

E

N

J

O

Y

M

E

N

T

10.Scale

- dimensioning of 
 buildings & spaces in  
 observance of the 
 important human 
 dimensions related to 
 senses, movements,  
 size & behavior

11.Possibilities for
 enjoying positive 
 aspects of climate

- sun / shade
- warmth / coolness
- breeze / ventilation

12.Aesthetic quality/
positive sens-experiences

- good design & good 
 detailing
- views / vistas
- tree, plants, water

  

<표2> 공공공간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키워드7)

7) Lars Gemzoe, Quality for people_ a set of quali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pedestrian places and 
networks-with people in mind, Paper presented at Walk21-7, "The Next Step",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lking and Liveable Communities, October 23-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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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본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역의 연구들에 대한 소재를 살펴보면 

건축물과 인접한 공개공지나 가로경관, 전면공지, 교통약자들의 보행환경 등에 관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내용은 인접한 공지의 물리적 형태에 

관한 연구와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로 나뉜다. 

도출한 결론을 기준으로 보면 공지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계획방법을 제

시한 연구들, 해외기준이나 의식조사,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지침들을 

제시한 연구들과 실질적으로 현장조사, 이용량 등을 파악하여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로 이루어져 있다. 

❚ 건물의 전면공간간의 연결성 개선을 위한 논문 검토

이승희(2007)8)의 논문은 다른 논문들에 비해 전면공지의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구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였다. 먼저 전면공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이나 공공규제를 검토하고 그에 맞는 사례지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사례지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차이를 비교하여 조성

상의 문제와 사용상의 문제로 유형화 하였다. 유형화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공지의 영역을 건축물 1층 바닥높이, 전면공지 바닥, 주변 공지와의 연계로 

나누어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방법을 고안하였다. 이 논문의 경우 전면공지에 영향을 주는 공개공지규

정, 지구단위계획, 미관지구 등의 규제를 기준으로 사례지들을 선정하여 규제가 

전면공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류한 것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문제 유

형을 일반화하기에 사례지역의 수가 부족했고, 이미 조성된 전면공지의 개선에서

는 일부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이러한 전면공지 조성의 이유를 밝히기 위한 사용

자나 계획자의 의견반영이 없으며, 공지간의 연계성 외에 건물과의 연계성 확보

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에 대한 논문 검토

8) 이승희, 건물 전면공지 간의 연결성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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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분류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지침

(2010)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

(2007)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2002)

진입구 턱

- 보도와 단차를 두지 

  않음

- 지형차로 불가피할 

  경우, 경사로설치

- 턱이 없어야 함 - 1.5cm이하여야 함

경사로 - 경사도는 1/24이하 

- 유효폭은 2m이상(1.5m까지  

  확보가능)

- 기울기는 1/12(턱높이16cm 

  이하의 경우 1/8까지 완화

  가능

- 경사로의 재질 제시

- 수평참 설치 기준 제시

- 경사로 시작과 끝에 활동

  공간 확보

- 경사로 측면의 손잡이 설

  치 기준 제시

-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

  는 측벽 설치

- 단차2cm이하

- 기울기 1/12

- 설치 폭원 45cm미

  만

출입문 폭 없음 - 최소 85cm 이상
- 최소 85cm이상

  (90cm이상 권장)

출입문 

전면유효거

리

없음 - 1.2m이상

- 여닫이문:열리는 쪽 

  150cm 이상, 

  반대쪽120cm이상

- 미닫이문:120cm이상,

  좌우폭 190cm  

  이상

출입문 

측면 

유효거리

없음
- 자동문이 아닌 경우, 0.6m

  이상
-  45cm이상

문의 형태 없음
-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

  태의 문을 설치

- 자동문 권장

- 여닫이·미닫이·자동

건축물 1층 바닥면과 전면공지 접합부의 영역은 교통약자를 고려한 연구들에서 

간접적으로 다루어졌다. 장민경(2010)9)의 논문에서는 특히 인사동지역의 교통약자 

보행환경에 대한 연구를 다루었다. 이 연구는 보행자보다는 교통약자의 상점 접

근성에 초점을 맞춰 교통약자들이 겪게 되는 보행환경 문제를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개선방안을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

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2007)과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2002)와 

비교하여 상세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9) 장민경, 인사동길의 교통약자 보행환경 평가,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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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이·미닫이·자동문의 

  설치 기준 제시
  문의 설치기준 제시

<표3> 교통약자의 건물 접근성 관련 지침 비교

본 논문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출입구 단차에 대한 제안, 도로 폭원을 고려한 

현실적인 경사도의 제안과 출입구 바닥면 재료에 관한 제안, 경사로에 입지한 상

점의 바닥레벨 조정에 대한 제안들은 참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지인 인사동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속하므로 일반적인 지역

에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으며, 건물로의 진입구간에 국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건물주나 상점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환경 

개선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 나타난 한계와 연구의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일반적인 연구의 소재가 건물에 면한 공지와 보도의 보행 

안정성에 치우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피상적인 지침이나 계획방

법, 요소분석정도에 그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이승희(2007)의 연구에서는 전면공지의 물리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바닥면이나 주변 건물들과의 관계, 이유에 대한 실증적인 고찰이 다소 미

흡하다. 

세 번째로 교통약자를 고려한 장민경(2010)의 연구는 인사동이라는 특수한 지

역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현행 지구단위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상지에 적용하기에 다소 무

리가 있으며, 진입구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데 적용범위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1층 바닥면과 전면공지 접합부의 영역이라는 미시적인 공간은 실제 현

장조사를 통한 도면검토와 다수의 대상지 검토를 통해 지형조건 따른 다양한 유

형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건축물 1층 바닥높이와 1층 바닥면이 지형에 따라 

시공되어져 있는 현황, 전면공지경사와 건축물과의 단차 처리방식의 관계, 옆 점

포와의 바닥면 높이차이 등 상세한 현장조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영역의 문제의 원인을 설계자, 사용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밝힌 후 조건에 맞는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시와 실현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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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 연구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건축물과 도로를 포함한 공간의 단면은 소유관계로 봤을 때 공적인 영역과 사

적인 영역으로 명확히 나뉜다. 하지만 실제 지구단위계획에서 다루는 대상은 공

적영역(보도, 차도 등)과 사적영역(건축물 내부 공간)외에 반사적 영역(아트리움, 

벽면, 간판 등)과 반공적 영역(부지 내 공지 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공적영

역과 사적영역은 각각 공공과 민간이 담당하게 되어 비교적 구분이 명확하지만 

반사적 영역이나 반공적 영역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을 통해 조성해 가야한다. 

(그림4) 공적·사적 영역, 반공적·반사적 영역의 예시도10)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는 반사적 공간과 반공적 공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0) 한국도시설계학회,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기문당, 2005



2. 공간적 범위

앞서 말한 영역을 공간으로 분류하면 건물과 보도가 접한 경우와 건물과 도로

가 접한 경우로 나뉜다.  

         (그림5) 건물과 보도                    (그림6) 건물과 도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역은 건물과 보도가 접한 경우로 보도와 면한 전

면공지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축물과 공지의 접합부에 존재하는 

물리적은 이슈들은 보도경사, 전면공지 바닥면처리방법, 건축물 1층 바닥높이, 보

도포장재료, 건물 전면부 사용실태, 지하주차장 진출입 여부, 지장물 설치 등이 

있다. 이러한 이슈들 중에서 조성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건축물 1층 

바닥높이와 전면공지를 포함한 접합부 단차처리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건

축물 전면에 다수의 점포가 입지한 전면가로를 대상으로 하였고, 건축물 유형으

로는 일반상업가로변의 근생, 업무, 상업용 민간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7) 사례가로_도곡동             (그림8) 사례가로_한남동



                       제2장 사례연구

1절. 대상지 개요

2절. 모범사례

3절. 문제사례

4절. 문제유형

5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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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사례연구

1절 : 대상지 개요

사례대상 지역으로는 보도와 건축물 모두 평지에 위치한 지하철7호선 남성역 

250번지 두산 위브 전면상가 가로변과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건너편 압구정로 

324~334번지 가로변, 보도와 같은 방향의 경사로 입지한 한남동 72-1번지 금호 

리첸시아 측면상가 가로변과 양재역 2609~2615번지 가로변, 보도와 직교하게 경

사로 입지한 서초동 사임당로 105,110,113번지이다. 모범사례의 경우 현황조사, 

도면검토,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제 사례지 조성의 배경과 절차상의 장점을 분석

하고 실사용자 질의를 통해 사용상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며, 문제

사례의 경우 실측을 통한 도면검토, 사진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상 발생할 수 있

는 전형적인 문제들을 분류한다.  

모두 5곳의 대상지이며, 지형조건과 보도규모, 전면공지 경사를 기준으로 2곳의 

모범사례와 3곳의 문제사례로 구분된다. 

 주소지
지형
조건

건물규모
대지

경사도
보도길이

모
범
사
례

사당동 평지
두산 위브 저층부 

전면공간
-

전면공지 5m

보도 3~3.5m

한남동 종경사
한남동 리첸시아 

측면상가
종경사 
4도이하

전면공지 4.5m

보도 1.5m

문
제
사
례

압구정동 평지
5층이하근생~

15층이상상업건축물
-

전면공지 3m

보도 6m

양재동 종경사
5층이하 근생~

15층이상 상업건축물
종경사 
4도~5도

전면공지 2.5m

보도  2.5m

서초동 횡경사 5층이하 근생
횡경사
14.3도

전면공지 0.7m, 1.5m

보도 1.5m 

<표4> 대상지 개요

2절 : 모범사례

1. 남성역 두산위브 전면상가

주소지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250번지이다. 지형조건은 평지이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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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왕복 4차선구간이다. 전면공지를 포함한 보도의 너비는 8~9m이며, 토지이용

계획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그림9) 사이트 위치

남성역과 인접한 두산 위브 전면상가이며 총 길이는 166m이다. 건물규모는 1

개층 높이의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도는 전면공지 5m, 공공보도 3m, 3.5m 

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포수 20개이며 요식업(13), 생활편의시설(3), 미용(3), 부

동산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식업의 비율이 높은 현황이다. 

(그림10) 넓은 보도 폭과 낮은 보도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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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공간 주차금지와 보도경사 2%미만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점포1층 바닥면과 전면공지 접합부의 높이 차이는 7cm로 일정하며, 이로 인해 옆 

점포와의 바닥면 레벨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전면공지 내에 배수 트랜치가 설

치되어 있어 우·오수에 대비하고 있으며, 일부 야채가게와 요식업 계통의 점포

들만이 야외테이블이나 오토바이 주차 등으로 전면공지를 이용하고 있다. 

(그림11) 남성역 구간 단면도 

    (그림12) 바닥높이 7cm               (그림13) 배수 트랜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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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건축가 심층 인터뷰

· 인터뷰 개요 및 대상

인터뷰 질문은 총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건축가의 설계철학, 외부위

협요인에 대한 고려, 건축가와 건축주의 의견차이, 도면의 유무 등이다. 모범사례 

인터뷰를 통해 사례지 조성에 대한 해법과 설계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변수들, 

그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얻고자 함이 목적이며, 인터뷰 대상은 남성역 두산위브 

전면 상가 공간설계를 담당했던 ㈜원양건축사무소의 지OO 실장이다. 

· 건축가의 설계 철학

사례지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전면공지와 건축물 1층 높이의 단차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디자인 아이디어로 이러한 낮은 단차를 제안한 것입

니까?

디자인 의도입니다. 예전에는 우수처리가 미흡해서 빗물침투에 대한 걱정 때문

에 1층 바닥면 높이를 높여서 설계했겠죠. 또한 전면공지도 점포전용으로 사용했

고요. 그리고 본래 재건축전에 단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사이트를 보게 되면 공공

보도 상에 지하철 출입구, 엘리베이터 출입구, 지하 환기구 등으로 인해 대지경계

선 바깥쪽으로 실제 보행로 폭은 90cm 폭에 불과했죠. 즉 본래의 지하철 지장물 

때문에 도로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죠. 이는 유모차가 지나다니기도 불편한 폭

입니다. 또한 남성역 앞쪽은 미관지구 내 건축선 지정으로 보도로부터 3m이상 후

퇴하여 보행가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설계 초기단계에서는 상가공간에 대해 정자

동 까페 거리를 벤치마킹하여 15cm~20cm의 턱을 높이고 전용 데크설치에 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벨에 관한 건은 상가 조합원들과 협의 하여 상가와 

전면가로 보행접근성을 위해서 최대한 단을 낮추자는 의견이 있었고 상가 가운데 

부분에 아파트 진입로(에코벨트)를 기준으로 단을 똑같이 맞추자는 의견이 있었

습니다. 또 한가지는 기존의 지형조건 때문에 지하주차장 레벨을 그냥 끌어오게 

되면 전면공지에 단이 생기게 되서 근생을 들어 올리려 했더니 어떤 종류의 근생

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니 천장고 확보를 위해서 바닥레벨을 똑같이 하자는 



- 19 -

의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정황으로 인해 전면공지는 단지입주민은 

물론 보행자의 공공성에 대한 배려가 있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공공의 의견이 

있었어요. 처음 건축심의를 받을 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전면공지 자체가 공공성

이 높으니 기부채납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전면공지 내에서 장마나 기타 자

연재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공공의 소유일 경우 구청이나 시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건축주의 책임이다. 이런 논리인거죠.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땅 소유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민감한 사항이고 종전 자산평가에서 

조합원들 땅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수차례 논의 끝에 기부 채납하지 

말고 대지 안에 공지 개념으로 공공성을 높인 상황이죠.

 

    (그림14) 조성 전 가로              (그림15) 조성 후 아파트 진입로

 (그림16) 전면상가 배치도

·외부 위협요인 고려 

보통 지구단위계획지침상 10cm 이하라는 권장사향이 있는 데 실제 일반건축물

의 경우는 15~20cm 정도의 단차를 둡니다. 남성역의 경우 5~7cm 정도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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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입니까? 

최근에는 개인 상가의 경우 건축물 1층 바닥레벨을 올리지 말라는 제재는 없어

요. 주택법, 건축법 등등의 법의 제재가 있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의 제재를 받는데 무장애 인증, 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강화가 되어 

있어요.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지하주차장이나, 아파트 진입턱도 

없어졌어요. 상가의 경우는 빗물처리에 대한 계획들이 수해방지시설에 대한 주택

건설기준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단차 같은 부분은 최소화 하는 거죠. 공지자

체에 약간의 경사를 준 부분도 있어요. 트랜치도 설치하였죠. 이 때문에 턱을 최

대한 낮춘 것 입니다. 경사 자체를 잡기도 애매했죠. 사람들이 심리상 여름에는 

상관이 없지만 겨울철에 꺼리게 되죠. 심의 받으면서 대지경계선 안쪽 경계석 앞

쪽에 나무조성을 하게 되어있었죠. 그렇지 않고 대지경계선 바깥쪽 경계석으로 

나무를 심었으면 전면공지 경사가 더 완만해졌겠죠. 전면공지 부분 너비에 대해

서는 지금 서울시 기본계획상에 보면 남성역 앞쪽도로가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지하철 관계시설들이 있어서 확장이 어려우니 장래성을 위해

서 공공 측에서 공지를 좀 더 후퇴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즉 8m정도 후퇴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죠. 하지만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5m만 후퇴하기로 결정

했죠. 현실상 뒤쪽으로 지장물을 옮기는 건 쉽진 않죠. 

·건축가와 건축주의 의견차이

 전면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측의 입장도 반영이 된 건가요?

1차적으로 그때 당시 법은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가 끝난 후 시공사를 선정

할 수 있었어요. 그 후에 일정기간 사업시행 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

었어요. 하지만 다시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어요. 결국 사업시행 인가 전에는 조합과 설계사하

고 의견을 맞춘거죠. 시공사가 선정 후에는 경미한 설계변경 2회과 중대한 변경 

1회, 총 3회의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때 했던 변경은 대부분이 단위세대나 마감재

에 대한 부분이었고, 일부 상가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맞췄어요. 이 사업의 

경우 아파트 조합원들과 상가 조합원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말씀 하셨던 상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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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부의 경우는 상가조합원들과 같이 의견을 맞춰야 되는 부분입이다. 근데 그 당

시에 지하철 입지 때문에 기존의 상가층수와 새로 지어진 상가의 층수가 달라져

서 조합원들끼리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상가 입면이나 마감 디자인에 대한  

컨셉은 설계사와 조합장, 시공사측이 합의해서 진행을 해나갔죠. 그때 처음 나왔

던 의견이 정자동 까페거리 컨셉입니다.

 (그림17) 조성단계의 전면 공간

정자동의 경우는 사적 점유가 심한 경우가 아닌가요? 

제가 원양에 오기 전에 2005~2006년도쯤에 정자동에서 점포를 몇 개 설계 했었

는데 처음에 한두 개의 점포가 전면공지 내에 데크를 설치해 구청에서 제재가 들

어왔었죠. 하지만 점점 다른 점포들도 벌금을 무릅쓰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

까 구청에서 손을 놓은 경우입니다. 공공의 보행을 위한 대지안의 공지라는 제재

가 오히려 권리금을 받고 상가가 점유를 하게 된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은 1m도 안됩니다. 도시측면에서 봤을 때 썩 좋지 않은 사례죠. 사실 

정자동은 공개공지 규정에 의해 내놓은 건데 남성동은 공개공지는 아니고 미관지

구지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공간의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원래 3m만 후퇴하면 되

는데 앞선 언급했듯이 조합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2m를 더 후퇴해서 총 5m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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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공간을 확보를 한거죠. 다행히도 이러한 조합측의 노력들이 처음에는 분양이 

안되다가 현재의 소점포들이 입주하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 상황이죠. 입면 

디자인 역시 처음에는 간판이나 입면들이 제각각이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된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 제안은 간판위치나 범위정도만 설정해 주었죠.

  

    (그림18) 정자동 까페거리         (그림19) 가이드라인 적용된 전면가로

·도면의 유무

건물전면공지와 1층 바닥높이에 대한 부분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입니까? 그

렇다면 상세도면의 scale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세도면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레벨만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샵드로잉을 했겠죠. 이 프로젝트의 좋았던 점은 

재건축의 경우 감리자를 뽑을 때 조합 측에서 뽑지 않고 구청에서 입찰을 통해 

뽑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에서 감리와 시공사측의 유착을 고려해 별도로 감독관

을 두었죠, 그분들이 현장에서 관리를 하는데 상세한 도면 같은 경우를 저희가 

그리진 않고요. 업종마다 요구하는 인테리어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건축보다는 

인테리어 성향이 강한 부분이라서 감독관분들이 알아서 합니다. 저희는 설계도서 

상에서 마감을 기본 돌마감(테라조 타일)을 했고, 바닥레벨만 일률적으로 7cm로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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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조성 후의 전면상가

·기타 의견

앞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무장애 인증, 즉 장애인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일반건축에서는 어떤 실정입니까?

무장애 인증에 관련된 법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로 무장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가보다는 단지 내부의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설계에 반영하

는 개념인데요. 무장애 인증은 기본적으로 점수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턱을 없애고, 계단과 함께 엘리베이터 설치, 램프길이,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의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점수가 부족하게 되면 상가까지 무장애 공간 계

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장애 인증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권장 사항이었다가 

2012년도에 강화가 되면서 의무화로 바뀌었어요. 아마 요새 뉴타운 같은 경우는 

필수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장애 인증의 취지는 좋은 거 같습니다. 주로 

주거 쪽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동주택, 주택재

건축, 주택재개발, LH공사나 SH공사를 통해 발주된 공사들, 관공서 건물, 공공건

물, 그 외에 대규모 복합 콤플렉스의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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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물의 경우 의무는 아닙니다. 아마 무장애 인증은 실질적으로 건축, 소방, 

그 외에 부분에서 부딪치는 부분이 많고 절차상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적용이 

어려울 듯합니다. 

건축물 1층 바닥과 전면공지의 높은 단차와 계단설치, 경사로 등으로 인해 건

물이용자는 물론 교통약자, 장애인 등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시

환경의 불편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공공의 요구가 증대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면공지와 1층 바닥높이규제에 대해 건축법규에 의한 통제에 대해 

본인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무장애 인증을 받으려면 설계비와는 별도로 인증비용이 업체를 통

해 발생하게 됩니다. 심사도 해야 하고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일반 건축물의 건축주들은 이러한 사항을 모릅니다. 설계사에 

위임을 하는 실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

축주 입장에서는 돈 때문에 필요없다고 할 수 있지만 지자체별로 지구단위계획지

침상에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인증이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친환경 인증의 경우 건축령이나 지침 상에 있는 전국 공통사항이고 일부 지자체

별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애 인증의 경우에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없어요. 친환경 인증처럼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으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반 건축물의 개인 건축주들이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면적 얼마 이하의 건

축물의 경우 몇점 이상만 받으면 되는 하한선을 정해 놓거나 별도의 기준만 있으

면 괜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아마 민원일 경우가 가장 크지만 

어느 정도의 규제에는 동의하는 사항이구요. 건축물 1층 바닥면을 낮추는 것에 

대한 규제에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 점포주 의견조사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의 낮은 단차에 대한 장·단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점

포주 질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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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종류
청과물

부

동

산

정

육

점

중

식

분

식
까페 핸드폰 양말 허브용품

의견 △ ○ ○ △ △ ○ △ △ ○

경사로 ○ ○

네

일

아

트

빵집

미

용

실

분

식

반

찬
치킨

까

페

일

식
곱창

호

프
치킨

포장

마차

△ ○ △ △ △ ○ ○ △ △ △ △ △

○ ○   

<표5> 점포주 의견조사 ( ○ : 긍정, × : 부정, △ : 무관심 )

 남성역에 총 21개 점포의 단차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14개 점포가 단차

에 신경쓰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이었고 7개의 점포에서 낮은 단차에 대해

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또한 빗물이나 외부환경에 의해 초래되는 불편함은 조

사되지 않았다. 특히 7cm이하의 낮은 단차에도 불구하고 경사로를 설치한 4개의 

점포들에 한해서 경사로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유모차를 사용하는 고객이나 

물건 상하차시에 발생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했다는 의견을 알 수 

있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앞 점포에서 만든 경사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

견도 조사되었다. 소규모 점포와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남성역의 점포들은 손님

들이 잦은 식육점이나 빵집 등의 경사로 설치 등을 제외하고는 본래 설계된 단차

에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낮은 단차로 인해 초래되는 불편함보다는 긍정

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 26 -

 

(그림21) 정육점 진입구 경사로        (그림22) 베이커리 진입구 경사로

2 한남동 리첸시아 측면상가

주소지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1번지이다. 주거, 근생, 업무, 운동시설 등

이 있는 주거복합시설이다. 연면적은 44,249㎡, 지상15층 지하3층의 규모이다. 지

형조건은 건물측면을 따라 경사지에 위치해 있으며, 대상지 전면차로는 왕복2차

선 구간이다. 전면공지를 포함한 보행로 너비는 6m이며, 토지이용계획상 준주거

지역에 속한다. 

    (그림23) 사이트 위치

한남동 리첸시아 측면 한남대로20길 구간은 총 길이 85m이며, 보도규모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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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공지 4.5m, 공공보도 1.5m이다. 경사도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보도를 따라 4도

이하이다. 점포수는 13개이며, 요식업(7), 생활편의시설(3), 부동산(2), 공방으로 이

루어져 있어 요식업의 비율이 높다. 공공보도의 폭에 비해 전면공지의 폭이 넓은 

편이며, 지상주차나 지장물 설치를 제한함으로 인해 보행자의 보행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보도와 전면공지의 접합관계가 보도의 높은 쪽으로 맞춰나가는 것이 아

니라 낮은 쪽의 레벨에 맞춤으로 다른 경사지와는 다른 현황을 보여준다. 

(그림24) 넓은 전면공지 폭과 지장물 설치 제한 

지형을 단면으로 보았을 때 건축물과 전면공지가 썬큰으로 만나는 지역과 계단

으로 만나는 지역으로 나뉜다. 건축물 1층 바닥면과 전면공지가 경사지형으로 만

남에도 불구하고 몇몇 점포을 제외하고 낮은 바닥면 단차를 유지하고 있다. 보도

경사와 자연스럽게 대응하는 전면공지로 인해 건축물 1층 바닥면 높이 역시 다른 

경사지형의 건축물 1층 바닥면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림25) 전면공지 바닥과 동일한       (그림26) 보도의 낮은 쪽에 맞춰 조성 
        바닥높이                             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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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지 도면검토   

(그림27) 현황단면도_전면공지와 1층 바닥높이 차이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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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외벽 부분단면도 

1/50 부분단면상세도가 존재하며, 도면에 의해 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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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 지하외벽 부분단면도

부분단면도를 통해서 1층 바닥면의 높이는 경사의 낮은 쪽을 기준으로 계획되

어 점포마다 바닥 높이가 다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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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주 의견조사 

점포종류

부

동

산

팥

빙

수

까

페

복

사

분

식

아

뜰

리

에

베

이

커

리

일

식

인테

리어
부동산 까페

의견 △ ○ ○ △ △ ○ ○ ○
기타

제

외
제외 제외

<표6> 점포주 의견조사 ( ○ : 긍정, × : 부정, △ : 무관심 )

한남동의 경우 경사지 모범사례로서 단차보다는 전면공지가 보도에 순응하여 

건물단차도 낮아진 사례이다. 따라서 총 13개의 점포 중에 썬큰지형 2곳과 비교

적 단차가 높은 점포 3곳을 제외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하였다. 질의·응답을 실

시한 8개의 점포들은 요식업이 주를 이루었고 5개의 점포에서 전면공지와의 단차

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특히 까페들의 경우 단차가 낮아서 

전면공지 자체에 야외 테이블석을 마련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이 있었고 3곳의 

점포에서는 단차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즉 보도와 순응하여 

전면공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포주들에게는 단차에 비교적 긍정적이었고 그렇지 

않은 점포주들은 무신경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30) 야외테이블 설치             (그림31) 화분 및 테이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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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 문제사례

1. 남부순환로

주소지는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09, 2611, 2613, 2615번지이다. 지형조건

은 경사지이며, 차로는 왕복8차선 구간이다. 전면공지를 포함한 보도의 너비는 

5m이며,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상업지역이다. 

   (그림32) 사이트 위치

양재역에서 매봉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총 길이 112m이다. 건축물은 4개동이며, 

5층 이하 근린생활시설과 15층 이상 상업건축물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도규모

는 전면공지 2.5m, 공공보도 2.5m이다. 경사도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보도를 따라 

4도~5도 이내이다. 점포수는 18개소이며, 요식업(6),옷(2),생활편의(8),오락(2)으로 

생활편의시설의 비율이 높은 현황이다. 앞선 한남동의 사례와 같은 유형의 경사

지이지만 보도와 전면공지간의 단차가 있다는 점, 전면공지와 건축물 1층 바닥과

의 높은 단차 또는 계단식 단차로 이루어져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1층 바닥과 

전면공지 접합부의 단차처리 방식은 경사면과 만나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바닥높

이가 설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  



- 33 -

(그림33) 보도경사의 높은 곳을 기준으로 조성된 1층 바닥높이

전체 사이트는 전면공지가 건축물과 만나는 방식에 따라 계단으로 만나는 구간

과 썬큰으로 만나는 구간으로 나뉜다. 그에 따라 전면공지 자체 내에서 다양한 

경사 대응방식이 나타나며, 접합부 단차처리 또한 제각각이다. 전면공지의 단차처

리와 노점상의 보도 점유로 인해 역세권이자 5m이상의 보도너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의 공간 확보가 어렵다. 

(그림34) 전면공지와 보도의 다양한 접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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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현황

            (그림35) 지상부 단차              (그림36) 썬큰부 단차

·a구간단면              ·b구간단면              ·c구간단면

(그림37) 구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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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현황단면도_전면공지와 1층 바닥높이 차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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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구정로

주소지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24,326,328,330,332,334번지이다. 지형조건은 

평지이며, 차로는 왕복8차선 구간이다. 전면공지를 포함한 보도의 너비는 9m이

며, 토지이용계획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그림39) 사이트 위치

성수대교 남단에서 압구정 로데오 역으로 이어지는 총 길이 120m 구간이다. 

건축물은 6개동이며, 5층 이하 근린생활시설의 상업건축물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도규모는 전면공지 3m, 공공보도 6m이다. 점포수는 18개소이며, 요식업(3), 은

행(2), 생활편의(8), 부동산(5)으로 생활편의시설 비율이 높은 현황이다. 

 

 (그림40) 저층부 계단처리               (그림41) 저층부 계단+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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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남성역의 사례와 같은 평지구간이지만 건물별로 다른 GL(ground level)의 

설정으로 인해 전면공지간의 연결성이 부족하며, 접합부의 단차처리 방식 또한 

계단, 경사, 10cm~20cm의 단 높이 등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평지임에도 불

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단차가 높은 편이며, 같은 건물임에도 다른 1층 바닥높이

를 가진 점포들이 대부분이다. 

 (그림42) 10cm이상의 단차높이 및 다양한 접합방식

❚ 문제현황

        (그림43) 옆 점포와의 단차       (그림44) 전면공지 연결부 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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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14도 이상의 전면공지경사 + 10cm 이상의 단차_압구정로 330번지 

(그림46) 10cm 이상의 단차_압구정로 33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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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 썬큰으로 조성된 전면공지 + 10cm 이상의 단차_압구정로 326번지 

(그림48) 계단처리 + 전면공지 경사_압구정로 33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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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임당로

주소지는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05, 113, 110번지이다. 지형조건은 경사지이

며, 차로는 왕복4차선 구간이다. 전면공지를 포함한 보도의 너비는 2.2~3m이며, 

토지이용계획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그림49) 사이트 위치

서초동 우성아파트사거리에서 서울 교대방향으로 이어지는 총 길이 124m이다. 

거리에 면한 건축물은 3개동이며, 5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보

도규모는 전면공지 좁은 곳이 0.7m, 넓은 곳이 1.5m이며, 공공보도는 1.5m이다. 

건축물을 기준으로 보도와 직교하여 경사도는 14도 이상이다. 점포수는 14개소이

며, 요식업(6), 생활편의(3), 정비소(2), 미용(2), 건강원으로 요식업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보도와 직교하는 평균 14도 이상의 경사지형으로 인해 건축물 1층 바닥높이가 

20cm이상으로 높으며, 더불어 전면공지의 단차처리가 높은 경사와 계단으로 되어

있다. 전면공지의 단차와 경사, 좁은 폭으로 인해 오토바이나 지장물의 설치가 공

공보도까지 침범해 있는 현황이며, 이로 인해 실제 보행자의 보행폭은 1.5m이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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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0) 좁은 보도 폭과 지장물 설치

또한 실외기 설치, 수하물을 오르내리기 위한 콘크리트 경사로 설치, 담장 설치 

등 사용자의 임의에 의한 전면공지 사용사례들이 두드러진다. 

(그림51) 14도 이상의 전면공지 경사_사임당로 10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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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2) 전면공지 단처리 + 15cm 이상의 단차_사임당로 113,110번지

      (그림53) 전면공지 주차         (그림54) 임의로 조성된 진입구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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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압구정 스퀘어

주소지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4길 11번지이다. 지형조건은 경사지이며, 차

로는 일방통행 구간이다. 전면공지를 포함한 보도의 너비는 6.5m이며, 토지이용

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그림55) 사이트 위치

압구정 스퀘어 측면 상가 구간으로 총 길이 54m이다. 건물규모는 지상6층 지

하3층의 근린생활시설이며, 보도규모는 대지경계선 내 건축물을 제외한 공지 

6.5m이다. 경사도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보도를 따라 4도~5도이다. 점포수는 12개

소이며, 요식업(8),옷(1),생활편의(3)으로 요식업의 비율이 높은 현황이다. 사례지의 

경우 1층 바닥높이에 대한 문제보다는 전면공지와 도로의 접합관계가 한남동의 

사례와 차이가 있다. 즉 한남동의 경우 전면공지를 포함한 GL값의 설정방식이 공

공보도의 경사에 순응하여 계단처리 되어 보행자의 보행안정성과 건물이용자의 

건물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한 계획인 반면 압구정 스퀘어의 경우 보도경사의 높은 

쪽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GL값을 설정함으로 인해 낮은 쪽 점포의 경우 8개 이상

의 계단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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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6) 건물 측면 계단            (그림57) 건물 전면 계단 

도곡로

주소지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39, 141, 143, 147, 149, 151번지이다. 지형조

건은 평지이며, 차로는 왕복6차선 구간이다. 전면공지를 포함한 보도의 너비는 

7m이며,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그림58) 사이트 위

치

역삼동 뱅뱅사거리에서 도곡동으로 이어지는 총 길이 149m로 건축물은 6개동

이다. 대부분이 5층 이하 근생, 상업, 업무 건축물들이며, 보도규모는 전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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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공공보도가 4m이다. 1층 점포수는 9개이며, 골프(4), 생활편의(3), 사무용품(1), 

건강(1)으로 골프용품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59) 전면공지 주차장 활용

전면공지 주차활용으로 인해 전면공지 경사도는 2도 ~ 14도로 다양하다. 건축

물 1층 바닥과 전면공지 접합부의 높이 차이는 9cm~20cm로 다른 평지 구간에 비

해 높다. 이로 인해 전면공지의 공공성과 건물접근성이 열악하다.

  (그림60) 건물 저층부 지장물 설치        (그림61) 전면공지 단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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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 문제유형

1. 공간의 정의

사례들에 나타난 문제들을 유형화하기에 앞서 공간적으로 정확히 잘라 단정하

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용과 해석의 편의를 위해 공간을 네 부분으로 분류하였다. 

 

(그림62) 공간의 범위

①은 보도의 영역이며, ②는 보도와 전면공지가 접하는 영역, ③은 전면공지의 

영역이다. ④는 전면공지와 건축물 1층 바닥면이 접하는 영역이다. 위의 4가지 영

역 모두 나름의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례지 분석을 통해 집중하여 다룬 

영역은 전면공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전면공지와 건축물 접합부

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다. 공공의 규제가 확실한 공공보도를 제외하고자 하였

고, 규제(미관지구 설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건축선 지정, 

공개공지 규정 등)에 의해 설정된 사유지로써 공공의 가치가 요구되는 전면공지 

영역의 문제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③번과 ④번의 영역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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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형 구간 경사형 구간

2. 문제유형 분류

전면공지 유형

남부순환로, 압구정로, 사임당로, 그 외에 문제 사례들의 답사를 통해 전면공지

의 유형은 평지와 경사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를 다시 분류해 보면 단차구간, 경

사구간, 일부 경사구간, 경사와 단차가 혼재된 구간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면공지에서 나타는 무분별한 조성상의 문제들은 주변 전면공지들 간의 연결성

과 가로환경 자체의 공공성을 방해하여 보행자들의 보행안정성을 저하시키고 건

물 자체 내의 접근성 또한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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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경사 구간 경사+계단 구간

<표7> 전면공지 유형

❚  건축물 1층 바닥면과 전면공지 접합부 유형

건축물 1층 바닥면과 전면공지 접합부에도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문제 사례들

의 지형조건을 분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건축한계선을 기준으로 전면공지를 포함

한 GL(ground level) 위쪽으로 건축물이 면한 지형과 아래쪽으로 면한 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지형들에 나타난 문제유형은 10cm 이상의 높은 단차, 계단

식 단차, 경사, 경사와 단차가 혼합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문

제유형 또한 전면공지 문제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가로환경의 공공성을 저해시키

며, 교통 약자들(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들의 접근성 또한 방해한다. 더불어 도

시미관은 물론 건축물 자체의 완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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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위쪽으로 면한 지형 GL아래쪽으로 면한 지형

높은

단차

계단

식단

차

경사

혼합

<표8> 건축물 1층 바닥면과 전면공지 접합부 유형

❚  옆 점포와의 접합부 유형

1개의 건축물 전면에 2개 이상의 점포들이 입점해 있는 경우 1층 바닥레벨과 

접합면 처리가 제각각인 경우가 있다. 이 문제유형의 경우 1층 바닥면 높이차이, 

전면공지로의 바닥수평면의 차이, 단차처리 방식의 차이로 구분될 수 있다.<표26> 

앞선 전면공지나 1층 바닥높이로 발생되는 문제들과는 다르게 옆 점포와의 접합

부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보행자의 보행환경이나 건물이용자의 접근에 직

접적인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도시미관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이며 장기적

으로 볼 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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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차이 바닥 수평면의 차이 단차처리 방식

<표9> 옆 점포와의 접합부 유형

(그림63) 옆 점포와의 접합부 조성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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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공지가 보행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사지 유형

건축물이 입지한 경사지의 종류는 전면공지가 보행방향을 기준으로 직교하게 

입지한 횡방향 경사지와 보행방향을 따라 입지한 종방향 경사지로 나뉠 수 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흔하게 볼 수 있는 지형조건이지만 특히 종뱡향 경사지는 전

면공지와 1층은 물론 단차처리와 점포와의 접합부 처리가 전면공지의 경사로 인

해 앞선 사례들보다 문제점이 두드러지는 대상지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압구정 

스퀘어와 양재역 사거리의 경우가 이러한 대상지에 속하며, 이러한 종방향 경사

지의 두드러지는 문제점을 분류해 보면 크게 옆 점포와 동일높이를 갖고 있지만 

높은 쪽 점포의 단을 기준으로 1층 바닥높이를 높인 경우, 점포별로 다른 바닥높

이를 가지지만 단 자체의 높이가 높은 경우, GL(ground level)아래로 건축물 1층 

바닥을 계획한 Sunken 지형 및 혼합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 

동일높이의 단차 다른 높이의 단차

Sunken 단차+Sunken

<표10> 종방향 경사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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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유형분석

보도와 전면공지, 건축물 1층 바닥의 문제는 서로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

는 통합적인 영역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

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간의 영역을 분류하여 유형화 해보면 건축물 전면공지 자

체의 지형적 문제로 발생되는 문제, 보도와 건축물 1층 바닥높이의 높이차이로 

인해 1층 바닥 접합방식의 차이, 1개의 건축물 안에서 옆 점포와의 1층 바닥 접

합관계, 종경사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전면공지와 건축물 1층 바닥의 접합방식으

로 나뉜다. 전면공지 유형은 계단, 경사, 복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건축물 1

층 바닥과 전면공지 접합부의 경우는 전면공지를 포함한 GL을 기준으로 지상부

와 썬큰부로 나뉘며 처리방식에 따라 높은 단차, 계단, 경사, 혼합으로 분류된다. 

1개의 건축물 내 인접한 점포와의 접합부는 1층 바닥높이, 전면공지로의 수평면

적 차이, 접합방식의 차이로 분류되며, 특히 전면공지가 보행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사지의 경우는 높은 쪽 점포의 단을 기준으로 1층 바닥높이를 높인 경우, 점포

별로 다른 바닥높이를 가지지만 단 자체의 높이가 높은 경우, GL(ground level)아

래로 건축물 1층 바닥을 계획한 Sunken 지형 및 혼합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드러나는 지형적인 문제유형으로는 보도의 모서리에 위치하여 점포

의 두면이상이 보도에 노출된 복합경사지의 경우와 사임당로와 같이 좁은 보도폭

을 가지며 높은 횡경사를 가진 지역이다. 

5절 : 소결

사례현황과 분석을 통해 건축물 1층 바닥과 전면공지 접합부의 영역을 보다 자

세히 관찰할 수 있었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전면공지 지형

별 유형과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전면공지 폭, 보도 경사도, 단차높이 등)을 분류

해 낼 수 있었다. 또한 모범사례 건축가와 도면검토, 점포주 질의를 통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이론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현황분석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성에 대한 건축주의 배려와 도면에 의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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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례 현황과 인터뷰, 도면을 검토했을 때 건축가와 건축주가 보행자와 건

물이용자를 동시에 고려한 계획임을 알 수 있었으며, 모범사례의 경우 1층 바닥

높이와 전면공지 구배는 도면에 의해 시공되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영역에 따른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기존의 피상적인 규제(건축법,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공공

건축물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 공간의 영역을 공공보도, 전면공지, 접합부, 건축

물1층 바닥, 옆 점포와의 관계 등 상세하게 구분하여 지형에 맞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일반 중·소형 민간건축물의 경우 조성상황이 더 열악하다.

남성역이나 한남동과 같은 모범사례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들이

며, 문제사례들의 경우 중·소형 민간건축물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미관지구로 지

정되지 않고 그로 인해 건축선 후퇴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의 5층 이하 근생의 경

우 더욱 열악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건축가와 건축주의 의견 차이, 설계자들의 무

신경함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빗물 침투를 고려해 일정 너비 이상의 전면공지 폭과 경사구배가 전제되어야 

한다. 

설계 절차상 빗물침투의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며, 이를 감안하여 

1층 바닥높이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건물 앞 전면공지의 폭을 확보해야 하며, 

2%이하의 경사구배가 전제 되어야 한다. 

기술과 지침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제안이 가능하다. 

1층 바닥높이를 낮추거나 전면공지 경사구배 이외에 전면부 배수 트랜치 설치, 

1층 천장 캐노피 활용 등의 기술적인 제안들도 가능하다. 또한 일반건축물에 적

용 가능한 무장애 인증제 도입, 지자체별 지형, 업종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지침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아이디어들이 존재한다. 





                    3장 문제요인 분석

1절. 결정의 주체들

2절. 공공의 규제

3절.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 과한 법률

4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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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문제요인 분석

1절 : 결정의 주체들

지금까지의 연구는 공간적으로 건물에 면한 공지를 다룬 것이 대부분이며, 내

용적으로는 보행자의 보행편의, 안정성 방안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반

해 건축물과 보도가 접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연구는 교통약자의 접근편의성에 

대한 것 외에 물리적인 현황과 문제를 언급한 연구는 없었다. 이론 고찰과 사례

연구를 통해 드러난 규제의 부재와 현존하는 규제의 단조로움이 건축물 1층 높

이, 전면공지의 문제점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건물이 도면에 의해 시공되어 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도면의 부재와 국내 시

공 상의 관행들이 2차적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해본다. 건축물 1층 

바닥과 전면공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상황의 원인을 보다 명확히 밝히고자 먼저 

건축실무자 설문을 진행하고, 문헌 참조와 건축가 및 감리자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범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의 설문과 인터뷰, 규제

나 문헌조사를 통해 문제발생의 원인을 밝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끌어내고자 하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이론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이다.

1. 건축설계 실무자 설문

❚ 조사개요 및 방법

건축물 실시설계 경험이 있는 5년차 이상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완성된 설문조사 항목의 틀을 기준삼아 문헌조사와 

현황조사의 내용을 합하여 2개의 주관식 문항과 3개의 객관식 문항을 작성하였

다. 설문지 배포는 총 40부를 배포하여 40부 전부 회수 하였다. 조사는 이메일, 

전화설문.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부록_건축실무자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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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내용

설문의 문항은 전면공지를 포함한 GL(ground level) 설정 방식에 대한조사, 건

축물 설계 시 1층 바닥높이의 치수값 및 고려사항에 대한 조사, 도면작성의 유무, 

전면공지와 건축물 1층 바닥높이규제에 대한 제언으로 구성되었다. 

(그림64) 설문조사 가이드 단면

❚ 조사결과

· 전면공지를 포함한 GL(ground level) 설정 방식에 대한조사

 
건축물 설계 시 대지경계선에 면한 보도와 전면공지를 포함한 건축물의 

GL(ground level)설정 방식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총 40명의 실무자 설문을 대상

으로 38명이 응답해 주었고, 설문결과 공공보도와 GL은 동일레벨로 설계한다는 

의견과 일정 단차를 두고 계획한다는 의견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그 외 의견

으로는 대지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과 경사 처리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전면공지의 경우 보도와 대응하여 대부분 동일레벨로 처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

리 다수의 설계실무자들은 전면공지를 포함한 GL은 단차나 경사처리를 하면서 

계획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보도와 GL동일 단차 경사 지형 고려해 다양

17 12 3 6

<표11> GL(ground level)설정 방식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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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설계 시 1층 바닥높이의 치수값 및 고려사항에 대한 조사

건축물 1층 바닥높이의 치수값을 질문하였고,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어떤 것들

이 있느냐에 대한 설문을 하였다. 40명의 실무자 모두 대답해 주었으며, 전면공지

와 면한 건축물 1층 바닥높이는 100mm~150mm로 계획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 150mm~200mm순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100mm이하로 

계획한다는 의견은 전체 설문자 40명중 9명으로 조사되었다. 건축설계 실무자들

은 전반적으로 1층 바닥높이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본인들만의 높

이 기준을 가지고 설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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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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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수

<표12> 1층 바닥높이 치수에 관한 조사

건축물 설계 시 1층 바닥높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빗물침투에 대한 우려

가 33표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가로 환경의 공공성에 대한 의견도 10표를 

차지하였다. 기타 응답자들의 의견으로는 외벽마감과 구조부와의 관계에 따라 단

열, 방수, 방화에 대한 문제, 이용자 편의성, 장애인, 접근성, 공사비 문제, 디자인 

요소, 내·외부공간의 영역, 유지관리, 건축물의 용도 등의 의견이 설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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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1층 바닥높이 설정 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조사

· 도면작성의 유무

건축물 설계 시 1층 바닥과 전면공지 접합부에 대한 시공도면 유무에 대한 조

사결과는 비교적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도면을 작성하는 쪽이 더 많은 응답을 

얻었다. 설계자들도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1층 바닥과 공지 접합부 

디테일에 대한 도면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도면 없이 시공자에게 위임한

다는 응답도 상당수 얻을 수 있었다.    

도면을 작성한다
도면을 작성하지 않는다

(시공자에게 위임)

22 18

<표14> 건축물 1층 바닥과 전면공지 접합부 시공도면 유무 

시공도면을 작성하는 응답자들에게 한하여 작성하는 도면의 스케일을 질문한 

결과 대다수의 도면은 1/50이하의 외벽부분상세도나 주출입구상세도에서 표현된

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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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시공도면 스케일에 대한 조사

· 전면공지와 건축물 1층 바닥높이규제에 대한 제언

건축물 1층 바닥과 전면공지 접합부의 높은 단차와 계단설치, 경사로 등의 불

편으로 인해 건물 이용자는 물론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어린이)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불편을 극복하고자 하는 공공의 요구도 점점 

증대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전면공지와 바닥높이 규제에 대한 의

견을 건축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40명의 설문인 가운데 36명이 의견을 

내주었고 의견을 분류해 보면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견과 조건부 동의, 오

히려 제한을 줄 수 있다는 불필요함을 피력한 응답들로 나뉘었다. 

먼저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견들은 공공성의 중요성, 즉 공공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답변들이 대부분이었다.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조건

부 동의의 답변들의 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건물 전면공간의 폭이 일정규모 이상 확보되어 일정각도 이상의 도로 구

배가 계획되어야 한다. 즉 단차를 낮추기에 앞서 전면공지의 폭 또한 중요한 요

소이며, 건축주나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일부 불리한 계획안일지라도 충분한 전면

공지 확보는 자연경사로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며 이로써 단차를 극

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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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높이에 대한 규제와 함께 기술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설계단계에서 실

무자들의 고민은 빗물처리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고, 이에 따라 

장마철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시설의 보완이 수반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전면부 캐노피 설치에 관한 지침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셋째,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사로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건

축법 내에서의 규제보다는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률에서의 강화를 동

의하는 주장이다. 또한 신축건물일 경우 1/18경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며 기존 

건물의 경우 진입부 경사로 설치와 바닥마감재 교체의 기준 등에 대한 의견들도 

존재하였다. 

기타 의견들로는 건축물 설계 시 인센티브를 적용하자는 의견과 지역·지구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분류 세부사항

전면공지의 폭 · 자연경사로 확보가능

기술적인 해결
· 배수 트랜치 설치

· 지붕설치 및 캐노피

교통약자, 장애인

· 경사로1/18 규제적용 

· 진입로 경사로 설치

· 진입로 바닥 마감재 교체

· 장애인·교통약자에 대한 법률 강화

기타
· 건축설계 시 인센티브 적용

· 지역·지구별 가이드라인 

 <표16> 규제 필요성에 대한 조건부 동의에 대한 요소

반면에 건축물 1층 바닥과 전면공지에 대한 규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필요한 

부분이라는 일부 의견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내용은 규제로 인해 디자인의 다양

성에 오히려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의견들과 각기 다른 대지조건, 빗물침투에 대

한 염려, 재산권의 문제, 유지 및 보수상의 불편, 사업진행용이성에 대한 불편 등

의 의견 등이 있었다.  

2. 문헌참조 및 건축가 인터뷰

건축물 1층 바닥과 전면공지 접합부의 문제, 즉 가로와 건축물의 통합적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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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요구되는 준 공공공간에 대한 영역은 도시 계획가들뿐 아니라 건축가들에게

도 관심의 대상이다. 먼저 기존 문헌을 통해 이러한 문제 원인의 힌트를 간접적

으로 얻을 수 있었고 실제 건축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들에 대한 몇 가지 원인들을 파악하였다.

“민간 중·소형 건축물은 구체적인 시공도면과 내역서가 없으니 시공자 마음

대로 공사를 해도 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중·소규모 건축물은 감리자가 상주

하지 않고, 중요한 공정마다 필요 시 현장 확인과 체크하는 방식으로 공사, 시공

자를 견제하고 있다.”11) 

                                    _ 윤혁경, 건축과 도시 공간 2013 vol09

“바닥면 레벨과 보도접합부를 일치시킬 경우에만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되며, 

관례상 설계 시 단차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건축 현장이나 시공 시 단차

에 대한 부분은 방습이나 빗물 때문에 관례상 일정 높이를 높여서 시공한다. 지

자체별로 지구단위계획상에  10cm 이하의 기준이  존재하는 걸로 아는데 명확하

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_ 건축사 사무소 ‘터’ 김OO과장

 

“보통 장애인에 대한 부분과 교통약자에 대한 건축법, 지구단위계획상의 권장

사항을 되도록이면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럴 경우에 건축물 바닥높이와 보도는 동

일한 높이로 하거나 진입부에 램프를 계획한다. 즉 계획가의 입장에서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지만 인허가만 받는 중·소형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의

견에 대부분 따르게 된다. 일례로 램프설치 시 입면에 대한 디자인이 변하는 것

을 우려하는 건축주의 의견들도 있으며. 빗물이나 환경적 요소들 때문에 높여서 

단차처리를 하게 된다. 높이는 통상적으로는 대지 종횡단면도에서 10~30cm정도의 

높이만 설정해준다. 상세도면은 필요한 경우에만 따로 그려준다.”

                                        _ 율 건축사 사무소 대표 김OO소장

민간 중·소형 건축물의 경우 도면과 감리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건축

가들의 경우 디자인 의도가 분명할 경우에만 신경을 쓰며 보통은 시공자에게 일

11) 윤혁경, 중·소형 건축물에 대한 불편한 고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과 도시공간 2013 vol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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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건축법

시행령12)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
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
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외 유사한 것으로 매
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
스탱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손궤(손궤: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13)

(3) 기타 외관요소 설정지침
① 건축물 저층부 및 진입부
· 저층부의 높이는 인접한 건축물의 상황을 고려하여 허용치 범위를 지정하여 통일
감 속에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상업용도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이상 높이 차이를
둘 수 없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

임한다는 의견을 얻었고 높이에 대한 기준 또한 모호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건

축가와 건축주와의 의견불일치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2절 : 공공의 규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건축물 1층 바닥과 전면공지 접합부에 대한 이슈나 문제들

에 대해서 국내의 법이나 시행령, 조례,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사항들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또한 시공 절차상 건축물이 받게 되는 인허가나 심의 항목, 

제출 서류들을 검토하였다.

1. 일반 법규 검토

본 연구에서 다루는 건축물 1층 바닥면과 전면공지 접합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나 규제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의 경우 방습이나 공해로부

터의 보호차원에서 인접한 도로면과의 높낮이에 대한 개략적인 규정만 존재하며, 

지구단위계획상에 1층 바닥높이 10cm이하에 대한 기준과 경사지일 경우 높은 곳

을 기준으로 바닥높이 선정, 인접 건축물과의 통일감속에서 다양성 확보 등의 모

호한 기준이 존재한다. 또한 서울시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건물 

저층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물 진입부의 급격한 단차 지양, 지형의 고저차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 주 진입구의 계단과 캐노피 설치를 지양

하라는 피상적인 지침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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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후면에 서비스 도로가 있는 상업시설의 경우 전면과 후면 양쪽에 출입구를 설치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로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14)

4. 일반가이드라인
4.2 디자인 가이드라인
4.2.3.4 공개공지의 통합적 배치와 사용
나. 공개 공지가 보행 가로와 연접한 경우 급격한 단차는 지양한다.
4.2.3.6 공공건축물 외부 공간
나. 공공건축물의 전면 공지와 보행 가로 간의 급격한 단차는 지양한다.
4.2.4.2 보행 가로 연접 전면 공지의 경사도 제한
가. 공공건축물 전면 공지의 턱 설치는 지양한다.
나. 보행 가로와 연접한 전면 공지는 보행 가로를 포함한 횡경사가 완만하도록
계획한다.
4.2.5 건물 저층부
4.2.5.1 건물 진입부의 급격한 단차 지양
지형의 고저차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 주 진입구의 계단과
캐노피 설치는 지양한다.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횡단경사기준 4% 1%~2% 2% 2.5%

관련 규제

한국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본 도로 구조령, 보도의 일반적 구조에 관한 기준, 중점정비지구
에서의 이동원활화를 위한 도로구조에 관한 기준

미국 Highway Design Manual (ch 18 Pedestrian Facility Design,
2006)

영국 Streetscape Guidance (Great London, 2005)

<표17> 관련법규

2. 공공보도 경사 규제

국내 공공보도 횡단경사 기준은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경우 2% 이하로 정해져 

있으나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4%까지 할 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 영국의 횡단경사기준과 비교해 볼 때 국

내의 경우 비교적 완화된 경사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전면공지 경

사에 대한 규제가 없기에 직·간접적으로 전면공지의 과도한 경사나 계단처리 등

에 영향을 미치며 건축물 1층 바닥 높이에도 영향을 준다. 

<표18> 나라별 보도 횡단경사기준15)

12) http://www.law.go.kr/,<국가법령센터, 법제처>
13) 한국도시설계학회,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110p, 기문당, 2005 
14) sculture.seoul.co.kr
15) 이승희, 건물 전면공지 간의 연결성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63p,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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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업무(행위)내용
근거법
령

행위주
체

담당기관
비고

(처리기간)

⓵ 건축허가신청
건축법
제11조

건축주
시·군·구

(건축 주택과)
7일 (건축사대행

:3일)

⓶

<복합민원심의>
- 개발행위허가
- 사도개설허가
- 농지전용허가
- 도로의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
- 배수설비신고
- 오수설치신고
- 상수도공급신고

건축법
제12조

시·군·구
(도시과,
건설과
농지과,
환경과
수도과 등)

부서협의 : 15일
(실무협의 : 1일)

⓷ 건축허가
시·군·구

(건축·주택과) 허가증교부

⓸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건축법
제36조 건축주 〃 1일

⓹ 착공신고 건축법 〃 〃 〃

3. 일반 건축물 인허가

건축허가는 건축행위가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행위이

다. 보통 인허가 관청이나 공공기관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며, 건축법상에서 

건축행위에 대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건물의 설치, 대수선(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

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축, 개축, 신축과 같

은 소규모 공사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건축물 인허가가 필요한 건축행위들은 

규모와 위치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와 서울시장/광

역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로 구분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3단계의 절차를 거치며 

처리기간의 경우 건축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평균 18일, 건축사가 아닌 민원인

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22일이 필요하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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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⓺ 사용승인
건축법
제22조 〃 〃 3일

⓻ 유지관리 〃
- 취득세 : 사용승인일 30일 이내
∴취득세 미납부시 건축물
대장 미등재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의

1.개요(위치·대지면적 등) / 2.지역·지구 및 도
시계획사항 / 3.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
적·높이·층수 등) / 4.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5.주차장규모 / 6.에너지절약계획서 / 7.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배치도 임의

1.축척 및 방위 / 2.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 3.대지의 종·횡단면도 / 4.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 5.주
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 6.공개공지 및 조경
계획

평면도 임의
1.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2.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3.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4.복도
및 계단의 위치 / 5.승강기의 위치

입면도 임의 1.2면 이상의 입면계획 / 2.외부마감재료

단면도 임의
1.종·횡단면도 / 2.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구조도 임의
1.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3.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임의
1.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
정 과정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시방서 임의
1.시방내용(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 / 2.흙막
이공법 및 도면

실내마감도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소방설비도 임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표19> 시장·군수·구청장 건축인허가 행정절차16)

건축 인허가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의 종류는 <표20>과 같으며, 절차와 제출

서류상에 장애인이나 약자에 대한 심의나 상세도면에 대한 제출 의무화가 명기 

되어 있지 않다. 

16) 건축규제 시스템 개선 방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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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소방관서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건축설비도 임의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
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토지굴착 및

옹벽도
임의

1.지하매설구조물 현황 / 2.흙막이 구조(지하 2
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3.단면상세 / 4.옹벽구조

번

호
업무(행위)내용 근거법령

행위

주체
담당기관 비고(처리기관)

⓵ 개발행위허가

국토의계
획 및
이용에관
한법률
제56조

건축
주

-시·군·구
(도시부서)
-특별시,광역시,
도(도시부서)

없음
(약180일~250일)

⓶ 환경영향평가(총17
개분야, 단위사업
76개사업)

환경영향
평가법
제4조

〃 환경부
없음

(약90일)

<표20> 건축 허가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17)

4. 대형 건축물 건축심의

대규모 건축물의 대상 기준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인 건축물 신

축과 연면적 30%이상을 증축하여 21층이 되거나 연면적 10만㎡이상이 되는 증축

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건물들은 서울시장·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에 속하며, 

최초 개발행위 허가부터 건축허가까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건

축위원회 심의, 부서협의 등 7단계를 거치고 최소 425일이 필요하다. 대규모 건축

물의 경우 일반건축물 인허가 과정에 추가로 건축심의를 받게 되는데 심의 주요

내용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이다. 교통영

향분석/개선대책 심의는 해당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이다. 문화재 지표조사의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

차이며,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에 의의가 있다. 

17) 유정주, 건설·건축 인허가 절차 정비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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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15조

〃 -승인,
허가권자

없음

(약50일)

⓸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법
제4조

건축

주

-시·군·구
(건축·주택과)
-특별시,광역
시,도(건축·주
택 부서)

없음
(약 30일)

*교통영향분석·개
선대책과 동시에

진행

⓹ 건축허가신청
(사전심사 신청)

건축법
제11조
(제1조
제2항)

건축

주

-시·군·구
(건축·주택과)
-특별시,광역
시,도(건축·주
택 부서)

-10층 이상16층
미만, 5천㎡이상
3만㎡ 미만:20일
-16층 이상 또는
3만㎡이상:30일
-특별시,광역시
장허가대상:50일
-특별시,광역시,도
사전심의대상:
90일

⓺

<복합민원협의>
-공장설립신·증
허가
-사도개설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의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배수설비신고
-오수설치신고
-상수도공급신고
<관련기관협의>
-소방협의
-가스공급협의
-에너지절약 협의
-공안협의
-통신협의
-학교시설 협의

〃

시·군·구
(도시과,건설
과농지과,환경
과수도과등)
소방서
지역

가스공급업체
에너지
관리공단
경찰서
우체국
교육청

15일

⓻ 건축허가 시·군·구
(건축·주택과)

⓼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건축법제
36조

건축
주

〃 1일

⓽ 착공신고
건축법제
21조 〃 〃 〃

⓾ 사용승인
건축법제
22조 〃 〃 7일

<표21>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 행정 절차18)

대형건축물 심의 내용에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것과 도면제출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2011년부터 서울시에 행해지는 주택정비

사업(뉴타운사업,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경우 ‘무장애 인증’에 

대한 의무화 방안을 도입하였다.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

경정비기본계획을 따르게 되는데 최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항목

18) 건축규제 시스템 개선 방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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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가되었다. 

당초 변경(신설) 비고

없음

·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장애인․노인․여성 등이 도시의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
한다.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에 관한 계획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

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안
전감을 느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범
죄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여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여성의 편의시설 증진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편의공간, 배려하는 공간, 안전한 공간, 쾌적한 공간
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
6. 환경계획
(주택재개발부문)

기본계획
6. 환경관리계획
(주택재건축부문)

<표22>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내용19)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Free)실시

인증제의 목적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

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적근거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62호, 2010. 7. 9 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 지침’(보건복지

부 제2010-264호)이다. 주무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이며,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 인증등급은 최우수등급(심사기준 만점

의 90%이상),우수등급(심사기준 만점의 80%이상90%미만),일반등급(심사기준 만점

의 70%이상 80%미만)으로 나뉘며 인증심사기준 해당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교통

약자법 또는 편의증진법의 최소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않는다. 인증처리절차는 예비인증을 먼저 받은 후 본 인증을 받는다. 

인증의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하는 생활환경인증제도매뉴얼(건축

19) 서울특별시+고시+제2011-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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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 따르며, 주 내용으로는 접근로, 주차,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주출입문, 복

도,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위생시설관련, 안내시설물, 기타 등으로 자세히 명

기되어 있다. 

   <표23> 본 인증절차20)

5. 송파구 미관지구 후퇴공간 가이드라인

지자체별 전면공간에 대한 정책들 중에 송파구의 미관지구 후퇴공간 가이드라

인을 검토하였다. 앞선 일반 규제 검토를 통해 밝혀졌듯이 서울시 공공건축물 디

자인가이드라인의 경우 규제의 내용이 피상적이고 모호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송파구의 경우 후퇴공간의 문제점을 구간별로 나누어 현황을 분석한 후 그에 따

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실무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송

파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디자인 방향성을 고시한 후 포장패턴, 지

장물, 단차에 대한 구간별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전면공지

와 건축물1층 바닥높이에 대한 규제는 <표24>와 같다. 이러한 지자체별 가이드라

인의 제안은 본 연구의 근거이론이자 모범적 선행연구이기도 하다.  

20) 201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실시, http://www.kod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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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단차 가이드라인

내

용

가. 보행 진행방향으로 생기는 경사에 의해 계단
으로 처리한 단차는 공공성을 위해 차후 계획 시  
보도면과 단차가 없도록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나. 보행 진행방향으로 생긴 경사지의 건물 설계 
시 입구의 위치를 경사가 낮은 쪽에 설계함으로
써 단차로 인한 계단이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림 
20참고)

그림 20 보행의 진행방향으로 생기는 경사에 
의한 단차 처리

그림 22 보행의 진행
방향과 직교하는 경
사로 인한 단차를 데
크 처리

 

 

(그림65) 구간별 현황분석21)

(그림66) 후퇴공간의 정의22)

21),22)http://design.songpa.go.kr/design/busi_view.jsp?col=&sw=&pg=2&nu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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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행 진행방향과 직교하는 경사에 의해 데크
나 계단으로 처리한 단차는 공공성을 위해 차후 
계획 시 보도면과 단차가 없도록 보행공간을 조
성한다.

라. 단차에 의해 단절된 후퇴공간은 차후 계획 시 
보도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성하며, 이때 
경사는 8%(1/12)를 최대로 허용하며 5%(1/18)이하
를 권장한다.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그림 23 보행의 진행
방향으로 생기는 경사
로인한 단차를 계단으
로 처리함

그림 24 보행의 진행
방향으로 생기는 경사
에 의한 단차로 생긴 
단절

<표24> 송파구 미관지구 후퇴공간 가이드라인23)

3절 :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

건축법은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안전을 기준으로 규제와 유도를 정하는 법 취지

를 갖기 때문에 시설을 사용하고자 접근하는 이용자들이 통행 안전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즉 <표25>를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들 특정 사용자(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의 경우 이용과 접근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 주요한 내용이며 보행공간으로부터 이 시설로의 접근성에 대한 구체

적인 규제와 권장은 미흡하다. 

2008년 이후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에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건축물을 무장애시설로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

인에서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사항도 다루고 있지만 사적소유권과 기본법인 건축

23) http://design.songpa.go.kr/design/busi_view.jsp?col=&sw=&pg=2&nu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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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저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닥높이가 같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사항은 없

다. 

관련 법제도 주요 내용

건축물 1층 
바닥과 

전면공지 
접합부에 
관련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접근권)

장애인 등의 시설·설비 이용과 
정보 접근 권리

동법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
의 종류)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
도,공원안의 보도의 유효폭·기
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
을 고려해 설치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
인 3.6

공공건축물 전면공지와 보행가로 
단차가 급격하지 않도록 계획

<표25> 장애인,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24)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에 관한 규제는 법률과 지침으로 나뉠 수 있는데 앞서 법

률에 대한 검토에서 건축물 1층 바닥과 전면공지 접합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나 

권장이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지침을 살펴보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14),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2007),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2014)에서 건축물 진입구와 건축 한계선 내의 공지처리에 관한 단차

와 경사로에 관한 권장사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침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있으

며, 필수가 아닌 권장사항이라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

지침
분류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2014)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2007)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2014)

건축물 

진입구

-1층 바닥의 높이는 전
 면도로의 바닥높이와  
 차이가 나지 않아야함.
 단지 불가피할 경우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이하

-턱이 없어야 함 -2cm이하여야 함

건축한

계선 

내의 

공지

처리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인접한 보도와 단차 없  

 이 조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기울기

 는1/18이하로 하여야 

 함. 

-유효 폭은2m이상

 (1.5m까지 확보가능)

-기울기는 1/12(턱높

 이16cm 이하의 경우 

 1/8까지 완화가능

-경사로의 재질 제시

-단차2cm이하

-기울기 1/18이하 

 (지형상 곤란한 

 경우 1/12)

<표26> 장애인, 교통약자에 관한 지침비교

24) 여혜진,임희지,맹다미,도시 준공공공공간의 보행활성화 방안 p19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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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 소결

건축실무자들의 설문조사와 문헌참조, 인터뷰를 통해 결정의 주체는 다양한 주

체들이 문제의 원인임이 조사되었으나 건축실무자와 공공이 이슈결정에 많이 관

여되어 있음을 알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법규 검토와 보도경사 규제검토

를 통해 건축물 1층 바닥면과 전면공지에 대한 의무적이며 구체적인 공공의 규제

가 없으며, 국내의 경우 공공보도의 경사규제가 4%이하로 완화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건축물 인허가과정이나 대형건축물 심의 상에서도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심의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상세도면의 제출은 명기되어 있지 않다. 특히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률상의 내용 자체는 피상적이며 지침

상의 권장사항만 존재한다. 이처럼 공공이 정한 건축물 1층 바닥과 전면공지 접

합부에 관한 규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건축주 건축설계실무자 시공자 공공

전면공지를 포함한 
GL설정

○ ○

건축물 1층 
바닥높이

○ ○ ○ ○

도면의 유무 ○ ○

<표27> 결정의 주체들

하지만 미관지구 후퇴공간에 대한 송파구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11년에 변경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무장애 인증의무화

에 대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건축실무자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건축

물 1층 바닥과 전면공지에 대한 정책상의 규제나 지침 필요성에 인식이 높은 것

을 감안하면 현실성 있고 실증적인 지침이나 정책의 제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4장 디자인가이드라인 및 정책제안

1절. 디자인가이드라인

2절. 정책제안





- 79 -

제4장 :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정책제안 

1절 : 디자인가이드라인

문헌조사와 사례연구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되는 4가지 원칙을 정해보

았다. 첫째, 가이드라인의 수치상 기준이나 지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등

을 기준으로 현실성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

역(건축물1층 바닥, 전면공지)을 감안할 때 건물 이용자와 보행자를 동시에 고려

해야 한다. 셋째, 빗물 침투에 대한 우려는 설계자나 사용자의 공통적인 의견이므

로 이에 대한 기술적인 제안들이 필요하다. 넷째, 보도와 건물의 통합적인 디자인

을 구축하기 위해 보도와 전면공지의 폭을 같이 고려하며, 동시에 가이드라인은 

건물의 규모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은 신

축건물과 기존건물로 나누어서 적용한다.  

1. 신축건물

공개공지규정, 지구단위계획의 건축선 지정,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에 의해 조

성된 전면공지에 위치한 근생, 상업, 업무용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건물의 신축, 재건축 시 지켜야 할 절차상의 가이드라인이다.  

❚  전면공지 바닥에 관한 규제

 

(그림67) 보도와 전면공지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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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공지를 포함한 건축물의 GL(ground level)은 보도의 높이와 동일하게 계획

한다. 

·횡경사지(보행방향과 직각으로 입지한 대상지)

보도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횡단경사

에 대한 기준이 있다. 반면에 전면공지는 보도와 접해있지만, 사적 소유권에 귀속

된 대지의 한 부분이므로 도로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건물 1층 바닥

의 높이가 보도에 비해 높을 경우, 횡단경사의 기준이 없는 전면공지상의 접합방

식은 경사 혹은 계단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횡경사지의 경우 전면

공지 구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보도와 건축물이 횡으로 경사가 있는 지형에 

입지할 경우 국내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보도 횡경

사 기준이 4%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해외 규제들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어 있으

므로 전면공지 구배자체의 기준은 2%이하로 새로이 제안하며, 2개 이상의 복합 

경사를 제한한다. 

 

H1-H0 ≦ (전면공지 폭) × 2%

(그림68) 전면공지 경사제한을 위한 단면도

· 종경사지(보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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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9) 보도경사를 무시한 전면공지 조성예시

양재동과 같은 경사지의 경우, 건물들이 전면공지를 보도의 경사도와 상관없이 

건물 1층 바닥과 평행하게 조성하기 때문에 보도와 단절을 일으킨다. 또한 동일 

건물 전면공지일지라도 전면공지의 단차방식이 다양하다.

① 보도와 전면공지 경사도 동일 

(그림70) 제안 1

② 보도의 낮은 쪽을 기준으로 전면공지 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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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 제안 2

전면공지를 조성함에 있어 경사정도에 따라 보도와 같은 경사도로 조성하여 전

면공지 간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전면공지와 보도와의 연결에도 단차를 없

앤다.(그림70) 혹은 보도의 낮은 쪽을 기준으로 완만하게 계단 처리한다.(그림71) 

❚ 건축물 1층 바닥높이에 관한 규제

건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 1층 바닥 높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전면공

지 횡단경사, 공지 간 연결 단절, 공지 단차 처리 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축물 1

층 바닥높이가 보도를 기준으로 높게 설정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양재역과 같은 경사지나 사임당로와 같이 건축선 후퇴가 일어나지 않은 경사지형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장에서 건축실무자 설문결과를 보면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의 바닥높이 10cm이

하의 규제를 지키기 보다는 임의로 10cm~20cm의 1층 바닥 높이를 설정하여 설계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점포주 질의결과를 보면 낮은 1층 바닥높이로 인한 단

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근거로 건물 1층 바닥의 높이 기준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14),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2014), 송파구 미관지구 가이드라인

을 고려하여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상 10cm이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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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층 바닥과 전면공지를 포함한 GL은 레벨차가 없도록 계획하며, 전면공지의 

구배는 GL높이가 전면공지 폭의 2%이하로 규정한다. 배수 트랜치와 지붕 캐노피 

설치 등은 권장사항으로 규정하나 1층 바닥높이가 GL보다 낮은 경우 배수 트랜

치설치는 의무사항으로 한다.(그림73) 보도를 따라 이어지는 경사지에 입지한 건

축물의 경우 경사에 순응하여 바닥높이를 산정한다.(그림72)

(그림72) 경사에 순응하는 바닥높이 산정예시25)

(그림73) GL(ground level)보다 낮은 1층 바닥 배수 트랜치 설치사례

❚  건물의 두면이상 보도가 접해있는 경사지형

도시안의 지형은 대부분 일반적인 지형조건(평지, 종경사지, 횡경사지)으로 분

류되지만  좀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복합지형들이 존재한다. 특히 하나의 건축

물에 두면이상의 공공보도가 접해 있는 경사지형의 경우 앞선 전면공지나 건물1

층 바닥높이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의 디자인가이드라인만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25) 장민경, 인사동길의 교통약자 보행환경 평가,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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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조성예시

     

 
    

     

 

있다. 이럴 경우 현장조사와 대안검토를 통한 지형조건에 맞는 디자인 가이드라

인이 필요하며 건물1층 바닥, 전면공지, 공공보도를 연계한 시각적인 가이드라인

이 효과적이다.

  

       (그림74) 코너지형 계단처리            (그림75) 코너지형 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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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8> 복합지형 조성예시

건물이용자들의 건물접근성과 보행자의 보행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며, 건물진입

을 돕는 계단이나 경사로의 설치를 위해 건축물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할 필

요가 없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경사지의 낮은 쪽에 출입구를 두어 보도와의 단차를 최대한 낮춘다. 

(그림76) 제안 예시1

· 건축물 내에서 1층 바닥높이에 변화를 주어 보도와의 단차를 더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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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7) 제안 예시2

❚ 좁은 보도 폭과 전면공지를 가진 대상지

   (미관지구 미지정 지역, 보도 폭 + 전면공지 ≦ 3m )

사례지역 가운데 사임당로의 경우처럼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선 

후퇴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의 경우 좁은 보도 폭과 전면공지로 인해 가로환경

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동일 조건을 가진 상업가로의 경우에도 빗물침

투나 외부위협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건축물 1층 바닥높이가 전면공지를 포

함한 건축물의 GL(ground level)보다 높다. 특히 경사지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곳에는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를 확보해 경사구배를 조성하는 것은 

건물규모나 보행량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지형조건을 가진 대상지의 

건축물은 별도의 다음과 같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 전면공지를 포함한 건축물의 GL(ground level)은 보도와 동일하게 시공한다.

· 건축물 1층 바닥높이는 5cm이하로 시공한다.

· 건물 전면공간 배수트랜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 전면상가 캐노피나 차양막 설치 및 아케이드형 1층 상가설계를 권장한다.

· 전면공지나 보도에 지장물 설치나 오토바이, 자전거의 주차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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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78) 차양막 설치               (그림79) 아케이드형 1층상가

         _마루노우치나카도리26)                 _모토마치상점거리

2. 기존건물 

건축물과 대상지의 조건은 신축건물의 경우와 동일하나 신축건물 규제적용에 

한계가 있는 기존건물의 진입구 설치규제와 동일 건축물에 입지한 점포가 다수인 

경우를 대상으로 별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기존

건물의 증·개축 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이다.  

❚ 진입구 규제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할 때 1층 바닥 전체를 낮추는 것은 지

하층 유무나 지형조건에 따라 어려울 수 있다. 그럴 경우 진입구 부분에 경사로

를 설치하거나 우회하여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보통 “장애

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하면 경사로의 기울

기는 1/18을 의무화하고 지형에 따라 1/12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경사로를 설치

할 수 있는 단차에 대해서는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2002)에서 

24cm미만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울기에 대한 규정은 1층 단차의 높이와 전면공지와 보도 

폭을 고려해 좀 더 완화된 기울기 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도 폭이 좁고 

단차가 24cm이상의 대상지의 경우 최소 2m 88cm의 경사로가 필요하다. 사임당

로의 경우가 전면공지와 보도 폭을 합치면 좁은 곳은 2m 30cm에 불과하다. 실제 

26)  http://blog.naver.com/parkhy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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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당로의 단차가 가장 높은 곳이 20cm임을 감안할 때 2m 40cm의 경사로 길이

가 필요하나 1/12의 규제도 지키기 어려운 현황이다. 이럴 경우 1/8까지 완화하고 

경사로의 바닥재질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림80) 높게 조성된 경사로          (그림81) 임의로 조성된 경사로

반대로 3미터이상의 전면공지 폭을 가지고 있는 압구정로나 도곡로, 그 이상의 

폭을 가지고 있는 테헤란로 등의 경우는 경사로의 기울기가 1/12,1/18 많게는 

1/24의 기울기까지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건축물 안까지 경사로를 끌어들이는 

제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구

분
단차5cm이하 단차10cm이하 단차16cm이하 단차20cm이하

기

울

기

1/12 1/8 1/18 1/24 1/12 1/8 1/18 1/24 1/8 1/12 1/18 1/24 1/8 1/12 1/18 1/24

● ● ● ● ● ● ○ ○ ● ○ ○ × × ○ × ×

예

시

(a) 기울기 1/12 (b) 기울기 1/8 (c) 건물 안까지 경사로 설치

참고 : ● 설치가능, ○ 건물 내부까지 경사로 설치할 경우 설치 가능, × 설치불가능, 휠체어사
용자왕복통행가능 폭원 150cm 고려(2014장애인편의시설매뉴얼)

<표29> 경사로 지침제안 ( 전면공지 3m 전제 ) 

결론적으로 대지상황에 부합하는 진입구 경사로의 기울기 적용은 전면공지의 

보행안정성과 건물 접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 90 -

구분 예시

1층 바닥면 

전면공지로의 

확장 제한

건물1층 바닥 

높이선 설정

❚  1개의 건축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점포가 입지한 경우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안정성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다양한 요소들 

(지장물 설치, 실외기, 전면주차, 담, 진입구 설치 등)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전면공지와 건축물 접합부와 연관성 있는 동일 건물 내의 

옆 점포와의 1층 바닥면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문제사례들에서 다루었듯

이 기존 점포들마다 1층 바닥면 디테일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부분은 건축주와 설계자의 관심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부분이며 다음의 디

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표30>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가능하다.  

· 1층 바닥수평면은 데크 사용이나 기타 사적용도의 목적으로 기존건물 바닥수

평면 이상으로 전면공지를 차지할 수 없다.

· 1층 바닥높이의 경우 기존 건축물 바닥높이 이상으로 높이거나 계단처리 할 

수 없다.(단, 바닥면 자체를 낮추는 것은 예외로 한다.)

· 단차처리 방식의 경우 무단차>10cm이하의 단차를 우선으로 옆 점포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며 계단이나 경사로를 추가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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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차처리

방식제한

   
<표30>옆 점포와의 접합방식 제한

2절 : 정책제안

민간건축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건축기준이 준수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축주

와 건축가의 자율적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민간건축이 사익

만을 추구하지 않고, 이용자와 시민의 보행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풍부하게 조성

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민간건축은 근본적으로 사익추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성 증진을 민간부분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영역은 각기 다른 공공의 제약을 받

는다. 건물전면공간의 물리적 개선은 필지별 개발단위를 유도·규제하는 건축법

과 가로를 정비단위로 보는 국토계획법간의 통합적 발상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가로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전면공간을 이해하고 보행환경의 중요한 구

성요소로서의 기능·형태·특성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 

국내도시 서울의 규제 현황과 해외사례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 대부분 일

반법으로 건물전면공간을 유도·규제하고 일부 지구계획이 추가되어 가로의 장소

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해외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기본계획·특별

규제·디자인 가이드라인·심의기준으로 운영되어 가로의 정체성과 장소적 경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가로환경의 질적 차이를 유발하며 2장과 3

장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바 있다. 따라서 국내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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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령·

규칙·조례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지구단위계획·

Special Control

디자인

가이드라인

심의

기준

기

타

테헤란로 ○ ○ ○

강남대로 ○ ○

이촌동길 ○

가로수길 ○

뉴욕5번가 ○ ○ ○

뉴버리스트리트 ○ ○ ○

런던월스트리트 ○ ○

브롬튼로드 ○ ○

나카도리 ○ ○ ○

오모테산도도리 ○ ○ ○

<표31> 지역별 건물전면공간 유도·규제 수법27)

1. 디자인가이드라인의 법률제안

공간의 

분류
내용 적용 대상 법률

전면공지

보도와 전면공지 높이 동일

도시계획조례

전면공지 내 횡단경사제한, 경사수 제한
전면공지에 보도와 같은 경사도 이어가기, 계단

식 단차처리
전면공지 내 배수 트랜치 설치
전면공지 내 지장물 설치 금지 및 주차금지

1층 

바닥높이

건축물 1층 바닥높이 설정

건축법

1개의 건물에 2개소 이상의 점포 입지
건물의 두면이상 보도가 인접한 경사지

건축물 1층 바닥높이(미관지구 미지정)

차양막 / 캐노피권장
아케이드형 설계

진입구 경사로 설치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시행규칙

<표32> 법률적용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분류

위의 표와 같이 각 디자인가이드라인을 해당하는 부분의 법규에 적용한다. 공

개공지와 지구단위계획의 규제들은 많은 부분이 심의 기준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27) 여혜진,임희지,맹다미,도시 준공공공공간의 보행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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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이고, 강제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다. 그러므로 지방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등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포함시켜 구체화하고 강제화 한다. 

 현재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건물의 층수, 층간 높이 등 거의 모든 물리적 요소

에 대한 기준을 법제화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1층 바닥면 높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전면공지를 형성하는 모든 건물에 이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적용하

기 위하여, 건축법 하에 1층 바닥면의 기준을 법제화한다.

 진입구와 관련된 디자인가이드라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

장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고, 그 외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은 모두 전면공지 자체

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지방도시계획조례에 포함시켜 법제화한다. 

❚ 전면공지 관련 규정

전면공지가 생성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건축법 제36조(건축선의 지정)에 의해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건축지정선)하여 생기는 공지부분과 미관지구의 3m 건축선

후퇴부(건축 한계선) 규제에 의해 형성되며, 건축주 임의로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

면공지가 생성되기도 한다. 

 규제에 의해 생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기존 법규의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며, 임의대로 생성되는 부분은 새로운 규제의 제시가 필요하다. 규제

에 의해 조성되는 건축선 후퇴부(전면공지) 관련규정인 건축법 제50조(대지안의 

공지) 및 시행령 제81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55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

리)를 보면 가로의 개방감 등의 확보를 목적으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4m이상을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하고 있어 

심의대상건축물은 대부분의 경우 건축선을 후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관지

구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일률적으로 후퇴하고 후퇴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

애가 되는 주차장 등의 시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는다. 테헤란로와 같은 도시설계지구에서는 건축선 후퇴부는 접한 보

도나 도로와 단차를 금지시키고 바닥의 포장재로를 지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건축

선 후퇴부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앞선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전면공지의 경우 주차나 상품진열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제가 미약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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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지형조건과 건축물을 연계한 규제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

시계획조례 상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적용한다. 

가. 건물 전면부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서, 건축물 GL(ground level)을 포함한 전

면공지의 높이는 공공보도와 같게 한다. 

나. 건물 전면부가 보도의 방향과 직각으로 경사져 있을 경우, 횡단경사의 높이

는 전면공지의 폭의 2%를 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일정한 경사가 건물접합부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다. 건물 전면부가 보도와 같은 방향으로 경사져 있을 경우, 전면공지는 보도와 

같은 경사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계단식 단차처리를 허용한다. 

라.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보도의 폭과 전면공지의 폭의 합이 3m이

하인 구간의 경우 전면공지 내에 배수 트랜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마. 건물의 대지경계선 안쪽에 조성된 건축선 후퇴공간의 공지나 임의로 조성

된 전면공지내의 상품진열, 지장물, 주차장의 설치를 금한다.

❚ 1층 바닥높이 관련 규정

 건축물 1층 바닥높이는 보행자의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규정인 건축법시

행규칙 제29조(계단의 구조) 및 장애인 복지법 제33조(편의시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30조(시설 또는 설비의 기준) 등을 보면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 등의 

건물 계단 및 바닥은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설조

성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도가 일상적인 통행을 편

리하게 하기보다는 비상시 피난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

다. 따라서 건축법, 조례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물1층 바닥면의 높이는 전면공지나 보도와 동일

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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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전면공지가 보도와 같은 방향으로 경사져 있을 경우 

출입구를 경사의 낮은 쪽에 설치하여 건물의 1층 바닥면이 경사에 순응하도록 바

닥높이를 산정한다. 

다. 1개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입지하여 있는 1층 바닥면은 계획된 수

평바닥면의 너비 이상으로 공지를 차지할 수 없으며,  높이 또한 계획된 높이 이

상으로 시공할 수 없다. 또한 임의로 경사나 계단을 설치하여 인근점포와의 괴리

감을 형성할 수 없다. 

 

라. 건물의 두면이상이 보도와 접해 있는 경사지의 경우 ‘나’의 경사지 규제

를 따르되 불가피할 경우 건축물 내부에서의 바닥높이 조절을 권장한다. 

마.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보도의 폭과 전면공지의 폭의 합이 3m이

하인 구간의 경우 건축물 1층 바닥높이는 5cm이하로 한다. 

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보도의 폭과 전면공지의 폭의 합이 3m이

하인 구간의 경우 1층 점포상의 차양막이나 캐노피 설치, 아케이드형 설계를 권

장한다. 

❚ 진입구 관련 규정

건축물 진입구의 경사로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면 경사로의 기울기는 1/18을 의무화하고 

지형에 따라 1/12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02)상에서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단차에 대한 높이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

만 문제는 좁은 보도폭이나 전면공지를 가진 환경의 경우 경사로 설치에 대한 탄

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

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상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용한다.(단 규정의 적용대

상은 기존건축물의 1층 바닥을 대상으로 한다.) 



- 96 -

가. 전면공지와 보도 폭의 합이 3m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진입구 경사로의 기

울기는 1/8까지 가능하며 바닥면을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시공한다. 

나.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로 단차가 16cm 이상인 경우 건물 내부까

지 경사로를 확장하여 1/18의 기울기를 권장하며, 1/12을 의무화한다. 단차가 

16cm 이하인 경우 건물 내부를 활용한 1/12이상의 경사로를 권장하며, 1/8의무화 

한다. 그이하의 단차의 경우 기존 1/18을 의무화하며 1/24의 기울기를 권장한다.

2. 건축물 인허가 기준 개선방안 

2장과 3장의 조사결과를 보면 건축물 1층 바닥과 전면공지의 조성은 도면을 통

해 시공될 때 보다 완성도 있게 시공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상층과 공공보도와의 접합부에 대한 관계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건축물의 부분

단면상세도를 건축인허가 도서로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건축 인허가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 목록상에 건축규모와 무관하게 건축물

의 부분단면상세도(scale 1/50이상)를 첨부하도록 하며,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이상

의 심의대상 건축물의 경우 심의의 내용상에 무장애 인증에 대한 심의 내용을 추

가한다.  

관련법제도 기존내용 개정안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2>

도서의 종류 : 단면도

도서의 축척 : 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표시하여야 할 사항에 

3.부분 단면상세도

 (scale 1/50 이상) 

<표33> 인허가 도서 제출서류 개정안



                           제5장 결론 





- 99 -

제5장 : 결론

건축과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요소에는 수많은 부분들이 존재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보도와 건축물 저층부가 접하는 공간에 중점을 두었다.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건물과 면한 공지와 보행환경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건축물과 보도의 접합부에 대한 미시적인 부분을 다룬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을 현장조사와 인식조사를 통해 밝히고 국내 실정에 

맞는 디자인가이드라인과 실현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범사례와 문제사례를 구분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해 본 결과 모범사례의 경우 

접합부에 관한 도면이 존재하였고, 건축가의 공공성에 대한 배려, 건축주의 관심 

등으로 인해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사용자 질의를 

통해 낮은 단차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제사례의 경우 대상지 현황파악, 문제분석을 통해 경사지에서의 문제점이 두드

러짐을 알 수 있었고 미관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형 민간 건축물의 경우 좀 

더 열악하다는 것을 알았다. 문제 사례 현황분석을 토대로 전면공지, 1층 바닥면 

접합부, 옆 점포와의 접합부, 종경사지로 나누어 유형화하였고 더 나아가 지형조

건과 접합방식에 따른 세분화된 분류를 진행하였다. 

또한 건축실무자 설문 결과 건축물 설계 시 전면공지를 포함한 건축물의 

GL(ground level)은 보도와 대응하여 동일레벨로 처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

리 일정 수의 실무자들이 단차나 경사처리로 계획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건축물 1층 바닥높이의 경우 빗물침투를 우려해 10~15cm, 15~20cm 의 높이로 계

획하고 있었다. 1층 바닥과 전면공지 접합부 상세 도면의 유무는 필요성은 인식

하고 있었으나 도면 없이 시공자에게 위임한다는 응답도 상당수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다양한 조건하에 규제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문헌과 감리자 인터뷰를 통해 도면의 부재와 감리자

의 관리 소홀, 건축주와의 의견차이 등이 원인임을 알았다. 국내 법규와 건축 인

허가, 심의 과정을 검토한 결과 건축물 1층 바닥높이와 전면공지 경사 등에 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실무자 설문, 인터뷰, 법규 검토를 통해 건축물 1층 

바닥과 전면공지 접합부에 대한 문제는 규제의 부재, 감리자의 소홀, 실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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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건축주와의 의견차이 등이 주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앞선 사례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한 유형분석을 토대로 교통약자에 대한 기준 적

용, 보도와 건물이 연계된 제안, 빗물 침투에 대한 아이디어 적용, 전면가로의 폭

과 건물의 규모를 고려한 기준적용 등의 4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디자인가이드라

인을 작성하였다. 먼저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에 적용 가능한 지침으로 나누었다.

신축건물의 경우 전면공지 바닥자체에 대한 규정으로 평지와 경사지를 구분하

여 전면공지와 보도의 단차를 제거하고 전면공지 자체의 경사를 완화하며 경사수

를 제한하였다. 또한 종경사지의 경우 보도와 동일한 경사를 취하거나 보도의 낮

은 쪽을 기준으로 전면공지 자체에 단차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건축물 1층 바닥

높이의 경우 전면공지를 포함한 GL(ground level)과 높이차이가 없도록 의무화하

였다. 단, 1층 바닥높이가 GL보다 낮은 경우 배수 트랜치 설치 의무화를 제안하

였고, 보도를 따라 이어지는 경사지에 입지한 건축물의 경우 경사에 순응하여 바

닥높이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물의 두면이상 보도가 접해있는 경사지형의 

경우 낮은 쪽에 출입구를 두어 단차를 낮추는 제안과 건축물 내부에서 1층 바닥

높이 상에 변화를 주어 보도와의 단차를 낮추는 2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한 미관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보도와 전면공지 너비의 합이 3m이하인 대상지의 

경우 5cm이하의 1층 바닥높이, 배수트랜치 설치 의무화, 차양막 및 아케이드형 

설계 권장, 지장물 설치나 주차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기존건물의 경우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를 고려한 건축물 진입구 경사로 설치에 

대해 전면공지와 보도 폭을 고려한 경사로 기울기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1

개의 건축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점포를 계획한 건물은 1층 바닥 수평면 제한, 1

층 바닥 높이선 설정, 단차 처리방식 제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

법, 도시계획조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시행규칙에 

적용된다. 보도와 전면공지의 관계, 횡단경사제한, 경사수 제한, 보도와 같은 경

사도 이어가기, 계단식 단차처리, 배수 트랜치 설치, 지장물 설치금지 및 주차금

지 등 전면공지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조례에 적용 되며, 1층 바닥높이, 1개의 

건물에 2개소 이상의 점포가 입지한 건물 저층부, 건물의 두면이상 보도가 접한 

경사지, 미관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 1층 바닥높이, 차양막/캐노피 설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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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드형 설계 권장 등은 건축법상에 적용된다. 또한 진입구 경사로 설치에 관한 

부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규칙에 적용된다. 

더불어 도면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건출물 인

허가 제출서류 상에 건축물 부분단면상세도를 포함하는 내용과 연면적 10만 제곱

미터 이상의 심의 대상 건축물의 경우 무장애 인증에 대한 심의 내용을 추가하였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도시 공공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합부 디테일 외에 건축마감재료, 보도 포장재, 보도 블록높이 등 다양

한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1층 바닥높이와 전면공지 경사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다는 점이다. 그리고 디자인가이드라인의 경우 이미 지어

진 건축물이나 전면공지의 개선에 일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건축물 1층 바닥과 전면공지 접합부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한 후 실무자와 사용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지침의 필요성을 증명하였고 지형

조건과 건물규모를 고려한 세분화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안함으로 인해 국내 

도시환경의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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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건축 실무자 설문조사

                               

“건축물 1층 바닥과 전면공지 접합부에 관한 연구”

  

1. 건축물 설계 시 대지경계선에 면한 보도와 전면공지를 포함한 건축물의 GL(ground  

 level)은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고 설계하십니까?(동일레벨 혹은 일정 단차를 두는지 혹은 

 그 외  에 경사처리를 하는지 등등)

 2. GL(ground level)에서 건축물 1층 바닥높이를 설정하실 때의 치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0~50mm  ② 50mm~100mm  ③ 100mm~150mm ④ 150mm~200mm 

  ⑤ 200mm이상 ⑥ 기타 :   

 3. 1층 바닥높이는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십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빗물침투  ② 외부위협  ③ 건축주의 요구 ④ 건축심의/허가 

  ⑤ 가로환경의 공공성(human scale)  ⑥ 기타 : 

 4. 건물 설계 시 1층 바닥과 건물전면공지 접합부에 대한 시공도면은 작성하십니까?

  ① 예(그렇다면 도면의 scale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② 아니요(시공자에게 위임)

 5. 건축물 1층 바닥과 전면공지의 높은 단차와 계단설치, 경사로 등으로 인해 건물이용

 자는 물론 교통약자, 장애인등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시환경의 불편함

 을 극복하고자 하는 공공의 요구가 증대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면공

 지와 1층 바닥높이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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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of architecture and street space was an important 

element that decided the quality of urban open ground and was the 

constant concern area of the urban design. The relationship of the width 

and building in the ground level decides the accessibility of building, the 

walk stability and continuity of the public street. Also, it influences the 

spatial order, safety, and comfort of the street space. The 

copular-organizing elements include the bottom height of architecture 1st 

floor, height treatment method, slope in the frontal open ground, and use 

method of the frontal open ground in the dimension of individual building, 

and include the method that these elements are connected to the adjacent 

building in the block dimension. In this thesis, the problem of copular that 

the bottom side of architecture 1st floor and frontal open ground contact 

is brought up targeting the commercial street in Seoul. This study focuses 

on the 1st floor bottom height, copular height treatment, and slope of the 

frontal open ground among them.  

   

 In order to apprehend the actual condition and cause of the problem, 

some streets in Seoul and some of architectures connected to them were 

chosen to conduct the case study. The analysis through the case study 

took note of the method of architecture 1st floor bottom and frontal open 

ground height difference and height difference treatment, method of 

height difference and height difference treatment of frontal open ground 

and sidewalk, and frontal open ground connection method with adjacent 

building. As a result of analysis, the level difference among 1) building 1st 

floor bottom - frontal open ground - sidewalk appeared as an universally 

appearing problem in the commercial street in Seoul, and 2) as the level 

difference was treated by stairs or slope, it is difficult or impossible for 

the disabled or stroller to approach, and 3) as it was treated indivi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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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architecture unit, the continuity between buildings are severed, and 

4) it was confirmed this problem appeared more severe in case of the 

slope. However, in the same part target area, the level of sidewalk and 

frontal open ground was formed in the continual and flat manner, and it 

was found that the building 1st floor bottom height was formed to be 

accessible without the obstacle as under 10cm. 

 The reason that this difference happened was examined by dividing into 

the 1) design of architect, 2) demand of owner, 3) public architecture 

regulation, and the exemplary case and problem case were classified to 

find out the improvement plan and the site was chosen and it was 

analyzed in depth. For the exemplary case, the architecture design, 

building 1st floor bottom height deciding factor in the construction site, 

and frontal open ground forming mechanism were apprehended through 

the architect in-depth interview and drawing review, and the opinions by 

architects on the introduction necessity of public regulation matching it 

were surveyed. As a result of survey, the problem of architecture and 

frontal open ground copular was attributed to the absence of regulation, 

indifference of architecture hands-on workers, and construction without 

floor plan. Especially, this problem appeared most severe in the site with 

the slope condition and the necessity of meticulous design guideline 

considering the slope was drawn. When the architecture 1st floor bottom 

height was set not to be excessively different from the sidewalk level, the 

interview was conducted targeting the 1st floor store owner in order to 

confirm what problem would happen practically.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exemplary case store owner questions that although the height 

difference was low or frontal open ground slope grade was gentle, there 

was no inconvenience of use by it.

   

 The design guideline for improving the copular of architecture 1st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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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surface and frontal open ground was suggested based on the 

classified problem types and recognition survey result. It was divided into 

the case of applying to the new building and the case of applying to the 

existing building according to the topography, open ground size, and 

pattern based on the 4 basic principles drawn as the analysis result. The 

new building was divided into the frontal open ground bottom, building 1st 

floor bottom height, complex slope that the building's front side adjoined 

the sidewalk, and target area having the narrow sidewalk width under 3m, 

and the existing building was divided into the regulation on the building 

admission part and floor surface height difference that over 2 stores were 

located in 1 building to suggest the guideline. The policy improvement 

plan of design guideline was suggested to realize it and the improvement 

plan of current building licensing standard was arranged. 

Keyword : 1st floor bottom height, frontal open space, copular height 

treatment, street environmental design, design guideline

Student number : 2012-2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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