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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도시 속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대형 간선도로 교차로는 도시

의 중요한 결절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자동차 위주의 도로공학적인 설계방식으로 인하여 도시 공간을 

파편화시키고 보행연결성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그간 차량만을 위한 공간으로 형성된 간선도로 교

차로 공간이 보행자를 위한 도시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시작하며, 현재 과도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 

공간의 조정을 통하여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현재 간선도로 교차로 공간이 가지고 있는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 영동지역의 대형 교차로 지역들을 선택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는 자동차가 이용하는 차도 공간과 

보행자가 이용하는 교차로 모서리 공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간선도로 교차로 공간의 문제요소는 1) 과도한 가각전

제사업으로 인해 형성된 넓은 교통섬 및 차선을 포함한 이용되지 

않는 유휴공간과, 2) 교차로 지역에 설치된 지하보도로 인한 횡단보

도의 부재, 3) 지하철역에 인접한 교차로 주변 모서리 공간의 낮은 

질적 수준, 4) 넓은 도로에 의해 분리되어 단절된 도시 조직을 들 

수 있다.

  개선안의 대상지는 문제요소들이 크게 드러나고 있는 서울 강남

역 교차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설계에 앞서 진행되는 대상지 분석

과정은 물리적인 분석 및 보행량 조사, 보행자의 행태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강남역 교차로는 크게 상업지역 밀집되며 많은 유동인



구가 이용하고 있는 북쪽지역과 업무·상업지역이 혼합되어 있고 비

교적 유동인구가 적은 남쪽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대상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강남역 공간이 가지고 있는 도시설계 

과제는 설계목표에 반영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강남역 교차로는 가각 전제로 인해 총 7개의 넓은 도로 유휴부

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건너편 지역

으로 이동시 보행자들은 지하보도에 국한되어 통행을 해야 하는 불

편함을 겪고 있어 횡단보도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모서리 공간

에서 보행자들의 행태를 받아줄 수 있는 공공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보행자를 위한 공간은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공간

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도레벨에서 연접한 건물의 1층 용도를 

고려하여 공간의 통일성을 도모해야 한다.

  위의 설계과제를 고려한 대상지의 설계안은 먼저 우회전 도로를 

재설계하여 기존에 유휴부지를 보도에 편입시켜 모서리 공간을 확

장하며,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확장된 공간을 포함한 교차로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재설계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설계안은 전체적으로 

그늘을 제공하는 수목과 함께 주변에 앉을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

으며, 각 사분면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여 부여되는 

기능을 달리하였다.

  유동인구가 많은 북쪽지역의 경우 1사분면은 기존 행사공간으로 

이용되는 광장의 기능을 유지하되, 행사 기간 외의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출입구 주변에 그늘을 포함한 휴게공간을 새로 

조성하고 카페테리어를 운영한다. 2사분면의 경우 주변 1층 건물의 

카페용도를 고려하여 야외에서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벤치와 테이

블을 마련하였다. 남쪽의 경우 직장인과 적은 수의 일반인들이 조용

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하였으



며, 3사분면에는 수변공간과 벚나무를 배치하여 장소성을 높이고, 4
사분면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보도레벨로 올려 보행자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보차혼용도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도로 설계시 수반되는 교통신호 및 횡단보도 주기 연

구와 같은 도로공학 분야에 대한 계획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회전 도로 재설계를 통하여 교차로 공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통합적으로 도로 공

간과 보행자 공간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는 향후 

서울을 포함한 기존의 교차로 공간 계획을 개선하는 연구에 참고사

항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시 공공공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요어 : 교차로 설계, 보행친화, 공공공간, 교통섬

학  번 : 2013-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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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도로는 그간 차량의 전유공간으로

써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새롭게 신설되거나 확장되었으며, 이로 인해 

보행자를 위한 공간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대형 간선도로에서 흔히 마주하는 교차로 지역 역시 차량의 회전

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 모퉁이를 자르는 가각전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섬과 같은 도로 유휴공간들은 

주로 식재 공간이나 페인트로 도색된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상부의 도로 공간을 원활하게 이용하는 자동차와는 달

리,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보행자들은 계단을 통해 공중의 육교나 

지하철 개통 사업과 함께 설치된 지하보도를 이용해야만 하며, 이는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넓은 교차로에 의해 분리된 보도 공간은 도시 공간의 단절 

및 공공공간으로써 역할 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대형 

교차로를 중심으로 설치된 지하철역은 많은 유동인구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출입구 주변 지역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쉬거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없어 도시 속 공공공간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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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뉴욕, 샌프란시스코, 런던 등의 해외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Complete Street’, ‘Better Street Plan’ 등 가로 

설계 시 기존 도로 공간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발

표하며, 교차로를 포함한 도로 공간을 보행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 교차로 공간 역시 

넓은 도로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도시 내 주요 결절점

(Node)으로써 도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는 높은 잠

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자동차 위주의 도로 공간으로써 인지되어

온 간선도로 교차로 공간을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다루어야 한다

는 전제를 가지고 현재 교차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실
제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사례 대상지를 선정하여 보행자를 

위한 도시 공공공간으로써 차도 및 보도 공간을 함께 다룬 개선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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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간선도로 교차로 공간 관련 설계 이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공공간은 물리적 개선뿐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경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공성·일
상성을 가진 장소의 역할이 요구된다. 덴마크 출신의 건축가 얀겔

(Jan Gehl)외(2006)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공공공간에 필요한 

질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표 1] 좋은 공공공간을 만드는 12가지 질적 기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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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에서 제시하고 있는 질적 기준은 크게 보호(Protection), 
편안함(Comfort), 즐거움(Enjoyment)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요소들은 보행 환경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걷거나 앉기를 비롯한 여러 보행 행태들이 세분화되어 

구성하는 요소로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좋은 공공공간을 구성할 시 

단순히 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

행자 행태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해외 도시들은 보행자 입장에서 그동안 차량 위주로 형성된 

도로 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교차로 공간을 포함한 전반적

인 도로 공간을 포함한 통합적인 가로 설계안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NACTO(2013)는 “Urban Street Design Guide”2)를 

통해 자동차 위주의 가로 공간은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과 공

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심가, 주거지역 등 다양한 도시 구조에 

따른 설계요소를 디자인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교차로 지역의 경우, 
차도 공간의 축소 및 차량흐름 조절, 최소 직경을 가진 우회전 도로 

재설계, 불필요한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등 통합된 교차

로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가이드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림 10]은 넓은 도로가 교차하는 대형 교차로 지역의 개선 예

시를 나타낸다. 이는 국내의 대형 교차로와 비교했을 때 도로의 너

비, 교통량과 같은 교통 체계와 건축물의 스케일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보도 및 교차로 공간 등 다양한 설계 요소들

은 국내 도로 공간을 다루는 본 연구의 지침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1) Las Gemzo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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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2.

2) NACTO는 국의 15개 대도시의 교통부서가 연합하여 설립한 단체로써, 주로 교

통 및 각종 도시설계와 관련된 연구하고 있다. 2013년 출판한 “Urban Street 
Design Guide”는 2015년 현재 캘리포니아, 워싱턴을 포함한 8개 주 및 44개의 

도시가 채택하여 각 도시가로 가이드라인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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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형 교차로 공간의 개선안3)

3) NACTO, 앞의 책, p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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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선행연구

  교차로 공간을 차량의 영역이 아닌 도시민의 보행 친화적인 공간

으로 다루고자 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존 교차로 공간과 관련

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방향을 제시한 연구(김광중, 
1997; 김영익, 2004; 서울시, 2014;)와 해외의 사례들을 선례로 제

시하고 분석한 연구(오성훈 외, 2011;)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광중(1997)은 서울에서 흔히 발견되는 도로 유휴공간을 분류하

여 이에 대한 각각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안하였

다. 교차로 공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크게 가각전제로 인해 

발생한 넓은 교통섬 부지와 제거된 횡단보도를 지적하였으며, 문제

가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역인 독립문, 장충공원 앞 교차로 

지역을 선정하여 불필요한 도로 공간의 재설계, 횡단보도 설치, 인
접 지역에 공공공간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김영익(2004)은 교차로 공간에서 드러나는 횡단보도 부재 및 도

시 공간의 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가로와 전면공간을 통합한 오

픈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상지에 대해 

교통 및 보행 체계에 대한 계획만을 제시하여 공공공간에 대한 구

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2014)의 디자인 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디

자인에 대한 예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간 자동차 중심으로 

조성된 도시 공공공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거에 조성된 공간들

을 보행자 공간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세하게 정리

되어 있다. 
  오성훈 외(2011)는 한국의 교차로가 안전성, 보행의 단절, 공공 

영역의 쇠퇴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안으로써 보행

환경을 고려한 교차로 공간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여러 

공간의 조성 및 제도를 통한 관리 사례를 들며 교차로 공간이 보행

자 공간으로 변화해온 과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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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교차로 공간 관련 연구는 공통적으로 과거의 도로설계 기

조로 인해 형성된 교차로 공간이 보행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가각전제로 인해 형성된 넓은 도로유휴

부지(교통섬), 횡단보도의 부재로 인한 보행자의 접근성 및 연결성

의 부족, 보행자의 휴게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디자인의 통일성 부족

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현재의 교차로 공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불필

요한 차도를 줄이고 교차로 공간의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 연결

성을 높이고, 모서리 공간의 오픈스페이스를 재조성하는 설계안을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각전제로 인해 발생한 도로

유휴부지(교통섬)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김광중(1997)의 경우 기

존 교통섬을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와 연결하는 안전섬의 

기능을 부여하는 안을, 김영익(2006)은 교통섬 지역을 보도로 편입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횡단보도와 도로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에 차이를 지니고 있다.

3)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와 달리 ‘교차로 공간’ 자체를 하

나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교차로를 구성하는 차도와 보도, 
인접 전면공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각 선행연구에서 지적하

고 있는 교차로 및 공공공간의 문제를 정리하여 몇 개의 장소를 샘

플로 선정하여 실제 교차로 공간의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안은 하나의 대상지를 집중

적으로 분석하고, 우회도로를 재설계하여 실제로 확보될 수 있는 보

행자 공간을 대상으로 설계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에 

제시된 대안보다 더욱 구체화되고 세부적인 계획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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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그림 2] 강남역 교차로 위성사진4)

  본 연구는 교차로 공간 중 서울시의 강남역 교차로를 설계 대상

지로 선정하였다. 강남역 교차로는 서울의 대표적인 대형 간선가로 

차로 공간이자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 교차로 지역에 설치된 강남

역은 2014년 기준 서울시 전체 지하철 승하차인원 1위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행자 공간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강남역은 2011년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으로 미디어 폴 설치, 광
장 조성 등 많은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아직까지 횡단

보도의 연결 및 공공공간의 활용에 있어 교차로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도로유휴부지 및 가로 공

간을 통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설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다음 위성지도 서비스(map.daum.net)
5) 지하철 승하차인원 순위는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www.seoulmetro.c 

o.kr)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www.smrt.co.kr)에서 공개하고 있

는 13-14년 수송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 2호선 강남역은 2013년 

78,239,240명 , 2014년 77,993,599명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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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공간은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뜻하는 교차로’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입장에서 교차

로를 마주할 때 노출되는 공간들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하나의 ‘교차로 공간’으로 제시하며, 공적 공간(Public 
Space)과 반사적 공간(Semi-Private), 사적 공간(Private)으로 구

분하였다.
  공적 공간은 차도와 도로 유휴공간, 보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

도공간은 넓은 오픈스페이스로 형성된 공공공간을 포함한다. 도로 

유휴공간은 차량의 통행에 쓰이지 않거나 과도하게 넓은 공간6)을 

말하며, 보도 공간은 교차로 각 모서리에 위치한 지하철 출입구에 

인접한 보도 공간 및 오픈스페이스를 그 대상으로 한다. 반사적 공

간과 사적 공간은 건축물이 입지한 필지 내에 가로와 인접한 영역

에만 해당되며, 본 연구에서는 공적 공간 및 반사적 공간을 집중적

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림 3] 연구의 범위7)

6) 김광중, 1997, 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지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서울시

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p.13.
7) NACTO, 2013, Urban Street Design Guide, Island Press, p.9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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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내용 및 흐름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간선도로 교차로의 현황에서 나타

나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원인과 도시설계 요소

를 도출하여 실제 대상지에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본 연구를 위한 관

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며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영동지역의 각 교차로 공간을 중심으로 도면 분석을 

통해 도로 공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연구의 대상지와 

유사한 도시맥락과 구조를 지닌 신사역과 양재역 사거리의 사례 연

구를 통해 오픈스페이스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파악한다. 
  3장은 선정된 대상지인 강남역 사거리 일대의 현황 분석 및 이를 

통한 세부 도시설계 과제를 도출한다. 대상지 분석은 전반적인 대상

지의 물리적 분석 및 실제 각 공간 답사를 통한 통행량 및 보행행

태 분석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도시설계의 목표

를 도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설계에 앞서 설정된 도시설계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맞춰 기존 우회전 도로의 재설계 및 횡단보도 설치와 같은 도로공

학적인 설계 및 보도와 인접 건물을 포함한 구체적인 오픈스페이스 

설계안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과 함께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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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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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선가로 교차로 공간의 도시설계 과제

      1. 간선가로 교차로 공간의 문제와 원인

      2. 간선가로 교차로 공간의 도시설계 이슈

      3. 간선가로 교차로 공간의 설계지침

1. 간선가로 교차로 공간의 문제와 원인

1) 교차로 공간 현황

[그림 5] 영동지구 간선도로 교차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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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도 공간

  회전 전용도로를 위한 가각전제 사업 및 교차로 지역의 횡단보도

의 부재는 교차로 공간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는 설계 대상지인 강남역을 포함하는 영동지역의 간선도로 교차로 공

간을 표시한 그림으로, 실제 각 교차로마다 가각전제가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서울 영동지역은 제3한강교 완공과 함께 1970년
대에 강남(영동)구획정리사업으로 만들어진 격자형 도로 구조를 지닌 

지역으로 대부분 사각형의 슈퍼블록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그림 4]에서 붉은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대형 간선도로8)가 교차

하는 지점을 나타내는데, 상대적으로 좁은 간선도로의 교차로 공간은 

둥근 사각형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에 반해 폭이 넓은 도로의 교차점

에는 가각전제로 인해 사각형의 모서리가 잘려 있는 커다란 다각형의 

모습을 보인다. [표 1]은 각 교차로 공간의 도로 폭과 교차로 공간의 

면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테헤란로와 연결되는 교차로 공간(B,E,G)을 

비교해보면 맞닿는 간선도로의 폭이 높을수록 교차로 공간의 면적이 달

라지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도로 폭(수직축) 도로 폭(수평축) 교차로 공간 면적9)

A

강남대로 50m

(좌) 나루터로 17m

(우) 도산대로 55m
약 7144.60㎡

B
(좌) 서초대로 40m

(우) 테헤란로 47m
약 16271.13㎡

C 남부순환로 40m 약 13755.31㎡

D

연주로 35-40m

도산대로 55m 약 4547.94㎡

E 테헤란로 47m 약 5255.45㎡

F 남부순환로 40m 약 7616.74㎡

G 영동대로 70m 테헤란로 47m 약 20786.16㎡

[표 2] 각 교차로의 도로 폭 및 교차로 공간 면적

8) 대형 간선도로는 도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광

로(1류:70m 이상, 2류:50이상 70m미만 , 3류:40m이상 50m미만 )에 속하는 도로

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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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형 간선도로 교차로 공간의 모습

9) 표에 제시된 교차로 공간은 [그림 4]에 표시된 면적을 뜻하며 각 블록의 모서리 

공간의 가각부의 꼭짓점을 연결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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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평면 교차로는 도로 너비에 따라 가각 전제 사업이 이루어

지는 모서리 변의 길이가 길게 이루어져 있어 십자형(+)의 도로에서 

교차로 공간이 단순한 사각형에서 모서리 처리가 된 다각형으로 확장되

는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각전제는 차량의 빠른 

통행을 위해 차도공간을 최대한 바깥으로 확장되어 있어 실제 차량이 

통행가능한 차도의 폭보다 넓게 조성되어 있다.
  가각전제부와 교통섬 외에도 그 사이에 존재하는 회전차로 역시 폭원

이 일정하지 않고, 과도하게 넓은 도로에서 무단 주차 혹은 불법 상행

위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각 공간을 알맞게 조절하여 합리적인 보행

자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가각 전제가 이루어진 교차로의 모습은 [그림 5]에서 쉽게 발

견할 수 있다. 또한 큰 위계의 도로가 서로 교차할 경우, 가각전제는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지역을 살펴보면 좌측은 너비가 

작은 도로와 만나면서 모서리 변이 짧게 형성되어 있지만 우측의 도로 

모서리 변은 상대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가각전제는 우회전 도로로 사용되는 차도 부지를 제외하고 커다란 교

통섬으로 남겨지게 된다. B지역의 경우 두 개의 우회전 도로를 분리하

여 조성하여 각 모서리 당 두 개의 교통섬이 존재하고 있으며, C지역의 

경우 터널로 인해 교통섬 사이에 지상부의 차량을 분리하기 위한 용도

의 도색된 지역까지 총 6개의 교통섬이 차도 위에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통섬은 보행자들의 횡단을 위한 대기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보행자 공간을 파편화 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림 5]에
서 나타나는 7개의 교차로 공간 중 6개의 장소가 교통섬을 가지고 있

으며, 강남대로 축에 해당되는 대상지 A, B, C의 경우 횡단보도가 사분

면 모두에 연결되지 않고 남북 방향으로만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지하보도로만 보행이 연결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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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로 축에 속하는 교차로 지역의 경우, E는 수평으로 연결되는 도

로의 폭이 F보다 넓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섬이 없이 횡단보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반해 F는 교통섬이 존재하며 D 지역의 교통섬보다 면적이 

크게 형성되어 있어, 교통섬의 유무 및 면적에 대한 모호한 모습이 드

러나고 있으며, 70m의 47m의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삼성역 교차로의 

경우 넓은 도로의 경우 중앙에 하나의 교통섬을 추가로 두어 보행자가 

총 3개의 교통섬을 거쳐 횡단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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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로 모서리 공간

[그림 7] 신사역, 양재역의 교차로 위성사진

  앞서 제시한 문제점과 더불어 보행자 입장에서의 교차로 모서리 공간

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동지역 내에서 

설계 대상지인 강남역과 유사한 대상지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추
가 조사 대상지는 1)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평면 교차로 이어야 

하며, 2) 강남역 교차로와 유사한 형태의 지하철역이 배치되어 있어 지

하보도를 통해 교차로를 횡단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신사역 교차로와 양

재역 교차로로 선정하였다. 

  신사역 교차로는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이 입지하고 있으며, 신사역 

교차로의 교통섬은 우측의 도색된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다. 횡단보

도는 좌측의 세 블록을 잇고 있으며, 그 외 교차로의 횡단보도가 설

치되어 있지 않다. 반면 양재역 교차로의 경우 수직축의 횡단보도만

이 교통섬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으로, 각 모서리에 설치된 삼각형의 

교통섬은 보행자의 대기공간으로 이용되며 좌우로 연결되는 양재터

널로 인해 지상부의 간선도로는 차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도색

된 교통섬이 추가로 두 개소가 설치되어 양재역 교차로의 교통섬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다.



- 19 -

▮ 교차로와 교통섬 지역

[그림 8] 교차로에 형성된 교통섬 및 우회전 도로

  교차로 공간의 교통섬은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상단에 있는 

두 사진은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교통섬으로, 보도 레벨과 비슷한 단

차를 두어 차도와 구분되며 주로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의 대기공

간으로 이용된다. 사람들이 정지하고 머무는 공간 외에 나머지 공간

들은 사진과 같이 대형 조형물이나 식재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과도하게 넓은 공간으로 조성되는 교통섬은 큰 가각전

제로 인해 남겨진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을 추측할 수 있

다. 
  이 외 다른 교통섬은 노란 페인트로 도색된 교통섬으로 존재하고 

있다. 도색된 교통섬의 주 기능은 차량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인데, 신호등이나 도로표지 등의 설치 장소로 이용되는 것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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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차량 도류를 수행하기에 만들어

진 교통섬임에 불구하고, 현재의 교통섬은 지나치게 크게 조성되어 

있어 쓰이지 않는 공간들이 도로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차로 영역이 지나치게 큰 크기로 조성되어 있음을 뜻하며, 결국 

간선도로는 기존의 예측되는 최소한의 용량이 아닌, 속도 유지를 위

해 큰 가각전제를 하게 되어 그만큼 교통섬의 면적이 증가로 이어

진다.10)
  [그림 7]의 우측 하단의 사진은 우회전도로가 2차선으로 조성되

어 있지만, 간선도로와 합류되는 도로는 1차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차량들이 반경이 큰 하나의 차선만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다. 넓은 우회도로 공간역시 차량 위주로 설계된 공간 중 하나로써, 
자주 이용되지 않는 차선은 불법 주·정차 공간으로 이용되거나 1차
선으로 우회전 차량이 합류할 경우, 차량의 앞지르기로 인한 추돌사

고 발생 등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적절한 차량 통행 수요에 따

른 도로 폭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사례지역의 교차로는 지하철역이 설치되어 있어 지하

와 연결되는 출입구가 각 모서리 당 두 개씩 총 8개의 출구가 설치

되어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앞선 제도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보도가 있는 지역은 도로횡단이 가능하다

는 이유로 지상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으며, 사례지역 역시 교차

로의 지상 횡단보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10) 김광중, 1997, 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지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서울

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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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스페이스의 문제

[그림 9] 양재역 교차로 변에 조성된 휴게 공간

  모서리 공간은 지하철 유동인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통행

하는 공간으로써 도시민이 모여들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등의 다

양한 활동들을 받아주는 도시공간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좌측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모서리 공간은 교통섬으로 연결되는 횡단보

도와 연결되는 보행로를 제외하고 대규모 식재공간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에 조성된 두 개의 식재공간은 각각 약 200
㎡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면공간을 포함한 전체 모서리 

공간의 약 31%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모서리 공간은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 공간

(Buffer)이 필요하지만, 현재 조성된 식재 공간의 경우, 완충 공간

의 기능 이상으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진입이 차단되어 이용할 수 없고 단순한 심미적인 공간으로 보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측의 사진은 지하철 출입구 근처에 조성된 휴게공간의 모습이

다. 이 공간은 휴게를 목적으로 조성된 오픈스페이스임에 불구하고, 
보도와 다른 단차로 인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넓은 면적

에 비해 앉을 공간은 성인 한명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 몇 개소

만을 설치했을 뿐 그 외의 공간은 비어 있다. 또한 비가 오거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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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은 낮 시간대에 햇빛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쉬거나 머무

를 때에는, 현재 조성된 오픈스페이스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 보도와 건물 전면공간의 연결

[그림 10] 보도와 전면공간의 연결부

 

  이 외에도 공공의 영역인 보도와 사적영역인 건물 전면부의 구분

으로 인한 공간의 비율적인 활용을 오픈스페이스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사례지역의 모서리공간에 입지한 건물들은 대부분이 고층

건물로 건축 후퇴가 대다수 되어 있어,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을 포함

하여 넓은 모서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하지만 

[그림9]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보도와 전면공간의 경계부분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거나, 볼라드 등으로 인해 구분되어 있다. 열
식되어 있는 가로수는 보행자 공간의 가운데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

어 많은 사람이 통행할 경우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약자에게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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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요소와 원인

(1) 문제요소

  자동차가 이용하는 차도 공간의 경우 과도한 가각전제사업이 과

도하게 진행되어 도시 블록을 분리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마주하는 도로의 폭이 넓어질수록, 가각되는 모

서리변의 길이가 길어져 대형 간선도로가 마주하는 교차로의 경우, 
교차점의 면적이 더 크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행자가 이용하는 교차로 모서리 공간에는 가각전제로 인해 형

성된 넓은 교통섬 지역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보행자의 대기공간으

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통섬은 차량의 방향을 유

도하기 위하여 페인트로 도색되거나 식재공간으로만 이용되고 있었

다. 지하철 출입부와 연결되어 있는 교차로 인접 오픈스페이스의 경

우 보행자를 위한 앉을 곳이나, 그늘을 조성하는 공간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보도와 전면공간의 연결 역시 통일되지 않은 공간

을 형성하거나 수직적 구조물로 인해 분리되어 있어 가로의 연속성

을 저해하고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대형 간선도로 교차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요소는 

앞서 진행된 선행연구 고찰과 사례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결과를 종

합하여 도출하였으며, 정리된 교차로 공간의 문제요소는 다음 [표 

3]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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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내용

유휴공간 발생

- 과도한 가각전제사업으로 인한 거대한 교통섬

- 녹지대 혹 페인트로 도색된 채 차량과 보행자가 모두     

  사용할 수 없는 방치된 공간

- 넓은 바깥차선

횡단보도 부재
- 육교 및 지하보도의 연결로 인한 지상부 보행 단절

- 지상부 보행연결의 단절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함

낮은 

공공공간의 질

- 앉을 공간, 유휴공간 산재

- 단순한 대기공간 혹은 통행로의 역할만을 수행

- 그늘 공간 및 앉을 공간 부족

- 건물 전면 공간 및 조성된 휴게공간의 낮은 활용도

- 정돈되지 않은 가로 시설물 및 가로수 식재 패턴

도시 결절점의 

분리(단절)
- 넓은 도로에 의해 분리되어 연결성이 없는 파편화된 공간

[표 3] 교차로 공간의 문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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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 원인

▮ 과도한 가각전제

  과도한 가각전제의 원인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중심으로 설계

되어온 과거 도로 조성사업의 관행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넓은 도로

가 마주하는 교차로는 차량의 편의를 위해 각 모서리 공간을 잘라

내는 가각전제 사업이 일반적인 도로사업의 기조로 적용된 것이다.  
또한 가각전제시 우회전 차량의 차선을 넓히기 위해 과도하게 차도 

폭을 넓히는 소위 ‘나팔구 처리’ 라고 불리는 방식은 거대한 교통섬

을 형성하게 되었다.11) 

▮ 지하도 설치로 인한 횡단보도 제거

제11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4. 횡단보도는 육교나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 설

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보

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제거된 원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
조 4항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밑줄로 그어진 부분은 1995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사항이다. 이는 과거 육교

나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200m 이내에는 횡단보도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12), 지하철이 설치된 대

형 교차로에도 적용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법적 사항은 아직까지도 

도로 공간을 차량 중심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1) 김광중, 앞의 책, p.14.
12) 정석, 2013,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 효형출판,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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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선가로 교차로 공간의 도시설계 이슈

  간선가로 교차로 공간의 문제점은 도시민을 위한 공간을 다루는 

도시설계 이슈와 부합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이
는 향후 제시하고자 하는 설계 개선방향의 틀로 적용하고자 한다.

1) 보행 연결성 확보

  보행 연결성은 보행을 통해 건물이나 길, 혹은 다른 지역으로의 

연결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보행 연결성은 차량에 의해 점유되어온 교차로 공간을 보행자

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각 공간의 연결이 지상부의 보도레벨에서 자

유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공공공간의 질 향상

  교차로가 만들어낸 각 모서리 공간은 가로 공간이자 공공공간으

로써 보행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보도 및 

공공공간을 포함한 공적영역 및 사적영역과의 통합 등은 가로환경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로 적용될 수 있다.
 

3) 교차로 공간의 통합

  넓은 도로에 분리된 모서리 공간은 현재 접근성이 단절되어 있고 

각 공간의 디자인 및 기능은 통일성이 부족하다. 보행의 연결성 확

보와 더불어 각 공간은 하나의 ‘교차로 공간’으로 인식되어 통합적

인 공간으로 구성되고, 이는 도시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

4) 이용자의 욕구 충족

  공공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보행자

의 다양한 활동을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용

자의 요구(Needs)는 도시설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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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상지 현황분석

     1. 현황분석

       2. 도시설계 과제

1. 현황분석

[그림 11] 강남역 교차로의 모습

  강남역 교차로는 많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공간으로써, 많은 가로

개선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하지만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가로 

공간에 시설물 설치하거나, 공개공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소극적인 사업 위주로 진행되어왔으며, 교차로 공간

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물론 2011년 만들어진 광장 조

성 사례를 통해 교차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지만, 
간선도로 교차점 공간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여전히 드러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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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 현황

[그림 12] 도로 현황 및 교통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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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체계

  강남역 교차로는 남북축의 강남대로와 좌측의 서초대로, 우측의 

테헤란로가 교차로 공간을 구성한다. 강남대로는 도로 폭 50m, 왕
복 10차로의 간선도로로 법적인 도로 구분으로는 광로2류에 속하며 

북쪽으로는 신사동의 한남대교 남단에서 남쪽으로는 양재동 양재대

로로 이어져 서울의 강북과 강남, 경기도 성남시를 연결하는 강남지

역의 주요 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좌측의 서초대로는 도로 폭 40m
의 8차선 간선도로로 강남역 교차로를 경계로 방배동 이수역 지점

까지 이어져 있으며, 우측의 테헤란로는 도로 폭 50m, 왕복 10차선

의 도로로 삼성동 삼성교까지 연결된다. 
  강남대로는 2004년부터 시행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사업으로 

인해 가운데 두개의 차로를 버스중앙차선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

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및 간선·지선·광역버스 등 많은 대중교통

이 교차로를 지나고 있어 차량뿐 아니라 많은 보행자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교차점 지역에는 가각전제 사업으로 만들어진 우회로를 찾아볼 

수 있는데, 강남역 교차로는 가각전제가 한 모서리 공간 당 2회씩 

시행되어 2011년 우회전 도로 1개를 보도영역에 편입시킨 1사분면

(북서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회전 도로와 교통섬이 2개씩 존재하

고 있다. 보도에 가까운 우회로의 각 모서리 변(도로경계선)의 길이

는 평균 73.3m, 우회로 1차선의 폭은 평균 3.86m로 구성되어 있다. 
  직선 차선과 곡선 차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두 개의 우회차선 구

조는 우회전 후 다시 1개의 차선으로 합류하게 된다. 1사분면 역시 

우회로 매립으로 인해 1개의 우회로로 변경되었지만, 바깥부분에 있

던 1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증가하여 2열로 우회하는 차량들이 1차
선으로 합류해야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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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체계

  강남역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모두 횡형사색등을 이용하고 있으

며, 왼쪽에서부터 적색, 황색, 녹색화살표시, 녹색의 순서로 구성된

다. 강남대로의 좌회전 대기차선은 도로중심선으로부터 두 개의 차

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서초대로와 테헤란로는 한 개의 차선을 이용

한다.
  강남역 교차로의 전체신호주기는 155초를 한 주기로 운영되고 있

다. 강남대로의 신호주기는 녹색신호(직진) 65초→적색 및 녹색화

살표시 신호(좌회전) 30초→적색신호(정지) 55초로 운영되며 서초

-테헤란로의 신호주기의 경우, 녹색신호(직진) 40초→적색 및 녹색

화살표시 신호(좌회전) 15초→적색신호(정지) 95초의 순서로 운영

된다. 이는 강남대로의 많은 통행량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남북방향

의 강남대로의 신호를 더 길게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량 신호(북쪽 방향 기준)

강남대로(남북) ⇅  정지 신호

신호 시간(초) 65 30 55

서초대로-테헤

란로(동서)
정지 신호 ⇆ 

신호 시간(초) 95 40 15

[표 4] 강남역 교차로의 신호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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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진입로

  4사분면에 입지한 건물들의 주차장은 모두 보도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 주차 진입로가 보도 사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주차진입로

는 보차혼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13] 주차진입로의 모습

  현재 우회전 차선과 연결되는 주차진입로는 단순히 차량의 내부 

주차장을 이용하는 용도로만 쓰일 뿐 아니라 주변 건물의 전면부분

에 주차하는 차량이 발생하고 있어, 이는 보도의 보행 연결을 저해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차량과 보행자가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높이기 때문에 보행 안전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그림 14] 건물 전면공간에 주차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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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1층용도13)

[그림 15] 건물 1층용도 현황도

13) 하나의 건물 1층에 다양한 용도가 입점해 있을 경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

하는 용도를 주 용도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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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를 기준으로 북쪽 지역은 주로 레스토랑과 카페 등의 음식

을 판매하는 F/B(주황색) 용도가 건물 1층에 대다수에 입점하고 있

으며, 편의점, 의류/잡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빨간색)은 

주로 간선도로 주위에 큰 건물 내에 입점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며, 
이는 강남역의 많은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남쪽 

지역의 경우 주로 대형 필지 내에 높은 업무용도(하늘색)의 건물이 

입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소매점 및 F/B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사분면(F/B) 1사분면(소매점)

3사분면(은행) 4사분면(소매점/은행)

[그림 16] 각 모서리 공간에 인접한 건물의 1층 모습

  공공공간과 연계 가능성이 높은 곳은 2사분면 모서리 공간에 입

지한 건물로, 코어를 제외하고 1층은 모두 카페로 이용하고 있으며 

진출입부가 따로 설계되어 있다. 넓은 전면공간을 가진 1사분면 모

서리 공간에 인접한 건물의 1층은 현재 휴대폰 판매업종이 입점하

여 있어 건물과의 연계 가능성은 낮으나 1층을 제외한 다른 층의 

용도는 대부분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면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시에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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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스페이스

[그림 17] 오픈스페이스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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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섬(Unused Road Space)
  과도한 가각전제로 인해 파편화된 교통섬의 면적은 약 1,015.52
㎡(약 307평)을 차지하고 있으며, 넓은 면적의 교통섬은 우회전 차

량이 직선도로에서부터 빠르게 분리되어 교통의 혼잡을 줄이기 위

해 발생하였다. 강남역 교차로의 교통섬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삼각형의 페인트 도색이 된 교통섬으로 교차점에 

인접한 네 개의 교통섬에 해당되며 넓은 면적도 불구하고 차량과 

보행자가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다른 하나는 

교차점의 바깥부분에 설치된 반달모양의 교통섬(2,3,4사분면)으로 

식재 공간 및 대형 발전시설이 배치되어 있는데, 4사분면의 경우 교

통경찰들이 이용하는 소규모 교통 안내센터와 전기시설이 입지한다.

[그림 18] 도색·식재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교통섬

▮ 공적 공간(Public Sidewalk)

  강남역 교차로에 형성된 오픈스페이스는 보행량이 많은 북쪽의 

1·2사분면에 설치되어 있다. 1사분면에 조성된 광장은 식재공간으로 

이용되던 기존의 교통섬을 연결하여 넓은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였

다. 하지만 이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무대 장치물과 환풍기 주변지역의 식재공간을 제외하고 빈 공

간으로 남아있어 평소 행사가 없을 때는 통행 외에 다른 보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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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비워져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청의 담당자

에게 확인한 결과, 2014년 광장에서 개최한 행사는 365일 중 총 

25일에 그치고 있어, 평소 비어있는 공공공간을 재조성하여 일상성

을 지닌 공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사분면에 위치한 광장은 지하철 출입구와 이면도로를 지나다니

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차점에 입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공간으

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하지만 현재 이 공간은 흡연공

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행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

 [그림 19] 1·2사분면에 조성된 광장 현황(좌: ‘M-Stage’ 광장 / 우: 흡연공간)

  보도공간에서 발견되는 문제로는 전면공지와 보도공간의 경계가 

볼라드, 수목 등으로 구분되어 각 공간이 통합된 공간으로 보도를 

보다 넓게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으며, 환풍구, 이륜차량의 

주차 등으로 점유된 보도 공간 역시 보행자의 불편함을 주고 있었

다. 또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앉거나 쉴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갖

는 벤치나 파고라, 그늘 공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보도를 포함한 

공적공간은 단순 통행의 기능 외에 다른 활동을 담기에는 물리적으

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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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적공간(Semi Private Space)

  공개공지는 시민들을 위한 휴게 공간 및 확장된 보도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3사분면 삼성전자 필지 내 조성된 

넓은 면적의 공개공지는 대형 조형물 및 쉼터가 조성되어 있어 보

행자들의 휴게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다. 하
지만 지하철 출입구에서 약 30m정도 거리에 떨어져있어 접근성이 

부족하고 입지의 특성상 일반인의 이용보다는 주변 직장에 근무하

는 회사원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1사분면 광장과 연결되는 전면공간의 경우 교차로 공간과 인접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행자들을 위한 쉼터 없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으며, 3·4사분면 지하철 출입부와 근접한 곳에 조

성된 전면공간은 주로 흡연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통행하는 보행

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그림 20] 강남역 교차로 공개공지의 활용 

(좌 : 삼성전자 공개공지 / 우 : 2번 출구변 흡연공간)

  이 외에 많은 보행자를 수용하는 공간으로는 10번 출구 변에 입

지한 외환은행 건물의 공개공지 및 전면 공간을 들 수 있다. 이 공

간은 이면도로와 연결되는 건물 좌측 부지를 공개공지로 전환하여 

공공통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건물 앞부분에는 보행자들의 대기공간

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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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행 흐름

[그림 21] 보행 흐름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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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에 표시된 보도공간의 폭은 1사분면의 광장 부지를 제

외하고 약 7-9m로 조성되어 있으며,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된 곳은 

실제 유효폭이 3-5m로 줄어들며14), 모서리 공간에 입지한 건물의 

건축선 후퇴로 인해 확장되는 경우에는 약 2m에서 최대 12m로 보

도 폭이 확장된다.
  강남역 교차로는 지상부 횡단보도의 부재로 각 모서리 공간 내에

서만 이동이 가능하며, 각 사분면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강남역 지하

철 및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지하철 출입구 통하여 지하보도를 통해 

건너가야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보행자의 보행 선택권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며, 노인·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임산부와 같은 

교통약자가 이 공간을 이용할 시 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

편함을 갖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출입부 근

처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지만, 이 역시 복잡한 지하상가가 입점

한 지하공간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다.
  교차로로 인해 단절된 보행공간은 모서리 공간을 통합적으로 다

루고자 하는데 있어 주요 문제요소로 작용되며, 지상부의 횡단보도

가 설치될 경우, 보도 레벨에서 연결성을 높이고 교통 약자까지 안

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지닌다. 

14) 여혜진 외, 2010, 보행밀집지역의 보행채널 다양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현 서울연구원),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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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재 현황

[그림 22] 식재현황도



- 42 -

  식재 공간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교통섬의 녹

지는 넓은 도로 공간으로부터 차량의 보도 진입을 보호하거나 교통

섬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가로시설물을 가려 보행자의 시선을 차단

하는 차폐·완충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섬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차폐수종으로 이용되는 소나무가 식재되어있으며, 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는 회양목, 산철쭉 같은 관목이 전체를 덮는 식재방식

으로 녹지를 형성하고 있다. 다른 유형으로는 가로에 설치된 가로수

를 들 수 있다. 가로수는 주로 차도와 보도의 경계부에 식재되어 보

행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강남역 교차로에 식재된 가로수종은 

공통적으로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지만, 수목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고 각 사분면마다 추가적으로 식재된 나무들이 있어 전체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23] 강남역 식재 공간의 모습 

  가로수는 보행자에게 그늘 막을 형성해주어 보행자에게 쾌적함을 

제공하고 여름에는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느티나무의 경우 아직까지는 큰 그늘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으며, 실
제 그늘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양버즘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2, 4사
분면의 모서리 공간이 유일하다. 1사분면의 식재공간은 교통섬에 식

재되었던 식재공간을 일부 존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무 하단의 시

설물 설치 및 관목식재로 인해 보행자의 진입이 어렵다. 3사분면의 

경우 약 8m 너비의 보도에서 2열로 식재된 가로수로 인하여 실제 

유효 폭을 축소하고 있어 보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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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에 표시된 원은 교차로 공간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앉

을 공간을 의미하며 많은 유동인구에도 불구하고 총 3개소로 집계

된다.  흡연 공간에 위치한 A공간은 주로 흡연자들이 이용하고 있

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는 부적합하다. B공간은 2011년 

‘디자인거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원형 벤치가 11번 출구 앞으로 줄

지어 설치되어 있어, 일행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휴식을 취하고자 하

는 사람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각 공간은 전반적으로 식재 공

간 근처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목이 주는 쾌적함이 부족하고 뜨

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진다.

A공간 B공간

C공간 건물 진입부에 걸터앉아 있는 보행자

[그림 24] 강남역 교차로의 앉을 공간

  현재 교차로 공간에 앉을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앉을 공간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그림 24]우측 하단의 사진처럼 건물의 화단에 

걸터앉거나 어딘가에 기대지 못한 체 서서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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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행량15)

 [그림 25] 강남역 2호선 각 출입구별 통행량 그래프

15) 통행량 조사 방법은 해당 시간 내에 각 출입구마다 조사원을 배치하여 약 10
분간 지하철 출입구를 이용하거나, 출입구 주변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의 인원수

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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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지하철 출입구별 통행량은 전반적으로 업무시설이 주로 

입지해있는 남쪽 지역(지하철 1,2,7,8번 출입구)은 통행량이 적고, 
상업지역이 대거 밀집해있는 북쪽 지역(지하철 9-12번 출구)의 통

행량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차로의 북쪽방향에 위치한 10번과 11번 출입구에서 가장 

높은 통행량이 나타나는데, 총 통행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10번 출구로 총 2,538명의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11번 출구는 

2,303명, 12번 출구는 1,799명의 통행량을 가지고 있어 각 사분면

으로 통행량을 분류할 경우 1사분면을 이용하는 통행량이 가장 많

게 나타난다.
  주말시간대의 통행량을 살펴보면 남쪽 지역의 통행량은 전체적으

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북쪽 지역은 12번 출구를 제외하고 

주말의 통행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강남역 교차로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추가적으로 많은 방문객이 모임 및 상업

지역의 이용 등의 이유로 주말에 강남역을 방문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통행량 조사를 통하여 강남역의 많은 유동인구는 주로 북쪽 지역

에 밀집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 중 10번과 11번 출구에 

보행자 통행량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향후 제안하는 

설계안에서는 각 사분면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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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행자 이용 행태

▮ 행태 조사 방법

  보행행태 분석은 대상지를 직접 방문하여 관찰조사를 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일은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

고, 조사 시간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첨두시간대(오전 7-8
시, 오후 6-7시)와 정오-오후 1시, 밤 10-11시로 각 조사일 하루 

당 총 4회 동안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방법은 교차로 변 지하철 출입구에서 약 10분간 도면에 행태

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상지역은 강남역 교차로 변에 

위치한 총 8개의 출입구에서 조사원 두 명이 각자 두 개의 모서리 

공간(4개의 지하철 출입구)을 조사시간 내에 방문하여 관찰 조사를 

수행하였다. 보행행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16)는 다음과 같으며, 통
행 항목은 통행량 조사와 중복되어 제외하였으며, 8회의 행태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활동을 도면에 표시하였다.

옥외활동 세부활동 유형분류

필수적 활동 기다림/머무름17), 쇼핑/판매, 통행

선택적 활동 운동, 흡연, 식사/음료

사회적 활동
대화, 보행로에서의 모임, 

놀이/유희활동, 행사/공연/이벤트

미분류 활동 기타

[표 5] 보행행태 조사항목

16) 오성훈 외, 2013, 보행환경 조사분석 매뉴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 73.
17) 기다림/머무름 항목은 관찰시간(10분)동안 관찰 대상이 같은 장소에서 정지하

고 있는 상태일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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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활동 유형에 따른 보행 행태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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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보행 행태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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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적으로 유동인구의 통행량에 따라 지하철 출구 주변에서 머무

는 사람들의 수가 비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서서 기다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11번 출구변의 경우 앉을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 기다리는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사람들과 혼재되

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 인원의 보도 점유는 통행을 방

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앉아 있는 사람은 대부분 건물의 전

면부에 조성된 화단에 앉아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2사분

면 9번 출입구변과 연결되는 이면도로 진입부는 가운데 조성된 흡

연공간을 피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통행하는 사람이 서로 섞인 

채로 오픈스페이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28] 보행자의 필수적 행태(머무름/노점상)

  빨간색으로 표시된 노점상은 가판대·불법 푸드트럭 및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과 구매 행위를 하는 보행자 모두를 관찰 내용에 반영하

였다. 상행위는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저녁시간대 북쪽에서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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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보행자의 선택적 행태(흡연)와 사회적 행태(이벤트)

  선택적 활동으로 분류되는 흡연과 식사/음료 행태는 북쪽의 경우 

대부분 흡연공간으로 지정된 공간에 밀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

나, 남쪽의 3, 4분면의 모서리 공간에서는 업무 중간이나 퇴근 후 

직장인들이 흡연을 하는 행태가 관찰되었다. 특히 4사분면은 지하철 

출입구 뒤편과 우측으로 흡연행태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보행

자의 쾌적한 환경을 해치게 된다. 식사/음료의 경우 한 곳에서 정지

한 상태로 음식을 취식하는 행태를 의미하며 많은 행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주로 근처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하여 밖에서 취식하는 

행태들이 관찰되었다.
  또한 지하철 출구의 사이 공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주
말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머물러 대화를 하거나 기다림의 행태가 종

종 나타나고 있다. 주말 야간시간대에는 11번 출구 앞에서 길거리 

공연(Busking)이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의 통행을 멈추고 관람을 하

는 행태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가로 공간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요

소가 될 수 있다. 반면, 이벤트 공간으로 설계된 1사분면 광장은 많

은 대기인원들을 받아 줄 수 있는 면적을 가졌음에도 조사기간 동

안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관찰되지 않아, 공간이 비효율적으

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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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설계 과제

  강남역 교차로 공간의 물리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도시설계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설계안의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설

정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1) 가각 전제된 도로 공간의 개선

  강남역 교차로가 가진 7개의 우회로와 넓은 도로유휴부지(교통

섬)는 근본적으로 과도한 가각전제 사업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교통의 흐름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기존에 설계된 넓

은 차도 공간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며, 새로이 확보된 공간을 보도 

공간에 편입하여 보행자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2) 횡단보도 설치

  강남역 교차로는 각 모서리 공간을 연결하는 지하보도가 있다는 

이유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각 도시공간을 단

절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교차로 공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이를 극복하고, 향후 통합된 공간으로써 도시 내 보행자 공간의 중

요한 결절점(Nodes)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3) 블록 모서리의 공공공간 조성

  대상지는 많은 유동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

로 교차로 모서리 공간에 대한 이용은 거의 이루어지 않는 상황이

다. 조성된 광장은 보행자의 일상 영역에서 기본적인 공공공간의 역

할이 부족하고, 보행자를 모을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

이다. 하지만 설계안을 통해 교통섬 통합 및 횡단보도 설치가 이루

어진다면, 보행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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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의 편익 증진

  현재 강남역 교차로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거의 부재한 상황이

다. 식재된 수목은 그늘을 형성하기에 작은 수형을 갖추고 있거나, 
교통섬의 차폐식재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새로이 조성된 광

장을 포함한 오픈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앉을 공간

도 거의 없으며, 그늘 밑에서 머무르거나 편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새로이 조성될 

공공공간은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설계되어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켜야할 것이다. 

5) 연접 건물 1층 공간과의 통합

  보행자 공간의 개선은 공공공간, 전면공간의 연결에서 그치지 않

고 주변 건물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모서리 공간이 도시 공

공공간으로 변화하면서 보도레벨에서 바로 연접한 건물의 1층 용도

는 보행자들을 더욱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되며, 공간의 통일성

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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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0] 강남역 교차로의 도시설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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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상지 설계

 1. 설계 목표

 2. 설계안

1. 설계 목표

 대상지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한 강남역 교차로의 도시설계 과제를 

토대로 정리한 세 가지의 설계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통합된 교차로 공간

  기존의 단절되어 있던 각 모서리 공간을 ‘교차로 공간’이라는 하

나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설계안의 첫 번째 목표로 둔다. 기존에 가각전제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우회전 도로와 교통섬 공간과 같은 불필요한 도로 공간을 

재설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새로이 확보된 모서리 공간은 보행

자 영역으로 확장시킨다. 또한 각 모서리 공간은 개별적으로 접근하

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다.

2) 지상부 보행의 연결

  강남역 교차로는 횡단보도가 부재한 상황이며, 건너편으로 이동할 

시에는 지하철과 연결된 지하보도를 이용하여 통행해야만 하는 상

황이다. 이는 보행연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며, 많은 

보행자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한다. 따라서 차도로 인해 분리되었던 

교차로 공간에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교차로 공간의 

보행 연결성을 높이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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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서리 공간의 확장 교차로 공간 설계

3) 도시민을 위한 공공공간

  각 모서리 공간의 오픈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쉬거나 

앉을 수 있는 휴게 공간 및 그늘 공간을 조성하여 보행자가 머무를 

수 있는 공공공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적인 

디자인 방향은 각 모서리 공간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분석과정을 통

해 파악한 각 공간의 여건과 보행자의 Needs를 고려하여 각 공간의 

기능 도입에 차이를 두고자 한다.

2. 설계안 (Proposal)

  본 설계에서 제시하는 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디자인은 우선 모

서리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우회전 도로를 재설계하는 과정을 거치

며, 이후 확장된 공간을 기본으로 최단거리의 횡단보도 설치 및 각 

모서리 공간의 상세한 설계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31] 컨셉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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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서리 공간의 확장

  본 도로 설계는 가능한 최대한의 도로 유휴공간을 보도의 영역에 

편입시키기 위해 가각 전제로 인해 발생한 우회도로차선을 모두 매

립하고, 최소한의 우회전 반경으로 도로 공간을 줄이는 방법을 적용

하였다. 우회전 차로의 도로설계는 2004년 건설교통부가 배포한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에 따라 설계하였으며, 지침에는 현재 가각 

전제된 영역을 수정하여 모서리 공간을 확장하는 방안에 대한 사항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회전 도로의 설계지침을 따라 

바깥 차도를 수정하였다. 이 외에도 우회도로에 필요한 설계 기준 

차량 및 속도 등과 같은 부가적인 도로 설계 기준 및 관련 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

한 규칙”과 2012년 한국도로교통협회에서 출판한 “도로설계기준” 제
2편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림 32] 도류로 설치 방법18)

 

18) 건설교통부, 2004, 평면교차로 설계지침,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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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설계된 우회로의 곡선반경은 도류로 내측반경의 3~4배가 되

도록 설정하고, [그림 31]과 같이 3개의 원곡선을 조합하여 우회로

를 설계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본 도로설계안은 외측원 

반경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였으며, 도류로 산출식은 [표 6]과 같다.

차로폭 W = 3.5m
외측원반경  = 

15.0m
교차각θ = 90

점 E 및 점 E’의 위치 ′tan 


 = tan 


 = 15m

도류로 폭 e = 6.0m 확폭량 S (=e-W) = 6.0 – 3.5 = 2.5m

내측원 반경  (=-e) = 15 – 6.0 = 9.0m n = 4

완화곡선 반경   (=n×) = 4×9.0 = 36.0m

완화곡선 점A 좌표  ′  =     + tan 


= 11.3468 + 11.5 = 22.8468

완화곡선 By 좌표 By = By’ = n÷(n-1)×     = 15.1290

완화곡선 Bx 좌표 Bx = Bx’ = n÷(n-1)×S = 3.3333

[표 6] 도류로 산출식

  [그림 32]는 도류로 산출 및 우회전 도로 재설계 과정을 거쳐 새

로이 설계된 교차로 공간을 나타낸다. 진한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기존 우회전 차로 및 도로 유휴부지가 새로이 조성되는 보행자 공

간으로 확보된 면적을 의미한다. 기존의 보도에서 확장된 공간의 면

적 비교는 [표7]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사분면의 경우, 이미 기존의 우회전 도로 및 교통섬 한 개소가 

확장된 면적을 포함하고 있어 새로운 설계로 인해 확장되는 공간의 

면적은 다른 사분면의 확장된 공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이 포

함되었다. 확장된 보도영역의 면적은 기존 면적의 약 85%의 면적인 

4,276.65㎡를 차지하며, 재설계 후 보행자 공간의 총면적은 

9,284.27㎡로, 약 3,000평에 가까운 면적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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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기존

보도영역
1,938.60 1,215.12 874.57 979.33

확장된 공간 471.39 1,132.76 1,156.76 1515.74
총 면적 2,409.99 2,347.88 2,031.33 2,495.07

[표 7] 확장된 공간의 면적 (단위 : ㎡)

[그림 33] 새로 확보된 보행자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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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로 공간 설계

▮ 동선계획

[그림 34] 동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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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의 위치설정은 차량의 신호체계와 직진, 우회전 차로의 

차량소통에 영향을 미치며, 보행자와 관련된 교통사고에도 많은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정한 횡단보도의 입지는 매우 중요하다. 국토

교통부(2009)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횡
단보도의 위치는 교차로의 상황 및 교통량을 모두 고려했을 때 횡

단거리가 짧고 교차면적을 좁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확한 위치선정 및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설계안에서는 가장 짧은 횡단 거리로 건널 수 있는 직선 횡단

보도를 설치하였다. 이는 차량 교차로 통과시간을 증가시키고 보행

자가 중간의 대기공간을 거치지 않고 건너가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

고 있으나19), 향후 교통 신호주기 조정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상지인 강남역 교차로 지역의 경우 넓은 도로 

폭과 강남대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 버스차선 등의 복잡한 교통상황

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적합한 횡단보도의 유형에 대한 판단에는 

한계를 지니며, 실제 사업이 이루어질 시에는 좀 더 세부적인 도로

공학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횡단보도의 폭은 비슷한 도로 구성 및 위계를 지니고 있는 양재

역, 신논현역 사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사례지로 참고하여 8m로 

설정하였으며, 횡단보도의 위치는 각 모서리 공간에서 곡선으로 형

성된 우회전 차선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에 맞닿게 설치하여 보행

자가 최단거리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19) 장덕명 외, 1998, 보행자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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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 공간의 동선계획

  모서리 공간의 주요 동선계획은 확장된 보행자 공간과 횡단보도

가 만나는 지점을 따라 새로운 동선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보도공간을 따라 형성되었던 주 보행동선과 연결된다. 보행자들은 

이면도로 및 모서리 양 끝의 보도로 통행할 시에는 기존에 이용되

던 동선을 선택하여 최단거리로 통행할 수 있으며, 신설된 보행 동

선은 차도 건너편 모서리 공간을 잇는 횡단보도와 연결되어 기존의 

유일한 통행수단이었던 지하보도가 아닌 지상부의 횡단보도를 통해 

건너갈 수 있다.
  기존의 보도 및 신설되는 보도의 폭은 평균 4m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보도 공간은 가로 시설물 및 수목 식재공간과 같은 보행에 방

해가 되는 요소들을 배치하지 않아 유효 보도 폭을 유지하도록 하

며, 넓게 조성된 공공공간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구간에는 보도경계석을 낮춘 램프를 

설치하고, 기존 보도와 연결되는 신설 보도 공간은 휠체어를 타거나 

하이힐을 착용한 보행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틈이 발

생하지 않는 판석이나 아스팔트와 같은 바닥재를 사용한다. 
  4사분면의 모서리 공간에 인접한 건물의 경우 안쪽의 우회도로를 

매립할 시 기존에 이용하던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

서 현재 조성된 가각 전제된 우회로 너비를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조정하고, 우회로를 보도레벨의 보차혼용도로로 조성하여 모서리 공

간 인접 건물들의 주차 진출입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하였다. 보차혼용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남쪽의 강남대로 차선에서 

만 진입할 수 있으며, 보도 공간 및 공공공간과 포장재를 다르게 사

용하여 보행자가 보차혼용도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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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리 공간의 기본 구상

[그림 35] 공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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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는 동선 계획을 토대로 형성된 보도공간을 및 보행자를 

위한 공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나타내고 있다. 노란색

으로 표시한 지역(Public Openspace)은 공공 영역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써, 우회전 차선과 횡단보도 사이에 인접한 반원 형

태의 공간과 기존 보도 공간에 연결되는 사다리꼴 형태의 넓은 공

공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사분면의 모퉁이에 위치한 반달형의 오픈스페이스는 양쪽의 

횡단보도와 매우 인접하기 때문에 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

들의 대기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내부의 사다리꼴 형태의 공공공

간은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받아줄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기존 교

통섬 공간에 설치되었던 대형 환풍구 및 전력시설이 오픈스페이스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차폐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하다. 또한 1사분면 모서리 공간의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도로는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며 인접 건물의 노상주차 공간으로만 활

용되고 있어, 모서리 공간의 보도와 연결된 보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Semi Private Space)은 공공공간과 연결

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전면공간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1사분면의 전면공간은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가로 시설물 

및 수목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어 공공영역

의 오픈스페이스와 통합적인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

니고 있다. 2사분면의 전면공간은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

접 건물의 1층을 현재 카페로 쓰고 있어, 이와 연계한 공간을 마련

한다면 보행자를 모서리 공간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두 전면 공간이 속한 북쪽 지역은 많은 통행량을 기록하고 있으

며 전면 공간과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디자인을 통하여 보다 많은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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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공간 설계

▮ 공간 기능(Program) 도입 계획

[그림 36] 각 사분면별 공간의 세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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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분면의 오픈스페이스는 수목의 그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

용한 쾌적한 쉼터 제공을 기본 디자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차도

의 경계부분은 기본적으로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차폐기

능의 가로수를 식재하였다. 각 모서리 공간이 제공하는 공간은 다음

[그림 36]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SEATING WAITING DINING EVENT

[그림 37] 오픈스페이스의 주요 기능

앉을 공간(Seating)은 건물의 전면공간을 포함하며, 보도 공간의 안

쪽에 배치된다. 보행자가 보도를 걷다 쉽게 휴식을 취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대상지 전반에 걸

쳐 조성하고자 한다. 앉을 공간 및 보행로 주변에는 앉거나 기대어 

쉴 수 있는 벤치를 배치하며, 녹음이 우거진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

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벤치를 중심으로 수목을 배치하여 

그늘 공간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3·4분면의 오픈스페이스는 근처 업무지역 및 학원이 입지하고 있

어 방문객 유형의 보행자 보다는 장시간 실내공간을 이용하는 직장

인이나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오픈스페

이스는 앉거나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보다는 쾌적한 환경 속

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조용한 성격

의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3사분면의 경우, 분수를 설치하여 사

람들에게 시원함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4사분면은 가운데에 대형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차폐하는 동시에 그늘 밑에서 사람들

이 머무를 수 있는 대형 파고라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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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공간(Waiting)은 새롭게 설치되는 횡단보도의 위치를 고려하

여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

록 횡단보도 변에 배치한다. 차로를 따라 배치된 차폐 수목은 대기 

공간을 보호하며, 파고라를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그늘 공간 및 쉼터

를 마련하고, 비·눈이 내릴 시 대피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다.

카페테리아(Dining)는 상대적으로 보행자가 많은 북쪽의 1,2사분면

의 오픈스페이스 내에 작은 가판대를 설치하여 카페나 간단한 식사

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2사분면의 경우, 인접 건물 1층 용도가 카

페로 운영되고 있어 주변 오픈스페이스에서도 카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각 공간에 조성하고자 하는 카페테리아 

시설은 가판대를 제외하고 모두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여 적은 수의 인원부터 많은 수의 인원 모두가 유동적으로 테이

블이나 의자를 옮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시설은 가판대 및 카페

가 협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벤트 공간 (Event)은 현재 1사분면의 광장(M-Stage)은 대규모 

공연과 이벤트 개최를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공연과 이벤트는 상시 

로 운영되고 있지만, 2014년 기준 평균 약 2회/월의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행사기간을 제외한 일상기간에는 보

행자들을 위한 앉을 공간 및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공연 시에는 

관람객들을 위하여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

규모 길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목 사이사이에 작은 틈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늘과 앉을 공간의 배치 밀도를 조정하

고, 광장과 마주하는 전면공간의 가운데에는 잔디 광장을 조성하여  

대형 이벤트 개최 시 확장하여 넓게 행사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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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건물 1층부 전면공간의 활용

[그림 38] 2사분면 인접 건물 현황

  현재 2사분면 모서리 공간에 인접한 건물 1층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면공간을 통해 카페 입구로 진입할 수 있다. 카페 앞 전

면공간은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야외 테라스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별다른 쓰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그림 38]과 같이 건물 전면공간 및 건물 입면의 차양을 새로 

설치하여 보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39] 2사분면 인접 건물의 전면공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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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 계획

[그림 40] 식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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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수 식재공간은 차도와 보도 공간의 경계부에 식재된다. 현재 

강남역 교차로 공간의 가로수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플라타너스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를 주 가

로수종으로 선정하고, 도로변 수목으로 적용하였다.
  앉을 공간에는 그늘을 만들어 보행자로 하여금 편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기다림 등의 행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넓은 수관 

폭을 형성할 수 있는 느티나무 및 벚나무를 배치하였다. 벚나무는 

겨울을 제외하고 모든 계절마다 변화를 주는 나무로 봄에는 보행자

에게 벚꽃이 만개한 광경을 제공하고,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붉

은 단풍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모습을 제공하기 때문에 강남역 사

거리의 새로운 볼거리로도 활용될 수 있다.
  1사분면의 경우, 이벤트를 위한 광장공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광장을 둘러싼 중앙부에는 수목과 같은 수직적 설치물의 설치를 지

양하며, 각 출입구와 인접한 지역에 앉을 공간 및 수목을 배치하였

다. 1사분면은 복잡한 포장 패턴을 보이고 있어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느티나무를 선정하였으며, 가운데 위치한 소나무 식재공간

은 기존에 조성되었던 공간으로 대형 환풍구를 차폐하는 기능을 가

지고 있어 녹지공간의 틀을 수정하는 선에서 존치하였으며 새로 조

성된 느티나무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소나무 식재 공간 근처에 벤

치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3사분면은 수변공간과 함께 벚나무를 가운데에 다량 배치하여 하

나의 테마를 가진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복잡한 

북쪽 공간과 달리 조용하고 비교적 한적한 쉼터의 성격의 공간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4사분면은 보차혼용도로가 설계되어 있어, 차량

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목을 배치하고자 하였다. 보
차혼용도로의 왼편에는 느티나무를 새로 식재하고 오른편에 있는 

플라타너스는 추가로 식재하여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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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시설물

[그림 41] 시설물 배치 및 휴게 시설물 상세도

  보행자를 위한 주요 시설물은 [그림 40]과 같으며, 각종 시설물은

앞서 제시한 기능 및 식재 계획을 모두 고려하여 배치한다. A와 B
는 식재되는 수목의 스케일에 따라 조성되는 쉼터의 유형을 나타낸

다. A(큰 수목)의 경우 높은 수목의 생장을 고려하여 80m 높이의

수목보호대를 설치하였으며, 수관이 만드는 그늘 공간에 앉을 공간

을 배치하였다. A은 주로 기존 식재공간으로 이용된 교통섬 지역에

조성되며 이는 모서리 공간의 바깥쪽에 해당된다. B(작은 수목)는
보도레벨에 식재되며, 주로 안쪽 보행자 공간에 배치하였다.

C는 카페테리아 영역에 설치되는 이동 가능한 벤치와 테이블을

나타내며, 그늘이 없는 곳은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다. D는 횡단보

도 대기 공간 및 대형 환풍구와 전력시설 주위를 차폐하는 파고라

의 모습으로, 상세도는 대기 공간에 설치되는 규격을 나타낸다.



- 71 -

▮ 각 사분면 상세 계획

[그림 42] 1사분면의 주요 시설물 배치도

  이벤트 공간을 유지하되, 평상시 공간 활용을 위하여 지하철 출구 주변에 앉을 공간 및 카페테리아를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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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1사분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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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2사분면의 주요 시설물 배치도

  1층 건물의 카페입지를 고려하여 야외에서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벤치와 테이블을 설치하고, 보행자 공간의 중심에 

랜드 마크 요소가 될 수 있는 미디어 폴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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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2사분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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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3사분면의 주요 시설물 배치도

  중앙에 수변공간을 배치하고 벚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하여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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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3사분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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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4사분면의 주요 시설물 배치도

  도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차량진입로는 보도레벨과 같은 보차혼용도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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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4사분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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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스터플랜 및 입단면도

[그림 50] 강남역 교차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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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강남역 교차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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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1사분면 개선전·후의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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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2사분면 개선전·후의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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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3사분면 개선전·후의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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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4사분면 개선전·후의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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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개선안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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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도로는 그간 자동차의 전유공간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

된 사업들은 차량의 편리한 소통을 위하여 추진되어왔다. 대형 간선

도로 교차로 공간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횡단보도의 부재, 과도한 가

각전제로 인한 넓은 교통섬과 차선은 모두 차량 위주의 도로 설계

에 따라 형성된 공간들이며, 도시를 파편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도로는 이제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

으며, 여러 도시들은 도로를 재설계하는 내용의 가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다. 국내의 도로환경은 해외와는 달리 스케일 및 도시의

형태 등에 차이를 지니지만, 이를 차용하여 적용하였을 때 넓은 공

간을 확보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의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도시 

오픈스페이스로 재탄생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잠재력에 주목하여 실제 대상지에 이를 구현하

고자 하였다. 설계과정에 앞서 현재 교차로가 갖고 있는 문제를 밝

히고자 하였으며, 앞서 선행연구 고찰과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종합

하여 도출한 문제요소는 다음과 정리할 수 있다.

(1) 교통섬, 바깥 차선 등 도로 유휴공간 발생

(2) 횡단보도 부재

(3) 낮은 공공공간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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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 결절점의 분리(단절)

  설계 대상지는 앞서 제시한 문제요소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으

며, 보행자의 공공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강남역 교차로를 선

정하였으며, 교차로 공간이 가지고 있는 도시설계 과제에 따라 설정

한 설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가각전제된 도로 공간의 개선

(2) 횡단보도 설치

(3) 블록 모서리의 공공공간 조성

  위의 과정을 통해 제시된 설계안은 도로 공간 개선으로 확장된 

공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보도를 통해 각 공간을 횡단

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각 모서리 공간은 도시민

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강남역 교차로를 이용하는 많은 보행

자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도시공간을 이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도로설계과정에 있어 도로·교통공학과 관련된 계획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도로 공간을 하나의 도시

/보행자 공간으로 인식하여 도로와 보행자 공간을 함께 다루어 교차

로 공간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

였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 실정에 맞는 보행자

를 위한 교차로 공간 관련 연구의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시 공공공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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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tersection design for pedestrians
- Focused on Gangnam intersection -

Nayoung, Kim

Program in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ven though a wide intersection that can be commonly found
in the city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n important city nodes,
it has problems such as fragmented urban space and weakened
pedestrian network, mainly caused by the road engineering
design method focused on the automobile. This study begins
with a perspective that there should be a change from the
intersection designed only for vehicles to the urban spaces for
pedestrians. Its purpose is to suggest the way to improve public
space that is available for urban dwellers by rearranging the
road space that is currently occupying the excessively wide
area.

Firstly, in order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cause of the problem on of the intersection, the case studies on
several wide intersections in Yeongdong district of Seoul have
been conducted. These studies were separately conduct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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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ad used by cars and the corner of intersection used by
pedestrians. The analysis through the case study conducted into
the car roads and the corner intersec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blems of the intersection
space were 1) unused spaces including wide traffic islands and
the roads made from the excessive channelized right-turn lane
project, 2) the absence of crosswalk due to the presence of the
underground walkway, 3) a low quality at the corner of
intersection adjacent to the subway station, and 4) segregated
urban fabric by a wide car road.

The Gangnam intersection area in Seoul is selected for the
suggested improvements because of its prominent problems.
Prior to design, site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physical
analysis and a survey on pedestrian volume as well as an
observation of the pedestrian behavior. Gangnam intersection can
be divided into two; north area with high-density commercial
district that has a large floating population and south area with
business and commercial use that has smaller floating population
than north.

The findings of the site analysis is reflected in the goal of the
site design and its findings are listed as follows;

1. There are seven large dead spaces in total in the Gangnam
intersection caused by channelized right-turn lane, which
requires improvement on roa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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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re is a need of installing a crosswalk due to its 
inconvenience causing pedestrians to use the underground 
walkway to cross the road.
3. There is a need of creating a public space that would 
accommodate the pedestrian behavior at each corner of the 
intersection.
4. The space for pedestrians must increase the convenience of 
the user. 
5. The unity of the space should be promoted while considering 
the use of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 located close to it.

  Considering the findings listed above, the site design takes 
the following steps. First step is the redesign of the right-turn 
lane, which will lead to the space at corner of intersection 
expanded by having the dead area used for pedestrian street. 
Then the next steps are an installation of crosswalk and the 
redesign of intersection including expanded space to the public 
space. The purpose of the overall design is to provide a sittable 
space with the trees casting shadows, and to give different 
functions at each corner of intersection considering their own 
contexts.

  The first quadrant, located in the north with a large floating 
population, maintains its current function as square used for 
event space. Resting zone with the shadows is newly built near 
the subway station while operating a cafeteria, and it will be 
used besides the event times. For the second quadrant, the 
outdoor benches and tables are placed considering the coffee 
shop that is in the adjacent building’s first floor. In the c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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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rn side, the purpose as the resting zone is strengthened 
for the less number of the workers and the pedestrians in a 
quite environment. The third quadrant is strengthening its 
placeness by planting cherry tree and locating waterfronts, and 
the fourth quadrant is suggested to have mixed -use road for 
cars and pedestrians by raising up the level of the road, which 
leads to an entrance of the parking lot.

  Despite the limitation that this study couldn’t include the road 
engineering related issues such as traffic signal and the cycle of 
crosswalk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road design, it is 
meaningful to try to overcom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intersection space by redesigning right-turn lane and to suggest 
the mixed use of car and pedestrian space. This study would 
further be used as a guideline to improve the existing 
intersections area including Seoul, and ultimately would become 
a help to improve quality of urban space.

Keywords   : intersection design, pedestrian friendly, 
           public space, traffic island

Student Number : 2013-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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