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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1980년대 서울의 인구 과잉과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은 서울 외곽의 대규모 택지에 고층 고밀의 아파트단

지를 개발하는 수도권 1기 신도시 계획으로 발전하였다. 불과 10년이 채 걸리

지 않아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의 5개 신도시가 완공되었고 기능적이고 

정연한 도시의 이미지와 함께 중산층 선호 주거지의 전형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신도시는 차량 위주, 대단위 개발, 단일 조닝, 획일적

인 건축의 실패한 근대주의 도시의 표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도시 패러다

임의 변화에 의해 과거의 기준인 양적 지표와 자족성 달성 수치가 아닌, ‘걷

기 좋고 쓰기 좋고 살기 좋은 보행도시’를 향한 사회문화적 토양이 자리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현장 연

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도시 공간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가장 그 규모가 작고 도시 확

장이 적었던 산본신도시를 대상지로 삼아, 신도시의 독자적인 도시적 특성을 

고려한 대상지 분석과 고찰을 바탕으로 보행도시로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물

리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현황 파악 연구와 개선안 도출을 위한 공간 설계 연구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산본신도시를 고찰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산본신도시 내 보행저하요소를 유

형화하고 공간 구조와 토지용도 계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보행 문제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생활권의 규모, 토지 용도의 단일성, 차량 위주의 도로 체

계 구성이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구조 설계 원칙과 공간 유형별 설계 원칙을 세우고 기

존의 환상방사형 도로 체계를 환상형 공원가로와 방사형 생활가로로 재편하는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종합 구상안을 통해 제시안 물리적 공간 개선 시뮬레이



션은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로 체계 재편을 통해 개선하고 이를 강화, 증

진하기 위해 핵심 결절점을 선정해 공간 유형별 설계 기법을 도입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물리적 개선안이 관련 법령 및 공동 지분과 같은 법제적 

문제를 다루지 않아 현행 시스템 하에서 작동 가능한 설계 제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한계점을 가지나, 대형 아파트 단지가 직면한 도시 재생 이슈를 해

결하기 위한 법제적 대안이 발의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개

발이 가능한 시점에 도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구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신도시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물리적 

분석 및 개선안 제안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 대형 개발 사업의 유산을 미래의 

보행도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수도권 1기 신도시 중에서도 분당신도시나 일산신도시에 비해 연구 사료가 적

었던 산본신도시의 설계지침 및 물리적 공간 현황을 자세하게 기술했다는 점

에서 지역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이같은 시도는 앞으로 지속될 수도권 1

기 신도시의 도시 관리 및 개선의 과업을 위한 미미한 초동에 불과하지만 후

속 연구와 향후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되어 나가 종국에는 미래의 신도시를 위

한 하나의 설계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요어: 수도권 1기 신도시, 산본신도시, 보행도시, 공간구조 개선 

학번: 2015-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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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3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

1980년대 서울의 인구 과잉과 주택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주

택 200만호 건설사업은 서울 외곽의 대규모 택지에 고층고밀아파트단지를 개

발하는 수도권 1기 신도시 계획으로 발전하게 되었다.1)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마이카 시대의 도래와 건설경기 호황을 배경으로 급속히 진행되었고 불과 10

년이 채 걸리지 않아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의 5개 신도시가 완공되었

다. 당시 기초 인프라의 부족과 노후한 건물, 택지개발지의 좁은 도로에서 열

악한 주거환경을 경험했던 중산층에게 넓고 쾌적한 도로와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는 고층 아파트와 중앙상업지구로 구성된 신도시는 기능적이고 편리한 현대

도시의 상징으로 대표되었다. 일반 시민들에게 신도시의 편리함은 상당한 만

족감을 주고 있다. 2004년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신도시 거

주자들은 자연환경, 각종 편의 시설 및 교통 부분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표시했다.2) 

그러나 근래에 들어 신도시는 차량 위주, 대단위 개발, 단일 조닝, 획일적

인 건축 양식으로 도배된, 실패한 근대주의 도시의 표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

1) 조성희, 이태경, & 오덕성. (2009). 1 기 신도시 고층고밀 아파트단지의 재생을 

위한개발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IEAE Vol, 9(2), 04-18. 17쪽.
2)  이현주, 백혜선, 송영일, 박신원, 임주호, 김태균, 이은엽, & 윤은주, (2012). 수도권 제 1 

기 신도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재편방향 제안. 도시정보, (362), 3-16.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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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평가하는 가치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처음 신도시

에 입주했던 주민들은 신도시가 제공하는 편리성, 기능성, 투자가치를 높이 

평가했고 아직도 기타 주거 유형보다는 신도시와 공동주택이 이 같은 측면에

서 더 뛰어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점차 과거와는 다른 가치들이 더욱 중요

시되고 있다. 신도시가 건설된 1990년대 초와 달리 지금은 국민 소득향상, 삶

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같은 다양한 요건들이 새로 발생하고 있다.3) 도시 환경에 대한 인식도 달라

졌다. 고층 건물과 넓은 도로와 같은 모더니즘적 이상향이 아니라 실제로 걷

고, 느끼고, 생활하기에 편한 보행도시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고 있다. 해외에

서 제인 제이콥스를 기점으로 애플야드, 얀 겔, 뉴어바니스트들이 차량 위주

의 근대 도시에 반대하고 보행 위주의 거리와 마을을 주창하는 도시 이론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올레길,’ ‘골목길 상

권,’ ‘마을 만들기’가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 도래하여 더 이상 과거의 기준인 양적 지표와 자족성 달

성 수치를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평가할 수는 없게 되었다. 

신도시의 공원 면적이 몇 퍼센트에 달하는지, 상업 및 업무 용지의 비율이 얼

마나 높은지, 외부로의 통근자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현재 시민들에게는 공원이 넓은지가 아니라 집에서 공원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 공원 주변에 다양한 상점들이 있는지, 주거지에서 공원으로의 조

망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자족도가 낮고 외부 도시로 통근하더라

도 휴일에는 주거지 근처에서 다양하고 질 좋은 상업 활동과 여가 활동을 누

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 되었다. 과거 한국 사회가 추구했던 ‘수도권의 

주택 공급과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자족기능과 편익시설을 유치해 균형 

있는 도시기능을 확보한 도시’가 미래에는 ‘걷기 좋고 쓰기 좋고 살기 좋은 

보행도시’로 변화해 나갈 사회문화적 토양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3) 이현주, 백혜선, 송영일, 박신원, 임주호, 김태균, 이은엽, & 윤은주, (2012). 앞의 책.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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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도시 연구의 방향

수도권 제 1기 신도시는 국내 전통적 도시조직의 주거지 또는 성장기에 

택지구획사업으로 형성된 저층 주택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같

은 아파트 건축 유형으로 개발된 서울시 도심 내 아파트 단지와도 규모

(scale)와 짜임(network), 내부 조직 구성 및 주변 조직과의 연계성(context)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존에 도시가 없던 빈 택지 위에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기초 인프라, 광역 교통망, 대규모 주거 유닛이 단기간에 일괄 개발되어 

형성된 수도권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초반 당시 한국의 도시 설계 지형에서 

완전히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류 전통적 도시조직 택지개발지
(저층주거지) 신도시

도면

필지 소형, 비정형 소형, 정형 대형 또는 부재

규모
블록이나 경계의 개념이 

미미함

블록 단위 작음

(평균 30 * 100 m) 

기본 단위(APT 단지)가 큼

(평균 300 * 500 m)

짜임
주변에 소규모 필지의 

도시조직 존재

주변에 소규모 필지의 

도시조직 존재

주변에 기타 도시조직 

부재, 기존 도시 부재

층수 평균 1-2 층 (단독주택)
평균 3-4 층

(다세대-다가구)

평균 20-25 층

(공동주택)

Table 1.1 | 국내 도시조직 비교 

외국의 신도시 및 아파트 단지와 비교 했을 때도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독자성(singularity)은 두드러진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10층 이하의 저층 건

물이 거의 없고, 대형 단지로 개발되었다. 산본신도시의 경우 평균 20  25층

을 상회하는 고층 아파트 12개 단지가 한번에 건설되었다. 반면 일본의 다마

신도시는 평균 6-7층의 중층 판상형 아파트 건물이 주를 이루고 제한된 면적

에 한 개의 단지만 개발되었다. 사회적 측면에서 유럽과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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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ublic Housing)으로 개발된 아파트 주거지와도 상이하다. 유럽과 미

국의 공공임대주택은 노동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으로 공급되었으나 한국에

서는 의무적인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주거 전용 면적이 넓은 중대형 주거 유

닛이 많은 고급 주택단지로 개발되어 중산층에게 애용되었다.

분류 일본 다마신도시 독일 드레스덴 산본신도시

전경

유형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Social Public Housing)
신도시

층수 평균 7-8층 평균 7-8층 평균 20-25층

Table 1.2 | 국내외 신도시 비교 

이처럼 수도권 1기 신도시는 국내외 여타 도시 조직과 비교했을 때 비슷

한 유형을 찾기 힘든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건설 배경, 적응과 진화의 방식, 

요구되는 도시 재생의 방향 등 모든 측면에서 타 도시의 선례를 참고하기 어

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어느새 수도권 1기 신도시는 건립 후 약 20여년

이 지나 완숙기에 이른 중견 도시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아파트 노후화, 

인구 구조와 삶의 방식 변화, 도시 생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인해 

새로운 신도시 관리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금, 기존 도시의 선례

에 의존할 수 없는 독자적인 유형의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현장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도시 공간 연구가 시급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독자적인 도시적 특성을 고려

한 대상지 분석과 고찰을 바탕으로 보행도시로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물리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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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2.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의 5개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산본신도시는 

그 규모가 가장 작고 산지로 둘러싸인 까닭에 도시 확장이 비교적 억제되어왔

다. 내부에 주요 산업시설이 없이 서울 및 주변 도시로의 출퇴근을 염두에 둔 

배후 주거지로 개발되었으며, 상업지구 또한 주거지로 둘러싸인 도시 중심부

에 집중되어 있어 외부로 확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초기 설계안과 현황을 

대조하기 용이하며 1기 신도시의 공간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삶의 행태와 주거 

환경의 질을 연구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산본신도시는 지난 

20여년의 성숙기를 거치는 동안 도시에 구조적인 변화가 없이 유지되어 왔다.  

군포시 고시 제2009-5호 (2009.3.11.)에서 고시한 산본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참고하면 1990년대 초반 제시된 설계안과 비교해 

변화가 거의 없으며 초기에 건설된 도시 환경에 대한 수정과 관리의 범위가 

미미했음을 알 수 있다.

산본신도시 토지용도 계획도4) 산본지구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Table 1.3 | 산본지구 초기 설계안과 결정(변경)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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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신도시는 현재까지 초기 건설 당시의 도시 공간을 거의 그대로 유지

해왔지만 근래 들어 보행 육교가 사라지고 보행전용도로가 강화되는 등 시민

들의 요구에 의한 미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도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피드백과 수정을 통해 다음 단계로 발전하고 산본이라는 

지리적, 환경적 특성과 한국 사회의 문화적,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어 보다 좋

은 도시로 진화해나갈 수 있는 전환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1990년

대 초에 건설된 5개 수도권 제 1기 신도시 중 산본신도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특정하였다. 

본 연구는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도시의 공간성이 사람들의 생활과 도시문

화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공간적 관점에서의 도시 문제를 분석

의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문헌연구, 대상지 분석, 설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본신도시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 보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설계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문헌적 범위

① 수도권 1기 신도시로서의 산본신도시

본 연구는 산본신도시가 수도권 1기 신도시의 하나로서 개발되었고 따라

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조성 배경 및 신도시 설립에 기초가 된 도시 이론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연구의 특성상 수도권 1기 신도시 전체에 대

한 분석이 아니라 산본신도시의 특정 공간적 형태가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조성 배경을 조사하였으며 이 같은 문헌조사의 기초자료

로는 수도권 1기 신도시 및 산본신도시에 대한 선행 학술 연구와 대한주택공

사와 군포시에서 발간한 산본신도시 도시설계지침(주거지, 공공, 중심지부문 

총 3권)을 연구 사료로 사용하였다.

4) 오성훈, & 임동근. (2014). 지도로 보는 수도권 신도시계획 50년 1961-2010. 안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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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행도시로서의 산본신도시

본 연구는 산본신도시를 보행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구조를 제안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고 따라서 문헌 연구를 통해 보행도시의 설계원칙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특히 산본신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론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국내외의 보행도시 프로

젝트 및 관련 이론을 주요 참고 문헌으로 사용하였다. 

2) 공간적 범위: 산본신도시

① 분석의 범위 

가장 기초적인 분석의 범위는 산본신도시의 물리적 도시 공간으로 1990

년대 초 설계된 산본신도시의 사업 부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산본신도

시의 경계와 현재의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일부 군포시 또는 기타 행정

동의 수치 자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② 설계의 범위

산본신도시 내 도시 구성 요소들을 설계 대상으로 하되 주 주거유형인 공

동주택(아파트)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다세대 저층 주택지는 세부 설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산본신도시 경계부에 위치해 신도시 외부의 주변 도시조직

과 연계되어 설계되어야 하는 외곽지역의 경우 세부 설계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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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보행도시로서의 신도시 공간구조 개선 위한 연구 대상지로

서 산본신도시의 전반적인 도시 조직을 분석, 평가하고 그에 따른 설계 원칙

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첫째, 수도권 1기 신도시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산본신도시의 현황 공간

구조의 조성 배경과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의 변화 방향 및 설계 원칙

을 도출하기 위해 보행도시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의 도시 이론을 고찰한다. 

둘째, 산본신도시 도시설계지침 분석, 토지용도 및 보행환경 분석, 지역적 

특성 분석을 통해 산본신도시의 물리적 현황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보행도시로

서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도출한다.

셋째, 앞서 실시한 문헌 연구와 공간 분석을 바탕으로 보행도시로서의 산

본신도시 설계를 위한 공간 구조와 공간 유형별 설계 원칙을 설정한다. 최종

적으로 대상지 분석, 설계원칙, 미래상을 통합적으로 반영한 ‘종합 구상안’을 

제시하고 그 유효성 및 한계성을 검증한다.

<그림 1.1> 연구의 구조



9

1.3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1990년대 신도시 건설 전후에 

발표된 종합평가, 2000년대 이후의 사후평가, 그리고 녹지, 상업지 등 도시설

계 요소에 대한 특정 주제별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분류 제목 연도 저자 키워드

수도권

1기 신도시

 신도시 중간종합평가 1994

대한국토 

도시계획

학회

종합평가

수도권신도시 종합평가분석 연구 1999
한국토지

공사
종합평가

신도시 계획과 개발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08 이외희
계획과 실제의 

차이

산본신도시

신도시 외부공간특성의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산본 

신도시를 중심으로 -

2005
이세영 

외
외부공간

임대건축물 저층부 조절을 통한 가로의 

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산본 

중심상업지역의 분석을 바탕으로

2009
김홍재,

김광현

중심상업지구, 

저층부 설계

제1기 수도권 신도시 시설녹지의 

설치유형 및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 일산, 평촌, 산본 신도시를 중심으로

2014
최동아,

정욱주
녹지

신도시

재편방안

1기 신도시 고층고밀 아파트단지의 

재생을 위한 개발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

2009

조성희, 

이태경,

오덕성

아파트 재생

수도권 제1기 신도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재편방향 제안
2012

대한국토

·도시계

획학회

재편방향

일본의 교외 신도시와 비교를 통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인구 고령화 

전망과 도시관리 방안

2013

국토

연구원

(김중은)

일본 신도시

비교연구

보행중심도시 조성정책 및 제도 연구 2013
오성훈, 

서선영
보행중심도시

Table 1.4 | 수도권 1기 신도시 선행연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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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국내 도시설계에서 신도시 건설이 가지는 

함의를 바탕으로 하여 대상지인 산본신도시를 공간적으로 보다 세밀하게 분석

하고 이를 반영한 설계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에서 이

미 자족성, 경제성, 주거 공급도, 만족도 등 정책적 지표에 대한 평가와 신도

시 건설이 국내 도시 설계에 미치는 반향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의 연구가 진

행되었으며 풍부한 양적 지표의 평가 자료가 생성되어 있어 산본신도시를 이

해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신도시 재편에 대한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신도시

의 물리적 환경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

단되고 있다. 신도시의 재편방안에 대해서는 조성희 외(2009)가 아파트 단지 

재생을 중점적으로 진행한 연구와 대학국토도시계획학회(2012)에서 제안한 

향후 재편방향에 대한 제안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

의 김중은(2013)이 제기하였듯이 한국 도시의 변화는 일본 및 해외 도시의 

변화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 또한 높으며, 대상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행이론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돕기 위해 오성훈, 서선영(2013)의 

보행중심도시 연구를 참조하였으며 선행연구 결과를 산본신도시에 적용가능하

도록 재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수도권 제1기 신도시 중 대규모 계획도시였던 분당과 일산에 대해서는 연

구 보고서 및 논문이 비교적 많이 출간되었으나 평촌, 산본 등 소규모 신도시

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따라서 아직 연구 선례가 많지 않은 산본신

도시에 대해 산본신도시 도시설계지침(대한주택공사, 군포시, 1990)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대상지 분석을 실시하여 산본신도

시에 대한 지역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지고자 하였다.

또한 설계안 도출이라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서 산본신도시의 

공간구조를 보행위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잠재력과 한계를 타진해볼 수 있

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만의 차별성을 가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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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신도시의 보행성 고찰

2.1 보행도시에 대한 고찰

2.2 신도시의 보행환경

2.3 소결

2.1 보행도시에 대한 고찰

보행도시는 메가스케일의 근대주의 도시에 대한 반발과 차량 교통수단의 

폐해에 대한 우려라는 두 가지 큰 갈래에서 현대 도시 이론가들에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근대도시의 비인간성과 기능주의에 대한 반발은 1970년대 제인 

제이콥스를 필두로 한 사회학자와 도시이론가들이 대형 도시 프로젝트로 인한 

커뮤니티의 파괴와 사회적 단절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더해 20세

기 후반 환경오염과 차량 위험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차량 위주의 근대도

시를 사람 위주의 보행도시로 바꾸고자 하는 의식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도시로서의 산본신도시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도

시 이론 및 프로젝트를 반(反) 근대주의와 반(反) 차량도시라는 두 가지 관

점에서 살펴보고 그 개괄적인 흐름을 파악함으로서 산본신도시의 보행 설계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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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反) 근대주의 도시

근대주의 도시 패러다임은 1970년대 제인 제이콥스의 ‘미국 대도시의 죽

음과 삶’(1961)에 의해 강력한 전환점을 맞았다. 기능과 건축미에 중심을 둔 

근대주의 설계 방식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위험한 도시를 

창출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

했다. 제이콥스, 애플야드, 뉴어바니스트 등 근대주의에 이의를 제기한 도시 

이론가들은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해답을 가로(street)에서 찾았다. 

이론가 가로(street)와 보행의 개념

Camillo Sitte
(1986)

Ÿ 도시에서의 걷기는 단순히 이동하는 행위를 넘어선, 개인의 사색을 위한 여가 활동 
(“promenading, for the satisfaction of individual contemplation”)5)

Gorden Cullen
(1961)

Ÿ 자동차가 가로를 차지하면서 도시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손상시켰다.6)

C. Alexander
(1977)

Ÿ 고층 건물의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과 같은 근대 건축요소가 가로에서의 삶(street 
life)을 빼앗는다. 거주자들은 높은 아파트에 갇혀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는다.7)

W. Whyte
(1988)

Ÿ 보행량이 줄어 도심이 동공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로(street)와 전쟁을 
하듯 모든 시설을 스카이 워크, 지하보도와 같이 지상 레벨이 아닌 곳에 두고 
있다. 사람들을 거리에서 떼어내 억지로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이다.8)

New Urbanism
(1999)

Ÿ 전통적 커뮤니티를 회복하고 보행자중심의 복합용도 가로 회생9)

“The Plot”
(2012)

Ÿ 도시 구역에 작은 크기의 블록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의 큰 블록이 차지하고 있는 
조직보다 더 투과성(permeability)이 높고 더 많은 디테일을 가질 수 있다.10) 
이는 곧 가로의 다양성을 높이고 보행자와 시설 간의 교류를 장려한다.

Jan Gehl
(2014)

Ÿ 현대 도시는 “너무 크고, 너무 길고, 너무 빠르다.” 전례 없는 독립형, 초대형 
건축물의 등장과 차량 이동 속도에 근거한 먼 거리(Huge Distance)의 도시 
속에서 사람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가고 있다.11) 

Table 2.1 | 가로와 보행의 개념

5) Collins, G. R., Sitte, C., & Collins, C. C. (2006). Camillo Sitte: the birth of 

modern city planning. Courier Corporation. p64.
6) Cullen, G. (1961). Townscape. p128. 재인용: 오성훈, & 서선영. 2013. 보행중심도시 

조성정책 및 제도 연구.
7) Alexander, C. (1977). A pattern language: towns, buildings, constr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210.
8) Whyte, W. H. (2012). City: Rediscovering the cent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6-7. 
9) Talen, E. (2013). Charter of the new urbanism. McGraw-Hill Prof Med/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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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 근대주의 성향의 이론가들은 녹도 또는 미관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보차분리 시스템 하에서 보행공간의 사회적, 경제적 기능이 망각되어왔다고 

주장한다.12) 즉 자동차의 도입이 가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했고, ‘차량의 이

동’이라는 새 기능에 기존에 인간이 가로에서 향유했던 삶과 문화를 빼앗긴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까지 근대주의의 폐해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오히려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근대 도시를 롤모델로 여기고 있었다. 더

불어 당시 정치사회적 여론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대형 건설회사에 의한 일

괄적인 단지식 개발이 불가피했다. 그 결과 수도권 1기 신도시는 기획 초기부

터 차량 위주의 근대도시로 개발되었다. 서울까지 1시간 이내의 통근거리에 

위치한 베드타운으로 계획되었으며 일산, 평촌, 산본 등 본래 접근성이 낮았

던 도시를 서울로 연계하기 위해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함께 추진하였다.13) 이

는 근본적으로 차량 통행을 염두에 둔 개발 계획으로 광역계획 뿐만 아니라 

신도시의 내부 조직 형성에 있어서도 차량 이용에 최적화 된 도시 구조를 형

성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은 안전하고 기능적인 도시

일지 모르지만 보행자가 즐거움과 편암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이

다.

10) Tarbatt, J. (2012). The Plot: Designing Diversity in the Built Environment: a 

Manual for Architects and Urban Designers. London: RIBA Publishing. p28.
11) 얀 겔. (2014). 사람을 위한 도시. 안양: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55쪽.
12) 오성훈, & 서선영. (2013). 보행중심도시 조성정책 및 제도 연구. 

안양:건축도시공간연구소.15쪽.
13) 이현주, 백혜선, 송영일, 박신원, 임주호, 김태균, 이은엽, & 윤은주,(2012). 앞의 책.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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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反) 차량 도시

국내에서는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의 법령들이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14) 환경오염과 에너지 위기의식에서 시

작된 반(反) 차량 정책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골목길 상권, 마을 만

들기 등의 도시 운동과 맞물려 현재에 와서는 사회, 경제, 환경의 3요소를 모

두 추구하는 총괄적인 보행도시 정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차량교통이 초래하는 안전성 문제도 반(反) 차량 의식에 일조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이미 도시문제로 인식되고 있듯이 차량위주의 도시는 안전하지 

않다. 1970년대 암스테르담에 자전거가 도입된 주요 원인은 시민들이 차량을 

위협의 대상으로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자 시민들은 차량 주행이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실제로 1971년 400명이 넘는 아동이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자전거 도로가 완비된 후인 2010년에는 그 수가 1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네덜란드에서 파생된 본엘프(Woonerf Zone), 또는 보차혼용도로(Shared 

Space)의 개념은 1970년대 초에 시작되어 현재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

다.15) 생활의 터전이라는 뜻의 본엘프(Woonerf)는 사람과 차량이 공존할 수 

있는 생활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16) 본엘프에서는 보행자, 자전거, 차량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이 모두 허용되지만 보행자 안전 및 보행속도를 최우선

에 둔다(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1992b).17)

산본신도시의 경우 반(反) 차량 정책 또는 반(反) 차량 도시에 대해 아

직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중심상업지구의 

4개 보행광장에 연결된 육교 4곳 중 3개를 철거하였고, 수리산록 유보도로를 

따라 안전건널목을 설치하는 등 보행 안전과 편리성 증진을 위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14) 오성훈, & 서선영. (2013). 앞의 책.1쪽.
15) Osberg, J. S., & Stiles, S. C. (1998). Bicycle use and safety in Paris, Boston, 

and Amsterdam. Transportation Quarterly, 52, 61-76.
16) 유정훈. (2012). 생활도로 정비사업의 추진방안과 전략. 한국도로학회지, 14(4), 19-28.
17) Osberg, J. S., & Stiles, S. C., Op. cit., 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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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도시의 보행환경

산본신도시는 보행도시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한 곳이다. 산본신도시 가장 

외곽의 3단지 아파트에서 지하철 4호선 산본역까지는 걸어서 15분이면 갈 수 

있고, 산본역에서 서울 강남까지 광역버스로 30분이면 이동 가능하다. 동시대

에 건설된 기타 수도권 1기 신도시와 달리 산본신도시는 작은 규모이다. 분당

신도시는 1960 ha, 일산신도시는 1570 ha의 규모로, 일산 호수공원 면적만 

해도 103 ha에 달하는데 반해 산본신도시는 도시 전체 면적이 420 ha에 불

과하다. 중심상업지구와 지하철 산본역을 중심으로 신도시 전체가 2 km 반경 

내 속하며 덕분에 각 주거지에서 산본신도시 내 주요 시설까지의 거리는 평균 

약 1 km에 불과하다.18) 

그러나 도시 내부 구조를 보면 단일 토지 용도의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거대 블록을 구성하고 있어 다양성과 투과성(permeability)이 떨어진다. 기본

적인 상업, 문화, 여가 시설들이 도심 중앙에 집중되어 있거나 외곽에 분산되

어 있어 일일 생활권이 보행권을 훨씬 초과하는 전체 도시 단위로 확장되게 

된다. 

더불어 수도권 1기 신도시가 국내외에 선례가 없는 독자적인 도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보행에 대한 이론적 연구 뿐 아니라 대상지에 대한 

현상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현장 조사와 관찰을 통한 

귀납적 연구를 실시하여 산본신도시의 특징적인 보행 문제를 고찰하였다. 먼

저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도시 구조적 문제점에 의한 

보행성 저하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대상지인 산본신도시에서의 현장 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18) 이세영, 유학규, 정성원, & 여홍구. (2006.9). 신도시 외부공간특성의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2(9), 3-12.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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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요소 분류 세부 요소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보차분리
입체교차로 육교, 지하도

매우 

해당
해당 해당

거의 

없음

미관도로 완충 녹지 해당 해당 해당 해당

보행 

연계성

접근 제한 담장, 옹벽, 단차 해당 해당 해당
매우 

해당

진입로
지상 주차장, 보도 

단절, 진입 광장
해당 해당 해당 해당

건널목 교통섬, 횡단보도 해당 해당 해당 해당

보행 

피로도

경관 동일 경관 지속 해당 해당 해당 해당

규모
대형 공원, 

이동거리

매우 

해당

매우 

해당

일부 

해당

일부 

해당

Table 2.2 | 수도권 1기 신도시 보행성 저하요소 분석 

1) 보차 분리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

근대주의 도시(Modernist City)에서는 주거, 여가, 노동, 교통과 같은 도

시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는 합리적 도시계획이 중시되었고 따라서 보차

분리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의 효율화를 동시에 꾀하고자 하였다.19) 이 

같은 이론에 기초해 설계된 수도권 1기 신도시들에서도 보차분리, 입체 교차

로 등의 기능적(functional) 설계 기법이 도입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육교, 

지하보도 등이 그 예이다.

가) 입체교차로

육교 및 지하보도와 같은 입체교차로는 보행약자의 보행 접근성을 저하시

키고 일반 보행자에게 피로감과 불편을 끼친다. 지하보도는 범죄 우려가 있는 

기피공간이고 육교는 잦은 무단횡단을 촉발시키기도 한다. 산본신도시의 경우 

지하보도는 부재하였고, 육교는 7 개가 건설되었으나 2015년에 3 개가 철거

되어 횡단보도로 대체되었다. 

19) 오성훈, & 남궁지희. (2013).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 안양: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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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관도로

본래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외부에서 신도시로 진입할 때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설계되었으나 지나치게 넓은 

완충녹지와 저층 연도형 시설의 부재로 보행자들에게는 기피하고 싶은 도로가 

되었다. 주거지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우거진 가로수가 그늘을 조성해 인적

이 드문 시간에 위협감을 조성하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육교 지하도 미관도로

-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에 위배

- 보행로의 단절

- 위생, 치안 문제

- 보행의 질 저하

- 유휴공간 발생

- 공간 활용의 효율성 저하

- 보행의 피로도 증가

Table 2.3 | 보차 분리 요소

2) 보행 연계성

가) 접근 제한

담장, 완충녹지, 옹벽, 단차 등은 보행자가 목적지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방해 요소로 작용하며 보행로의 연계성을 저하 시킨다. 특히 산본신도시는 수

리산록에 개발되어 기타 수도권 1기 신도시 보다 단차, 옹벽, 경사지 등이 많

아 보행의 단절이 심화되기 쉬운 지형적 단점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주거

지에서 지형 차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담장, 완충녹지, 계단형 보도 등의 건

설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지형의 잠재력과 보행 환경의 질을 저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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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완충 녹지 단차

- 주거동으로의 진출입 제한

- 기본 보행거리 증가

- 보행자의 시각적피로도 증가 

- 접근 제한

- 보행거리 증가

- 보행약자에게 위협적 요소 발생

- 심리적 단절감 발생

- 보행로의 단절 유발

Table 2.4 | 보행 접근 제한 요소

  

나) 주차장 및 진입 광장

단지 내 지상 주차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주거동에서의 모든 보

행 출발점이 차량 및 차로에 의한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산본신도시

의 경우 거의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출입구와 단지 출입구 까지 보행

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없다. 보행자는 차로를 가로질러 단지 출입

구로 이동하거나 좁은 보행로를 따라 걷더라도 수차례 차로를 횡단해야하는 

불편을 느낀다. 이와 같은 보행로의 단절은 보행 경험의 질을 저하시키고 보

행 연계성을 떨어뜨린다.

<그림 2.1> 단지 내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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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로의 진입 광장이 보행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산본신도

시의 군포시청, 중앙도서관 등 주요 대형 공공시설의 진입 광장이 지나치게 

크고 접근이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군포시청은 육교(현재 철거) 또는 

횡단보도를 건넌 후 청사 현관까지의 거리가 150 m에 달하고 그 중 100 m

는 차량우선도로로 설계되어 있다. 

<그림 2.1> 군포시청 진입 광장 분석

<그림 2.1> 군포 중앙도서관 진입 광장 분석

다) 건널목

보행로의 연계성에 있어서 건널목의 유무 및 빈도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

을 차지한다. 특히 횡단보도에서의 대기 시간이 긴 구간이나 사거리와 같은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피로가 급증하게 된다. 또 차량 편의를 위해 설계된 교

통섬이 많을 경우 보행자는 두 배의 위험성과 보행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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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 피로도

가) 경관

짧은 도시는 단순히 출발점과 목적지 사이의 거리가 짧은 것만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단조로운 전망의 디테일이 없이 쭉 뻗은 가로는 보행자에게 피

곤함을 준다.20) 그러나 산본신도시와 같은 차량위주의 도시는 벤추리가 묘사

한 Route 66 고속도로처럼 거대하고 지루하다.21) 

<그림 2.2> 차량에 점령당한 산본신도시의 가로 공간 및 옥외공간

나) 규모

국내 도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근린상업시

설의 다양성과 분포 방식, 문화 및 상업공간의 접근성, 공원과 공원으로의 접

근성, 가로의 물리적 환경 등을 꼽았다.22) 걸을 수 있는 거리에 근린상업, 문

20) 얀 겔. (2014). 앞의 책. 127쪽
21) Venturi, R. Brown, D. Izenour, S. (1977). Learning from Las Vegas. MA: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13. 벤추리는 자동차 속도의 도시가 너른 

주차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표지(sign)로만 소통하며 건축적 경험을 거의 없앤다고 묘사하였다. 

(원문: Architecture defines very little: The big sign and the little building is the rule 

of Route 66.)
22) 박소현, 최이명, 서한림. 2015. 동네 걷기 동네 계획. 서울: 공간서가.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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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설, 공원 등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존재할 때 사람들은 더 많이 걷고 도

시는 더욱 활발해진다는 뜻으로 이는 결국 도시에서의 생활반경이 짧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자동차 사회에서 보편적인 현대 도시의 경험은 오히려 더 크고 더 

멀게 확장되어왔다. 1 km의 거리를 보행속도(5 km/h)로 이동하는데 약 10분

이 걸린다고 할 때, 차량속도(60 km/h)로 이동하면 같은 10분 안에 10 km

를 이동할 수 있다. 등하교, 출퇴근, 장보기, 쇼핑 등의 활동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10분 거리, 즉 10 km 이내에 해당 시설이 존재할 경우 

‘편하다,’ ‘가깝다’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산본신도시의 경우 기준점(4호

선 산본역)에서 외곽주거지까지 2 km 반경에 들어가며, 보다 큰 상권이 있는 

범계, 평촌 지역까지는 약 5 km 내외, 심지어 강남지역까지 20 km 반경에 

들어간다.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 ‘편하고,’ ‘가까운’ 거리인 것이다.

<그림 2.3> 산본신도시의 차량척도 분석

그러나 이와 같은 차량위주의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개인 차량이 없거나 주유비가 부담이 되는 사회 취

약계층, 긴 거리의 보행에 어려움을 걷는 노인 및 아동과 같은 보행 약자, 원

거리의 문화 시설 및 쇼핑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청소년층 등 차량위주 도

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들이 함께 보편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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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결

국내외 도시이론 및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듯 사람들은 연도형 

가로, 복합적 토지이용 구역, 작은 규모의 공간에서 건물 저층부와 보다 밀접

하게 교류하고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며, 차량의 위협이 줄어 안전해지고, 보

다 활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에 살게 됨으로서 행복감과 만족도가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인 산본신도시의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 이론적 

흐름과 현상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와 오성훈(2013)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도시이론가들의 보행 제안과 산본신도시에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해보

았다.

구분 목표23) 산본신도시에의 적용

생활권 구성 Ÿ 커뮤니티 규모를 보행권으로 설정 Ÿ 단지 중심 커뮤니티 설정

가로망 및 
블록

Ÿ 작고 변화가 있는 휴먼스케일의 블록
Ÿ 가로와 연계된 오픈 스페이스
Ÿ 격자가로망 (교통분산, 시각적 분절 등)
Ÿ 보행친화적 가로 (boulevard, avenue, connector)

Ÿ 기존 아파트 단지의 분절 필요
Ÿ 현재 부재한 연도형 시설의 

도입 필요

토지이용

Ÿ 복합적 토지이용
Ÿ 보행 가능한 거리에 시설/오픈 스페이스 배치
Ÿ 다양한 TOD 방식 적용
Ÿ 대중교통 결절점에 상업용도 배치

Ÿ 저층부 활성화 필요
Ÿ 현재 단일 용도의 주거 건물이 

저층부를 비주거 용도로 
전환해야 함

교통체계
Ÿ 밀도를 고려한 대중교통 체계 설정
Ÿ 보행과 대중교통 네트워크 연계
Ÿ 정류장 간격 보행권 적용

Ÿ 정류장은 많고 비교적 균등한 
간격이나 환승이 불편함

Ÿ 정류장 주변 활성화 가능

녹지
Ÿ 녹지 네트워크와 보행연계
Ÿ 보행가능한 거리에 공원 배치

Ÿ 소형 어린이 공원, 선형 공원 
등의 재설계 필요

건축물-가로

Ÿ 혼합용도 건축물, 가로에 면한 건물, 보도에 접한 건축물
Ÿ 가로벽 (street wall) 형성
Ÿ 다양한 건축물입면(형태, 폭, 간판 등), 
Ÿ 출입구, 계단, 발코니는 가로를 향하도록 배치
Ÿ 휴먼스케일의 건축물과 가로폭
Ÿ 1층에 차양, 공랑, 주랑, 앉을 수 있는 계단, 노상카페, 

상업용도 배치

Ÿ 건물 저층부에 개구부, 디테일 
등의 교류 요소가 없음

Ÿ 1층 활성화를 위해 가로와 
건물 사이 공간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Ÿ 건축 단위의 개입 필요

Table 2.5 | 보행도시를 위한 설계 원칙

23) 오성훈, & 서선영.(2013). 앞의 책.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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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대상지 분석

3.1 산본신도시 설계지침 분석

3.2 산본신도시 공간구조 분석

3.3 산본신도시 지역특성 분석

3.4 소결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인 산본신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보행도시

로서의 산본신도시의 새로운 공간구조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에 대상지의 물리적 현황을 설계지침 분석, 공간구조 분석, 지역 특성 분석의 

세 가지 부문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대한주택공사와 군포시에서 발간한 산본신도시 도시설계지침 및 산

본신도시 설계 전후의 학술 연구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시의 가치관이 현재의 

물리적 조직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는 지 파악하고, 현 상태의 산본신

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보행도시로서의 공간구조 제안을 위해 현재의 공간구조를 보

다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토지용도 분석, 생활주기별 용도 분석, 변화 수용도 

분석을 통해 현재 도시 공간의 사용 현황과 잠재력을 판단하였다. 또한 다양

한 위계의 가로에서의 보행분석을 통해 보행구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산본신도시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서 대상지만

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역성과 개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특히 산본신

도시의 공간구조 분석과 개선작업이 기타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차별화되기 위

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로 차량 위주 도시라는 신도시들의 공통분모 외에 산본

신도시만의 독자적인 문제점과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필요한 분석이다.

이와 같이 설계지침, 공간구조, 지역특성 분석을 통해 대상지의 현황을 면

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행도시로서의 산본신도시에 대한 비전을 수립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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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산본신도시 설계지침 분석

3.1.1 산본신도시 설계지침 개요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타 1기 신도시 건설과 달리 산본신도시는 대한

주택공사가 주도했으며 15개 주택건설업체가 참여하여 개발되었다. 수리산을 

위시한 수려한 자연환경이 개발지역을 둘레로 형성되어 있어 경관의 강조와 

전원도시의 형성이 자연스럽게 세부 설계 목표의 지침이 되었다. 대한주택공

사와 군포시에서 발간한 산본신도시 도시설계지침(1990) 상의 계획 지표와 

기본 계획 개념은 아래와 같다. 

1) 계획 개념24)

Ÿ 비전: “수려한 경관의 전원도시”

Ÿ 도로체계: 격자형과 환상방사선형의 중첩구조 채택

Ÿ 공원녹지: 점, 선, 면을 묶는 공원녹지 조성으로 수려한 자연환경과 정

연한 인공 환경 통합

Ÿ 중심지: 상업, 업무, 공공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유치하여 수준 높고 활

력 있는 도심으로 구성

Ÿ 주거지: 입지특성에 따른 다양한 주거환경과 생활권별로 균형 있는 지

역사회 창출

<그림 3.1> 산본신도시 설계 조감도25) 

24) 대한주택공사. (1990). 산본신도시 도시설계지침. 15쪽.



25

2) 계획 지표

산본과 평촌은 1980년대 초부터 도로 교통의 중심축에 근접해 개발의 압

력이 있었으나 산본의 경우 대부분 개발제한지역으로 편성되어 있었다.26) 

1989년 2월 군포산본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건설부고시 제 7호)되

었으며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이 시작되었다. 군포시의 도시

화에서 산본지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공간적으로는 상업 및 공공시

설과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방사형 보행도로가 강한 중심성을 구축하고 주거지

와 교육시설, 간선도로는 외곽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27) 

  

분류 계획28) 현황 (2015.05.)29)

수용인구 · 165,420 인 · 166,811 인

주택건설
· 41,355 호 (주공: 임대 28% + 국민 

43% / 민간: 분양 27% + 단독 2%)

· 41,007 호

· 임대주택 27.9% 성취

인구계층
· 소형임대주택부터 민간대형분양주택까

지 다양한 분포를 이루도록 구성
계획대로 배치

중심업무지역 · 계획지 면적의 5% 내외 계획대로 배치

공공시설
· 독립시로서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제반 

공공시설부지 확보

중심지 동측에 전면 공공시설 블

록 배치

공원 및 녹지 · 계획지 면적의 15% 내외 확보 14.1% 성취

교육시설 · 26개소 (초 13, 중 7, 고 6) 26개소 계획대로 배치

Table 3.1 | 산본신도시 계획 지표 및 현황 비교

3) 광역계획

관련 광역계획으로는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기타 지역 간 고속도로, 전철

을 중심으로 한 교통시설계획과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망 등의 기반시설 계

획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시행 방식은 택지 및 기반시설 조성을 일차적으로 

일괄 시행 후 3단계로 나누어 주택건설을 하도록 계획하였다.30) 

25) 대한주택공사. (1990). 앞의 책. 15쪽.
26) 오성훈, & 임동근. (2014). 앞의 책. 161쪽.
27) 같은 책. 161쪽.
28) 계획지표: 대한주택공사. (1990). 산본신도시 도시설계지침. 14쪽.
29) 현황: 군포시. 2015. “2015년 5월말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행정동)” 참조
30) 대한주택공사. (1990). 앞의 책.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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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생활권 계획

산본신도시 내 택지 및 기반시설 조성을 일차적으로 시행한 후 주택건설

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였다.31) 이에 택지를 3개의 대생활권(I, II, 

III)으로 나누고 사업 용이성, 이주단지 조성시기, 분양성 등을 고려해 지장이 

덜한 지역부터 차례로 개발하였다.32)

대생활권 중생활권

Table 3.2 | 단계 및 생활권 구분 

그러나 주민들이 인식하는 실질적인 생활권은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중심

으로 형성되어 있다. 신도시 주민들 특히 산본신도시와 같이 단독주택지가 거

의 없고 전체가 아파트로 개발된 도시의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녀회’나 ‘반상회’와 같은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개 학군으로 생활권을 인식하는데 특히 산본신도시의 경우 초등학교-중학

교-고등학교가 함께 배치되어 있어 학교군 주변으로 문방구, 슈퍼마켓, 분식

31) 대한주택공사. (1990). 앞의 책. 13쪽.
32) 같은 책.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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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이 위치하거나 등하교 시간대에 보행량 및 차량 운행량이 증가하는 현상

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아파트 단지 맵핑 학교 맵핑

Table 3.3 | 생활권의 인식 

이같이 아파트 단지와 학교군을 기본 생활권으로 보는 주민들의 실제 인

식은 계획된 대생활권이나 중생활권 보다 훨씬 작았으며, 간선도로 등의 형태

적 경계가 아닌 토지용도 및 건물용도(학교, 상가, 관리사무소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단지와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권 내에 

충분한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이 부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결국 다양한 여가

생활과 상업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신도시 중심지까지 이동하거나외부로 빠

져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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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도로 계획

가) 기본 도로망 계획

개발 이전 산본신도시 부지는 전답이 대부분으로 기존 가로 조직은 부재

하였으나 수리산으로 둘러싸인 택지였으므로 산지와의 경계면이 뚜렷하였다. 

설계지침에서는 지형 순응과 정연성을 큰 목표로 삼아 산지에 면한 외곽 경사

지에 환상형 간선도로를 계획하였다.33) 광역도로망 계획으로는 금정-안산간

의 안산선과 사당-과천-금정간의 15.7km 길이의 복선도로가 서울도심 및 타 

도심과의 연계를 원활히 해주며, 총 7개의 진입도로와 산본터널, 수도권 남부

순환도로 인터체인지 등이 신도시 설계 당시에 건설 예정이거나 건설 중에 있

었다.34)

광역 도로망 내부 도로망

Table 3.4 | 산본신도시 계획지침 상 도로망계획 

당시 도로계획에서 가장 중시했던 목표는 수도권으로의 원활환 연계, 경

관도로의 조성, 보행자의 안전 확보였다. 때문에 외부에서 산본신도시로 들어

33) 대한주택공사. (1990). 앞의 책. 7쪽.
34) 안양상공회의소·안양지역경제연구센터. (1991). 평촌, 산본신도시 건설과 안양권 발전. 

안양: 안양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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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개의 진입도로에는 수식가로가 조성되었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입체 

교차로와 7개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계획되었다.35) 그러나 설계지침에서 보행

자 전용도로로 설정된 구간 중 단지 내부 도로 한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도로에서는 보행자 전용로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림 3.2> 도로 계획36)

분류 계획 달성 정도  

환상형

간선도로

지형 순응형 환상 간선도로와 수리산록에 조

성된 20m 폭의 유보도로는 경관이용을 활

성화하고 주거 블록의 녹지 연계를 용이하게 

해주려는 목표로 계획

· 계획대로 건설

격자형 도로
정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심부 상업용지를 

‘#’자형 가로망으로 형성
· 계획대로 건설

방사형 도로

산본신도시로 진입하는 4개의 방사형 도로

에는 선형 녹도를 계획하고 연계된 수식가로 

조성 

· 가로수가 우거진 경관도로 조

성은 성공했으나 보행가로로서 

활성화되지는 못함

보행전용도로
· 7개의 보행전용도로 계획

· 보행자 안전을 위해 7개의 육교 설계

· 7 개의 육교 중 3 개는 2015

년에 철거해 횡단보도로 전환

·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된 곳 

중 단 한 곳만 실현

Table 3.5 | 교통계획 부문: 산본신도시 설계지침 및 현황 비교

35) 대한주택공사. (1990). 앞의 책. 7쪽.
36) 군포시 (1991). 앞의 책.

진입도로 배치 보행로 계획 보행로 실현



30

나) 대중교통 및 자전거 도로

  산본신도시는 2개의 지하철역과 광역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의 버

스 노선을 주요 대중교통으로 삼고 있다. 자전거 도로는 설계지침에서는 계획

되지 않았으나 이후 시정부가 주도해 전체 47.9km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고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자전거도로가 연속적이지 못하고 교차로에

서 단절되었으며 대부분 대로변을 따라서 조성되어 주거지 안쪽으로는 연결되

지 않았다. 결국 형식상 운영되고 있을 뿐 자전거를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도로 맵핑 자전거 도로 현황37)

Table 3.6 | 자전거도로 현황 

산본신도시 내 위치한 두 개의 지하철 역의 경우 500 m 반경에 속하는 

주거지는 일부 단지로 제한되어 있어 기타 주거지에서는 버스를 통한 환승이 

필수적이었다. 버스 정류장은 200m 반경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접

37) 군포YMCA가 조사한 자전거도로 현장. ⓒ 군포YMCA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993937#cb>



31

근 가능한 위치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2개 이하의 버스 노선만 

운행하거나 배차 간격이 긴 정류장도 많았다.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 전체 맵핑 3개 노선 이상 버스 정류장 맵핑

Table 3.7 | 대중교통 정류장 맵핑 

버스 교통의 경우 노선이 주거지 내부까지 이어져있지 않아 교통약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차량이 없으면 문화 활동, 장보기, 

쇼핑하기와 같은 여가활동을 즐길 때 어려움이 생기고 특정 사회 계층 및 보

행 약자는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산본신도시의 교통계획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대체 운송수단의 

다양화와 연계성 증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버스, 공유 자동차, 자전거 등

의 운송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단지 내부의 주거지와 외부의 도시 시

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면 개인 차량의 소유 및 통행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도시의 보행성 증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2

3.1.4 공원 및 녹지체계

 산본신도시 설계지침에서는 “수려한 경관의 전원도시”라는 비전에 걸맞

도록 “점, 선, 면을 묶는 공원녹지조성으로 수려한 자연환경과 정연한 인공환

경을 통합”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삼고 있다.38) 간선가로변, 간선 보행자전용

로, 수리산록 유보도로를 이용한 녹도체계를 ‘선’, 각 근린지구별 근린공원, 

진입부의 보행광장을 구성해 ‘점’, 구릉지, 중앙공원, 근린공원과 근린상업 연

접배치를 통한 ‘면’으로 계획하였다.39) 계획지 면적의 15% 내외를 녹지로 

확보하도록 하였는데40) 이를 준수하여 전체 개발면적의 14.1%인 18만 2천 

평이 공원 및 녹지로 편성되었다.41) 건설 당시 양적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였

으며 결과적으로 산본신도시의 도시면적대비 시설녹지의 비율은 6.96%로 서

울특별시(0.89%)나 경기도 (0.37%)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수도권 제1기 신도

시 중에서도 가장 높게 구성되었다.42) 

산본신도시 시설녹지의 설치유형별 면적 및 분포를 살펴보면 수리산과 주

택지 사이에 조성된 경관녹지는 산본 전체 녹지의 약 20%를 차지하였다.43) 

산본신도시는 설계 당시부터 도심 내 도로체계와 수리산록의 주변 경관이 연

계되어 계획되었고 전체 녹지 계획에서도 선형 녹도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

었다.44) 산본신도시의 공동주택지변 완충녹지는 21%로 일산 39%, 평촌 

66%, 중동 57%보다는 적으나 수리산과 인접한 경관녹지(37%) 때문에 주택

지변 완충녹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45)  공동주택지와 도

로사이의 완충녹지에는 벤치, 측면보행로,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있

고, 연립 및 단독주택지와 연접한 경우 휴게시설물은 적지만 종단보행로가 많

38) 대한주택공사. (1990). 앞의 책.
39) 같은 책.
40) 같은 책.
41) 안양상공회의소·안양지역경제연구센터. (1991). 앞의 책. 61쪽.
42) 산본 6.96%, 일산 6.36%, 평촌 2.79%, 분당 1.36%, 중동 0.68% (통계청, 2011).
43) 최동아, & 정욱주.(2014). 제1기 수도권 신도시 시설녹지의 설치유형 및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일산, 평촌, 산본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5(5), 107-123
44) 대한주택공사. (1990). 앞의 책.
45) 최동아, & 정욱주. (2014). 앞의 책.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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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통과 동선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46) 

녹지 맵핑 식재 현황 맵핑

Table 3.8 | 산본신도시 공원 및 녹지체계 맵핑 

설계지침 상의 녹지 계획은 기본적으로 경관 조성과 근린공원 설계의 두 

가지 큰 목표를 중점으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은 가로 공간이다. 면적은 크지만 경사지가 

많고 특정 구역에 집중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근린공원과, 거의 실현되

지 못한 보행광장, 가로수를 식재한 대로변의 경관도로는 이미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46) 최동아, & 정욱주. (2014). 앞의 책.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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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상업 및 중심지 계획

도시설계 지침에서는 “상업, 업무, 공공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유치하여 

수준높고 활력있는 군포시의 도심”을 구성하기 위하여 산본역사와 일체화된 

동선구조, 보행로로 연결되는 중심지, 주진입로 동측의 상징가로화를 포함하는 

중심지를 계획하였다.47) 

중심상업지구 조감도48) 시각축 계획49)

Table 3.9 | 산본신도시 중심상업지구 계획 

상업부문 설계지침(군포시, 1990)에서는 중심지를 CBD로 계획하여 산본

신시가지와 산본 APT를 1차 상권으로, 기존군포시가지와 택지개발예정지역을 

2차 상권으로 분석하였다. 중심상업지구는 대형전문업종, 산본역 활성화 업종, 

동측에 위치한 시청 및 공공시설 구역을 위한 업무지원 업종, 내부 활성화 업

종 등 다양한 규모의 상업 및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50) 중

심상업지구 내부의 십자로는 보행전용으로 계획되었으며 격자형 소로도 좁은 

폭의 일방통행로로 설계함으로서 보행 위주의 공간을 창출하려고 하였다. 이 

중심 보행가로(현 로데오거리)를 주축으로 하여 기본 도로체계 계획에서 수립

47) 군포시. (1991). 산본신도시 도시설계지침: 중심지부문.
48) 같은 책.
49) 같은 책. 37쪽
50) 같은 책. 29-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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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격자형 가로망으로 상업지역 내부가 구획되었으며, 북쪽으로 중앙공원, 동

쪽으로 시청 및 공공시설, 남쪽으로는 산본역과 연결되는 면적 99,744㎡의 집

단상업지역이 계획되었다.51) 

상업지구내부의 세부 용도로는 북쪽 중앙공원을 향하는 쪽에 500~1000

평 규모의 (A) 대형전문업종을 배치하고 남쪽 산본역 근처로 (B-1) 역사활

성화업종, 동측 공공시설 건너편으로 (B) 공공업무지원업종, 서측 주거지 건

너편으로 (B-2) 주거지원업종을 배치한 후 가운데에 쇼핑몰활성화업종과 내

부활성화업종을 배치하도록 계획하였다 (Table 3.10 참조).52) 

A: 대형전문 업종 
백화점, 스포츠센타, 

호텔, 은행

B: 공공업무지원 업종
금융기관, 업무서비

스

B1: 역사활성화 업종
숙박, 극장, 유기장, 

판매시설

B2: 주거지원 업종 
학원, 가구, 전시장, 

금융기관

C: 쇼핑몰활성화 업종
고급선매, 요식, 

쇼핑 전문점

D: 내부활성화 업종
판매시설, 개인서비

스, 식당가

Table 3.10 | 산본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용도 및 획지 계획 

중심부에 구성된 격자형 가로망은 계획과정에서의 동선 개념도에 기초한 

위계에 따라 구획되었으며 주 동선 및 경관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

였다.53) 그러나 중심부에 구성된 격자형 가로망은 도보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

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로가 대부분으로 도면상 정연성은 확보되었으나 이용 

51) 군포시. (1991). 앞의 책. 37쪽
52) 같은 책. 29쪽
53)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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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그림 3.3> 중심상업지구 다이어그램

지침 상의 상업시설 계획과 현황 상업시설 분포을 대조하였을 때 기존의 

밀집형으로 계획된 상업시설이 실제로는 주거지역으로 분포되어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중심상업지구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던 상가군은 축소되고 대신 

아파트 단지 경계부에 근린상가가 개발되었다. 지침에서는 단 2 동의 주상복

합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지 내 상업시설을 배치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각 아

파트 단지별 1~3개소의 근린상가가 들어섰다. 이는 중심상업지구에 지나치게 

많은 상업 및 사무 시설이 집중되었으나 산본신도시가 목표 자족도 달성에 실

패하면서 이에 대한 수요도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7

상업시설 계획 상업시설 현황

Table 3.11 | 산본신도시 상업시설 

 

중심상업지구의 상업 밀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은 실제로 중심상업지

구 내 대형 상업건물의 개발이 더뎠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한주택

공사가 발생한 산본신도시 도시설계지침: 중심지 부문(1990)의 용도 및 획지

계획에서 대형전문 업종으로 계획되었던 A구역은 백화점, 호텔, 스포츠센터, 

은행 등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0년대 초에야 첫 대형 건물인 

산본이마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섰다. 그러나 이마저도 본래 대형업종 구역에 

유치하고자 했던 백화점, 호텔, 스포츠센터는 아니었고 산본신도시 내 호텔과 

백화점은 유치되지 않았다. 준 백화점급의 롯데피트인(2016년 완공)은 대형업

종 구역이 아닌 산본역 근처에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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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주거지 계획

설계지침에서는 지형 조건에 맞는 새로운 주거지, 도심부 초고층 주거형

태, 지형순응형 스카이라인, 층고 다양화를 계획하였으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사의 자율에 맡겨 개발한 탓에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아파트 단지 민간/임대 주택

Table 3.12 | 산본신도시 주거지 계획

기본계획에서는 인구계층의 정상분포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 평형대의 아

파트를 혼용 배치하도록 제시하였으며 전체 아파트 대비 임대 아파트 비율을 

28%로 산정하였다.54) 2004년 기준 군포시의 임대아파트 비율은 27.9%로 목

표치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양적 지표의 달성과 별개로 블록 내에서 다양한 

주거 형태는 혼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계획 당시부터 임대주택지와 민간대형

분양주택지가 구분되어 배치되었고, 중생활권은 공유하지만 근린생활권 및 주

거 블록은 상이하게 계획되었기 때문이다.55)

54) 대한주택공사. (1990). 앞의 책.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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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신도시 도시설계지침의 세부 내용과 계획상의 토지용도를 살펴보면 

비주거 용도로부터 분리된 ‘정온한’ 주거지와 학교 시설을 외곽의 수리산록에 

배치하고 대형시설과 고급 상업지는 중심지에 밀집시켜 화려한 중심가를 의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설계지침에서도 ‘외곽주거지’와 ‘도심주거지’라는 

주택유형을 도입해 ‘외곽주거지’에는 가족 단위의 대형평면과 넓은 주차장을 

계획하고 ‘도심주거지’는 소형평면 위주의 아파트로 산본역사에 근접하게 배

치하였다.

1단지 3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Table 3.13 | 동일한 아파트 단지 경관

계획상 의도했던 지형순응형 건축 및 다양한 형태의 주거 건축은 실현되

지 못하였고 모든 단지에서 비슷한 아파트 단지 경관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대부분의 주거지가 수리산록으로 배치됨에 따라 다수의 아파트에서 수리산을 

향한 조망은 확보되었다. 

55) 대한주택공사. (2004.8.). 주택통계편람. 재인용: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4). 

“[보도자료]군포시 임대주택 비율 28%, 5개 신도시 대비 최고 6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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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계획 달성 정도  

사회 전체 아파트 대비 임대 아파트 비율 28% 목표 27.9% 달성 (2004년 기준)

건축

형태

지형 조건에 맞는 새로운 주거지 달성 실패

도심부 초고층 주거형태

달성 실패: 도심부(중심상업지역 

부근) 보다 외곽주거지가 더 고층

으로 건설됨

지형순응형 스카이라인 달성 실패

층고 다양화
거의 달성 실패 (*일부 아파트 복

층 설계)

동일한 건물형태와 획일적 배치 지양 달성 실패

경관  수리산으로의 조망과 녹지로의 연계성 확보
비교적 다수의 주택단지에서 조

망 확보, 그러나 연계성은 낮음

Table 3.14 | 주거지 부문: 설계지침 및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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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설계지침 분석 종합

산본신도시 설계지침과 현황을 대조 분석한 결과 공공이 주도했던 생활권 

계획, 도로계획, 녹지계획, 상업지 계획 등은 대부분 현실화 되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보행성을 저하하는 문제 구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민간 주도로 개발된 주거지와 이로 인한 

생활권의 설정은 원 설계지침이 의도했던 방향과는 상이하게 진행되었다. 획

일한 주거형태를 지양하고 페리의 근린주구론에 기초한 보행단위의 생활권을 

구축하고자 한 설계지침의 의도와는 달리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개발된 아

파트 단지는 동일한 경관과 단조로운 주거 형태를 띠고 있으며 보행이 아닌 

차량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구분 분석항목 현황 및 문제점

생활권
계획

대-중생활권 계획
일반 시민이 인식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의 
규모를 초과함

근린주구 계획
주요 프로그램을 주구 외곽으로 배치, 대규모의 
단일용도(주거지) 도입 등으로 인해 근린주구 성립 실패

도로계획

교통수단
일반 차량 및 대중교통 비교적 원할, 그러나 자전거 및 대체 
교통수단 부족

보행가로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 조성에는 성공했으나 보행 경험의 
다양화 및 가로의 활기는 성취 못함

녹지계획

점, 면: 공원녹지 양적 지표 달성에 성공했으나 이용 빈도 낮음

선: 수리산록 유보도로, 
미관도로

녹화 및 식재 조성에 성공했으나 상업, 공공시설 등이 적어 
보행성이 떨어지고, 일부 주거지에만 근접해 타 주거지에서는 
혜택을 누릴 수 없음

상업지
계획

중심상업지역
계획대로 설계되었으나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고 차량 및 보행 
동선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음

상업 용도계획 변화 설계 당시 계획되지 않은 근린상업시설 증가 (사람들의 필요)

주거지
계획

블록계획
블록별 사업주체를 지정하였으나 내부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못함

건축형태 획일적인 형태를 지양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함

Table 3.15 | 산본신도시 설계지침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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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본신도시 공간구조 분석

3.2.1 토지용도 분석

1) 기본 토지용도 분석

산본신도시 건설 초기 계획에서는 각 근린주구별로 학교와 소형 어린이 

공원을 골고루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은 중

심부에만 밀집되어있고 학교와 녹지 외 각종 생활편의시설의 균등한 분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그림 3.4> 산본신도시 계획 상 토지용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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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초기의 계획안과 실제 구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었으나 공원 녹지와 

상업시설에서 일부 상이한 점이 발견되었다. 몇몇 공원녹지의 경우 광장이나 

운동장으로 전환되어 녹지 대신 공연장, 구기장, 트랙 등의 시설물이 조성되

었다. 상업지의 경우 앞서 설계지침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업시설의 

위치 및 분포에 있어 일부 조정이 있었고, 가장 주요하게는 각 주거지에 속한 

근린상업시설이 추가로 도입되었다는 차이를 보인다.

<그림 3.5> 산본신도시 현황 토지용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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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거지 내에는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근린상업시설이 유치되고 

중심상업지구의 기능이 축소되어 실현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에

서 보행거리 내에 도시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이 충족되지 못하였다.

    

2) 생활주기별 토지용도 분석

도시의 정주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의 일환으로 도시민들이 일정한 생

활 주기 속에서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공간을 이용하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

다. 이에 산본신도시의 토지용도를 생활주기에 기초해 일일생활용(Daily 

Use), 주간생활용(Weekly Use), 월간생활용(Monthly Use), 연간생활용

(Yearly Use)으로 구분해 맵핑하였다. 

Ÿ 일일생활권 (Daily Use): 본 연구에서 일일생활권으로 정의하는 건물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활동들을 수행하는 장소이다.  

Ÿ 주간생활권 (Weekly Use): 주간생활권으로 분류하는 장소들은 비교적 

이용빈도가 높으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지는 않은 용도를 포함한다. 산

책이나 운동을 하러나가는 공원, 도서관, 백화점, 대형 마트 등 매일 방

문하지는 않지만 주 1회와 유사한 빈도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여기에 속

한다.

Ÿ 월간생활권 (Monthly Use): 월간생활권은 일상적인 이용빈도가 매우 

낮지만 특정 계층 및 특정 시기에 이용 수요가 생기는 건물들을 포함한

다. 매월 방문하는 시설과 통틀어 연간 이용빈도가 10-15회 정도에 달

하는 시설들이 이에 포함된다. 병원, 대형 공원, 일부 문화시설 등이 월

간생활권으로 분류된다. 

Ÿ 연간생활권 (Yearly Use): 본 연구에서 연간생활권으로 지칭하는 건물

들은 이용빈도가 극히 낮아 특별한 행사나 사건이 있을 때 찾게되는 시

설을 일컫는다. 연중 철쭉이 피는 기간에만 축제가 열리는 철쭉 공원, 

군포시 한마음 체육대회 등 대형 행사가 열릴 때만 찾게되는 대운동장 

체육관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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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산본신도시 생활주기별 토지용도 분석

생활주기별 토지용도 분석(Life Cycle Analysis)은 1층 또는 지상층56)을 

기준으로 한 용도를 도시 생활 상 이용빈도에 의거해 나열한 분석이다.57) 

56) 여기서 지상층이라 함은 주 보행동선으로 접근이 가능한 층을 뜻하며 육교로 연결되는 

산본역사의 경우 2층을 지상층으로 간주하였고 여러층으로 접근이 가능한 건물의 경우는 보다 

위계가 높은 가로와 접하는 층을 지상층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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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시청과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업무 시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

고, 공연장, 도서관과 같은 문화 활동 및 여가 활동이 보편화 되지 못했던 시

기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온라인 행정업무의 발달과 함께 과거

에 중요한 공공시설로 인식되었던 시청, 우체국, 동사무소 등과 같은 시설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고, 반대로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주민센터와 같은 

문화활동과 주민 교류를 위한 시설의 이용 빈도가 커지고 있다.

공공시설 이외에도 산본신도시 초기 입주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마

트, 롯데 피트인, 오피스텔 등의 대형 복합시설의 등장과 함께 상업활동, 문화

활동, 사회활동 등에 있어 전반적인 도시 이용 패턴이 바뀌고 있다. 설계초기

와 현재의 생활주기 상의 토지 용도를 비교 분석해보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

설은 대형 공공시설이나 대형 공원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문화 및 상업 시

설임을 알 수 있다. 

57) 생활주기별 토지용도 세부 분류의 기준: 주거시설은 본 생활권별 용도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단, 저층부에 상업시설을 포함하는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저층부 용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상업시설 중 ‘생활 잡화 및 소매 상업시설(retail)’은 일일생활권으로 분류하고 대형 쇼핑센터 

및 할인마트는 주간생활권으로 설정하였다. (산본이마트: 장보기, 대량 구매 시에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주간생활권으로 분류/ 롯데피트인: 중저가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 잡화 및 

소매 상업의 비중이 낮으나 고가 브랜드의 백화점보다 이용 빈도가 높다고 판단해 

주간생활권으로 분류 / 뉴코아 아울렛: 중저가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 잡화 및 소매 

상업의 비중이 낮으나 산본역사 내 위치하여 역사 이용자들에게 접근성이 높으므로 

일일생활권으로 분류/ 투데이몰: 저층에 상업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오피스텔로 저층부 

상업시설이 생활 잡화 및 소매 상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일생활권으로 분류/ 디퍼 아울렛몰: 

생활 잡화 및 소매 상업의 비중이 낮고 등산용품, 스포츠용품 등의 특성화 상가를 조성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나빠 일상적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월간생활권으로 분류). 아파트 단지 

근린상가는 생활 잡화 및 소매 상업위주이므로 모두 일일생활권으로 분류하였으며 저층주택지 

상업시설은 생활 잡화 및 소매 상업위주이므로 모두 일일생활권으로 분류하였다. 

  산본신도시 내 공공시설은 크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시청, 경찰서 등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시설, 복지관, 경로당 등의 지원시설, 공공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군포-의왕-안양시 

단위의 공공기관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은 해당 시설의 

성격에 따라 각 시설별로 다르게 분류하였다. 공공기관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시 단위에서 개입할 수 없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분류 제외(N/A) 항목으로 보았다.

  교육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두 일일생활권으로 분류하였다. 사교육 

시설은 상업 시설로 분류되므로 상업시설 분류 기준에 의거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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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화수용도 분석

앞서 설계지침 및 현황분석을 통해 건축물의 형태와 용도를 분석하였으며 

지난 20여 년간의 성숙기를 거치는 동안 건축 단위에서의 변화가 크지 않았

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구도시에서와 같이 건축 형태가 변하지 않고 내부 

용도만 전환되거나 저층부만 리모델링하여 재사용되는 예가 적은데 이는 산본

신도시가 비교적 신생도시이고 소형 필지 구조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

다. 그러나 앞으로 보행도시로서 개발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들에 대한 개입

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변화수용도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

가 있다.

콘젠(Conzen)의 이론이 규명했듯이 건축물은 비교적 변화하기 쉬운 도시 

구성요소의 하나로 실제 서울 및 해외의 도시조직에서는 건축 단위에서의 개

입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도시 관리 방법이 실행되고 있다. 

산본신도시에서 건축단위의 변화가 가능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지 내 

건축물을 변화 수용도 분석(Flexibility Analysis)은 건축 변화 수용도(Spatial 

Intervention Flexibility)와 용도 변화 수용도(Land Use Intervention 

Flexibility)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① 건축 변화 수용도 (Spatial Intervention Flexibility)

건축 변화 수용도는 건물의 철거,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구조 변화가 쉬

울수록 높은 단계, 어려울수록 낮은 단계로 정의하였다. 저층 건물, 노후 건물

을 우선적으로 높은 단계로 분류하였으며 건물 소유권이 명확한 경우에도 비

교적 전환이 쉬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공의 의지로 변화가 가능한 공공시설 

및 LH 소유의 임대 주택단지도 비교적 높은 단계로 분류하였다. 반면 공동주

택과 같이 개인 의지로 건축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건물은 가장 하위 단계

로 분류하였다. 건축 변화 수용도에서 SF +0단계에 속하는 건물들은 구조 

변화가 불가능하거나 힘든 것으로 보고 용도 변화 수용도에 의거해 용도 전환

이 가능한 정도만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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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도 변화 수용도 (Land Use Intervention Flexibility)

용도 변화 수용도는 건축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토지 용도만 전환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변화가 쉬울 수록 높은 단계로 변화가 어려울 수록 낮은 단

계로 분류하였다. 이 때 건축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선과 증축

(Add-on)은 허용하되 대수선 및 구조적 변화는 허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최근 서울 도심에 등장하고 있는 골목길 상권에서와 같이 주거 건물의 1층부

가 상업 및 비주거 용도로 전환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용도 변화 수용도의 13 단계는 건축물의 변화 없이 용도만 전환되는 경

우로 이를 넘어서는 변화도(flexibility)를 가진 건물은 건축 변화 수용도를 기

준으로 건축적 개입 가능성에 의거해 분류하였다.

분류 단계 수용정도

건축 변화 

수용도

(Spatial 

Intervention 

Flexibility)

SF +4 Replaceable 신축 및 철거 용이

SF +3
Highly 

Possible
신축, 철거, 증개축 가능

SF +2 Possible 일정한 구조적 변화 가능, 증개축 용이

SF +1
Maybe 

Possible
변화 수용도가 낮고 최소한의 개입 가능

용도 변화 

수용도

(Land Use 

Intervention 

Flexibility)

SF 

+0

LF +3
Highly 

Possible
쉽게 용도 전환 가능, 구조변화 일부 가능

LF +2 Possible 용도 전환 가능, 최소한의 구조변화 가능

LF +1
Maybe 

Possible
최소한의 용도 변경만 가능

LF +0 N/A

Table 3.16 | 변화수용도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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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산본신도시 현황 변화수용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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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변화도 맵핑을 보면 변화가 어려운 아파트 건물이 전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와 녹지 공간을 제외하고는 신축이 가

능한 부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

수용도 맵핑에 근거하여 설계 작업을 진행하되 현실적으로 변화수용도가 낮은 

건물이더라도 개입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SF +1단계까지의 개입을 허용하거

나 다양한 용도 전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58)

58) 변화수용도 세부 분류 기준: 주거시설 중 특히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변화도 분석에 있어서도 민간분양, 임대주택, 단지 내 시설로 세분화해서 분석하였다. (민

간분양 아파트: 공동지분으로 한 개인에 의지에 따른 변화가 불가능하고 건축적 개입을 위해서는 

최소 한 개 동 단위 주택 소유주들의 동의가, 공공부지에 대한 개입은 전체 단지 차원에서의 의

견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개입도 어렵다고 보고 모두 분류제외(N/A)로 

설정/ 단지 내 공동시설: 단지 내 관리사무소 및 노인정과 같은 시설은 2층을 넘지 않는 저층 

소형 규모로 그 용도 또한 제한적이므로 적극적인건축적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SF +4단계

로 분류/ 임대주택: 산본신도시 내 임대주택은 LH 소유로 사업성과 공공성이 보장될 경우 충분

한 건축적 개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크고 최소한 한 개 동 단위의 개입

이 필요하므로 기타 소형 건물만큼 변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SF +2단계로 분류/ 오피스

텔: 산본신도시 내 오피스텔은 모두 대형 주상복합 시설로 소유권 또한 통일되어 있지 않아 건축

적 개입이 힘들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저층부는 일일생활권의 상업시설로 용도 변화가 매우 

용이할 것으로 보아 LF +3 단계로 분류/ 저층 주택: 산본신도시 내 저층주택은 크게 1층의 상업

시설 유무로 분류하여 상업시설이 있을 경우 소규모 상업시설로 간주해  SF +3단계로, 상업시설

이 없는 순수 주거일 경우 SF +2단계로 분류.

- 상업: 산본신도시 내 대부분의 상업시설은 이미 일상적으로 용도 변화를 겪어왔고 건물 소유권

이 한 개인에 귀속되어 있다. 따라서 기타용도에 비해 건축적 개입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에 모든 상업시설은 건축 변화 수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건물 크기에 비례해 건축적 개입

이 가능한 정도가 달라진다고 판단하여 대형 복합시설일수록 전환이 어렵고 소형 저층일수록 전

환이 쉬운 것으로 분류하였다. (대형상업시설: 산본이마트, 롯데피트인, 투데이몰, 디퍼 아울렛몰 

등이 해당하며 LF +3으로 분류/ 뉴코아 아울렛: 대형상업시설에 속하나 산본역사 내에 위치해있

으므로 산본역사와 같은 단계인 SF +4단계로 분류/ 아파트 단지 근린상가 및 저층주택지 상업시

설: 소형 저층이고 단일 소유권 하에 있으므로 모두 SF +3으로 분류)

- 공공시설: 산본신도시 내 공공시설은 크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시청, 경찰서 등 필수적인 업

무를 담당하는 행정시설, 복지관, 경로당 등의 지원시설, 공공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군포-의왕-

안양시 단위의 공공기관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은 해당 

시설의 성격에 따라 각 시설별로 다르게 분류하였다. 공공기관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시 단위에서 개입할 수 없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분류 제외(N/A) 항목으로 보았다.

- 행정시설

시청/우체국: 과거에 이용 빈도가 높았으나 행정의 온라인화로 인해 현재는 이용 빈도가 낮아졌

으며 용도 및 건축적 개입을 통해 보다 유용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SF +3으로 분류하였다.



51

소방서/경찰서: 구체적이고 필수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고 판단

되어 분류제외(N/A)로 설정하였다.

- 지원시설: 군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군포시 새마을 회관, 군포 늘 푸른 노인 복지관, 산본 보

건지소, 법원 사용자 지원센터, 동주민센터, 경로당, 사회복지관이 여기에 속하며 대부분이 5층 

이하의 저층 건물로 형성되어 있다.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 대부분으로 중장기적인 도시 개발 

및 관리 사업에 의해 공공이 비교적 쉽게 개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모두 SF +4단계로 분류하

였다. 

- 문화시설: 군포시 청소년 수련관과 군포문화 예술회관 등을 포함하며 중장기적인 도시 개발 및 

관리 사업에 의해 공공이 비교적 쉽게 개입할 수 있으나 건물 규모가 큰 편으로 건축개입에 상당

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SF +2 단계로 분류하였다. 

-교육시설: 산본신도시 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모두 저층 소형 건축물이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전하거나 건축적 개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SF +4단계로 분류하였다. 초등학교는 인구 구조 

변화에 의해 장기적 관점에서 개소가 감소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모두 SF +1단계로 분류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건축적 개입은 힘들더라도 방과후 시간대에 복합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고려하여 LF +1 단계로 분류하였다. 고등학교는 건축적 개입과 용도전환이 모두 힘들다고 판

단해 분류제외(N/A)로 설정하였다.

- 문화시설: 군포시 청소년 수련관과 군포문화 예술회관 등을 포함하며 중장기적인 도시 개발 및 

관리 사업에 의해 공공이 비교적 쉽게 개입할 수 있으나 건물 규모가 큰 편으로 건축개입에 상당

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SF +2 단계로 분류하였다. 

-교육시설: 산본신도시 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모두 저층 소형 건축물이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전하거나 건축적 개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SF +4단계로 분류하였다. 초등학교는 인구 구조 

변화에 의해 장기적 관점에서 개소가 감소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모두 SF +1단계로 분류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건축적 개입은 힘들더라도 방과후 시간대에 복합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고려하여 LF +1 단계로 분류하였다. 고등학교는 건축적 개입과 용도전환이 모두 힘들다고 판

단해 분류제외(N/A)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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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보행성 분석

산본신도시 설계지침 중 도로 계획 부문에서 제시한 환상형, 방사형, 격자

형의 도로 체계는 구현되었으나 보행가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비하였고 계

획했던 보행가로 조차 1개 구간을 제외하고는 실현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기존의 설계지침에서는 정연하고 안전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을 뿐 보행 경험의 다양화와 보행자의 요구에 대한 고려가 없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산본신도시의 실질적인 보행환경을 검증하고 추가적

으로 요구되는 설계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1) 보행환경 분석: 수리산록 유보도로

현재 보행활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도로 중 하나인 수리산록 유보도

로에서의 옥외활동을 분석해보았다. 수리산록 유보도로의 경우 아파트 단지와 

수리산 사이의 경계지에 형성되어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이 형성되어 있으

나 상업시설이나 공공시설과 같은 보행자를 위한 시설은 적다. 벤치와 운동 

기구와 같은 가로변 시설물 및 버스 정류장이 유보도로를 따라 간간히 배치되

어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수리산록 유보도로 전경 수리산록 유보도로 시설 배치

Table 3.17 | 수리산록 유보도로 현황 

얀 겔의 이론에 의하면 옥외공간에서의 활동은 필수적 활동 (통행 등), 

선택적 활동(앉기, 먹기, 산책하기 등), 사회적 활동(인사, 대화, 놀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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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로 구분되는 데 물리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선택적 활동이다.59) 이동을 목적으로 통행하거나 약속 장소에 나가는 등 

필수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은 도시에서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게 

되는 행동들인 반면 산책을 하거나 쇼윈도우를 구경하는 등 선택적 활동은 날

씨, 주변 건물의 용도, 시설물 등의 가로 환경 등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활동 현황 사진 평가  

길을 따라 

걷기

- 주거지 외곽 경계부에 위치한 도로이므로 필수적인 

걷기 활동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 유보도로 변에 중앙도서관과 군포국제교육센터(현재 

폐관)가 설립된 이후 필수적 보행이 증가하였다.

버스 

기다리기

- 유보도로를 따라 총 13개의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으나 약 1/3 정도의 구간에 집중되어 있어 전체 구

간 평균을 산정했을 때 비율이 높은 외부 활동은 아

닌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18 | 수리산록 유보로도: (1) 필수적 야외 활동

활동 현황 사진 평가  

행사 

활동하기

- 유보도로를 따라 초, 중, 고등학교가 골고루 배치되

어 있어 학교 행사 및 시험, 투표 등의 외부 행사가 

유보도로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 유보도로를 따라 교회 1개소와 성당 1개소가 위치

해 있어 다양한 종교 행사 또한 빈번히 관찰되었다.

교류하기

- 유보도로 변의 학교 및 종교시설 이용자의 교류가 

대부분이며 이따금 운동,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 간의 

교류도 관찰되었다.

Table 3.19 | 수리산록 유보로도: (2) 사회적 야외 활동

59) Gehl, J. (2011). Life between buildings: using public space. Islan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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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현황 사진 평가  

아이들과 

놀기

- 유보도로 변에 위치한 각종 시설의 이용자 및 근처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유보도로 변에서 다양한 놀

기 활동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약 6m 가량의 넓은 보도 폭으로 설계되어  타인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고 놀이 활동이 가능하다

산책하기,

운동하기

- 근처 아파트 주민 중 특히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산

책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저녁 시간대에는 모든 연령

대의 산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 이른 오후 및 저녁 시간대에 유보도로 변에서 경보 

및 조깅 등의 운동을 즐기는 시민이 많았다.

시설물 

이용하기

- 유보도로변을 따라 다양한 운동 기구 및 벤치가 설

치되어 있는데 산책 및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운동

용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보행 취약 계층이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빈번하게 관찰 되었다. 

소매 

활동하기

- 푸드 트럭 또는 가판을 설치하기 어렵지 않은 환경

임에도 불구하고 유보도로변에서 소매활동은 거의 일

어나지 않았다. 

기다리기

- 유보도로를 따라 초등학교 3개소가 위치해 있어 하

교시간에 아이를 기다리는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군포국제교육센터(현재 폐관) 운영 중에도 센터를 이

용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이 유보도로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이나 벤치를 이용하는 것을 종종 관찰 할 수 

있었다. 

앉아 있기

- 보행량에 비해 벤치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에

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벤치에서의 휴식을 즐기

는 것이 관찰 되었다.

Table 3.20 | 수리산록 유보로도: (3) 선택적 야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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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산 유보도로 내에서의 필수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은 비교적 다양하게 

일어났다. 특히 주거지, 학교, 종교시설 등과 연계되어 있는 도로인 만큼 통행

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적 활동은 빈번하게 일어났다. 평일에는 초-중-고등학

교로의 통학에 의한 보행량, 주말에는 종교시설 및 등산로에 접근하기 위한 

보행자가 많았다. 이처럼 특정 시간대에 일장 유동량이 존재하므로 행사 활동 

또는 교류와 같은 사회적 활동도 함께 일어나게 되었다. 반면 선택적 활동은 

필수적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비해 적은편인데 비교적 여유있는 보도 폭과 

유동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완충녹지 또는 펜스로 분리

되어 있는 까닭에 소매활동 또는 머무르는 활동이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산책 또는 운동을 즐기는 보행자도 상당히 존재해 기다리기, 앉아있기, 시설

물 이용하기와 같은 활동들이 수반되어 발생했다.

전반적으로 수리산록 유보도로의 보행환경은 산본신도시 내 기타 도로보

다 훨씬 좋은 편이나 도로와 건축물 사이가 차단되어 있어 그 잠재력이 충분

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보행경험 분석

수리산록 유보도로와 같은 특화가로가 아닌 일반적인 가로에서의 보행경

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외곽 경계지에 위치한 주거지 세 곳에서 산본역까지 

걸어서 이동할 때의 경관 스펙트럼 맵핑을 시도하였다. 동선 분석을 위해 특

정 아파트를 지정해 보행자가 주거동을 출발하는 순간부터 차로, 횡단보도, 

보도, 가로수 식재 도로, 상업지구 등을 지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요소별 점유율 분석에서는 보행동선에서 중심상업지구의 상업건물과 주거

지의 가로수 식재도로가 압도적인 양을 차지하여 경관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순차적 경관을 분석한 스팩트럼 맵핑에서도 단일 경관 요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차도 또는 주차장 등의 보행성 저해요소가 발생해 전반적인 보행 경

험이 좋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분석 결과 모든 동선에서의 첫 보행 

단계가 단지 내 주차장 통과를 거쳐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파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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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부터 단지 주출입구까지 인도가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보행

자가 강제적으로 차로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다.

(1) (2) (3)

주차장
92 m 177 m 170 m
14 % 10 % 17.7 %

나무
558 m 953 m 640 m
24 % 53.5 % 66.8 %

도로
73.5 m 108 m 57 m
18 % 6 % 6 %

상업

594 m 604 m 90 m

2.2 % 33.5 % 10 %

분석 대상 동선 요소별 경관 점유율

Table 3.21 | 보행경험 분석 

 또 중심상업지구에 진입하기 전까지 보도, 차도, 주차장, 가로수 외의 경

관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보행자가 상업활동을 즐기거

나 보행의 피로도를 덜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결국 보행성이 저하되고 상

업 활성의 잠재력을 소실하게 된다.

<그림 3.8> 보행경험 분석: 경관 스팩트럼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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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산본신도시 지역특성 분석

산본신도시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하나로 개발되었으나 기타 1기 신도

시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지역특성 또한 많이 보유하고 있다. 고

유한 지역성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산본신도시의 지역특성을 SWOT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분류 키포인트 

강점

Strength

Ÿ 소규모의 도심: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가장 작은 규모로 도시 전체가 2km 

반경에 포함되며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 등에 보행 접근성이 비교적 높음

Ÿ 자연 환경: 수리산이 도시 외곽을 두르는 형태로 위치하고 있어 

외곽주거지 어디에서나 수리산을 향한 조망 확보 가능. 분당신도시나 

일산신도시보다 양적으로는 적으나 수리산의 전경이라는 시각적 

자연요소를 보유한 것이 큰 강점.

Ÿ 도시의 이미지: 책의 도시 군포, 철쭉의 도시 군포와 같은 군포시의 

확고한 도시 이미지가 산본신도시의 정체성 형성. 2015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또한 산본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내 

로데오거리에서 개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본신도시 곳곳에서 무인 

도서 대여기, 책 읽는 쉼터와 같은 시설들이 존재하고 주민들 또한 책의 

도시라는 이미지에 큰 자부심을 가짐.

약점

Weakness

Ÿ 중심상업지구: 설계 지침에서는 대형 고급 업종의 상가부터 업무 및 주거 

지원시설에 이르는 다양한 시설들을 유치하고 내부 도로를 보행 위주로 

설계해 쾌적한 상업지구를 형성하고자 했으나 실제로는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대형 운반트럭들이 내부 소로를 장악하고 주류 및 유흥업소가 

상당량을 차지. 생활잡화 및 일상용품은 충분하나 고급 재화 및 서비스는 

부재하며 중심상업지구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는 대부분 부정적. 군포시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중심상업지구의 보행활동과 건전한 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 중.

Ÿ 차량 의존도: 앞서 연구한 바와 같이 과거 차량위주 도시로 계획되었으며 

현재도 차량이용도가 높은 것이 가장 큰 약점 중 하나.

Table 3.22 | 산본신도시 지역성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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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Opportunity

Ÿ 지형을 활용한 건축: 주거지 대부분이 상당한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경사를 활용한 지하 주차장을 비롯한 다양한 건축 공간 창출 가능.

Ÿ 다양한 축제 및 도시의 이미지: 군포시에서 주최하는 연 수차례의 시민 

축제를 비롯하여 책의 도시, 철쭉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 이벤트 유치에 유리.

위협

Threat

Ÿ 아파트 노후화: 배관, 엘리베이터 등의 내부 설비부터 외피 및 건물 

구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건축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변화수용도가 비교적 높은 단독주택지 및 저층주택과 달리 공동소유의 

고층 아파트 건물의 경우 노후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진행하기 어려움.

Ÿ 1인 가구 증가, 노인 인구 증가: 국내의 전반적인 인구구조와 사회구조가 

바뀌어감에 따라 신도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변화수용도가 

낮고 대형 평형대가 많은 아파트 단지가 큰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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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산본신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설계지침, 현황, 시민의 요구 측면에서 분석

한 결과 수도권 1기 신도시가 비록 현대적이고 정연한 도시를 단기간에 구축

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변화에 의해 새롭게 요구

되는 도시의 가치를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분 분석항목 설계 반영 방향

지침분석

생활권계획 더 작고 활성화된 생활권 계획

도로계획 가로위계의 재설정 및 기능 다양화

녹지계획 기존 녹지의 활용도 및 연계성 증가

상업지계획 토지용도 계획을 통해 개선

주거지계획 토지용도 계획을 통해 개선

공간분석

토지용도 분석 토지용도 계획을 통해 개선

생활주기별 

용도 분석
토지용도 계획을 통해 개선

변화수용도 

분석
마스터플랜 상 건축물 개입도 결정에 활용

지역분석

강점과 기회
확고한 도시의 이미지와 수려한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지형차를 이용한 건축적 다양성 확보

약점과 위협

현대 도시들이 직면한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의 문제는 

보다 보행성이 높은 도시를 설계함으로서 일부 해결 

가능

Table 3.23 | 산본신도시 대상지 분석 종합

종합적인 대상지 분석 결과를 반영해 4장에서는 보행도시로서의 산본신도

시의 미래상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침분석을 통해 발

견된 도시의 문제점을 새로운 공간구조 설계를 통해 해결하고 그에 맞는 공간 

유형별 설계와 용도 재설정을 통해 보행 위주의 도시공간을 조성하면서 산본

신도시 고유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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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보행도시로서의 공간구조 제안

4.1 공간구조 설계 원칙

4.2 공간 유형별 설계 원칙

4.3 종합 구상안 제안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대상지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산본신도시의 도시

-건축적 요구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보행도시로서의 산본신도시를 위한 공

간구조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생활권 계획, 도로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토지용도 계획의 4가지 대범주에서 큰 틀의 공간구조를 제안하고 

세부 설계 수법은 공간별 유형설계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4.1> 산본신도시 공간구조 제안을 위한 네 가지 대범주

따라서 ‘4.1 공간구조 설계 원칙’에서는 앞서 대상지 현황 분석을 통해 

조사했던 4가지 범주에 대한 공간구조 개선안을 제시하고, ‘4.2 공간 유형별 

설계 원칙’ 연구에서는 공간구조 개선으로 영향을 받는 도시 공간을 유형별로 

정리해 녹지와 건축물 단위에서 적용 가능한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

로 이를 통합한 ‘4.3 종합 구상안 제안’을 통해 제시된 공간구조와 유형별 설

계 컨셉이 대상지인 산본신도시에서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할 수 있는지 시뮬

레이션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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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간구조 설계 원칙

4.1.1 생활권 설계 원칙

기존의 산본신도시 도시설계지침 상 산본신도시는 3개의 대생활권과 10

개의 중생활권(산본신도시 경계 내에 속하는 중생활권은 6개)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론적 고찰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이 생활권들이 보행규모에 걸맞지 

않으며 커뮤니티의 단위로 인식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주민들

의 커뮤니티 인식의 기반이 되는 아파트 단지 및 학교군을 중심으로 한 16개

의 새로운 소생활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생활권의 구획만으로는 기존 생활권에서 결핍되었던 생활

권 내부의 보행성 향상과 풍부한 토지용도 구성을 유도할 수 없다. 새로운 생

활권 계획에 기존의 공공 노드(Public Node) 맵핑을 했을 때도 각 생활권의 

기존 생활권 계획 새로운 생활권 계획

Table 4.1 | 생활권 설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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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결절점(node)이 부재한 구역이 많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도로 계획, 녹지 계획, 토지용도 계획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

결할 수 있는 설계적 개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4.1.2 도로 설계 원칙

1) 용도와 기능의 다양화

산본신도시의 현재 가로 위계는 크게 미관도로,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의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분류는 도로의 폭에 기

초한 일차원적인 분류로 신도시 내 각 구역별 주거지 특성과 보행 환경을 고

려하지 않고 계획되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위계의 가로를 설정해 각 가로

가 가지는 용도와 기능을 다양화하고자 하였다.

Ÿ 첫째, 가로 패턴이 가능한 균등한 망(network)을 이루도록 설계

Ÿ 둘째, 계획된 가로망을 축으로 용도의 다양화와 녹색축을 도입

Ÿ 셋째, 가로망과 연계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의 활성화를 유도

기존 지침 상 도로 계획 새로운 위계 설정

Table 4.2 | 도로 설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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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로 위계의 재설정

산본신도시 설계 지침에서는 외부 진출입의 환상형 도로와 내부 연계도로

인 방사형 도로로 구획된 도로 체계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 두가지 도로 

유형의 기능과 특성에 기초해 도시가 설계되고 사용되어 왔기에 이를 보다 강

화하고 개선하는 새로운 가로 위계를 제시하였다.

<그림 4.2> 가로 위계의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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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위계의 재설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컨셉은 전체 도로체계를 크게 환

상형 공원가로와 방사형 생활가로로 분류하는 것이었다. 

먼저, 환상형 공원가로는 기존의 ‘미관도로’로 산본신도시를 관통해 외부

로 빠져나가는 6차선 이상의 차로로 구획되어 있다. 도로변의 넓은 보행로에

도 불구하고 연도형 시설의 부재와 주변 건물과의 낮은 연계성으로 인해 보행

로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 당시부터 차량 위주의 도로로 방

치되어 왔기에 이를 당장 보행로로 활성화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활성

화 됐을 때 확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식재가 더욱 풍부한 녹색 

공원가로로 편성해 차량의 소음과 공해를 차단하고 선형공원으로 기능하게 하

는 한편 중앙에 불바드(boulevard)를 도입해 자전거 도로 및 보행 안정성 증

진을 도모하였다. 

반면, 중심상업지구로부터 각 외곽 주거지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내부도로

는 생활가로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상당부분은 계획당시부

터 보행 위주로 설계되었으나 연도형 시설의 부재와 가로의 분절로 인해 현재 

미활성화된 상태이다. 근린상업시설을 지나 중심상업지구, 대중교통 허브, 지

하철 역사로 연계되므로 적절한 설계적 개입이 일어날 경우 보행성 증가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 가로 위계 설계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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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컨셉에 기초해서 산본신도시 내 기존 도로들을 녹색 공원가로, 교통정

온화구역, 보행자우선도로로 세분화하였다. 이는 방사형 생활가로를 보행위계

와 도시맥락을 고려해 여러 단계로 세분화 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교통정온화

구역과 보행자 우선가로는 주변 조직의 특성 및 단지 연계성에 따라 다시 여

러 위계로 분절하였다.

녹색 공원가로 교통정온화구역 3 교통정온화구역 2 

교통정온화구역 1 보행자 우선 도로 안전 건널목

Table 4.3 | 가로 위계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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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로 위계별 성격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Ÿ 녹색 공원가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한 채 식재를 보다 풍부하게 강화해 소음 및 

공해를 차단하고 중앙 분리대 대신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그린불바드를 도입

해 산본신도시의 수려한 경관 이미지를 부각하도록 하였다.

Ÿ 교통정온화구역

교통정온화구역은 보행자가 최우선시 되고 차량 속도가 낮은 가장 정온한

(Calmest)구역을 1단계로 설정하고 일정량의 차량교통과 보행이 함께 일어나

는 비교적 덜 정온한(Least Calming) 구역을 3단계로 설정하였다.

∘ 교통정온화구역 3: 주요 내부도로이자 대중교통 허브와 연계되는 가로

로 경사지와 완충녹지를 활용해 풍부한 식재와 공공시설을 유도하고 비

교적 빠른 속도의 차로를 옆에 두더라도 보행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

도록 한다.

∘ 교통정온화구역 2: 완충녹지 옆의 안전하고 활기찬 가로로 교통정온화 

1구역만큼의 상업 활성화는 불가능하나 주거 커뮤니티의 다양한 공공시

설을 완충녹지와 함께 배치에 반(半)사적인 공간과 공공공간의 유연한 

경계를 조성하도록 한다.

∘ 교통정온화구역 1: 저속의 안전한 생활가로로 다양한 연도형 상업시설

과 공공시설의 도입을 통해 가로에 활기를 더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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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 위주의 용도 및 기능(보행자 전용도로 포함)을 도입하되 무조건 차

량 통행을 억제하지는 않는다. 특히 공유가로(Shared Space)의 개념을 도입

해 보행자, 차량, 자전거의 저속 통행을 유도한다.

Ÿ 안전 건널목

여러 위계의 가로가 교차하는 길목으로 보행자 안전, 자전거 통행 연계, 

교통의 원활함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기능적인 건널목으로 차량 위

계가 비교적 높은 가로와 보행 위계가 높은 가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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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공원 및 녹지 설계 원칙

기존의 산본신도시 도시설계지침에서는 점-선-면으로 구성된 녹지를 계

획하고 양적인 면적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면 새로운 공간구조 제안에서는 여

러 위계의 가로 설계에 의거한 식재 계획과 소공원의 삽입을 통해 도시 전체

의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 녹지 계획 그린 네트워크

Table 4.4 | 공원 및 녹지 설계 제안 

Ÿ 공원 및 녹지체계는 반드시 도로계획과 연계

Ÿ 주거지에서 보행자 우선가로 등 보행위계가 높은 가로를 통해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Ÿ 다양한 공공시설, 유치원, 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대형 공원 내부에 유치

해 시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녹지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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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토지용도 계획 원칙

산본신도시 공간구조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산본신도시의 토지용도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상업시설의 분포가 균등하지 못하고 따라서 일일생활권

의 건축물이 중심상업지구를 중심으로 밀집해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로체계 및 공간설계유형과 통합될 수 있는 생활주기별 토지용도 재편

을 제안하였다.

생활주기별 토지용도 현황 생활주기별 토지용도 제안

Table 4.5 | 토지용도: 생활주기별 계획 제안 

Ÿ 변화수용도 분석을 기초로 하여 증축, 개축, 신축을 결정 

Ÿ 공공 결절점(Public Node)과 생활권 결절점(Community Node)을 ‘새로

운 생활권 계획’에서 제시한 16개 소생활권에 균등하게 분포

Ÿ 보행자 우선가로를 중심으로 연도형 상가군 및 공공시설군을 배치해 보

행위계가 높은 가로를 따라 일일생활권 건축물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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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간 유형별 설계 원칙

산본신도시 도시조직 설계 원칙에 의거해 가로 체계, 녹지, 토지이용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였다. 산본신도시 도시조직 마스터플랜은 본질적으

로 보행을 우선시하는 가로 패턴을 도입해 전반적인 도시조직을 재구성함으로

서 옥외공간의 질을 높이고 보행의 연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

한 조직 재편 하에 아파트 단지에 내부 소로가 생성되거나 기존의 가로가 보

다 활성화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 새로운 공간 유형들이 등장

하게 되었다. 이에 새로 생성되거나 활성화되는 가로를 따라 주변의 건축물의 

저층부 공간을 재편하거나 가로와 건축물 사이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 복합

용도의 1층부를 형성하는 등의 다양한 공간 유형별 설계 원칙을 제시하였다. 

Ÿ 첫째, 활성화 가로를 따라 연도형 공간을 설계

Ÿ 둘째, 건물 저층부에서는 용도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최우선시

Ÿ 셋째, 연도형 공간 조성을 위한 증축 구조(Add-On Structure)를 활용

해 기존 건물의 활용도 및 보행성 증진

Ÿ 넷째, 핵심 결절점은 공간구조 설계에서 제시한 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을 

최우선시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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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연도형 공간의 유형별 설계 원칙

1) 녹색 공원가로변

산본신도시 설계지침에 의해 건설된 미관도로는 6차선 이상의 대로 양 

변에 가로수를 식재해 신도시 내 주요 간선도로를 녹화한 도로이다. 그러나 

교통량과 차량 소음이 심한 6차선 변으로 건물 하나 없이 가로수만 늘어서 

있는 보도는 지나치게 넓은 폭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에게 기피되고 있다. 또

한 주거동이 공원가로변을 배면에 두고 있어 단지 내부 녹지와 담장이 사용되

지 않는 공간으로 버려져 있다. 공원가로변의 완충녹지가 경사지로 형성되어 

있는 구간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림 4.4> 현황 미관도로

<그림 4.5> 녹색 공원가로 제안

녹색 공원가로는 전면에 차량도로를 유지하는 대신 도로변의 완충녹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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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폭을 줄이고 경계부에는 더욱 풍성한 식재를 도입해 소음과 오염을 차단

하였다. 전면에서 축소한 만큼의 보도 폭을 활용하여 아파트 건물과 연계되는 

복합 용도의 공간을 설계하였다. 또한 6차선의 넓은 도로를 시각적으로 분절

하기 위하여 중앙에 새로운 녹지축을 도입해 이를 자전거 도로 및 이벤트 공

간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Ÿ 건물의 배면, 담장, 녹색 공원가로가 평행으로 배치하며 건물과 

공원가로 사이의 완충녹지가 경사지

Ÿ 경사를 이용한 다양한 시설물(urban furniture) 설치 가능

Ÿ 조깅 트랙, 테라스 정원 등 설계 가능

Table 4.6 | 녹색 공원가로변 설계 컨셉 I: 경사형



73

Ÿ 건물의 배면, 담장, 녹색 공원가로가 평행으로 배치

Ÿ 담장은 복합용도의 시설물(urban furniture)로 대체 가능

Ÿ 거주민의 요구에 따라 공공 시설(Common Yard), 개인 

정원(Private Garden), 테라스 형성(Terracing), 또는 베란다, 

복합시설 등 다양한 구조의 증축(Add-on)이 가능

Table 4.7 | 녹색 공원가로변 설계 컨셉 II: 평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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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정온화구역 도로변

교통정온화구역의 전반적인 현황은 녹색 공원가로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건물이 도로를 배면에 두고 있으며 상당한 폭의 완충녹지 및 경사지

가 도로와 건물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과 접하는 차로의 폭이 녹색 공

원가로보다 좁고 차량 제한속도가 더 낮으며 정차 구역도 종종 발생한다. 따

라서 가로에서의 다양한 상업 활동을 권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

였다.

Ÿ 교통정온화구역 3: 주요 내부도로이자 대중교통 허브와 연계되는 도로

<그림 4.6> 교통정온화구역3 현황

<그림 4.7> 교통정온화구역3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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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교통정온화구역 2: 안전하고 활기찬 가로

<그림 4.8> 교통정온화구역2 현황

<그림 4.9> 교통정온화구역2 제안

이같은 특성에 기초하여 교통정온화구역의 각 공간 유형에 대응하는 설계

는 보다 적극적인 저층부 개조와 보도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 공

원가로에서의 설계 컨셉과 달리 상업시설 및 비주거시설의 도입을 적극 허용

하고 주민들의 의사 및 단지의 특성에 따라 단지와 가로를 분리하거나 통합하

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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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거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선형 상업시설을 활용해 단지와 

도로를 차단하는 한편 상업 및 편익시설을 유치해 보행 활성화

Ÿ 테라스형 증축 또는 파빌리온을 활용해 가로와의 연계성 강조

Ÿ 건물과 공원가로 사이의 완충녹지의 경사를 이용한 다양한 

시설물(urban furniture) 설치 가능 (조깅 트랙, 테라스 등)

Ÿ 가로변에 Storefornt나 Add-on 시설물을 활용해 활성화

Table 4.8 | 교통정온화구역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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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자 우선가로

보행자 우선가로는 가장 좁은 폭의 차로를 면하고 있으며 건물과 가로 사

이의 폭이 좁고 경사지도 적은 편에 속한다. 단지 내의 보행 소로를 포함하고 

있어 건물의 배면이 아니라 정면과 연계되는 가로가 대부분이다. 

<그림 4.10> 보행자 우선가로 현황

<그림 4.11> 보행자 우선가로 제안

개선안에서는 차량 통행이 매우 적거나 속도를 매우 느리게 설계하고 자

전거 통행로 또는 보행자 산책로로 활용하기 위한 가로 설계수법을 도입하였

다. 따라서 풍부한 옥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가로 시설물(urban furniture)

과 구조물의 설계가 중요하며 특히 건물 저층부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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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공원가로나 교통정온화구역과 달리 보행자 우선가로변의 건물은 변

화수용도가 높다. 건물과 가로의 간격이 작고 완충녹지 및 경사지가 거의 없

으며 건물이 가로를 정면에 두고 있다. 즉 가로가 활성화됨에 따라 건물의 기

능, 용도, 가치가 함께 변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역인 것이다. 

Ÿ 거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선형 상업시설을 활용해 단지와 

도로를 차단하는 한편 상업 및 편익시설을 유치해 보행 활성화

Ÿ 건물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되는 활동이 요구될 경우 테라스형 

증축 또는 파빌리온 건물을 활용해 가로와의 연계성 강조

Table 4.9 | 보행자 우선가로변 설계 컨셉 I: 평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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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단차를 이용한 Storefornt나 Add-on 시설물을 활용해 활성화

Ÿ 건물에 Add-on 시설물을 대거나 옥상 재설계 등 적극적 개입

Ÿ 단차를 이용해 건물 2층을 주 출입구로 재설계하고 1층을 

지하주차장화처럼 사용해 불필요한 절토작업 제거

Table 4.10 | 보행자 우선가로변 설계 컨셉 II: 단차형

경사지를 개발해 주거단지화한 구역은 현재 옹벽이나 담장으로 인해 도로

와의 연계성이 끊어지고 1층의 주거환경을 열악한 상황에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환경에서야말로 단차를 활용한 복합적 설계가 가능하다. 옹벽 녹화나 캐노

피 설치와 같은 저예산의 손쉬운 공사부터 2층이나 3층에 주 출입구를 두는 

공중 플랫폼을 도입해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증축 설계까지 다양한 기법

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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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결절점 설계 원칙

산본신도시의 공간구조 개선안에 의거해 생활권, 가로 체계, 녹지 네트워

크가 현실화되면 주요 결절점(node)에서도 건축-도시 공간적 개입이 일어나

야 한다. 공간유형별 설계 원칙 제시에서는 이 때 발생하게될 주요 결절점을 

생활권 결절점, 공공 시설 결절점, 연계형 결절점의 세 가지로 분류해 각각에 

대한 설계 원칙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1) 

생활권 

결절점

출입 광장
- 생활권의 정체성 증진

- 도시의 가독성(legibility) 증진

복합 용도

- 기존에 부재했던 상업, 문화, 여가 시설을 복합적으로 수용

- 외곽이 아니라 내부에 위치해 각 주거동에서 접근했을 때 

가능한한 균등한 이동거리 구현

소공원

- 보행권 내에 공원 또는 선형 녹지가 없는 생활권에는 반드시 

소공원 유치

- 기존의 어린이 공원과 같은 놀이터 등의 시설이 아니라 산책과 

가벼운 운동이 가능하고 풍부한 식재로 시각적 녹지가 되도록 설계

(2) 

공공 

시설 

결절점

진입 광장
- 비어 있는 너른 광장, 주차장이 아니라 공원형 광장, 시설물이 

있는 광장으로 재설계

접근성 증진
- 지나치게 긴 진입로가 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연도형 시설을 

도입해 거리 분절

시각적 노드 

(node)

- 원거리에서 접근 시 식별 가능한 시각적 노드 형성

- 랜드마크형 건물일 경우 식재를 통해 시각적 축 형성

(3) 

연계형 

결절점

안전 건널목

- 보행로와 차도가 교차하는 경우 식재, 가로 시설물, 

포장(paving) 등을 활용해 안전성 및 보행 연계성 확보

- 필요한 구역은 지하차도를 도입해 안전 확보

보행광장

- 보행로가 도로, 건물, 공원 등에 의해 분절되는 구간, 또는 

지나치게 긴 보행로의 중간 지점에 적절한 크기의 보행광장을 

조성해 보행자 편의 및 도시 활동 증진

Table 4.11 | 결절점 유형별 설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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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생활권 결절점 예시

<그림 4.13> 공공 시설 및 연계형 결절점 예시

생활권 결절점은 각 소생활권 단위에서 일일생활주기 용도를 증폭시키고 

단지의 정체성과 내부 보행성을 증대하기 위한 핵심 시설들이다. 공공 시설 

및 연계형 결절점은 도시 전체 단위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

도록 돕고, 후일 도시의 중요 오픈스페이스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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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종합 구상안 제안

종합 구상안을 통해 3장에서 분석한 산본신도시의 도시문제와 4장에서 

제안한 설계 원칙을 통합하여 보행도시로서의 산본신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그림 4.14> 보행도시로서의 산본신도시 종합 구상안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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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종합 구상안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산본의 지역적 특성인 수리산의 경

관과 공간구조 제안에서 제시한 방사형 생활가로를 중심으로 도시를 연계하

고, 소생활권 조성과 핵심 결절점의 활성화를 유도해 보행의 편리함과 즐거움

을 증진하는 것이다. 그 개념적 진행 과정을 6 단계로 시뮬레이션하였다.

1) 수리산과 생활가로 연계 2) 연도형 가로 조성 3) 핵심 시설/교통허브 도입

4) 결절점과 가로 연계성 강화
5) 중심상업지구 개선 및 

복합 용도 시설의 도입
6) 토지 용도 복합화

Table 4.12 | 개선 과정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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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도형 가로 조성을 위해 기존 건물의 저층부를 활용하거나 연도형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단위 공간 개선을 통해 도시 구조를 정립하였는데, <그

림 4.6>에서와 같이 소생활권에서의 가로 활성화와 복합용도를 실현하기 위한 

건축적 개입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림 4.15> 보행도시로서의 산본신도시 종합 구상안 I: 건축 단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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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시설 도입 단계에서는 각 생활권의 결절점(Community Node), 진입

광장 및 보행광장(Connection Node), 오픈스페이스와 공공 시설(Public 

Node)에서의 공간성과 기능을 증진시켜 통합적인 도시 구조를 제시하였다. 

<그림 4.16> 보행도시로서의 산본신도시 종합 구상안 II: 결절점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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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핵심 결절점과 연계된 교통 허브를 제안해 주요 버스 노선, 광역 버

스, 대체교통수단, 지하철이 교차하는 환승 장소를 개발하고 허브를 중심으로 

상업, 문화, 여가 활동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4.17> 핵심 결절점 개발

<그림 4.18> 가로 활성화 및 연계성 증진

이 과정을 통해 중심상업지구의 밀도와 기능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공공

시설과 연계 가로의 역할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후 도시 구조

의 안정화와 함께 주거 건물의 저층부에도 복합 용도가 도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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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5.1 설계안 평가

5.2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5.1 설계안 평가

본 연구는 보행도시라는 새로운 미래상의 설정을 통해 도시 생활의 활기, 

편리함, 안전성을 증진시키는 설계 원칙을 연구하고 이를 대상지인 산본신도

시에 도입한 종합 구상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 생활권 및 토지용도 계획

기존의 산본신도시는 생활주기별 용도 분석과 상업 및 공공시설의 비 균

등한 분포로 인해 작은 도시규모에 비해 넓은 생활반경을 가지고 있었다. 

생활권(제안): 시설 분포 생활권(제안): 생활주기별 토지 용도 분석

Table 5.1 | 종합 구상안의 생활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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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용도의 다양화와 생활권 분절을 통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현황 생활권과 비교했을 때 종합 구상안의 생활권(제안)에서는 각종 앵커 시

설과 복합용도 시설이 주거지에 분포해 외곽 주거지의 활성화를 유도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주기별 토지 용도 분석에서도 기존 일일생활주기의 건물들은 

중심상업지구에 밀집해있었던 것에 반해 종합구상안 제안에서는 소생활권 단

위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가로 체계의 개선

보행자가 안전하고 옥외공간에서 가능한 활동들이 늘어나 머무르기에 좋

은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 산본신도시 공간개선의 목표 중 하나였다. 

가로 위계의 재설정 연계성 분석

Table 5.2 | 종합 구상안의 가로체계 평가

이를 위해 다양한 위계의 교통정온화 구역과 좁은 폭의 차도, 그린 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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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중앙 식재를 통한 차량의 저속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증진하였고, 보

행 위계가 높은 가로에서는 단순한 가로 환경의 개선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연도형 시설을 유치해 풍부한 옥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3) 녹지 및 결절점 계획

생활권 분절과 가로 체계의 개선을 통해 도시의 구조적 체계가 재정립되

고 나서 녹지 및 핵심 결절점(node)을 적소에 계획해 디테일 단계에서의 보

행환경 향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본 시뮬레이션의 최종 단계였다.

균등한 네트워크의 구성 디테일 설계

Table 5.3 | 종합 구상안의 녹지 및 결절점 계획 평가

 이를 위해 건물 저층부의 용도 변경, 더 많은 디테일의 적용, 다양한 건

물의 도입 등을 통해 기존의 단일한 경관을 분절하고 사람의 시야에 들어오는 

도시 구성요소를 개선하였다. 또한 녹지 및 핵심 시설이 균등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간구조 개선안과 합치해 작동하도록 하였고, 공간 유형별 컨셉 설계

를 통해 작은 단위에서 기능하는 가로와 건축 구조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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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이와 같이 과거에 차량위주로 설계된 수도권 1기 신도시가 보행도시로 거

듭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대상지인 산본신도시의 

물리적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종합적인 공간구조 개선 설계안을 제시하는 과

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첫째,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이라는 최우선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보행환경과 휴먼스케일에 대한 고려가 미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도시 

공간의 구조적 개선 없이는 보행도시로의 진화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상지인 산본신도시는 반경 2 km에 속하는 작은 규모와 경계부에 

위치한 수리산록으로 인해 보행도시로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하였으나 

설계지침에 의거한 환상방사형 가로체계가 차량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대형 

아파트 단지와 가파른 지형으로 인해 발생한 보행저하요소가 도시 생활의 질

을 저하시키고 있었다.

셋째,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행도시로서의 산본신도시의 미래상

을 설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테스트하였는데 기존의 환상방사형 도로체계를 환

상형 녹색 공원가로(Green Boulevard)와 방사형 생활가로로 개선, 변형

(transform)함으로서 산본신도시의 보행 연계성을 증진하고 보행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섯째, 최종적으로 종합 구상안을 제시하고 그 내용이 본 연구에서 추구

하는보행도시의 개념을 충실히 전달하였는 지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였는데, 

생활권을 분절하고 가로위계에 따른 생활가로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서 산본

신도시의 보행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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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연구 결론에서 드러나듯이 본 연구는 신도시의 관련 법령 및 아파

트 건축 유형의 공동지분과 같은 법제적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장 

큰 한계점을 가진다. 비록 현시점에서 법적 이슈가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변화

를 제한하고 있고 본 연구의 결론이 현행 시스템 하에서 작동가능한 설계 제

안은 아니지만, 대형 아파트 단지가 직면한 도시 재생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적 대안이 발의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개발이 가능한 시점에 

도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구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신도시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물리적 

분석 및 개선안 제안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 대형 개발 사업의 유산을 미래의 

보행도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수도권 1기 신도시 중에서도 분당신도시나 일산신도시에 비해 연구 사료가 적

었던 산본신도시의 설계지침 및 물리적 공간 현황을 자세하게 기술했다는 점

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같은 시도는 앞으로 지속될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도시 

관리 및 개선의 과업을 위한 미미한 초동에 불과하지만 후속 연구와 향후 프

로젝트를 통해 발전되어 나가 종국에는 미래의 신도시를 위한 하나의 설계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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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tructuring Sanbon New Town as a Pedestrian City

Jung, Sooji
Interdisciplinary Urban Design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announcement of Two-Million-Unit Housing Construction Plan 
in 1988, New Town projects have shaped Korean urban-scape. In the 1990s, 
the First Phase New Town project was launched to develop five satellite 
cities within twenty kilometer radius from Seoul, in order to resolve Seoul’s 
overpopulation and housing deficiency. Although mega-scale residential 
projects had succeeded in rapidly supplying middle class homes, car-oriented 
urban structure and apartment complex far beyond human scale have now 
become critical urban issues.

  This study recognizes urban issues recently rising from New Towns and 
proposes a research and design study for Sanbon New Town, one of five 
First Phase New Towns. The research was performed in two folds: first to 
document and examine Sanbon New Town’s urban spatial conditions in 
terms of pedestrian environment, and then to propose a design solution for 
new urban structure.   
  
  As Sanbon New Town has not yet experienced redevelopment phase nor 
been subjected to urban spatial examination since her completion in the 
mid-1990s, the research first commenced a thorough analysis of “Sanbon 
New Town Design Guideline” (Gunpo, 1990), published at the time of 
development, and on-site field research in Sanbon New Town.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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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anti-pedestrian spaces identified from literature reviews and 
field research, it was derived that Sanbon New Town needs a systematic 
restructuring of street hierarchy and neighborhood unit. Sanbon New Town, 
albeit small, has disproportionately big residential complexes and 
neighborhood units, which are severed from major urban facilities and 
commercial zone by circumferential arterial roads and radial collector roads. 

  Consequentially, the design study focused on a new street system and 
configuration of smaller neighborhood units as core masterplan concepts. The 
proposed street hierarchy refined the original street system by transforming 
circumferential arterial roads into green boulevards for car traffic and linear 
parks; and radial collector roads into living streets where according to given 
hierarchy, vehicle drivers, cyclists, and pedestrians share the space vitalized 
with commercial and public programm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spatial and structural reformation plan that 
would instigate street vitalization, spatial interventions and land-use 
diversification, under the hypothesis that demographic transformation and the 
increasing urban contested sites in South Korea will lead to a new urban 
legislation for apartment complex redevelopment and that in such future,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foster Sanbon New Town as a pedestrian city. 

  

Keywords: The First Phase New Town, Sanbon New Town, Pedestrian City, 
Urban Spatial Structure

Student ID: 2015-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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