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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변공간은 쾌적한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관자원이자 관광·문

화·여가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비 및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수변 인접지

역 개발사업은 수변과 분리되어 진행되고, 고층 고밀화 개발은 수변공간의 폐

쇄성, 위압적 경관생성, 도시경관과의 시각적 단절, 수변조망의 사유화 등 다

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수변공간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규제가 

다소 약하고 미개발 지역의 경우 새로운 개발에 대한 경관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수변공간 관리를 위한 새로운 평가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위압적이고 폐쇄적인 경관을 수변공간의 문제점으로 진단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리적인 환경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수변공간 개방성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개방성 평가를 위해 조망점과 조망대상간 거리, 건물 폭, 건물 높이를 물리적 

변수로 선정하였고, 실제 대상지와 가상 환경을 대상으로 수변공간 건조환경 

특성에 따른 개방성을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수변공간 개방성지수를 제안하고자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 경

관지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위압적 경관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입

면차폐도와 건축물 개방지수 등 두 지표에서 반영하지 못한 조망점과 조망대

상간 거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개방성 지수 산정을 위한 공간적 

범위를 가로, 세로, 높이 500m 입방체로 하였다.

둘째, 기존 경관지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가시용적지수, 가시입면지수, 배

면체적지수, 가시수평면적지수 등 네 가지 수변공간 개방성지수를 개발하였다. 

가시용적지수는 500m 입방체에서 가시 가능한 3차원 공간의 비율을 통해 산

정하고, 가시입면지수는 가시수평면적과 가시 가능한 건물입면적의 비율로 개

방성을 측정한다. 배면체적지수는 건물 입면이 배후지역까지 연장되어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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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여 가정한 건물 부피와 전체바닥면적의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마

지막으로 전체바닥면적과 가시수평면적 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가시수평면

적지수를 개발하였다.

셋째, 개방성 평가에서 공간적 범위의 기준이 되는 조망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변공간에서 수역과 육역의 경계를 지형적 특성에 따라 1개의 

인공경계(인공제방)와 2개의 자연경계(절벽 및 단애 등에 의한 수직경계, 모래

톱 및 습지와 같은 완만한 경계) 등 총 3가지 형태로 구분하였으며 그에 따른 

조망기준을 제시하였다.

넷째, 개발한 네 가지 수변공간 개방성지수를 이용하여 한강 주변부 9개 대

상지(저층 주거지역, 중층 주거지역, 고층 주거지역)를 사례로 적용 및 분석하

였으며 주거용 건물의 높이, 배치 등 공간특성에 따른 수변 인접지역 개방성

지수를 예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높이와 건축물 개방지수, 조망점과 조망대상간의 거리를 

변수로 한 90개 가상 건조환경에 대해 개방성지수를 분석하여 각 개방성지수

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건조환경 특성에 따라 네 개의 개방성지수 값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각각의 개방성지수가 반영하는 물리적 환경 특징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한 수변공간 개방성 평가는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2개 혹은 3개의 개방성지수를 활용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가시용적지수의 경우 수변에 면한 주동 입면적과 주동과 조망점의 거리가 

개방성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임을 알 수 있었고, 가시입면지수는 건

축물 개방지수에 따라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주동과 조망점과의 

거리보다 주동사이의 인동간격, 시각회랑 등이 주요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배

면체적지수는 건축물 입면적과 조망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값에 큰 영향을 미쳤

고 가시용적지수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시수평면적지수는 위의 3가지 지수와는 달리 수직적 요소에 의한 개방성을 

측정할 수 없지만 수변에서 제내지 방향으로 오픈스페이스를 측정하며,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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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이 값을 반영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수변공간에서 개방성 확보는 수변과 도심의 경계공간에 물리적 공간을 확보

하는 것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수변 인접지역 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4개의 수변공간 개방성지

수를 제시하였고, 이는 난개발로 인한 수변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개선해 나가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수변공간,  수변경관,  개방성,  수변공간 개방성 평가지표,  

        수변공간 개방성지수

학  번 : 2011-2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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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과거 강에 인접한 도시는 홍수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변에서 떨어져 

발전하였다. 따라서 물가는 멀리서 바라보는 장소였고, 수변과 인접한 공간은 녹

지와 같이 보전적 용도가 대부분이었다. 근대화 이후 시작된 수변공간 개발은 주

로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치수기능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인접지역에는 아파트나 

콘크리트 제방, 교량, 도로 등 인공구조물이 들어섰다. 이는 수변 접근성을 저해하

고, 주변지역과 수변을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위압적 수변경관을 형성하였

다.1)

오늘날 수변공간은 도시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틀로써 도시에 개방적인 경관을 

제공하고 쾌적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는 주요 경관자원이며, 새로운 관광·문

화·여가 자원으로 그 가치가 재인식되면서 수변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수변공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이들 

연구는 경관을 바라보는 인식적, 환경적 접근과, 도시공간으로서 계획적 접근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2) 

국외의 경우 수변공간을 배후지 개념이 아닌 경관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로 문화·상업시설 중심으로 수변을 개발하는 반면 국내는 여전히 대단위 아파

트 단지 중심으로 수변을 개발하고 있다.3) 특히 한강변의 경우 아파트가 주거지

역의 40%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수변공간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가치보다 건물

의 가치향상과 사적 조망권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4) 

1) 국토해양부. 2010. p.11.

2) 이들 연구는 주로 수변공원 조성방향 및 문제점, 수변경관의 특성 분석 및 설계방향, 수변경

관계획수립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권영상·조민선, 2011).

3) 한강 연접지역의 85% 이상이 주거지역이며 이중 아파트단지가 40%를 차지함에 따라 획일적

이고 단조로운 수변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으로 인해 수변지역이 사유화, 독점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국토해양부, 2010).

4) 양도식. 2007.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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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수변공간의 위압적 경관

수변공간은 조성 후 변경이 어렵고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많은 경제적 비용 

및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물리적 접근성, 개방성, 시각회랑 조성 등 계

획 초기단계부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수변에 인접한 고층 고밀의 공동

주택 등은 수변공간에서의 조망 차폐, 구릉지 잠식 등 경관훼손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변공간 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은 수변과 도심부의 경계공

간에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변공간 개방성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위압

적 경관 해소와 수변과 도시의 시각적 연결 및 잠재적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개방성과 관련하여 입면 차폐도, 입면 건폐율, 시각회

랑, 투시투영 입면차폐도 등 다양한 경관지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수변공간의 

공간적 구조 및 개방성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변공간 개방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수변공간

개방성지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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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수변공간 개방성지수 개발목적은 수변에 인접한 건축물이 수변공간에서 활동하

는 사람에게 주는 심리적 개방감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범위를 계량적으

로 설정하여, 향후 수변에서 일어날 개발을 적정범위로 유도하고 한정하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수변공간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연구사례를 통해 수변공간 문제점을 알아보고, 수변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방성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성과 관련된 기존 경관평가지표 유형을 파악하여 기존 지표의 문제점

을 알아보고 수변공간 개방성을 계량화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둘째, 각 대안별 개방지수 산정 식을 제안하고, 사례적용 및 평가를 통해 향후 

수변공간 계획・개발에 있어서 선택, 적용할 수 있는 4개의 수변공간 개방성지수

를 제시한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변공간에서 도시방향으로 조망했을 때 인공구조물에 의한 위압감 

및 차폐여부에 의한 개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구조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된 건물·공작물로, 기둥·보·슬래브·벽 등의 뼈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다리, 축대, 터널, 건물 등을 말하지만, 건축물이 도시 경관을 구성하는 가

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인공구조물 범위를 건축물5)로 제한하였

다. 하지만 수변공간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어진 단층 혹은 저층인공 구조물(편

의점, 화장실, 수변식당, 매표소 등)과 저층으로 분류되는 4층 이하 건축물은 개방

성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5)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1장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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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된다. 첫째는 광의의 범위로서 하

천, 호수, 해안 등 모든 유형의 수변공간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한강인접지역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본 연구의 사례적용 및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한강인접지역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로 

점점 고층화 되고 있으며 이는 수변조망의 사유화, 개방성 저하 및 시각적 차폐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협의의 범위로써 조망점을 중심으로 가로, 세로, 높이 500m 입방체를 연

구의 공간범위로 한다. 현재 한강축 경관기본관리구역에 따르면 한강 경계로부터 

약 500m내외를 한강축 경관기본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2011b) 

연구에 따르면 해안지역 문제 경관 발생지역이 500m 이내에 집중되어 있음을 밝

히면서 해안선으로부터 500m내외 구역을 해안경관 특별 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6) 또한 수변에 면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그 폭이 500m전후로 다양하고, 공

간적 범위가 500m보다 길어질 경우 고려해야할 건축물, 표고차 등 변수가 많아짐

에 따라 개방성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500m이상의 범위에 대한 

개방성 평가는 연속적 분석을 이용하여 측정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적 범위를 500m 

입방체로 설정하였다. 

6)  a. 해안선으로부터 500m 내외의 구역은 해안경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해안경관을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차별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국토해양부, 2011a).

   b. 또한 연안관리법에 따르면 연안 육역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제2

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으로서 해당 범위를 관리범위로 다루고 있다.(연안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2조)

   c. 조망거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망거리 500m 이내를 근경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중

경은 500~2000미터, 원경은 2000미터 이상으로 선정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11b). 본 연구는 

수변 인접지역의 건축물에 의해 인지하는 개방감에 관한 연구이므로 연구범위는 수변영역 

500m 이내를 연구범위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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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한강 경관기본관리구역

출처 : 권영상, 조상규(2011)

그림 Ⅰ-3.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

출처 : 국토해양부(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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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변공간 개방성지수 개발을 위해 기존 경관평가도구를 바탕으

로 1) 새로운 수변공간 개방성 평가지표를 제안하고, 2) 제안한 평가지표를 실제 

대상지를 사례로 분석하며, 3) 건축적 특징이 다른 90개의 가상공간에 대한 개방

성지수를 분석, 평가하여 4) 향후 수변공간에 활용 가능한 개방성지수를 제시하고

자 한다.

외부공간에서 개방성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시각적, 공간적 개방감을 나타낸다. 

이는 2차원이 아닌 3차원으로 인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입면에서 느껴지는 건축

물의 폭, 높이와 같은 조망대상의 규모와 시각회랑뿐만 아니라 조망점과 조망대상

간의 거리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실세계에서 건축물은 단순히 1열 배치로 동일한 

형태의 건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 규모의 건물이 중첩되어 나타

나는 경우도 있으며 입면의 형태도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을 평

가하기위해 1) 건축물 입면적을 나타내는 건축물 높이와 폭, 2) 건축물 개방지수

에 해당하는 건물 인동간격, 3) 3차원 인식을 반영하기 위한 조망점으로부터 거리

를 물리적 변수로 선정하였다.

앞에서 선정한 지표를 바탕으로 수변공간 개방성을 평가할 수 있는 4개의 대안

을 제안하였다. 각 대안은 2차원과 3차원 방법에서 접근하였으며 실제 사례지를 

대상으로 개방성 지수를 분석하고 90개의 건축적 특징이 다른 가상공간에 대해 

개방성지수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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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용어 정의

1.1 수변구역

수변구역에서 수변(水邊)7)의 사전적 의미는 ‘물가’로 바다, 강(하천), 호소와 

같이 물이 흐르거나 담겨져 있는 공간(water bodies)의 가장자리를 말하고, "수변

구역(水邊區域)"8)이라 함은 오염물질이 상수원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상

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하천인접지역에 설정하는 일종

의 완충지대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및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수변구역 지정기준은 특별

대책지역의 경우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특별대책지역외 지역은 하천․호소

의 경계로부터 1㎞ 이내로 되어 있고,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군사시설보

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과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취락지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된다. 

7) 일본건축학회 해양위원회(1998)에 의하면 ‘수변’은 수제선(수역(물)과 육역(땅)이 만나는 곳)

에 접하는 육역 주변 및 그것에 가까운 수역을 함께 포함하는 공간으로, 수제선을 사이에 

두고 양측 일정범위의 수역과 육역이 합쳐진, 두 가지 환경영역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공

간이기도 하다(국토해양부, 2010).

8)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

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수변지역의 특별대책지역은 하

천 호소 경계로부터 1km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하고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

천·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을 말한다(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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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천구역

하천구역에서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

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이란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
側) 토지,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 토지를 말한다. 이 외에도 하

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

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

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와,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

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

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그림Ⅱ-1).9)

1.3 수변공간

수변공간은 바다와 하천에 인접한 토지로서 도시생활자에게 혜택을 주는 공간

으로 도시의 오픈스페이스 기능과 그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생산 활동과 도

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이다.10)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장소이자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정지역과 계층에게 혜택과 피해가 편중되지 

않고 도시전체의 공정한 목적에 활용되어야 한다.11) 이러한 수변공간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시각적, 심리적 접근성은 수변공간의 장기적 

성공 요인이 된다.12) 특히 심리적, 시각적 접근성은 건축물 높이와 폭 등의 제한

을 통해 시각회랑 및 개방성을 확보함으로써 잠재적인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역할

을 한다.

하지만 수변공간의 개념은 연구분야와 대상유형에 따라 연안역(沿岸域), 코스탈 

에어리어(coastal area), 베이 에어리어(bay area), 수제역(水際域), 수제공간(水際空
間), 수변(水邊), 리버프런트(riverfront), 임해부(臨海部)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

변공간에 대한 개념은 아직 정립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13)

9) 하천법, 법률 제11194호, 제10조, 제1-6항, 2012

10) 진윤정, 김종인. 2001.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1) 어정현, 여홍구. 2008. p.121.

12) 양도식. 2007.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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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2009)에 의하면 수변공간은 강과 연계된 둔치와 제방안쪽 도시지역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둔치와 수변인접 도시공간의 재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

고 있으며, 권영상, 조민선(2010)은 수변공간의 범위를 제내지 도시지역, 제방, 제

외지 둔치공간으로 한정하였고, 수변의 공간구조, 토지이용, 경관 및 건축물/시설

물, 환경시설물을 수변공간의 계획 및 설계 대상이라고 하였다(그림 Ⅱ-1). 김항집

(2012)은 수변공간은 수제선(水際線)14)을 중심으로 수변과 인접한 둔치와 제방을 

넘어 하천 주변의 도시공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였으며, 오픈스페

이스로서의 기능은 물론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커뮤니티 형성 공간

이자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과 해안지역 등 수변 인접지역에서 인공건조물이 수변공간

에 미치는 개방성을 평가하고자 하므로 수변공간의 영역을 물과 육지가 만나는 

수제선 뿐 만 아니라 수역(하천 및 바다)과 인접하여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범위의 육역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한다. 따라서 수변에서 도시 방향으로 바라볼 

때 기준이 되는 조망점을 중심으로 육역으로 500m까지를 수변공간의 범위로 하였

으며 이는 권영상, 조민선(2010)이 제시한 수변공간과 범위와 유사하다.

그림 Ⅱ-1. 수변공간과 하천의 범위
출처 : 권영상, 조민선(2010)

13) 박세연, 이석현. 2011. p.201.

14) 수제선(水際線, waterline)은 공제선(空際線, skyline)과 대칭이 되는 용어로서, 강이나 호수, 

바다 등의 물(水)가를 말 하는데 바로 물과 땅이 닿아서 이루는 선(線)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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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변경관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

경적 특징15)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연경관과 인공경관16)으로 구분된

다. 수변의 경우 자연요소(근경의 물, 새, 물고기 등과 원경의 산악, 구릉, 산림)와 

인공요소(근경의 제방, 도로, 교량과 원경의 고층빌딩)를 동시에 포함하고 주 대상

이나 주변 요소에 따라 조망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부

분이 있으나17), 수변에서 바라보는 인공 및 자연환경을 수변경관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수변경관은 시선의 방향과 물 흐름의 방향을 연계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된다. 제방 위 등에서 하천의 흐름방향과 거의 직각으로 건너편 제방을 바라보는 

대안경(對岸景), 교량 위 등에서 하천의 흐름방향과 평행하게 하천을 바라보는 유

축경(流軸景), 하천공간 밖의 조금 높은 지점에서 하천을 한눈에 조망하는 부감경

(俯瞰景)으로 나뉜다.18)

15) 경관법, 법률 제10599호, 제2조, 제1항, 2012

16) 자연경관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경관을 의미하며, 지형에 따라 산림경간, 평야경관, 해

양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경관은 자연경관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손길이 닿은 

경관을 의미하며 도시경관과 농촌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임승빈, 2008).

17) 김경인, 김종하. 2005. p.2. 

18) a. 대안경(對岸景)은 제방 등에서 하천의 흐름과 직각방향으로 건너편을 조망하는 것으로, 

하천의 수면과 호안, 제방 등의 단면형상을 전경(前景)으로 근경에서 조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폭에 따라서 대안의 구성요소 들의 원근감이 느껴지는데, 대안의 건축물, 사람

의 활동 등을 회화적으로 감상하기에 좋은 구조이다. 

   b. 유축경(流軸景)은 다리 등에서 물 흐름과 평행하게 조망하는 것으로, 연속된 제방이나 호

안 등과 같은 선형이 축 경관을 형성한다. 유축경 에서는 물의 흐름과 양안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역동감 있는 하천경관을 느낄 수 있으며, 양안(특히 제방 위의)의 건축물이나 

가로수 들이 가까이에서부터 멀리까지 연속적인, 깊이감 있는 경관을 형성한다. 

   c. 부감경(俯瞰景)은 하천의 넓은 범위를 한눈에 조망하는 것으로, 이 경우 조망점은 필연적

으로 하천으로부터 떨어진 높은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하폭이 넓을수록 하천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감경에서 하천을 조망하게 되면, 하천의 존재감과 

스케일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지점은 주변 지역과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

문에, 향후에도 부감경을 조망하는 지점의 발굴과 정비가 요구된다(국토해양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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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수변경관 조망유형

출처 : 국토해양부(2010)

수변경관은 하천 폭원에 따라 각 경관요소들이 수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

고 수변에서 인지되는 공간적 범위 또한 다르다. 예를 들면 하폭이 좁은 수변에서

는 양안이 하나의 경관으로 인식되므로 양안의 통일된 경관형성이 요구되지만, 넓

은 하폭을 지닌 경우 양안은 각각의 다른 경관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전자와는 다

른 계획적 접근이 요구된다.

도시하천에서 하천 폭원에 비하여 연접한 건축물이나 산이 상대적으로 클 경우 

폐쇄감이 형성된다. 이는 다리나 대안(對岸)19)에서 조망할 때 조망앙각이 커지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앙각이 10∼30°이상이 되면 폐쇄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0) 하천 폭원이 100m 이하에서는 대안에 있는 사람의 활동이나 표정 등

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양안이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스케일이지만, 하천폭원

이 200m를 넘는 하천에서는 연접한 건축물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안과의 일체감은 상실되고, 근경에 있는 초지나 고수부지, 

다리 등 주변의 경관요소에 시선을 향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며, 원

경으로 조망되는 도시나 산의 스카이라인, 하늘을 바라보면서 개방감을 느끼게 된

다. 이처럼 하천폭원 100m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일 경우는 양안을 일체적 경

관으로 간주하고, 200m가 넘는 대하천은 대안의 하천보다는 해당 호안 측의 수변

19) 강, 호수, 바다 따위의 건너편에 있는 언덕이나 기슭

20) 메르텐스(Maertens)는 거리와 높이 비율에 관한 연구를 통해 D/H가 4(14°)일 때 건축물이 

원경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D/H가 3(18°)일 때 폐쇄감을 

느끼는 최소 비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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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수변경관에 대한 조망유형을 보면 하천 폭에 상관없이 3가지 유형

으로만 구분되고 있으며 이는 수변 인접지역의 고층건물 중심의 개발 형태를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으로 경관을 정비할 수 있는 새로운 경관

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5 개방성

‘열림’ 이나 ‘닫힘’은 순우리말로서 한자어로 ‘개방(開放)’ 과 ‘폐쇄(閉
鎖)’로 표현된다. ‘개방’이란 문이나 어떠한 공간 따위를 열어 자유롭게 드나

들고 이용하고 교류하게 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열어 놓음’, ‘열어둠’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즉 어떠한 경계를 중심으로 모든 면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

음을 의미하거나 혹은 경계의 약화, 경계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공간에서의 열림은 어떠한 경계를 기준으로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

의 전제조건으로서 작용하며, 즉 공간과 공간의 시각적인 열림, 인간과 공간의 소

통, 인간과 인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인 것이다.21)

이러한 개방성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중요한 경관지표로 입면도, 입면차폐

도, 입면건폐율, 조망차폐율, 선형 천공율이나 가시권과 관련된 가시영역이론

(Isovist Theory), 공간구문론(Space Syntax Theory)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입면차폐도와 조망차폐율 같은 경관지표는 근린수준보다는 도시경관 차원과 

대규모 필지개발의 주 원인이 되는 아파트 같은 집단 주거시설을 바탕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공간보다는 2차원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시영역이론 또한 가시면적, 가시길이 등의 지표를 측정하는 하

나의 방법이지만 적용범위가 작은 공간에 제한되고 평면적인 가시면적 측정에 그

치고 있다.22) 오늘날 하천변을 잠식하고 있는 주택단지는 점점 더 고층화되고 폐

쇄적 특징을 띄고 있다. 또한 근거리에서 느끼는 개방감과 원거리에서 느끼는 개

방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변경관 개방성 지표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도

시차원이라 할 수 있는 원거리(강 건너편)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

21) 이재영. 2011. pp.54-55. 

22) 김충식, 이인성. 2005.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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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개방성은 대안에서 느껴지는 원경의 건축물에 대한 개방성이 아닌 일상생활

을 영위하는 근린환경 차원에서 느껴지는 개방성을 의미한다.

2. 관련연구 동향

2.1 수변 및 도시경관 관리사례

2.1.1 영국 런던

런던시는 ‘런던조망경관관리체계(London Views Management Framework)’를 

통해 런던 고유의 경관을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런던파노라마(London 

Panoramas), 선형조망(Linear Views), 강변조망(River Prospects), 시가지 조망

(Townscape Views)을 중심으로 총 26개의 조망지점을 통해 경관관리를 하고 있다. 

런던 파노라마와 선형조망은 주로 세인트폴 대성당(St. Paul’s Cathedral)이 조망

대상이 되고, 시가지 조망은 런던타워(Towers of London), 그리고 강변조망은 테

임즈 강(River Thames)의 다리 위와 수변 산책로가 조망대상이 된다.

런던시는 조망시점(view point)과 조망대상(view target)간에 건물 높이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세인트폴 대성당과 웨스트민스턴 사원(Westminster Abby)이 경관

관리 중심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각 조망에 대해서 3개의 구역(시각회랑

-viewing corridor, 광각조망 협의구역-wider setting consultation area, 배경 협의

구역-background consultation area)을 설정하여 각각의 구역에 대해 높이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그림Ⅱ-3). 시각회랑이란 조망시점과 대상을 폭 300m로 잇는 쐐기

형 구역으로 조망점과 대상물의 표고를 지나는 평면이 설정되어 이 평면을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금지하고, 기존 부적격건축물에 대해서는 개

축시에 적용하고 있다. 광각조망 협의구역은 시각회랑 양측에 퍼져있는 구역으로, 

빌딩사이로 랜드마크가 협소하게 보이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한 넓이를 가지고 랜

드마크를 조망하기 위해 지정한다. 웨스트민스턴 사원은 시각회랑 폭과 동일한 

300m를 유지하지만 세인트폴 대성당은 그 폭이 440m로 확대된다. 배경협의구역은 

조망시점에서 바라볼 때 대상물의 배후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하고, 그 깊이는 

2.5~4km로 설정되어 있다. 배경협의구역의 목적은 랜드마크 뒤에 병풍처럼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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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랜드마크 자체의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 구

역 내에서는 엄밀한 높이 제한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시각회랑 내의 고도 규제치

를 넘는 개발에 대해서는 억제하며, 랜드마크의 조망을 저해하지 않도록 협의에 

의한 유도가 이루어진다.23)

그림 Ⅱ-3. 건축물 높이규제를 위한 시각회랑 구성요소

자료 : City of London Tall Buildings Evidence Paper(2010), 재구성

23) City of London(2010),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포럼(2004), 이상민, 서남희(2010). 내용 발췌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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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프랑스 파리

파리시는 세 종류의 높이규제를 통해 도시경관을 관리한다. 첫째는 가로와 관련

하여 건축물 높이와 지붕구배를 제한하는 건물윤곽규제(gabarit)이고, 두 번째로 

건축물 전체의 높이를 규제하는 고도계획(plan de hauteurs)인데 이는 높이제한에 

따라 15m, 18m, 25m, 31m, 37m, 50m, 180m 등 7개 구역으로 분류된다. 세 번째

는 조망경관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높이를 규제하는 휴조(fuseaux)24)가 있다(그림 

Ⅱ-4).

휴조는 몽파르나스타워 같은 고층건물이 특별히 보호해야할 대상이나 가치있는 

경관에 등장하여 경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파리의 일상적 경관에서 역사성

을 느낄 수 있는 ‘볼만한 곳’, ‘보여주고 싶은 곳’을 도시구조 차원에서 보전

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대상이 되는 역사적 건조물(또는 건물 군)을 관찰자가 양

호한 조망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물 전면부 뿐만 아니라 건물 배후에 들어서는 

건물의 고도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건물 윤곽선 양단과 관찰자를 연결한 두 

직선이 형성하는 평면과 그 지표면에 투영된 것이 형성하는 입체, 즉, 방추형 투

시체 내에 건물을 집어넣으면 가능하다. 휴조를 위한 고도 산정은 지표면을 기준

으로 할 경우 등고선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 도면상에서의 표현이 복잡하기 때

문에 프랑스 일반 수준점(NGF: Service du Nivellement General de la France)을 

기준으로 하는 ‘표고’시스템으로 표기한다. 이러한 규제는 역사적 기념물 조망

을 저해하는 건조물이 건설되지 않도록 하여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휴조

에는 파노라마(panoramiques)25) 경관보존, 퍼스펙티브(perspective) 조망보존, 통로

(echappees)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파노라마는 역사적 시가지나 역사적 건물군 

사이의 전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고, 퍼스펙티브는 하나 혹은 다수의 조망점에

서 역사적 기념물이나 경승지를 조망할 때 경관을 저해하는 건조물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로는 담이나 도로에서 보이는 조망대상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며, 규제대상은 조망대상의 전경이 된다.26)

24) 프랑스는 경승지에 대한 보전을 위해 1930년 경승지(site)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43년

에는 역사적 기념물 주변에 대한 보전을 제도화 하여 등록된 역사적 기념물 주변의 500m에 

대해서 경관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로는 몽파르나스 타워건설과 같은 고층건

물에 대한 규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1977년 토지점용계획에 조화로운 경관의 종합적 보존시

스템이 고안·채택되었다.

25) 개선문의 경우 휴조 폭을 개선문 지점에서 건축과 도로 폭인 50m에 그치지 않고 800m까지 

열려져 ‘파노라마’ 경관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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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파리 도심부 고도규제구역 및 휴조(fuseaux) 지정구역 

자료 : http://www.paris.fr, 재구성

 

 2.1.3 호주 시드니 - 달링하버(Darling Harbour)

시드니 달링하버는 과거 대단위 공업지대로 상업 및 경제 중심지였으며, 방직・
곡물・석탄 등을 운반하는 선박 터미널이 위치하였지만 19세기 후반 시설 노후화 

및 운송수단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을 상실하였다. 이에 주정부는 달링하버 지구를 

“위락형 해양관광 항구의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을 목표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

였고, 지난 150년간 접근이 차단되었던 수변은 재개발을 통해 친수공간으로 거듭

났다.

달링하버는 수변조망이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변과 도심의 급격한 

스카이라인 차이를 지양하기 위해 건물 높이를 규제하고 있다. 수변 인접지역에는 

저층을 주로 배치하고, 주변으로 중·고층 구간을 지정하여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

26)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포럼(2004). 내용발췌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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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조성하였다. 또한 다양한 건물디자인 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활력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였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방적인 입면디자인을 유도

하였다. 이를 통해 달링하버의 어느 구역에서든 수변이 조망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였으며, 수변과 배후도심의 조화롭고 친밀감 있는 경관이 조성되도록 계획

하였다. 모든 수변은 산책로를 우선하여 조성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계

획하고, 달링하버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걸쳐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공공의 

이용성을 향상시키고 개방적인 경관을 창출하였다.27)

달링하버 우측 바랑가루(Barangaroo)지구는 22헥타르에 달하는 수변지역으로 최

근 도시재생프로젝트 일환으로 3개 구역(공원, 저층 주거 및 상업 지역, 고층건물 

지역)으로 구분하여 재정비하고 있다. 이 지역은 고밀도 개발로부터 공공성을 회

복하기 위해 공원 구역을 따로 지정하여 녹지를 확보하고 수변에 인접한 건축물

에 대해 폭,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한다. 특히 수변공간의 휴먼스케일(human 

scale)을 유지하기 위해 바랑가루 중심(Barangaroo Central) 구역에서 수변에 면한 

건축물은 6층(건축선 후퇴 시 7층)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을 

피하기 위해 일부 건축물은 8층까지 허가하고 있다.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지붕

선의 최고높이를 41.5m로 제한하고 있지만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계획은 승

인되지 않으며, 지붕선은 20m부터 41.5m까지 보기 좋은 기복형태를 이루도록 제

안하고 있다.

 
그림 Ⅱ-5. 주상복합건축물의 다양한 스카이라인

출처 : City of Sydney(2010)

27) 권영상, 조상규(2011). 내용발췌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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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나의 블록에 위압적인 건축물이 연속으로 배치되어 시각적으로 위압감

을 주거나 시각회랑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단위로 가용 가능한 연면적

을 지정한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같이 고층건물이 들어선 지역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시각적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높이 45m, 폭 60m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높

이에 따라 건축물 폭을 제한하고 있으며 도로에 면한 벽체의 높이는 45m를 초과

할 수 없고, 그 이상은 8m이상의 건축선 후퇴가 요구된다.28)

그림 Ⅱ-6. 건축물 높이에 따른 단 후퇴와 적용방안

출처 : City of sydney(2010)

2.1.4 캐나다 넬슨

캐나다 넬슨 시는 수변공간의 개발과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해 지속가능한 수변

공간과 도심 마스터플랜(Sustainable Waterfront and Downtown Master Plan)에 따

라 총 9개 구역29)에 주거, 상업, 녹지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 마스터플랜에서는 

공공영역과 개발구역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통해 오픈스페이스, 건축물, 도

로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공한다. 

도로 관련 지침에서는 도심과 수변공간의 연결 및 연속성 그리고 공공성을 높

이기 위해 쿨데삭(Cul-de-sacs) 형태의 도로를 지양하고, 건축물의 경우 공공영역

과 도시풍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높이, 규모, 부피, 건축선 후퇴 등 다양

28) City of sydney(2010). 내용발췌 및 요약 

29) 도심지를 중심으로 Baker Street District, Vernon Street District, Victoria Street District, 

Front/Lake Street District, Railtown District 등 5개 구역과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Waterfront 

West District, Waterfront Central District, Waterfront Lakeside&East District, Waterfront 

North Shore District 등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개발 및 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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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건축물 높이는 조망(view)과, 시선(sight 

line)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스케일을 유지하고 도심에서 수변공간으로의 

조망을 막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해안선으로부터 30m이내에 위치한 건물의 높

이는 10.5m 이하, Waterfront Central & Western Districts는 14m 이하로 제한하

며, 건폐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50%이하, 상업 및 경공업 시설의 경우 8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공공통행로에 면한 건축물 폭은 공동주택의 경우 최고 75m, 상업 

및 경공업 시설은 180m까지 허용한다. 또한 재건축이나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

선에서 3-6m 건축선 후퇴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공공 통행로의 쾌적성과 사용가

능한 오픈스페이스 면적을 높이고 있다.30)

그림 Ⅱ-7. 넬슨시 수변공간 건축물 높이 적용방안

출처 : City of Nelson(2011)

30) City of Nelson(2011). 내용 발췌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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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미국 샌프란시스코 – 샌프란시스코 만(San Francisco Bay)

미국 샌프란시스코 만을 관리하는 BCDC(Bay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mmission)지침은 모든 해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해안으로의 물리적 시각적 접근성(physical public access, 

visual physical access)을 포함하고. 특히 시각적 또는 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은 공공의 영역이라 느낄 수(feels public)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각회랑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요소가 되는 시설물은 최대한 방지하며 공공 

어메니티를 높일 수 있는 시설물(예)kiosk)을 경우에 따라 허가하기도 한다.31) 

또한 수변공간의 공적인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평균고조(mean high tide)로부터 

100foot 이내 지역을 공공영역(Public Realm)으로 지정하고 공공을 위한 장소로 활

용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는 공원, 산책로, 트레일, 광장, 놀이터, 주차장, 조망대 

등 다양한 여가시설 조성이 조성되어 공공의 접근과 이용증진을 높이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에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변지역은 

일반적으로 주택용지를 허가하지 않으며 Fisherman’s Wharf와 Southern 

Waterfront32)는 주택용지 뿐 만 아니라 사무실 용지도 허가하지 않는다.

그림 Ⅱ-8. 샌프란시스코 ‘Public Realm’ 범위

출처 : San Francisco Bay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mmission(2005)

31) San Francisco Bay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mmission(2000, 2005). 내용 발췌 및 요

약

32) 샌프란시스코 주는 San Francisco Bay를 지형 및 용도의 특징에 따라 세 지역(Fisherman’s 

Wharf, Northeastern Waterfront, Southern Waterfront)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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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영국 플리머스 - 더 호(The Hoe)

영국의 남서쪽에 위치한 플리머스(Plymouth)는 수변공간이 다양한 용도로 활성

화되어 있는 항구도시이다. 도시의 남쪽에 위치한 호 지역(The Hoe Area)은 역사

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수공간과 도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며, 중심부는 녹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 공간은 플리머스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 지역으로서 역사자원

이 풍부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중요한 관광자원이며, 주변으로는 주거, 상업, 공

업, 업무지구 및 군사시설 등 다양한 토지이용이 나타난다. 

그림 Ⅱ-9. 플리머스 The Hoe Conservation Area 건축물 높이

자료 : Plymouth City Council(2009), 재구성

플리머스는 최근 개발 압박으로부터 이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시 수변공

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접근성 및 개방성, 건축환경, 공공 공간 등 다양한 측면에

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주변 토지이용은 주거지역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사이사이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다. 주거지역의 경우 1층에서 최고 6층까지 다양한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

지만 주로 3~4층 높이의 건축물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이는 이곳의 개방감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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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격을 유지・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그림 Ⅱ-9).

 또한 아르마다 대로변으로는 카페 같은 상업시설이 위치하여 도시 중심부의 

인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도시 중심부(City Centre)에서부터 이어지는 약 

1km 길이의 아르마다 대로(Armada Way)는 그 폭이 약 50m로 도시와 호를 연결

하면서 접근성을 제공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연결뿐

만 아니라 중간 중간 도로에 의해 단절된 공간을 시각적으로 연결해주면서 도시

와 수변공간을 유기적으로 소통시켜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준다. 물리적, 시각적 

축을 형성하는 아르마다 대로는 연접한 녹지와 함께 해안가 및 도시로의 개방감 

형성에 주요 역할을 한다(그림 Ⅱ-10).

그림 Ⅱ-10. 수변과 도심을 연결하는 시각회랑(Armada Way)

자료 : 구글 지도

2.1.7 소결

도시 공간 및 수변공간에서 도시경관 관리사례를 살펴보면, 런던과 파리는 시각

회랑과 휴조제도를 통해 도시의 주요 조망대상을 보호하고 있으며, 각 시가 정하

는 시각회랑의 좌・우, 전・후 배경에 들어오는 건축물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관리한다. 샌프란시스코는 토지용도를 제한하고 건축선 후퇴를 통해 수변

공간 공공성을 확보하였고, 넬슨 시는 건축물 높이제한을 통해 수변공간의 개방감

을 확보하였다. 또한 시드니 달링하버는 수변지역의 넓은 녹지 확보를 통해 공간

의 공공성 및 개방감을 확보하였으며 달링하버의 바랑가루 지구는 건축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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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 건폐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다. 플리머스는 건축물 높이뿐만 

아니라 적절한 녹지계획을 통해 물리적 접근과 시각적 개방감을 모두 확보하여 

연결 및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약 1km 떨어져 있는 도시중심지로부터 시민을 유도

하고 있으며 이는 수변공간에 대한 물리적·시각적·심리적 접근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경관관리 방안은 서로 다르지만 주로 건축물 높이와 폭 

등 건물 규모가 주된 규제사항임을 알 수 있고, 건축물 사이의 시각회랑을 확보함

으로써 시각적 연결성을 높여 공간과 공간의 활성화를 증대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수변공간 관련연구

수변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크게 도시 활성화를 위한 수변지구 재생 및 개발과, 수변공간 디자인 

방향, 그리고 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수

변지구 재생 및 개발방향에 관해서는 주로 수변공간을 도시공간으로 확장시킴으

로써 지역과 지역의 연결성을 피력하고 있다.

진윤정, 김종인(2001)은 도시수변공간의 점, 선, 면적 역할을 구분하였고, 조망 

및 친수공간 확보와 도시의 연속성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주장하여 

수변공간 계획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영호, 이현주(2003)는 하천, 강, 바다 등 다양한 수변공간에 인접한 주거지를 

대상으로 수변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의식평가를 통해 거주환경으로서 수변공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워터프런트 주거단지 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였다.

양도식(2007)은 도시수변공간 조성에 영향을 주는‘도시디자인 요소’를 파악하

였고 수변형태, 건축환경, 이벤트/프로그램, 이용자, 물 등 5가지 요소가 성공적인 

도시수변공간을 위한 기본 요소라고 하였다. 바람직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도심과 수변의 접근성과 연

결성 및 수변형태는 수변공간의 장기적인 성공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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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현, 여홍구(2008)는 파리 세느강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 측면에서 수변공간 

계획에 대해 연구하였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워터프런트 공간구성 요소로서 접

근성과 근접성, 건축환경, 오픈스페이스 조성,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최정희 외2명(2009)은 우리나라 수변공간 관련 연구가 프로젝트 중심의 ‘점’

적 역할에 머물러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뉴욕시 사례를 통해 수변공간 연구시각

을 도시차원(면, urban scale)과 지역차원(선, regional scale)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

다고 하였다.

김민선 외3인(2010)은 전문가와 실제 이용자들 간에 수변공간 도시설계요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문헌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수변공간 도시설계요소를 

접근성, 공공공간에서의 활동, 수변공간의 정체성, 환경개선, 도시맥락 등 다섯 가

지 요소로 도출하였으며 특히 접근성(접근수단, 접근보조시설)을 가장 중요시 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권영상, 조민선(2011)은 도시수변공간에서 공공공간배치와 토지이용구성의 분석 

등 건축물 외관이나 하천변 시설물 같은 요소의 문제보다 구조적 측면에서 수변

경관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수변 인접지역의 공공공간배치는 도시

와 수변을 연결시키고 개방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공공건축물의 경

우 외부공간이 수변공간을 바라보는 형식을 통해 수변경관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 고밀도 개발로 인해 수변경관의 폐쇄

성을 높이며 특히 주거지역은 획일적인 경관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수변공간 관련연구는 주로 수변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

석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경관관리방안을 위한 규제나 평가방법 제시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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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방성 관련연구

개방성과 관련된 주제는 주로 일조, 조망, 천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도시

경관관리 측면에서는 주로 산과 문화재 같은 공공조망을 대상으로 경관지표 분석

이 이루어지거나 공동주택단지 특성에 따른 개방성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은 한강연접지역의 도시경관 문제점 분석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한강변 고층아파트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한강

변 토목구조물의 경관지침과 수변공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관관리 

방안으로서 ‘입면적 규제’, ‘입면차폐도 규제’, ‘시각회랑 확보비율’등을 

제시하였다.

신지훈(2003)은 경관관리를 위해 5개의 경관지표33)를 선정하고 그 중 건축물 차

폐감 완화 및 배치방향에 따른 선호도와 경관미 값 분석을 통해 적정 개방지수를 

분석하였다.

김기호, 윤정재(2004)는 기존 입면차폐도를 이용한 경관보호의 한계점을 지적하

면서 3차원 공간을 2차원으로 변환하는 투시투영방식을 이용하여 근거리(100m)에

서 느끼는 주거단지 차폐도를 연구하였다.

김광호, 김병선(2004)은 아파트 조망권에 관한 연구를 통해 조망권을 단순히 개

방성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주변 건축물과의 거리에 따른 인식과 

개방감 그리고 층에 대한 인식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충식, 이인성(2005)은 관악구 신림로를 중심으로 Isovist 기법을 이용하여 주변

에 가시 가능한 경관대상(인공 및 자연요소)을 분석하였다. 관악구 신림로를 따라 

30m마다 가시율, 가시거리, 가시용적34)을 측정하였으며, 가까이 위치한 인공구조

물은 가시율이 높지만 가시거리와 가시용적이 낮다고 하였다. 또한 가시거리와 가

시용적의 측정을 통해 기존의 2차원 분석(가시율)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경관의 

민감한 변화에 대해 파악할 수 있고, 시각적 개방감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33) 주요 조망대상 조망보호, 스카이라인 조화, 건축물 차폐감 완화, 건축물 위압감 완화, 건축물 

스카이라인 변화 등 총 5개 경관지표에 관하여 경관미 값 및 선호경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허용한계치와 경관지표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34) 가시용적은 관찰자와 경관구성요소사이에 형성되는 3차원 빈공간의 크기를 의미하며, 가시

용적이 클수록 시점과 가시대상간의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시각적 개방감과 깊이감이 증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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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이주아, 구자훈(2006)은 건축물 높이규제 방식에 따른 가로경관의 개방감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도로사선제한과 최고높이제한 등 규제방식에 따른 대지특성 및 건

축물의 형태규제요소가 시각 차폐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재영, 최윤경, 전영훈(2010)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주거단지와 도시가 만나

는 경계공간의 개방적 환경에 대한 개방성 평가지표(기초지표, 개별지표, 종합성지

표)를 새롭게 제안하였으며 경계공간의 공간구성이 주거단지의 개방성을 결정하는

데 주요 요인이라고 하였다.

Zacharias(1999)는 도시자연경관의 쾌적한 관리를 위해 벤쿠버 로열산

(Vancouver, Mount royal)을 대상으로 시각회랑 너비에 따른 선호도 조사를 하였

다. 동일한 입면차폐도에서 건축물 높이와 인동간격(3:2:1.75:1.25:1)을 각각 다르게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조사결과 인동간격을 동일하게(건물사이의 거리비가 1:1:1) 

유지하여 많은 시각회랑을 확보하는 것보다 한쪽은 좁다 하더라도 다른 구간에 

넓은 시각회랑을 조성할 때 선호도가 높다고 하였다.

Fisher-Gewirtzman et al.(2003)은 도시공간에 대한 분석이 도시 및 지역적 차원

에서 주로 이루어짐을 비판하면서 건축물, 블록(city block), 근린수준

(neighborhood)에서 개방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3차원 측면에서 건

축 밀도에 따른 공간 개방성 지수(SOI: Spatial Openness Index)를 분석하였다.

Tveit(2009)는 시각규모(visual scale)35)와 관련하여 노르웨이 농촌경관을 대상으

로 개방감이 다른 사진을 이용하여 경관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개방성

이 50~70%사이일 때 가장 선호도가 높으며 이는 경관 설계 시 적절한 반영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개방지수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목적에 따른 지

표 설정 및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표 Ⅱ-1).

35) Tveit(2009)는 연구에서 시각규모(visual scale)는 경관 공간(landscape room)과 가시성, 오픈성 

등을 반영하며 경관선호도 요인을 결정하는데 중요 인자라고 보았고, 경관의 시각적 표현은 

미학적 평가, 웰빙, 그리고 건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관 

선호도와 시각규모의 관계성 조사를 통해 경관변화에 대한 예측 및 계획이 이루어 져야 한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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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경관 평가유형 종류

분

류
연구자 연구주제 개방요소 및 방법

도

시

및

지

역

차

원

서울시정연구원

(1994)

한강연접지역 경관 문제점 

및 경관관리지침개발

지표 : 입면적, 차폐도, 시각회랑

방법 : 입면차폐도

신지훈(2003) 도시경관을 위한 지표설정
지표 : 건물 높이, 건물 인동간격, 배치각도

방법 : 건축물 개방지수

김충식, 

이인성(2005)

3차원 지표측정 시스템 개

발

지표 : 시점과 대상의 가시거리, 가시용적

방법 : 3차원 Isovist

Zacharias, J.(1999)
시각회랑에 따른 선호도 조

사

지표 : 건축물 높이, 시각회랑 너비

방법 : 시각회랑

Tveit, M. S.(2009)
개방감에 따른 농촌경관 선

호도 조사

지표 : 식재

방법 : 입면에 대한 식물 차폐도(%)

근

린

차

원

김기호, 

윤정재(2004)

투시투영기법을 적용한 차

폐도 연구

지표 : 대상과의 거리, 건물 높이, 건물배치

방법 : 투시투영차폐도

이주아 

구자훈(2006)
건축물 높이에 따른 차폐감

지표 : 높이, 건폐율, 용적률, 대지세장비

방법 : 천공차폐율

이재영, 최윤경, 

전영훈(2010)

도시와 아파트 경계면의 개

방성 평가지표 연구

지표 : 건폐율, 용적률, 층수, 조망거리

방법 : 물리적 개방지수, 물리적 접근지수

Fisher-Gewirtzman,  

D et al.(2003)

건축물 밀도에 따른 개방성 

지수 조사

지표 : 건축물 폭, 밀도, 배치형태 (높이, 블

록안의 건축물 연면적 동일)

방법 : 개방 형태에 따른 선호도조사

분석 규모는 크게 도시차원과 근린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근린차원에서는 

투시투영차폐도, 천공차폐율 등 3차원 분석방법이 주로 사용되었고 도시차원에서

는 Isovist를 제외하고 대부분 2차원 분석방법이 이용되었다. 각각의 연구에서 개

방성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요소를 보면 건축물 높이, 폭, 인동간격으로 

주로 조망대상을 중심으로 지표가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3차원 분석에서는 조

망점과 조망대상간의 거리, 건물배치형태가 추가적인 평가요소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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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방성 평가도구 고찰 및 수변공간 개방성지표 개발

본 장에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개방성 평가도구를 고찰하고 기존 평가도구

가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사안들을 살펴본 후 수변공간 개방성을 정량적으로 분

석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1. 개방성 평가도구 고찰

1.1 입면 차폐도(立面 遮蔽度)

입면 차폐도는 주요 조망 축 방향에서 개방감과 시각통로 확보를 목적으로 하

는 것으로 경관의 조망축 방향 투영입면적(D×H)의 합계(A)를 대지 최장길이(L)로 

나눈 값으로서, 대지의 최장 길이는 주요 조망축 방향과 직교하는 직선 길이로 하

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그림 Ⅲ-1).

a. 면적 산정방식

입면차폐도 = 조망방향 투영입면적 합계(A) / 대지 최장길이(L)

b. 입면차폐도 산정방식

그림 Ⅲ-1. 입면차폐도 산정 모식도

출처 : 이승우(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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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 차폐도는 산정방식이 간단하여 단지차원의 차폐규제가 가능한 지표이나, 

조망축이라는 관찰자 시점별 혹은 대지 형상별로 여러 가지 지표값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평균적 수준의 지표 값 선정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길이에 대한 면적비

로서 입면적이 동일하다고 해도 실제 근린수준에서 체감하는 개방감은 많은 차이

를 보일 수 있고, 조망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수변공간의 

경우 수변으로부터 건물의 이격 정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이용자

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개방감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Ⅲ-2).

a. 입면. 주동의 입면차폐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배치 방법에 따라 시각회랑을 가로막는 
등 실제 근린수준에서 체감하는 개방감은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b. 평면. 입면차폐도의 경우 수변으로부터의 거리(d1, d2)가 달라도 값은 동일하게 나
타나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림 Ⅲ-2. 입면차폐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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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축물 개방지수

입면차폐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제안한 건축물 개방지

수는 ‘건축물 차폐감 완화를 위해 강변 혹은 주요 도로변에서 차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단지의 깊이 값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파악한데서 출발

하였다. 이는 기존 입면차폐도 개념에서 한강에 연접한 단지의 폭 만을 계산하고 

깊이 값에 따른 왜곡 가능성을 제거한 ‘개방지수’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

으며, 건축물 높이별로 그 선호도는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개방지수의 측정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차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

는 단지를 제외한 단지 전면의 개방부 합을 단지 길이로 나눈 값으로, 백분율로 

표시 한다(그림 Ⅲ-3).

개방지수 = {(단지전면 폭) - (단지전면에 노출된 건물입면 폭의 합)} ÷ (단지전면 폭) × 100

         = (단지내 개방부 합 ÷ 단지전면 폭) × 100

그림 Ⅲ-3. 건축물 개방지수 개념도 및 산정식

출처 : 이찬희(2010), 임승빈(2008)

하지만 이 역시 건축물 높이를 반영하지 않고 조망점과 조망대상간의 거리를 

반영하지 않으며, 단지내부의 다른 건축물에 의한 차폐여부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

에 실제 사람이 느끼는 개방감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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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차폐율 

 = 주동 투영입면적 ÷ 조망면적 × 100

 = {(A1 + A2 + A3) ÷ (W×H)} × 100

H : 조망차폐율 적용구간 내 가장 높은 건축물 

높이(옥탑부 제외)

W : 조망차폐율 적용구간 길이

그림 Ⅲ-4. 조망차폐도 개념도 및 산정식

출처 : 이찬희(2010)

1.3 조망 차폐율

조망차폐율은 국토연구원에서 제안한 지표로서‘조망면에 대한 주동 투영입면

적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공동주택단지를 조망하는 기회가 가장 많은 방향에 

설정하는 가상의 축’을 주 조망축으로 설정하고‘주 조망축 방향 단지 경계선에 

설정된 가상 수직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투영된 주동의 입면적’을 투영입면적으

로 하여 단지 길이와 높이에 대한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서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그림Ⅲ-4).36)

조망차폐율은 조망면 넓이(W×H)가 절대적인 높이가 아닌 단지 최상층 높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계획에서도 주거동 중 어느 한 동의 층수를 높일 

경우 조망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조망 차폐율 값이 낮아지게 되는 비합리성이 있

다.

36) 이찬희. 2010.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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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차원 공간의 가시영역(회색 영역) b. 3차원 공간의 가시영역

그림 Ⅲ-5. 공간 차원에 따른 가시영역

출처 : a. Benedikt(1979), b. Fisher-Gewirtzman 외(2005)

1.4 시각회랑, 통경축

통경축은 시각회랑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시각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공통점

이 있다. 시각회랑은 조망점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개념으로서 선형으로 연속된 가

시영역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통경축은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주요 경관거점과 

거점을 상호 연결하여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경관축을 형성하는 개념이

라 말할 수 있다.37)

1.5 ISOVIST(가시영역)

Benedikt(1979)에 의해 체계화된 Isovist는 한 점에서 가시 가능한 영역을 측정하

는 것으로, 공간속에서 시각에 의한 지각·인지를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사람이 인지하는 공간은 주위의 벽면·차폐물들에 의해서 정의되므로, 관찰자 위치

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주변 환경을 가시영역이라고 한다(그림 Ⅲ-5).

초기 Isovist 개념은 2차원 공간의 평면적 분석방법으로 입체적인 가시율을 분석 

할 수 없었다. 최근에 사용되는 3차원 분석 방법인 3D-Isovist는 입체적인 조망에 

관한 정의로서 어느 한 지점에서 360도 방향으로 잠재적으로 가시 가능한 영역에 

대한 분석이다(그림 Ⅲ-5-b).38) 이는 주로 광선추적기법(Ray Tracing)39)을 통해 이

37) 임승빈. 2008.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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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가시 영역은 건물사이에서 볼 수 있는 잠재적 조망 분석을 통해 공간의 

부피로 산정한다. 하지만 기존 입면차폐도와 달리 일정한 단지를 정형화된 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점에서 보이는 모든 가시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수식이 복잡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조망 가능한 반 

구체 영역에 대한 기준이나 조망점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연구

자에 따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산정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등 3차원 분

석방법은 아직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40)

그림 Ⅲ-6. 3D-Isovist 가시영역

출처 : M. Eugenio, R. Carlo(2009)

38) Fisher-Gewirtzman et al.(2003)은 가시영역 측정을 위한 공간적 범위를 반구로 설정하고, 조

망점에서 잠재적으로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의 체적을 공간개방성 지수(SOI : Spatial 

Openness Index)라고 정의하였다. 

39) 한 지점에서 빛을 쏘았을 때 그 빛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이용하는 것으로, 빛을 가상의 

선으로 가정할 때 이 선들의 합으로 면적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전범석 외2인(2011)). 연구

자에 따라 lines of sight, eyesight ray 등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

은 조망점에서 조망대상 또는 구체에 도달하는 선을 의미한다.

40) 3D Isovist 분석에 있어서 김충식(2005)은 AutoCAD를 이용하였고, Fisher-Gewirtzman and 

Wagner(2003)는 JAVA applet의 3D VRML(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를 사용하였으

며, Fisher-Gewirtzman et al.(2005)은 MATLAB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The SOI automated 

model을, M. Eugenio, R. Carlo(2009)는 GIS를 이용하여 3D-Isovist를 분석하는 등 연구자에 

따라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분석방법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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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개방성 평가도구 종류와 특징

구분 평가지표 분석목표 분석방법 특성
장점

비고
단점

개
방
성
 관
련
 지
표

입면적
건축물의 

위압감방지

입면적(A)

= 높이(H) × 벽면직선거리(D)

건물의 높이와 폭의 연동규제 

가능 2차원

여러 방향에서의 측정이 요구됨

입면 

차폐도

조망 방향의 

개방감 및 

시각통로 확보

입면차폐도(%)

=[(조망방향 투영면적 합계(A) / 

단지최장길이(L) × 100

단지차원의 차폐규제 가능

2차원산정 범위와 조망 축 설정이 

임의적임

입면 

건폐율

외부공간의 

시각적 개방성 

확보

입면건폐율

= ∑(주동등가직경×주동높이) / 

부지면적

단지차원의 차폐규제가능

2차원주거동의 형태보정을 통한 

산정방법이 복잡

조망 

차폐율

조망방향 

개방성 확보

조망차폐율

=조망방향 투영입면적합(A) / 

(조망방향직선길이 × 최고높이

산정방식 간단

2차원최고높이에 따라 차폐율 값이 

달라져 산출방식 비합리적

시각 

회랑

통과시선확보

로 주변 연계
시각통로의 확보 유무와 폭

확실한 시각통로 확보
2차원

소규모단지: 적용에 한계

투시투영입

면차폐도

입면차폐도의 

3차원적 보완

투시투영입면차폐도

=투시투영입면적의합 / 투시투

영된 단지 전면길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차폐감에 

근접
3차원

산출과정이 복잡하며, 시점에 

관한 객관화 부족

천공 

차폐율

근거리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

일정시점에서 바라볼 때 전체 

천공량 중 건축물에 의해 가려

지는 천공의 차폐량

시점과 건축물의 거리에 따라 

차폐면적 산출
3차원

정확도를 위한 전산화 작업 

필요

선형 

천공률

가로의 연속성 

있는 경관 

규정

건물과 천공의 비율을 정하여 

건물의 볼륨을 제한

가로에서의 적정볼륨과 연속적 

경관 규정
3차원

산정과정의 복잡함과 구체적 

검증방법의 연구필요

3D

Isovist

3차원 공간의 

가시영역 분석

도시공간에서 또는 건축공간에

서 가시 가능한 영역을 공간의 

부피로 산정

잠재적 가시영역 산출

3차원산정과정의 복잡함과 통일된 

연구방법이 필요

a. 참고 : 이재영(2010)의 표(Ⅰ-5) 참고

b. 이재영(2010) 표에서 주거단지 내부 공간과 관련한 개방성 지표 제외

c. 3차원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3D-Isovist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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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결

이 외에도 입면건폐율, 천공차폐율, 선형천공률 등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기존 평가도구를 이용한 산정방법은 공간적 차원과 조망 거리에 따라 구분

해 볼 수 있는데, 입면의 차폐도를 주로 분석하는 2차원 접근과, 조망거리를 포함

한 3차원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2차원 접근은 주로 조망대상에 관한 원경 차원의 지표로서, 근린환경에서의 인

간 척도의 기준과 실제로 느끼는 공간감이 배제되기 때문에 근린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의미로 평가하기 힘들다.41) 특히 공간을 인지하게 해주는 

주변 요소는 대부분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2차원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가시영역 분석에서는 조망점과 대상과의 거리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입체

적이고 반투명한 공간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이 어렵다.42)

3차원적 분석방법은 원거리에서 느끼는 차폐감보다 근거리에서 느끼는 개방감

을 산정하기 위해 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계산과정이 복잡하고 연구대상이 주로 

하나의 주거단지에 한정되어 있어 일정영역 이상의 공간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

이 많다. 투시투영 차폐도는 제시하는 시점에 대한 상세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조망시점이 100m로 정해져 있어 불특정 시점 및 거리에 따른 분석이 어렵다. 천

공 차폐율의 경우 시점으로부터 거리를 감안하여 차폐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선과 평면의 교차여부를 일일이 판별해야하기 때문에 수작업으

로는 어렵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각도의 간격을 줄일 경우 계산과정이 더욱 길

어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43)

기존 연구가 주로 100m 이하 또는 1000m 이상의 조망점에서 개방감 측정이 이

루어 졌다는 점을 볼 때, 그 중간영역(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500m로 설정

하였다.)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수변공간은 

한 시점에서 공간을 인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시점에서 경험하게 되는 공간

이므로,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방성 평가방법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41) 이재영. 2011. p.68.

42) 최윤경, 김영준. 2010. p.53.

43) 김기호. 2004.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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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변공간 개방성지수 개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개방성 평가지표는 기존 방법에서 반영하지 못한 

내용(주동 배후지역의 건물에 의한 차폐여부, 산출방법의 편이성, 주동 최고높이에 

따른 값의 변화)을 반영하여 2차원과 3차원 평가방법 등 총 4개 대안을 제안하였

다.

개방성 평가를 위한 각각의 가시영역 측정은 광선추적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다. 하나의 조망점을 중심으로 360°방향으로 보이는 모든 가시영역을 측정하는 

방법은 시점에 대한 상세한 기준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시점의 객관화 및 불특정 

다수의 시점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선추적기법을 바탕으

로 하나의 지점에서 하나의 평행광선을 그어 각 선의 합을 이용하여 가시영역을 

측정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500m 입방체에서 조망점은 공간적 범위의 폭

과 동일한 500m길이 선(조망선) 위의 임의의 점이 되고 그에 따른 평행광선은 다

음과 같다(그림 Ⅲ-7).

그림 Ⅲ-7. 광선추적기법을 이용한 가시영역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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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가시용적지수에서의 가시영역 및 비가시 영역

2.1 가시용적지수(Visible Bulk Index)

가시용적지수(VBI, Visible Bulk Index)는 가시 가능한 3차원 공간을 측정하여 개

방성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가시 가능한 영역의 비율

을 통해 개방성지수를 산정한다. 가시 가능한 영역은 광선추적기법을 이용하여 분

석하는데 각 조망점에서 발생하는 평행광선에 의해 생성되는 2차원 면의 합이 가

시영역이 된다. 가시용적지수에서 단일 건축물에 대한 가시영역과 비가시 영역 범

위는 다음과 같다(그림 Ⅲ-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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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면 b. 단면

그림 Ⅲ-9. 가시용적지수 개념

가시용적지수는 기존 경관지표(입면차폐도, 건축물 개방성 지수)에서 반영하지 

못한 건축물 높이 및 조망점과 조망대간의 거리에 따른 지수변화를 반영할 수 있

고, 주동만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배후지역 건축물 규제가 부족했던 기존 방법과 

달리 일정한 공간적 범위의 건축물을 모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후지역 건축

물(주동 뒤에 위치한 건물) 여부에 의한 개방감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주

동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에 의해 값이 달라졌던 조망차폐율과는 달리 건축물 높

이에 따른 값의 변화가 일정하다.

사람이 느끼는 개방감은 시야에 들어오는 하늘의 면적으로도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44), 가시용적지수는 이를 고려하여 가시 가능한 천공부분(Va)을 반영하였고 

이는 실제에 가까운 가시영역을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시용적지수는 가시영역이 전체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전체공간 체적이 Vtotal, 가시 영역을 각각 Va(천공부분 가시용적)와 Vb

(조망점과 건축물까지의 가시용적), 비가시 영역을 Vc라고 할 때 식은 다음과 같

다(그림 Ⅲ-10).

44) 신지훈. 2003.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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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용적지수  = 
가시 영역

=
전체 공간 체적 – 비가시 영역

전체 공간 체적 전체 공간 체적

 =  
Va(visible) + Vb(visible)

=
Vtotal – Vc(invisible)

Vtotal Vtotal

D : 대상지 길이

H : 대상지 높이

W : 대상지 너비

di : 조망점과 건축물의 거리

hi : 건축물 높이

h` : 투영된 건축물 높이

wi : 건축물 너비

Va, Vb = Visible Area

Vc = Invisible Area

Vtotal = 전체 공간 체적

Vtotal = Va+Vb+Vc = D × H × W

di : D = hi : h`

h` = D·hi/di

Vc = Vb + Vc – Vb

= 1/2 × D × h` × wi – 1/2 × di × hi × wi

= 1/2 × D × D·hi/di × W – 1/2 × di × hi × wi

= (D2whi – di
2whi)/2di

단일 건축물에 대한 개방성 지수

VBI = (Vtotal – Vc) ÷ Vtotal

= 1 –  Vc ÷ Vtotal

= 1 – (D2wihi – di
2wihi) ÷ 2di ÷ Vtotal

= 1 – (D2wihi – di
2wihi) ÷ (2di × D∙H∙W)

그림 Ⅲ-10. 가시용적지수 산정방법

위의 식을 바탕으로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여러 건축물을 반영하는 가시용적

지수 산정 식은 다음과 같다(식 1).

VBI   = 1 ―
1

× ∑
wnhn × (D2 – dn2)

2×D×H×W  dn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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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가시입면지수에서 가시입면면적과 가시수평면적

2.2 가시입면지수(Visible Facade Index) 

가시입면지수(VFI, Visible Facade Index)는 2차원 면을 이용하여 개방성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조망점에서 가시수평면적(가시 가능한 바닥면적)과 가시입면면

적(건축 입면적의 합) 비율을 통해 개방성지수를 산정한다. 가시수평면적(B) 및 가

시입면면적은(A) 각 조망점에서 평행광선을 그어 그 선이 접하는 2차원 면의 합을 

통해 각각의 면적을 구한다(그림 Ⅲ-11). 

가시입면지수는 가시용적지수보다 산정방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기존 입면

차폐도 및 건축물 개방지수가 반영하지 못한 사항(건축물과 조망점과의 거리)을 

반영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의한 차폐 여부에 따른 개방성을 평가할 수 있다. 건물 

입면적이 넓고 조망점과 가까울수록 값이 낮아지고, 건물 입면적이 작고 조망점에

서 멀리 위치하거나 가시수평면적이 넓을수록 지수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 

공간의 차폐 여부와 조망점간의 거리에 의한 개방성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가시입면지수 = 
가시수평면적

=
B

가시입면면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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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면 b. 입면

가시입면면적

 A = w1h1 + w2h2 + ··· + wnhn = ∑ wnhn

가시수평면적

 B = w1d1 + w2d2 + ··· + wndn = ∑ wndn

D : 대상지 길이

W : 대상지 너비

wi : 건축물 폭

hi : 건축물 높이

di : 조망점과 건축물 거리

그림 Ⅲ-12. 가시입면지수 산정방법

위의 식을 바탕으로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여러 건축물을 반영하는 가시입면

지수 산정 식은 다음과 같다(식 2).

VFI   =  ∑
wn × dn

wn × hn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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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3. 배면체적지수에서 바닥면적과 건물에 의한 차폐영역

2.3 배면체적지수(Blocked Bulk Index)

배면체적지수(BBI, Blocked Bulk Index)는 2차원 면과 3차원 부피를 이용하는 방

법으로 전체 바닥면적에서 건물에 의해 차폐되는 공간(비가시 영역)의 비율을 통

해 산정한다. 입면에 의해 차폐되는 배후지역은 가시용적지수와는 달리 건물 입면

이 배후지역까지 연장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건물 위의 비가시 영역은 제외한다. 

이는 가시용적지수와 유사한 측정방법이지만 산정방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배면체적지수는 다른 지수와 달리 개방성이 높을수록 지수는 낮게 측정되며 단위

는 입면차폐도와 동일한 미터(m)가 된다.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전체 바닥 면적이 A, 건물에 의해 차폐되는 공간을 Va

라 할 때 각각의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그림 Ⅲ-13)

배면체적지수  = 
비가시 영역

=
Va

전체 바닥면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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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면 b. 단면

전체 바닥면적

  A = D × W

비가시 영역 체적

  Va = w1h1(D-di) + w2h2(D-d2) + ··· + wnhn(D-dn) = ∑ wnhn(D-dn)

D : 대상지 길이

W : 대상지 너비

wi : 건축물 폭

hi : 건축물 높이

di : 조망점과 건축물 거리

그림 Ⅲ-14. 배면체적지수 산정방법

위의 식을 바탕으로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여러 건축물을 반영하는 배면체적

지수 산정 식은 다음과 같다(식 3).

BBI  =  
∑ wn × hn × (D – dn)

D × W
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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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시수평면적지수(Visible Horizontal Index)

가시수평면적지수(VHI, Visible Horizontal Index)는 전체 공간적 범위에서 가시 

가능한 바닥면적을 이용하여 개방성지수를 측정한다. 이때 가시 가능한 바닥면적

은 하나의 지점에서 평행광선을 그어 그 선이 접하는 바닥의 합을 통해 산정하며, 

가시수평면적과 전체 바닥면적의 비율이 개방성 지수가 된다. 이는 수변에 인접한 

건축 특징(높이, 폭)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높이나 거리에 따른 개방감의 변화

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수변지역에서 잠재적으로 가시 가능한 바닥 면

적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전체 바닥면적을 A, 가시 가능한 수평바닥면적을 B라 할 때 

각각의 공간적 범위 및 산정 식은 다음과 같다(그림 Ⅲ-15).

가시수평면적지수 = 
가시수평면적

=
B

전체바닥면적 A

전체 바닥면적

 A = D × W

가시수평면적

 B = w1d1 + w2d2 + ··· + wndn = ∑ wndn

D : 대상지 길이

W : 대상지 너비

wi : 건축물 폭

di : 조망점과 건축물 거리

그림 Ⅲ-15. 가시수평면적지수 개념(평면)

VHI  = 
∑ wn × dn

D × W
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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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결

수변공간에서 이용자가 느끼는 물리적 개방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

존 경관지표를 이용하여 4개의 개방성지수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가시용적지수는 

3차원 공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가시 가능한 공간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며, 가시입

면지수는 가시면적(바닥, 입면) 비율을 이용하여 개방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가시용적 보다는 전체공간의 차폐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

면체적지수는 건물 입면이 배후지역까지 연장된 건물이라 가정하고, 가정한 건물

의 부피와 전체 바닥면적의 비율을 통해 개방성을 측정한다. 가시수평면적지수는 

주변 건물을 배재하고 수변공간에 인접한 오픈스페이스 면적만을 측정하기 때문

에 수직적 개방감 보다는 주변 오픈스페이스 파악에 용이한 기초적인 평가법이라 

할 수 있다. 각 개방성지수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Ⅲ-2).

표 Ⅲ-2. 개방성 지수 산정방법 특성

지표 평가방법 산정 식 특성
장점
단점

가시용적지수 3차원

가시 영역 

÷

전체 공간체적

·건물의 높이와 폭의 연동규제 가능

·조망점과 조망대상과의 거리 규제 가능

·실제 가시 가능한 공간에 대한 평가

·산정방식이 상대적으로 복잡함

가시입면지수 2차원

가시입면면적

÷ 

가시수평면적

·산정식 단순

·조망점과 조망대상과의 거리 규제 가능

·건물의 높이와 폭의 연동규제 가능

·실제로 가시 가능한 영역 제외(천공)

배면체적지수 2,3차원

건물에 의한 

차폐영역

÷

전체 바닥면적

·건물의 높이와 폭의 연동규제 가능

·조망점과 조망대상과의 거리 규제 가능

·산정방식 간단

·건축물에 의한 비가시 지역을 제외하고 산정

가시수평

면적지수
2차원

가시수평면적

÷

전체 바닥면적

·산정식이 단순

·전체 공간에서 가시 가능한 오픈스페이스 측정

·2차원 적인 측정에 머물러 있음

·건축물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경관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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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변공간 개방성지수 분석과 평가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제안한 4개의 개방성지수를 실제 대상지에 적용하여 현재 

수변공간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기존 경관평가방법(입면차폐도, 건축물개방지수)과 

비교 분석을 통해 수변공간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수변공간 사례지역 및 조망점 선정

1.1 사례지역 선정

1960년대에 시작된 한강연접지역 아파트 개발은 1970년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

고 오늘날 기존 단지의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점점 고층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수

변공간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1960년대에 건설된 이촌 한강아파트를 필두로 70년대 개발된 반포지역과, 잠실

지역은 주로 5층 높이의 저층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이 시기에 개발된 

한강 연접지역 아파트 단지는 5-18층 높이로 평균 10층을 보이고 있고, 80년대에

는 3-20층으로 평균 12층 높이를 보이고 있다. 90년대 들어서 최고 30층까지 높아

지는 등 평균 16층으로 점점 고층화 되고 있으며, 아파트 형태도 판상형에서 타워

형으로 변하면서 입면의 폭은 감소하고 있지만 입면적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45)

서울시 수변스카이라인 형성기준에서는 한강변을 높이보존구역, 높이관리구역, 

높이유도구역, 높이완화구역 등 총 4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 특성에 따른 높

이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높이유도구역은 최고층수 50층/평균30층으로 규제

하고, 높이완화구역에서는 최고높이제한은 없으나 주거부문은 50층 이하/평균40층

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변공원이 위치한 이촌, 반포, 잠실, 성동지

구 등이 주로 높이유도 및 높이완화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향후 수

변공간에 위압적 경관을 생성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사례대상지를 한강변 

주거지역으로 하였다(그림 Ⅳ-1).

 

45) 김영하. 2005.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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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수변 스카이라인 경관형성기준 적용구역

출처 : design.seoul.go.kr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높이 기준을 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용적

률 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7층과 12층(용적률 150-250%)으로 구분하고 

기부체납 시 각각 심의를 가쳐 13층과 18층으로 완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00-300%로 층수제한을 두지 않는다46). 본 연구에서는 시

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아파트의 현상을 반영하여 저층중심, 중층중심, 

고층중심 등 수변공간에 인접한 3가지 유형의 주거공간에 대해 개방성 지수를 분

석하였다.47) 저층의 경우 5층 중심의 주거지역으로 하고, 중층은 15층 전후 주거

지역, 고층은 20층 이상 주거지역을 사례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대상지마다 조망

점부터의 이격거리가 다르고 건축적 특징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각 유형마다 3개

씩 총 9개 사례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저층 사례지역으로는 반포주공1단지, 이촌 한강맨션아파트, 그리고 신반포1차 

아파트를 사례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대부분 재개발로 인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며 반포주공1단지를 제외한 지역은 주변 및 배후지역

에 중층 아파트가 입지해 있기 때문에 좋은 비교 사례라고 판단된다. 중층 사례지

역으로는 반포 한신아파트5차, 압구정 한양아파트1차, 잠실장미1차를 대상으로 하

였고, 고층 사례지역은 잠실엘스, 잠실리센츠, 잠실파크리오를 사례대상으로 하였

으며, 한강인접지역 아파트단지를 시기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표 Ⅳ-1). 

46) 서울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이하, 제3종 일

반주거지역은 250%이하로 하고 있다.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절, 제30조)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

종으로 구분하였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저층,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중층, 제3종일반주거

지역을 중고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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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시기에 따른 아파트 층수 변화

구분 단지 지역 년도 층수 분류

A 한강맨션 용산구 이촌동 1971 5층 저층

B 여의도 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동 1971 12-13층 중층

C 반포 주공 1단지 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1974 5층 저층

D 신반포 1차 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1977 5층 저층

E 압구정 한양아파트 1차 강남구 압구정동 1977 12층 중층

F 압구정 한양아파트 2차 강남구 압구정동 1978 12/13층 중층

G 반포 경남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1978 12층 중층

H 신반포 2차 서초구 잠원동 1978 12층 중층

I 잠실주공 5단지 송파구 잠실동 1978 15층 중층

J 잠실 장미아파트 1차,2차 송파구 신천동 1979 14층 중층

K 신반포 5차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1980 13층 중층

L 신반포 16차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1983 11층 중층

M 미성1차 아파트 강남구 압구정동 1984 14층 중층

N 미성2차 아파트 강남구 압구정동 1987 15/17층 중층

O 한가람 아파트 용산구 이촌동 1988 13/22층 중/고층

P LG 한강자이 용산구 이촌동 2003 14/25층 중/고층

Q 잠실 엘스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2008 17/34층 고층

R 잠실 리센츠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2008 21/33층 고층

S 잠실 파크리오 송파구 신천동 2008 20층-36층 고층

*음영은 사례대상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현황이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표 Ⅵ-2의 A-C-D-K-E-R-Q-J-S

그림 Ⅵ–2. 한강변 사례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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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주공 1단지 한강 맨션아파트 신반포 1차

그림 Ⅵ-3. 저층 사례지역

1.2 사례지역 개요

1.2.1 저층 사례지역

이촌 한강맨션아파트는 1966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한강아파트단지 중 아직 

재개발 되지 않은 지역으로 1971년에 준공된 저층(5층) 아파트단지이다. 주변에는 

재개발로 인한 중층과 고층 주거단지가 입지하고 한강맨션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강대교 방향으로는 중/고층(14/25층) 높이의 LG한강자이가 위치하며, 반포대교 방

향으로 1979년에 완공된 중층(12층) 높이의 삼익아파트가 위치해 있다. 배후에는 

중/고층(13/22층)의 한가람 아파트가 위치하는 등 저층주거지역과 함께 중층과 고

층 아파트가 함께 위치해 있다. 현재 이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택재건

축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고층아파트에 의한 개방감 저하가 우려된다.48)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는 1974년 완공된 저층(5층) 아파트단지로서, 대지면적 

554,155m2, 3,786세대, 가로폭 최대 1km이상의 대규모 단지이다. 반포주공1단지 우

측에 면한 신반포1차 아파트는 높이 5층, 가로 폭 최대 400m의 저층 주거단지이

고, 우측에 면하여 중층(12층) 높이의 신반포3차 아파트가 위치해 있다. 현재 신반

포1차의 경우 신반포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해 지상 30층 규모의 고층아

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는 향후 수변공간의 개방감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된다.

48) 한강맨션아파트, 렉스아파트 등 노후지역의 경우 대부분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계획 용적률은 최소 200%, 최고 328.5%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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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장미아파트 반포 한신아파트 압구정 한양아파트

그림 Ⅳ-4. 중층 사례지역

1.2.2 중층 사례지역

중층 주거지역인 잠실장미1, 2차 아파트는 1979년에 준공된 14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이다. 가로 폭 최대 400m 이상으로 좌측 잠실대교 방면으로는 현재 잠실5단

지(15층)가 위치해 있으며 우측에는 최고 36층의 잠실 파크리오가 위치해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양아파트 일대는 총 7개 단지, 높이 12/13층, 가로

폭 약 750m의 중층 주거단지이다.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5차 아파트는 

높이 12/13층, 가로 폭 약 400m의 아파트 단지로서 좌, 우 및 배후지역으로 다양

한 중층아파트가 위치해 있다. 현재 이 지역의 경우 신반포5차 주택재건축정비사

업에 의해 지상 35층 높이의 고층 탑상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위압적 수변경관을 생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층 주거지역의 경우 아파트 형태가 ‘ㅡ’형과 ‘ㄱ’형으로 과거 전형적인 

아파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배후지역으로 다른 아파트 단지가 입지해 있기 

때문에 시각회랑이 차단되어 고층주거지역보다는 낮지만 병풍 같은 경관을 형성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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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리센츠 잠실 엘스 잠실 파크리오

그림 Ⅵ-5. 고층 사례지역

1.2.3 고층 사례지역

고층 주거지역인 잠실리센츠, 잠실엘스, 잠실파크리오는 과거 잠실1단지(현 엘

스), 2단지(리센츠), 시영아파트(파크리오)가 재건축된 지역으로 2008년에 준공된 

아파트단지이다. 단지 폭은 500m이상, 용적률 270%이상으로 대규모 초고층 탑상

형 아파트이다. 잠실엘스와 리센츠는 각각 최고높이 34층, 33층으로 한강변에 면

하여 위치하고 있고 파크리오의 경우 최고 36층으로 한강의 지천인 성내천에 면

하여 위치해 있다. 이들 단지의 경우 고층화를 통해 옥외공간을 확보하고 질 향상

을 통해 단지 내부적으로는 쾌적한 모습으로 탈바꿈 하였지만 외적으로는 여전히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으며, 전형적인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모습을 보여준다.49) 

고층 사례지역의 경우 주로 탑상형 아파트로 중층 사례지역보다 건축물 폭이 

좁기 때문에 건물 인동간격이 중층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대규모 단지

를 형성하고 있으며, 수변에 면한 주동 뒤로 배치된 다른 건물로 인해 결과적으로 

중층 주거지역보다 더 높은 폐쇄감을 형성하고 있다.

49) 이재영. 2011.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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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변공간 경계에 따른 조망점 선정기준 및 건축물높이 측정방법

1.3.1 조망점 선정 기준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수변공간은 수제선을 중심으로 수역

과 육역으로 구분된다. 육역은 산지, 구릉지, 저수지, 석호, 모래해안 등 다양한 지

형 특성을 포함하는 자연요소와 건축물, 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의 인공요소를 

포함하며, 수역은 그 특징에 따라 하천, 호수, 바다(해역)로 구분된다. 수역과 육역

의 경계는 인공경계와 자연경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공경계의 경우 제방 또는 

호안이 경계가 되며 자연경계의 경우 암석이나, 모래, 습지 등이 수역과 육역의 

경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역과 육역의 경계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그

에 따른 조망점은 다음과 같다.

 1. 호안, 또는 제방에 의한 인공경계

 2. 절벽 및 단애(斷崖)50)에 의한 자연경계

 3. 모래 또는 습지 등에 의한 자연경계

첫 번째, 사례지역과 같이 호안 또는 제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호안과 제방을 

조망 기준으로 하고,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은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

는 토지를 조망기준으로 한다.51) 제방은 하천구역 범위의 기준이 되고, 한강축 경

관기본 관리구역에서는 제방을 중심으로 도심방향으로 500m 까지 경관관리구역으

로 지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방바깥쪽은 한강둔치 등 공원으로 이용되지만 하

천구역상 홍수터52)로서 홍수시 범람하는 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며, 해안가 역시 

제방 바깥쪽은 모래톱 또는 해역이 되는 등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제방을 중심

50) 수직 또는 급경사의 암석사면을 말한다. 단층운동에 의해 형성된 것을 단층애, 요곡운동에 

의해 형성된 것은 요곡애(撓曲崖, flexure scarp)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지형분류에서 40° 이

상의 사면을 단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40° 이상의 사면은 대개 노암(露岩)으로 이루어져 

있다(자연지리학사전, 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6.5.25, 한울아카데미).

51) 하천법, 제11194호, 제10조, 제1-6항, 2012

52) a. 제외지는 홍수터와 저수로터로 구분되는데 저수로터는 평상시 물이 흐르는 곳이고 홍수

터는 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흐르는 부분으로 저수로와 제방 사이의 공간이다. 홍수터는 사

전적 의미로「과거 홍수로 인한 침수된 사실이 있거나 홍수시 범람이 예상되는 하천, 호소, 

만 또는 바다와 인접한 부지로서 평상시 건조한 연안지역」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수 있다.

   b. 홍수터 이용 형태는 논, 밭 등 영농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농경지”와, 주차장, 공원, 

운동장 등 친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친수시설”, 자연초지 및 잡종지 등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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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망점을 선정할 경우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현재 경관관리구역이나 수변구

역과 유사한 범위53)가 될 수 있고, 홍수터 폭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고 호안에 비

해 변화폭이 작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용이하므로 인공경계의 경우 제방과 호안을 

조망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해안단구54)와 하안단구55)같이 수변에 면하여 절벽 및 단애가 형성된 

곳은 절벽과 단애가 자연제방 역할을 하고, 밑으로는 하천이 흐르거나 해역이 된

다. 일반적으로 절벽 및 단애와 같은 지형적 특성이 조망대상이 되고 그 밑으로는 

개발이 제한되어 건축물이 들어서기 어렵기 때문에 절벽 및 단애가 형성된 곳은 

그 위를 조망 기준으로 한다.

세 번째, 도시의 수변공간은 주로 인공제방에 의해 수역과 육역이 구분되지만 

드물게 모래 또는 습지와 석호 등이 자연제방을 하는 곳이 있다. 제방이 없는 해

안가는 해안선의 기준이 되는 약최고고조면56)을 조망 기준으로 하고, 하천기본계

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에서는 하천법 제2장 제10조에 따라 “하천에 물이 계속하

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

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보고 하천구역

의 경계를 조망기준으로 한다.

53) 친수구역이나 수변구역 또는 수변경관 관리구역은 500m-1km에 달하는데 제방을 조망기준으

로 삼을 경우 이와 유사한 범위를 대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54) 파식에 의하여 형성된 기반암의 침식면이나 과거의 해면에 관련되어 이루어진 해성평탄면이 

불연속적으로 이수되어 해안선을 따라 계단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형으로, 단구면은 바다 

쪽으로 완경사를 이루고 배후의 단구애는 구해식애로 그 밑에는 구해안선이 있다(자연지리

학사전, 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6.5.25, 한울아카데미).

55) 하안단구는 하천의 침식이 부활함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서 여러 개의 

단으로 된 단구가 형성된다. 보통 하상의 바깥쪽으로 향하여 높은 단구가 발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단일수록 오래 된 것이고, 하단일수록 새로 형성된 것이다. 단구면을 경계로 전면

의 급한 사면을 단구애(段丘崖)라 부른다(출처 : 두산백과).

56) 해안선은 해면이 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 : 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에 달하였을 때 육지와 해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수로측량 업무규정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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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호안 및 제방에 의한 경계

b. 절벽 및 단애에 의한 경계

c. 모래톱, 습지 등에 의한 자연경계

그림 Ⅵ-6. 수변공간 경계유형에 따른 조망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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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배후지역 특성에 따른 평가기준

수역과 육역의 경계가 다양한 것처럼 배후지역 또한 지리적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같은 한강변이라 하더라도 반포지구 쪽은 평탄한데 반하여 흑석동이나 

이촌 지역은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평탄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제방과 동

일한 높이의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고, 제방보다 낮게 형성된 곳이 있기

도 하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해안가에서 두드러지는데 동해안은 모래해안과 암

석해안이 발달해 있고 배후지역에는 높은 산지가 위치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

해안의 경우 배후지역으로 면적이 넓은 평탄한 지역이 발달해 있고, 남해안은 해

안선에 연접하여 산지가 발달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후지역의 특징을 제방과 유사한 높이의 배후지역 평탄지, 제방

보다 낮게 형성된 평탄지, 구릉지 및 산지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배후지역과 제방 높이가 유사한 

경우 건축물 높이 기준은 지면으로 한다. 둘째, 배후지역 평지가 제방보다 낮은 

곳은 제방에 의해 가리는 건축물이 개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제방 위를 기준높이로 하여 건물 높이를 계산하며 제방이 가리는 건축물 또는 일

부 영역은 개방성 측정에서 제외한다. 셋째, 배후지역에 구릉지 또는 산지가 형성

된 지역에서 구릉지에 건축물이 위치할 경우 조망점에서의 앙각57)이 더 커지게 

되며 이는 사람이 느끼는 개방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방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 높이를 산정한다. 이와 같은 규제방법은 동일한 높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배후지역에 산지나 구릉지가 위치할 경우 개방성지수가 낮게 나타나게 

되며 이는 양호한 경관자원이 될 수 있는 구릉지를 건축물이 잠식하는 것을 방지

하고 경관자원 훼손을 최소화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57) 물체에 대한 관측자의 시선이 지평면과 만드는 각. 지평좌표계로 표시한 고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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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방과 높이가 유사한 배후지역과 건축물 높이 계산방법

b. 배후지역이 제방보다 낮게 형성된 지역과 건축물 높이 계산방법

c. 배후지역에 구릉지 및 산이 인접한 지역과 건축물 높이 계산방법

그림 Ⅵ-7. 수변공간 배후지역 특성에 따른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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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변공간 사례지역 개방성분석

수변공간 개방성분석을 위해 서울시 수치지형도(1:5000, 2010-2012년 작성)와, 

GIS 포털(gis.seoul.go.kr), 서울도시계획 포털(urban.seoul.go.kr)을 이용하여 건축면

적, 건축물 폭, 수변까지의 거리 등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건축물 

입면적은 기존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였으며(그림 Ⅲ-1 참고), 본 연구에

서 제안한 개방성 평가법과 기존 방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앞에서 제안한 4개 

개방성 지표와 더불어 입면차폐도와 건축물개방지수를 함께 분석하였다.

2.1 저층주거지역

저층 사례지역은 대부분 1970년대 초 건설된 아파트 단지로 주로 5층으로 이루

어져 있고 한강 맨션아파트와 신반포 1차 아파트의 경우 주변으로 중층 및 고층 

아파트가 함께 입지해 있다. 수변에 면한 건축물과 조망점간의 거리는 반포 주공

아파트와 신반포 1차 아파트의 경우 각각 약 110m, 115m이고, 한강맨션아파트는 

약 70m전후로 다른 두 지역보다 더 가깝게 형성되어 있으며 개방성지수는 다음과 

같다(표Ⅳ-2).

표 Ⅵ-2. 저층 주거지역 개방성 지수

구분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한강맨션아파트 신반포1차아파트

가시용적지수 0.9470 0.8234 0.9175

가시입면지수 8.30 4.52 5.86

배면체적지수 9.71 24.35 15.82

가시수평면적지수 0.3530 0.3348 0.3209

입면차폐도 12.1m 21.5m 18.8m

개방지수 29.4% 33.6% 23.6%

가. 가시용적지수

분석결과 반포주공아파트가 0.9470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한강맨션아파트

는 0.82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포주공아파트는 5개 층의 동일한 층수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성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신반포 1차는 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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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가 옆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반포 주공 아파트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한강 맨션아파트는 주변으로 고층 아파트(24층)가 함께 입지해 있고 

조망점과 주동의 거리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지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나. 가시입면지수

분석결과 한강맨션아파트가 4.52로 가장 값이 낮고 반포주공1단지가 8.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강맨션아파트 지역은 전면에 고층(24층) 아파트가 함께 위

치하고 저층 주거지역 뒤로는 한가람 아파트가 위치하는 등 시각회랑을 저해하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포주

공1단지는 비록 건축물 개방지수는 낮지만 시각회랑을 가로막는 건축물이 없고 

주변으로 다른 높은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값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신

반포1차아파트의 경우 조망점으로부터 이격거리가 반포주공1단지와 비슷한 반면 

주변에 중층(12층) 아파트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강맨션아파트보다는 높지만 반

포주공1단지보다 낮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 배면체적지수

배면체적지수는 비가시 공간과 전체 바닥면적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지

수와는 반대로 값이 낮을수록 개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강맨션아파트 지역

은 배면체적지수가 2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개방성이 낮다고 할 수 있

으고, 값이 가장 낮은 반포주공1단지는 9.71로 개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라. 가시수평면적지수

가시수평면적지수는 전체 바닥면적에 대한 가시면적의 비율로 위의 지수와는 

달리 신반포1차가 0.320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반포주공1단지는 0.3530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시수평면적지수는 비록 개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직적 요소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개방감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반포주공아파트 

지역이 수변에서 제내지 방향으로의 수평적 가시영역이 가장 넓다고 할 수 있다.

마. 입면차폐도와 건축물 개방지수

입면 차폐도의 경우 배면체적지수와 마찬가지로 한강 맨션아파트가 높고 반포 

주공 아파트가 낮게 나타났으며, 건축물 개방지수의 경우 신반포 1차 아파트가 가

장 낮고 한강 맨션아파트가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수변에 면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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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 인동간격이 신반포 1차 아파트는 좁게 형성되어 있고 한강 맨션아파트는 상

대적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중층주거지역

중층사례지역은 1970년대 후반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로 주로 12-15층으로 구성

되어 있다. 수변에 면한 건축물과 조망점간의 이격거리는 잠실 장미아파트의 경우 

114-166m, 반포 한신아파트5차는 110-122m, 한양아파트1차는 101-123m이며 개방

성지수는 다음과 같다(표Ⅳ-3).

표 Ⅵ-3. 중층 주거지역 개방성 지수

구분 잠실 장미아파트1차 반포 한신아파트5차
압구정 한양아파트 

1차

가시용적지수 0.8977 0.8734 0.8752

가시입면지수 4.95 4.53 6.10

배면체적지수 25.21 25.13 23.70

가시수평면적지수 0.3927 0.3161 0.3924

입면차폐도 29.5m 29.4m 26.7m

개방지수 29.8% 18.2% 32.2%

가. 가시용적지수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지만 반포한신아파트 지역은 0.8734로 

가장 낮고 잠실장미아파트는 0.89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신아파트5차의 경우 

입면차폐도는 높고 건축물 개방지수가 낮기 때문에 값이 낮게 측정된 것으로 판

단되며 이는 실제로 가시가능한 공간적 범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장미아파트의 경우 입면 차폐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값이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조망점과 조망대상의 거리가 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가시입면지수

한신아파트 가시입면지수는 4.53으로 가장 낮았으며 한양아파트는 6.10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한신아파트의 경우 입면차폐도는 높은 반면 가시수평면적이 낮

기 때문에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장미아파트는 입면차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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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높지만 가시수평면적 역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신아파트보다 지수

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한양아파트의 경우 가시수평면적지수는 장미아

파트와 유사하지만 입면차폐도는 낮고 건축물 개방지수가 높아 가시입면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배면체적지수

가시용적지수와는 달리 장미아파트와 한신아파트는 유사하고 한양아파트가 낮

게 측정되었지만 최소 최대값 차이가 1.51로 전반적으로 수치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주동과 조망점과의 거리가 가까운 한신아파트의 경우 건축물 높이가 상대적

으로 낮은 반면, 주동과 조망거리가 먼 장미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건축물이 높기 

때문에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한양아파트의 경우 주동과 조망점과의 

거리는 한신아파트와 유사하지만 주동 사이로 시각회랑을 가로막는 건축물이 상

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가시수평면적지수

가시수평면적지수는 장미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가 높게 나타났으며 반포 한신아

파트는 낮았다. 한신아파트의 경우 조망점과 주동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고 건

축물 개방지수가 낮기 때문에 가시수평면적지수가 낮게 측정되고, 한양아파트는 

주동과 조망점과의 거리가 한신아파트와 유사하지만 건축물 개방지수가 높아 주

동 뒤로 볼 수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장미아파트는 건축물 개방지수가 한양아파트보다 낮지만 조망점으로부터 건축물

이 멀리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잠실 장미아파트와 유사한 값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

다.

마. 입면차폐도와 건축물 개방지수

입면차폐도는 장미아파트와 한신아파트가 높게 나타났고 한양아파트는 낮게 나

타났으며 최대 최소값은 2.8m로 대부분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건축물 개방지수의 

경우 한신아파트는 낮고 장미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한양

아파트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축물 인동간격이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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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층주거지역

고층사례지역은 2000년대 들어서 재건축 된 지역으로 20층 이상 최고 36층 높

이의 주거지역이다. 수변에 면한 건축물과 조망점간의 거리는 잠실리센츠 145m, 

잠실엘스 128m, 잠실파크리오 186m이며 개방성 지수는 다음과 같다(표Ⅳ-4).

표 Ⅵ-4. 고층 주거지역 개방성 지수

구분 잠실리센츠 잠실엘스 잠실파크리오

가시용적지수 0.8375 0.7902 0.8310

가시입면지수 3.95 2.62 2.86

배면체적지수 39.22 51.98 33.23

가시수평면적지수 0.5426 0.3803 0.5159

입면차폐도 43.5m 51.3m 60.4m

개방지수 49.6% 36.8% 39.6%

가. 가시용적지수

분석결과 잠실리센츠와 파크리오 두 지역은 각각 0.8375와 0.8310으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잠실엘스는 0.7902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잠실엘스의 경우 파크리오

보다 입면차폐도가 약 9m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지수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망점과 주동까지의 거리가 파크리오보다 약 60m 더 가깝고 건축물 개방지

수도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잠실리센츠 역시 파크리오보다 입면차폐도가 

낮고 건축물 개방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리센

츠의 경우 수변에 면한 주동과 조망점까지의 거리가 파크리오보다 40m정도 가깝

기 때문에 비슷한 개방성지수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가시입면지수

분석결과 가시용적지수와 동일한 순위를 보였지만 잠실 엘스와 파크리오가 각

각 2.62와 2.86으로 유사한 수치를 보인 반면 리센츠는 3.95로 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잠실파크리오 입면차폐도는 잠실엘스보다 높지만 조망점과의 거리가 멀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시수평면적이 넓어 값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

면 잠실리센츠의 경우 가시용적지수는 파크리오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가시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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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지수는 파크리오보다 높고 입면 차폐도는 낮기 때문에 값이 높게 나타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배면체적지수

분석결과 잠실엘스가 51.98로 가장 높았고, 리센츠는 39.22 파크리오는 33.23로 

개방성은 파크리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엘스는 주동과 조망점과의 

거리도 가깝고 입면차폐도는 높으며 주동 사이로 다른 아파트가 들어서 있기 때

문에 가장 값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파크리오는 입면차폐도가 높고 주동 사이

로 아파트가 배치해 있으나 조망점과 주동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가시수평면적지수

가시수평면적지수는 잠실엘스에서 낮게 측정되었고 잠실리센츠에서 높게 나타

났다. 리센츠의 경우 조망점과 주동까지의 거리가 파크리오보다 가까움에도 불구

하고 높게 나타난 이유는 주동 사이로 배후지역을 가로막는 건축물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파크리오의 경우 조망점과 주동의 거리는 멀지만 

주동 사이로 다른 건축물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잠실엘스는 조망점과 주동의 거리도 가깝고 건물 사이로 다른 건물이 배

치되어 있어 수변에 면하여 오픈스페이스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입면차폐도와 건축물 개방지수

입면차폐도는 평균 층수가 가장 높은 잠실파크리오가 60.4m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잠실리센츠는 43.5m로 낮게 측정되었다. 건축물 개방지수의 경우 잠실엘스가 

36.8%로 가장 낮았으며 잠실리센츠는 49.6%로 높게 나타났다. 잠실리센츠와 잠실

엘스는 건축물 높이가 유사하지만 리센츠의 경우 수변에 면하여 학교시설이 위치

하여 넓은 시각회랑이 확보되고, 수변에 면한 주동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건축

물 개방지수가 높아 입면차폐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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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현재 수변공간은 고층 고밀화로 인해 개방감을 저해하고 위압적인 경관을 형성

하고 있으며 중첩되어 배치된 건물들은 병풍 같은 경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위 

사례지역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형성된 주거지역의 경우 가시수평면적지수는 저

층과 중층주거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가시용적지수가 0.80전후로 저층, 중층 

주거지역보다 낮은 개방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3차원적으로 가시가능한 공간적 

범위가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가시입면지수 역시 3.0 이하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배면체적지수는 최소 30, 최대 51 이상으로 다른 사례지역보다 높

은 값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개방성 지수가낮게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지수만을 이용하여 수변공간 개방성을 평가하는 것은 한

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총 4개의 개방성 지수 산정식을 제안하였지만 각 식의 결

과값 변화량이 서로 동일하지 않고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각 식에 따라 개방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각각 반영하

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각 지수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건축 높이, 이격거리, 인동간격 등 건조환경 특성

에 따른 각 식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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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변공간 건조환경 특성에 따른 개방성 변화 분석

본 절에서는 건조환경의 특성(건축물 높이, 건축물 개방지수)에 따른 개방성 변

화를 분석하여 각 개방성지수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1 수변공간 건조환경 특성에 따른 시각 선호도

개방성 지수 분석을 위한 경관지표 범위 설정을 위해 신지훈(2003) 연구를 참고

하였다. 그는 경관계획지표별 변수(건축물 높이, 건축물 개방지수)에 따른 시뮬레

이션을 통해 시각적 선호도를 파악하였고, 선호경향에 따른 경관계획지표 허용가

능범위를 제안하기 위해 건축물 배후지역에 배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건축

물 높이, 건축물 개방지수에 따른 선호도를 원경과 중경에서 파악하였다. 

3.1.1 건축물 높이 및 개방지수에 따른 선호도 분석

건축물 높이를 8단계(5-30층)로 변화시켜 원경(대안)과 중경(강 중심)에서 바라보

았을 때 경관미 값을 조사한 결과 중경에서 바라볼 때는 수변 인접지역 건축물 

높이가 12층일 때 경관미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층 이후부터는 선호도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대안에서 바라볼 때 강변 건축물의 높이가 15층일 

경우 경관미 값이 가장 높고, 12-20층 까지는 경관미 값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20층 이후에는 경관미 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8) 

건축물 개방지수에 따른 선호도 평가에서는 층수별 개방지수에 따른 경관미를 

측정하였으며 층수에 관계없이 개방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관미 값이 증가한다

고 하였다. 먼저 배경이 없는 경우 개방지수에 따른 경관미 값은 5-15층이 높게 

나타났으며 25층과 30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건축물 높이에 따라 

경관미 값 변화량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축물 개방지수가 50% 까지는 꾸

준히 경관미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배후지역에 다른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저층(5, 7층)에서는 개방지수가 30%일 때 경관미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보다 개방지수가 높아질 경우에도 경관미 값이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건축물이 중층인 경우(10-20층) 개방지수가 40%에서 경관미 값

58) 신지훈. 2003. 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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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격히 높아졌고, 50%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고층(25/30층)에서는 상대

적으로 경관미 값이 낮았지만 개방지수가 50%에서 급격히 높아진다고 하였다.59)

이상을 보면 건축물이 높고 건축물 개방지수가 낮을수록 시각적 선호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개방감을 결정하는 시각적 차폐 여부에 따라 선호도가 

결정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선호도가 높은 사례의 경우 적정 개방감을 유지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지훈(2003)의 연구에서 경관미 값이 높게 

나온 지표를 중심으로 개방성 지수를 산정하여 건조환경 특성에 따른 개방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조망점과 조망대상간의 거리가 개방감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망점과 조망대상의 거리도 변수로 포함하여 개방성지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

다. 

3.1.2 경관지표 범위 설정

신지훈(2003) 연구에서 경관미 값이 높은 경관지표(건축 높이, 건축물 개방지수)

와 조망점과 조망대상간 거리에 따른 경관지표 범위를 설정하였다. 건축물 높이는 

6단계, 건축물 개방지수는 3단계, 조망점과의 거리는 5단계로 구분하여 총 90개 

유형의 건조환경에 대해 개방성 지수를 분석하였다.

표 Ⅵ-5. 경관지표 범위

경관 지표 지표 범위

건축물 높이(층) 12, 15, 18, 20, 25, 30층

건축물 개방지수(%) 30, 40, 50%

조망점과 조망대상간 거리(m) 100, 150, 200, 300, 400m

3.2 수변공간 개방성지수 분석

위에서 선정한 경관지표 범위에 따라 가시용적지수, 가시입면지수, 배면체적지

수 등 3개의 개방성 지수를 분석하였고, 건축물 개방지수와 높이에 따른 입면차폐

도도 함께 분석하여 각 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시수평면적지수의 경

우 수직적 요소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9) 신지훈. 2003. p.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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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개방성 지수 분석

표 Ⅵ-6. 개방지표에 따른 개방성 지수-1

건축물 

높이

지표 범위

가시용적지수 가시입면지수 배면체적지수
입면 

차폐도
건축물 

개방지수
이격거리

12층

30%

100m 0.8790 8.73 20.16

25.2m
150m 0.9235 10.12 17.64
200m 0.9470 13.49 15.12
300m 0.9731 14.29 10.08
400m 0.9886 15.08 5.04

40%

100m 0.8963 12.04 17.28

21.6m
150m 0.9344 13.43 15.12
200m 0.9546 14.81 12.96
300m 0.9768 17.59 8.64
400m 0.9902 20.37 4.32

50%

100m 0.9136 16.67 14.40

18m
150m 0.9454 18.06 12.60
200m 0.9622 19.44 10.08
300m 0.9808 22.22 7.20
400m 0.9919 25.00 3.60

15층

30%

100m 0.8488 6.98 25.20

31.5m
150m 0.9044 8.10 22.05
200m 0.9338 9.21 18.90
300m 0.9664 11.43 12.60
400m 0.9858 13.65 6.30

40%

100m 0.8704 9.63 21.60

27m
150m 0.9181 10.74 18.90
200m 0.9433 11.85 16.20
300m 0.9712 14.07 10.80
400m 0.9878 16.30 5.40

50%

100m 0.8920 13.33 18.00

22.5m
150m 0.9317 14.44 15.75
200m 0.9527 15.56 13.50
300m 0.9760 17.78 9.00
400m 0.9898 20.00 4.50

12층 15층 높이에서 각 지수는 최소값(건축물 개방지수 30%, 이격거리 100m)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중층 사례지역보다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12층의 경우 가

시용적지수 최소값은 중층 사례지역과 유사한 값이 측정되었지만 15층은 고층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건축물 개방지수가 40%일 때 중층사례와 유사하게 나타났

다. 또한 이격거리가 150m 이상일 때 저층과 유사하거나 높은 개방성을 보였다. 

가시입면지수는 중층 사례지역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며, 배면체적지수는 최대값만 

중층 사례지역과 유사하고 나머지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주동 사이에 다른 건축

물이 없기 때문에 중층 사례지역보다 지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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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7. 개방지표에 따른 개방성 지수-2

건축물 

높이

지표 범위

가시용적지수 가시입면지수 배면체적지수
입면 

차폐도
건축물 

개방지수
이격거리

18층

30%

100m 0.8185 5.82 30.24

37.8m
150m 0.8853 6.75 26.46
200m 0.9206 7.67 22.68
300m 0.9596 9.52 15.12
400m 0.9829 11.38 7.56

40%

100m 0.8444 8.02 25.92

32.4m
150m 0.9017 8.95 22.68
200m 0.9319 9.88 19.44
300m 0.9654 11.73 12.96
400m 0.9854 13.58 6.48

50%

100m 0.8704 11.11 21.60

27m
150m 0.9181 12.04 18.90
200m 0.9433 12.96 16.20
300m 0.9712 14.81 10.80
400m 0.9878 16.67 5.40

20층

30%

100m 0.7984 5.24 33.60

42m
150m 0.8726 6.07 29.40
200m 0.9118 6.90 25.20
300m 0.9552 8.57 16.80
400m 0.9811 10.24 8.40

40%

100m 0.8272 7.22 28.80

36m
150m 0.8908 8.06 25.20
200m 0.9244 8.89 21.60
300m 0.9616 10.56 14.40
400m 0.9838 12.22 7.20

50%

100m 0.8560 10.00 24.00

30m
150m 0.9090 10.83 21.00
200m 0.9370 11.67 18.00
300m 0.9680 13.33 12.00
400m 0.9865 15.00 6.00

18층, 20층 높이에서 가시용적지수 최소값은 고층 사례지역과 유사하게 나타났

지만 건축물 인동간격을 넓게 유지하거나 조망점과의 거리가 멀수록 중층사례지

역 또는 저층사례지역과 유사한 값을 보였다. 18층 높이에서 건축물 개방지수가 

30%와 40%일 때 이격거리를 150m 이상 유지하거나, 동일 높이에서 건축물 개방

지수를 50%로 유지할 때 이격거리와 관계없이 중층 사례지역과 유사하거나 높은 

값이 측정되었다. 20층 역시 150m이상 또는 건축물 개방지수를 50%이상 유지할 

때 중층 사례지역과 유사하거나 높게 나타났다. 가시입면지수는 18층, 20층 지역 

모두 최소값이 6 이하로 중층 사례지역과 유사하며 나머지 값은 높게 나타났다. 

배면체적지수는 18층에서 건축물 개방지수를 40%이상 또는 이격거리를 150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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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경우 중층 사례지역과 유사한 값 또는 더 높은 값이 측정되었으며 20층에

서는 건축물 개방지수가 30%일 때 최소 200m 이격거리를 유지하거나, 40%일 때 

150m, 50%일 때는 거리와 상관없이 중층 사례지역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건

축물 높이와 관계없이 입면적이 동일할 경우 가시입면지수와 배면체적지수가 동

일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60)

표 Ⅵ-8. 개방지표에 따른 개방성 지수-3
건축물 

높이

지표 범위

가시용적지수 가시입면지수 배면체적지수
입면 

차폐도
건축물 

개방지수
이격거리

25층

30%

100m 0.7480 4.19 42.00

52.5m
150m 0.8407 4.86 36.75
200m 0.8897 5.52 31.50
300m 0.9440 6.86 21.00
400m 0.9763 8.19 10.50

40%

100m 0.7840 5.78 36.00

45m
150m 0.8635 6.44 31.50
200m 0.9055 7.11 27.00
300m 0.9520 8.44 18.00
400m 0.9797 9.78 9.00

50%

100m 0.8200 8.00 30.00

37.5m
150m 0.8862 8.67 26.25
200m 0.9212 9.33 22.50
300m 0.9600 10.67 15.00
400m 0.9831 12.00 7.50

30층

30%

100m 0.6976 3.49 50.40

63m
150m 0.8089 4.05 44.10
200m 0.8677 4.60 37.80
300m 0.9328 5.71 25.20
400m 0.9716 6.83 12.60

40%

100m 0.7408 4.81 43.20

54m
150m 0.8362 5.37 37.80
200m 0.8866 5.93 32.40
300m 0.9424 7.04 21.60
400m 0.9757 8.15 10.80

50%

100m 0.7840 6.67 36.00

45m
150m 0.8635 7.22 31.50
200m 0.9055 7.78 27.00
300m 0.9520 8.89 18.00
400m 0.9797 10.00 9.00

25층과 30층의 가시용적지수 최소값은 각각 0.7480과 0.6976으로 고층 사례지역

60) 건물높이 15층, 건축물 개방지수 40%와 건물높이 18층 건축물 개방지수 50%의 경우 입면 

차폐도는 서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때 가시입면지수와 배면체적지수도 동일하게 측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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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하지만 25층의 경우 건축물 개방지수 30%에서 이격거리를 

200m이상, 40%와 50%에서 150m이상 유지할 경우 중층과 유사한 값을 보였고, 이

격거리가 300m이상인 경우 저층과 유사하거나 높은 값을 보였다. 30층 높이의 건

조환경에서도 건축물 개방지수가 30%와 40%일 때 이격거리를 200m이상, 50%에서 

150m이상 유지할 경우 중층과 유사한 값을 보였으며, 이격거리가 300m이상일 때

는 저층과 유사하거나 높은 값을 보였다. 

가시입면지수의 최소값은 각각 4.19(25층)와 3.49(30층)로 가시용적지수와 달리 

고층 사례지역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격거리가 멀고 건축물 개방지수가 높을

수록 중층 및 저층 사례지역과 비슷한 값을 보였다. 또한 동일한 입면차폐도를 가

지는 두 환경에서(25층 40%, 30층 50%) 가시용적지수와 배면체적지수는 서로 같

은 값을 보였지만 가시입면지수는 건축물 개방지수가 높은 30층 구간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시입면지수의 경우 조망점과의 거리, 건물높이나 폭에 의한 입면적 

보다 건축물개방지수와 관련하여 배후지역의 차폐여부를 판단하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배면체적지수는 25층과 30층 최대값이 각각 42, 44.1로 고층 사례지역

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건축물 개방지수가 커지거나 조망점으로부터 멀리 위치

할수록 값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3.2.2 소결

앞에서 90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각각의 개방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3가지 특성

을 알아볼 수 있었다.

첫 번째, 건축물 높이와 상관없이 건축물이 조망점으로부터 400m이상 이격된 

경우 가시용적지수는 0.97 이상으로 저층 사례지역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는 

가시가능한 공간적 범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가시용적지수의 경우 건물과 조망점이 가까울수록 값의 변화 폭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수변 인접지역에 고층 건물이 입지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수변 가까이 건물이 위치할 경우 물리적으로 

가시가능한 공간적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개방감 저하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미 대규모 고층 건물이 수변에 인접하여 형성된 곳 주

변으로 또 다른 개발이 진행될 경우 고층 건물이 수변에 입지하여 폐쇄적인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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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건조환경이 다르다고 해도 입면차폐도가 동일할 경우 가시용적지수

와 배면체적지수가 서로 같은 값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가시입면지수를 

이용하여 더 높은 개방감을 주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건축물 

높이와 개방지수가 각각 15층/40%인 경우와 18층/50%인 경우 입면차폐도가 27m

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25층/40%와 30층/50%인 경우 입면차폐도는 45m로 동일

하게 나타났다. 이때 입면차폐도가 동일한 두 환경에서 가시용적지수와 배면차폐

지수는 동일한 값을 보였지만 가시입면지수는 건축물 개방지수가 높은 곳에서 더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수변과 주동과의 거리가 300m 이하일 때 입면차폐도가 더 

높다 하더라도 개방성지수가 높은 환경에서 가시입면지수가 높게 나타났다(표 Ⅳ

-9). 따라서 가시입면지수의 경우 수변에 면한 건축물이 시각회랑을 막고 병풍같

은 경관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지수라고 판단된다.

표 Ⅳ-9. 건조환경 특성에 따른 입면차폐도와 가시입면지수

건조환경 특성 입면차폐도
거리에 따른 가시입면지수

100m 150m 200m 300m 400m

12층 40% 21.6m 12.04 13.43 14.81 17.59 20.37

15층 50% 22.5m 13.33 14.44 15.56 17.78 20.00

25층 30% 52.5m 4.19 4.86 5.52 6.86 8.19

30층 40% 54m 4.81 5.37 5.93 7.04 8.15

유사한 입면차폐도에서 조망점과 조망대상간의 거리가 300m 이하인 경우 건축물 개방지수가 

더 높은 건조환경의 가시입면지수가 더 낮게 나타난다.

4. 분석 종합

앞에서 주거단지 유형에 따른 개방성 지수를 분석하였으며, 신지훈(2003) 연구를 

바탕으로 90개 사례에 대한 개방성 지수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고층고밀 지역일수록 개방성지수가 낮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건축물 높이가 유사한 경우 조망점과의 거리, 건축물 높

이, 주동 입면적 또는 주동 뒤로 배치된 건물의 유무나 규모 등에 따라 지수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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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8. 건물 위치에 따른 가시영역과 비가시 영역(가시용적지수)

르게 측정되었고 각 지수의 변화폭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각 지수마

다 주로 반영하는 요소가 다름을 예측할 수 있고 이에 지금까지 살펴본 수변공간 

개방성지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가시용적지수는 건물 높이가 유사한 단지에서도 주동과 조망점과의 거

리가 가까울수록 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층과 고층에서 한신

아파트와 잠실 엘스는 입면차폐도가 가장 높은 것은 아니었으나 조망점과 주동까

지의 거리가 다른 주거지역에 비해 가까웠으며 결과적으로 값이 가장 낮게 측정

되었다. 또한 한강 이촌지구 역시 저층 중심의 주거지역이지만 조망점과 건축물과

의 거리가 다른 지역보다 가까웠으며 가시용적지수가 저층과 중층지역보다 낮고 

고층과 유사한 값을 보였다. 90개 건조환경 유형에서도 건축물이 조망점 가까이 

위치할수록 값의 변화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축물 높이가 낮다 하더라도 

수변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건물에 의해 배후지역으로 차폐되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시용적지수의 경우 수변에 인접한 건물이 수변 가까이 위치하는 것을 

규제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그림 Ⅳ-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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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9. 건물 위치에 따른 가시영역과 비가시 영역(배면체적지수)

두 번째, 가시입면지수는 가시 가능한 바닥면적과 건물입면의 비율로 산정하고, 

값을 살펴보면 주로 건축물 개방지수와 가시수평면적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시수평면적은 건축물이 수변 가까이 위치할 때 낮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동 사이로 다른 건축물이 위치해 시각회랑을 침해할 때 역시 그 값이 낮게 측

정된다. 또한 동일한 입면차폐도에서도 같은 값을 보이는 가시용적지수와 배면체

적지수와는 달리 가시입면지수는 건축물 개방지수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보

이기 때문에 주동의 건축물 뿐 만 아니라 주동 뒤에 배치한 건축물이 시각회랑을 

차단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적합한 지수라고 판단된다.

세 번째, 배면체적지수는 실제 가시 가능한 공간 체적을 측정하는 가시용적지수

와는 달리 건물 입면이 배후지역까지 연장되어 있는 건물이라 가정하고 전체 바

닥면적과 그 건물 체적의 비율로 산정한다. 따라서 가시용적지수에 비해 용이하게 

값을 산정할 수 있고 부피는 건물 입면과 조망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게 되므

로 큰 건물이 수변 가까이 위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시용

적지수와 달리 건물 위의 비가시 영역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위치가 달라

도 규모에 따라 값이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불합리성이 있다(그림 Ⅳ-9). 그럼

에도 불구하고 부피를 이용하여 개방성지수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가시용적지수와 

산정방법이 유사하고 그 방법이 용이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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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가시수평면적지수는 전체 바닥면적과 가시 가능한 바닥면적에 대한 비

율로 건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는 바닥 면적을 측정한다. 즉 수치가 높을수록 수변

에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고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수변공간 개방성의 기초

적인 평가지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방감을 결정하는 주

변 건축물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수와는 달리 개방감 측정에는 부적합

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수에 따라 그 값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다르며 산정방법 및 편

이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변공간개방성 평가에 하나의 지수만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시용적지수, 가시입면지수, 배

면체적지수 등 3가지 방법을 활용한 개방성 평가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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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수변공간은 개방적인 경관을 제공하고 쾌적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는 주요 

경관자원이다. 하지만 수변에 인접한 고층고밀 개발은 위압적이고 폐쇄적이며 병

풍 같은 경관을 형성하는 등 주변 환경과의 시각적 단절을 야기했다. 특히 한강변

의 경우 대부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높이제한이 거의 없어졌고, 

이는 수변공간에 인접하여 더욱 더 폐쇄적인 경관이 형성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

다. 이렇듯 개발은 가속화되는데 반해 그에 대한 규제와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

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관지표 역시 그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관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방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실제 수변공간 개방성을 평가하고 향후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시용적지수, 가시입면지수, 배면체적지수, 가시수평면적 

지수 등 4개의 개방성 평가지표를 제안하였으며, 조망점에서 육역 방향으로 500m 

구간을 공간적 범위로 하고 총 9개의 사례지와 90개의 가상 건조환경을 대상으로 

개방성 지수를 분석하여 산정방법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지표로 선정한 건축물 높이, 건축물 개방지수, 조망점에서 건축물

까지 거리, 건축물 입면적, 가시 가능한 바닥면적 등이 개방성 지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로써, 일반적으로 고층고밀 개발과 건축물이 수변과 가까이 위치할 때 

개방성이 낮게 평가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각 수변공간 개방성지수별로 주로 반영하는 요소가 다르게 나타났다. 가

시용적지수(본고 p.37-39 참조)의 경우 건축물과 조망점과의 거리에 따라 값의 변

화가 크고 주로 수변에 면한 주동이 값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시입면지수(본고 p.40-41 참조)는 건축물 개방지수에 따라 값의 차이가 컸으며, 

배면체적지수(본고 p.42-43 참조)는 건축물 입면적과 조망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주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가시수평면적지수(본고 p.44 참조)는 위의 3가지 지

수와는 달리 수직적 요소에 의한 개방성을 측정할 수 없지만 수변에 인접해서 제

내지 방향으로의 오픈스페이스를 측정하며, 각 지수가 이 값을 반영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수변공간 개방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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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방법으로 획

일적인 적용을 하는 것 보다 각각의 특징을 반영하는 대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변공간 개방성지수를 개발 초기부터 적용한다면 개방성 확보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경관을 창출할 수 있으며 수변경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범위를 수변공간으로 하였고 육역과 수역의 경계 및 배후지역의 공간

적 특성에 따른 분석방법을 제시하였지만 실제 사례 대상지는 한강에 접한 주거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즉, 해안가, 호수와 같은 다른 형태의 수변공간은 반영하지 

못하였고, 구릉지가 형성된 지역이나, 절벽 또는 단애가 있는 지역 등 지역 및 지

리적 특색에 따른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 지수 특징을 더 정확히 분석함에 있어 건축물 높이

와, 건축물 개방지수, 조망점과 건축물간 거리를 변수로 한 90개의 가상환경을 바

탕으로 각 지수의 특성을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실제 수변공간

에서 느끼는 개방감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며 개방성지수 허용범위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변공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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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Waterfront Openness Index

Supervised by Prof. Ahn, Tong Mah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Yoon, Ho Seon

The waterfront area is being re-evaluated as a pleasant open space for 

tourism, culture and leisure.  Accordingly, there have been a variety of projects 

to develop and improve such areas.  However, some massive scale development 

projects along the waterfront do not consider the area’s characteristics.  High 

rise and high density developments are causing enclosed spaces, domineering 

landscapes, visual incongruity from the cityscape, and the privatization of water 

views.  Current guidelines and regulations of the waterfront area management 

are not strict enough and the landscape of undeveloped area can be undermined 

by new development projects without stricter regulations.  Thus, an alternative 

assessment of guidelines is required for effective management of the waterfront.  

This paper diagnoses the domineering and enclosed landscape as a problem of 

the waterfront.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physical environment was 

required to be quantitatively analyzed, and resulted in the development of new 

openness indexes for the waterfront area.  To assess the level of openness, 

distance between the view point and the view target, and the width and the 

height of buildings were set as variables.  Level of openness was assess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ctual and virtual built environments.  This paper is 

summarized in the following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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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problems of existing landscape index were analyz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in order to suggest the new waterfront openness indexes.  The paper 

reviewed the validity of using the distance between viewpoint and view target as 

a variable, which were not considered in two existing indexes of the elevation 

blockage ratio and the building openness index.  The range of space is 500 

cubic meters for calculating the openness index. 

Secondly, four waterfront openness indexes, Visible Bulk Index(VBI), Visible 

Facade Index(VFI), Blocked Bulk Index(BBI) and Visible Horizontal Index(VHI) were 

developed based on existing landscape indicators.  VBI was calculated by 

measuring three-dimensional visible space ratio within 500㎥.  VFI measured 

openness based on the ratio between the visible facade area and the visible 

ground area.  BBI was calculated by measuring the ratio of volume in areas 

behind buildings to total ground area.  Lastly, VHI was developed to show the 

ratio between the total ground area and the visible ground area.

Thirdly, the paper suggested the standard of the viewpoint as it becomes the 

basis for analyzing openness within a range of space.  In this paper, the 

borderline between water body and land area at the waterfront i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of two natural and one artificial, with each having different 

standards for viewpoints. 

Fourthly, four waterfront openness indexes were used to analyze nine 

examples around the Han River; low-rise residential areas, middle-rise residential 

areas and high-rise residential areas.  The paper presents several case studies of 

the openness indexes of these waterfront areas with differences in various 

factors such as heights and arrangements of residential buildings. 

Lastly, 90 virtual built environments with different building heights, building 

openness index, and varying distances between view points and view targets 

were used to analyze the openness index in order to discuss the features of 

each openness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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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each built environment has different 

openness index and reveals that multiple indexes should be used to accurately 

assess any built environments.

In VBI, the facade area and the distance between view point and view target 

is the main factor that affects the index.  VFI is mainly affected by the building 

openness index, meaning that pith of buildings and view corridor affects the 

index more than the distance between view point and the view target.  In BBI, 

the facade area and the distance from view point had impact on the result of 

the index, and it could be used as an alternative to VBI.  Lastly, VHI cannot 

assess openness related to vertical factors in contrast to the other three indexes, 

but it can measure the open space towards the inland area next to the 

waterfront.  As other indexes reflect the results from VHI, it can be considered 

as a basic factor to calculate others.  

Ensuring openness at the waterfront area means securing physical space at 

the divide between the waterfront and urban area.  To achieve this, proper 

regulations for  buildings adjacent to the waterfront is essential.  This paper 

suggests four waterfront openness indexe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calculation methods.  Each index can be suitably utiliz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environment factors.  It would help to improve the waterfront area 

and prevent damage by reckless development. 

□ Key words: Waterfront, Waterscape, Openness, Openness evaluation indicator, 

Waterfront Openness Index

□ Student ID: 2011-2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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