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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양도성 연접지역을 고려한 

동대문 성곽공원 설계

지도교수 : 정욱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전공

김혜란

 본 논문은 유산 개념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한양도성 유산 연접공간

의 녹지 공간 가치를 변화하는 관점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재조명하는 것

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유산의 개념이 건축적인 관점에서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연접 공간’으로 확대되었음을 되짚으며, 이를 반영하여 진

행된 한양도성 연접지역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런 과정에서 

연접지역 중 16개의 녹지 공간이 입지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공간들

의 물리적인 현황을 보기에 앞서 조성된 역사를 살펴보았다. 

 한양도성 인근의 녹지 공간은 기존에 공원으로 조성되기 위한 곳이 아니었

으며, 단기적인 계획들이 위주였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한양도

성에 관련된 사업은 건축을 위주로 한 녹지조성계획으로, 주위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성곽의 복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와 맞물려 1990년도

에서 2000년대에 이르러 도심 녹지 공간의 필요로 산형지대 주변으로 건축

된 노후한 시민아파트의 철거와 함께 현재의 ‘성곽공원’이 다수 조성되었다. 

당시 패러다임은 문화재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협소하였기에, 이 때 조성

된 성곽공원은 유산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녹지 공간이라기보다는 도심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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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조성에 그 의의를 두었다.

 하지만 유산 개념의 패러다임과 대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발생

적으로 생겨난 성곽공원은 현재 추구하는 가치와 상충되는 현상을 낳고 있

다. 한편, 연접 지역을 고려하여 새롭게 조성이 진행된 성곽공원 역시 공간 

구성에서 유산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함을 짚어낼 수 있었다.

 성곽공원 공간 조성에 주요한 가치들을 유산개념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반

한 변화된 관점에 공간에 투영될 때 어떠한 가치들이 도출 될 수 있는지 크

게 문화재 보전을 위한 측면과 대상지의 지역성과 맥락을 반영하는 측면을 

축으로 살펴보았다. 분류된 항목들은 다시 도성, 지형, 디자인적 요소, 주변 

맥락에서의 역할과 같은 세분화 되었으며, 이는 다시 성곽공원이 조성될 때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유산 보

존이 우선시 되는 녹지 공간이다. 둘째, 성곽공원은 도시 어메니티로서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인근 주거지에서 이용될 수 있는 근린 

공간으로 역할도 수행한다. 넷째, 지역의 맥락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공간이

다.

 다음 4가지 성곽공원의 기본적 가치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동대문 성곽공

원을 그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동대문 성곽공원은 그 인근으로 다양한 주변 

맥락을 접하고 있으며, 최근 동대문 운동장이 철거되고 동대문 디자인 프라

자(DDP)가 조성되면서 큰 이슈를 받았던 지역이기도 하다. 동대문 성곽공

원은 대학로, 동대문 상권, DDP과 같은 관광 명소와 함께 북쪽으로는 이화

동, 창신동과 같은 다른 한양도성 연접지역의 성곽마을이 위치하며, 대상지

에 입지해있던 이대병원의 이전과 그 건물의 리모델링, 동대문 교회의 철거 

및 부지의 다양한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동대문 성곽공원은 다른 일반적인 성곽공원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설계

의 변화를 겪어 왔다. 최근 동대문 교회의 이전과 성곽공원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유산으로서의 성곽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된 이번 사업은 성곽

공원으로서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완공된 동대

문 성곽공원의 설계안은 유산을 담고 있는 공원으로서의 특수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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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유산 개념 변화의 패러다임과 현재 성과공원이 물리

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는 조사를 통해 도출된 성곽공원 조성의 4가지 기본

원칙을 기준으로 동대문 성곽공원의 설계 방향을 다시 재조명 하고자 하였

다. 대상지 유산으로서 성곽 복원을 통해 흥인지문과 연결에 중점을 두며, 

도심에서 근린 공간 어메니티인 동시에 도심에서 연결 네트워크를 회복하기 

위한 공공공간으로서의 어메니티, 성곽공원 주변으로 입지한 성곽마을 주거

지를 고려하여 근린 공간으로서의 방향 역시 고려할 사항이었다. 마지막으

로 무엇보다도 동대문 성곽공원이 지니는 지역 맥락을 읽고자 하였다. 한양

도성길 안내를 위한 시작이 되는 대표성 있는 공간임인 동시에 동대문 교회

와 서울 디자인센터 등 성곽공원 내외적인 다양한 맥락을 반영하고자 하였

다. 

 제안된 설계 사항은 기존의 분석틀과 설정 근거를 통해 설계 고려사항의 

검토를 적용하였다. 문화재 관점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관점의 변화를 반영

하며 성곽공원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원칙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안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동대문 성곽공원이라는 대상지만이 갖는 점으로 

인해 다른 성곽공원에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문화재로

서의 한양도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시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앞으로 조성되거나 관리될 한양도성 성곽공원에 현실적

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성곽공원, 한양도성 연접지역, 동대문 성곽공원, 유산 관점 변화

학  번 : 2013-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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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한양도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문화재로서의 한

양도성을 포함하여 그 주변범위까지 영향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오

브제로서의 한양도성을 넘어 연접지역과의 연계가 현 연구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문화재 진정성을 위한 보전을 넘어 그 활용

적 가치까지 연구의 범위가 깊어지고 있다.

 한양도성의 건축적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사업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며, 폭 넓은 연구와 사업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1970년대 이래 대대적인 정부차원

의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양도성 복원사업은 문화재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하면서, 주변과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과도기

를 겪었다. 초기 문화재 복원사업은 한양도성의 건축적 원형복원이 

중점이었으며, 이에 부과적인 연접공간은 환경 개선의 개발방식이 따

라오는 방식이었다. 점차적으로 문화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변화

하면서, 2000년대에 착수한 여러 차례의 한양도성 사업은 문화재 범

위로 연접공간까지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인근의 시민아파트 부지의 

녹지 공간 사업과 같은 기존과는 다른 양상의 변화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여겨졌던 연접공간의 한양도성길과 녹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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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70년대 성곽 위주의 복원

역시 보호 권역에 들어서면서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동

일한 장소에 투입된 여러 차례의 단기 사업은 문화재 인식의 관점 변

화를 건축 중심에서 도심의 녹지 공간 충족을 위한 계획 그리고 다층

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개발 방식 또는 계획하던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접근 태도를 볼 수 있다. [그림 1]1) 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대에 환경 개선이라는 사업명하에 성곽 복원 위주

의 변화를 겪었지만, 최근 2010년 연접지역의 주거 공간 및 주변 맥

락의 조화를 고려한 성곽의 온전한 복원 사업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머물러 있는 대상지 물리적인 현황의 

간격은 문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도성을 둘러싼 복원 개발 방식은 여전히 산

책로의 물리적인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위

와 같은 사업과 함께 그 주변에 엮여 있는 녹지 공간은 연접공간이 

담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도심에서 녹지 공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한양도성을 포함하여 그 연접지역의 공

간적 정체성과 역할의 필요성을 재고하고, 이에 따른 지역 연접 공간

이 조성 될 때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복원될 삼선지구 성곽주변 건물 200여채 철거계획, 동아일보, 197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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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으로써 한양도성과 그 연접공간의 고려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단

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공간의 중복적이며 단편적인 설계 방

향과 변화를 지양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양도성의 문화재 관점과 영향권 범위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조성된 연접지역의 공원 녹지의 한계점을 시작

으로, 단기적이지 않으며 지역의 고려한 설계적 접근법과 설계 고려 

사항을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 고려사항을 실제 대상지에 적용하여 구체화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다.

 문화재 보전과 이를 포함한 연접공간의 활용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현 연구의 맥락과 같이 하며, 궁극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설

계적 실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한양도성 문화재와 연접공간의 복원이 단기적인 계획과 개발이 

아닌 문화재 건축적인 보호와 함께 주변부를 함께 고려하기 위한 단

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발 방향으로 지역 연접공간에서의 역할과 정체

성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 4 -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범위는 한양도성의 보호권역으로 포괄된 연접 공간 중 인

근의 녹지 공간이며 최근 한양도성 성곽공원으로 불리는 공간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연접공간으로서 한양도성길과 성곽공원은 기존에 

문화재로 보존․보전을 위한 관리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적 대상 범주의 변화는 기존 서울연구소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발전되어 왔다.2) 

 한양도성 연접지역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잇닿음’ 또는 ‘이어 맞닿

게 함’이며,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를 의미하며 인접지역

은 이웃한 다소 점적인 공간적 범위를 나타낸다.3) 이는 다시 제도적 

측면에서 공간적 범위가 규정되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나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라 한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

터 500m 이내에서 설정하도록 되어있다. 즉, 한양도성 연접지역은 

‘한양도성에 의한 영향을 받거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어 한양도

성과 함께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개념4)을 참고한다. 

 성곽공원은 한양도성 주변에 위치한 법적 녹지공간이다. 한양도성에 

접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기존 녹지공간보다 더욱 뚜렷한 공간적 성격

을 가지며, 엄격한 규제가 바탕이 된다. 또한 한양도성길은 최근 서울

시에서 둘레길5)과 함께 새로운 정비를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

2) 한양도성 연접지역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내용은 제 2장의 1.1. 문화재 대상 관점의 변화
에서 다시 상세히 언급된다. 

3) 서울연구원, 한양도성 연접지역 실태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2012. p.6
4) 상위 연구와 동일
5) 서울 두드림길 사업의 일환인 둘레길은 도보중심의 길로 도심에서 순환코스를 정비한 걷

기 코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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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양도성길 정비 및 조성 계획

어 있으며, 한양도성을 따라 순례하는 길로 정의할 수 있다. 서울의 

순환코스를 정비하여 남산, 낙산, 인왕산, 북악산 등 내사산 및 4대

문, 한양도성을 잇는 둘레길을 조성하였다.

 그 중에서도 한양도성길은 [그

림 2]6)에서 볼 수 있듯이, 

18.6km의 길이로 2011년 한양

도성길은 안내체계 및 노선정비

가 완료되어 보다 나은 보행환

경을 위하여 곳곳의 단절된 구

간을 연결하고 숲길을 정비하는 

등의 사업이 2014년까지 계획

되어 있다.7)

 본 연구에서는 한양도성의 보전과 활용계획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한양도성길과 그 연접공간의 녹지공간의 정체성과 역할이 보다 확고

해야함을 살피기 위해 도성길 연접공간 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녹

지공간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한양도성길에

서 녹지 공간이 설정해야 하는 지표를 재고하며, 앞으로 한양도성이

라는 보호 권역에서 지향해야 할 녹지공간의 정체성을 설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의 사례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대

상지로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에 위치한 동대문 성곽공원을 그 대상

지로 한다. 

6) 서울 성곽길 매핑,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3684&cid=40942&categoryId=33084, 
2014년 9월 5일 검색.

7) 서울 두드림길, 서울 두드림길 소개 및 안내, 한양도성길, 
http://gil.seoul.go.kr/walk/sub/introduce/guide.jsp, 2014년 8월 24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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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 흐름도

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첫 단계로 한양도성 문화재 관점 변화를 살핀다. 문화재

의 관점 변화를 바탕으로 연구의 쟁점을 고찰하며, 현 한양도성이 문

화재로서 어떠한 관점의 변화를 겪으며 이를 배경으로 하는 정부 차

원의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

지 시행된 한양도성에 관한 사업에서 특히 주변 연접공간에 관한 사

업 시행을 파악한다. 각기 다른 시기의 지향점을 파악함으로써 적용

된 보전의 원칙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이로부터 발생된 한양도성 연

접 공간에 대한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한양도성의 연접공간으로서 지향해야 할 한양도성

길과 녹지공간의 설계 고려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조성된 한양도성 

연접 공간 성곽공원의 현황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현 시점의 한양도

성길에서 성곽 녹지지역의 성격과 정체성을 정리하며, 지향해야 할 

방향과 한계들을 도출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도출된 고려 사항을 사례 대상지에 적용하며, 구

체화를 통한 연구의 실효성을 살피고자 한다.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

은 다음 [그림 3]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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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양도성 문화재 관점 변화의 연구 쟁점

1. 한양도성 관련 기존 연구 및 사업 변천 고찰

1.1. 문화재 관점 변화의 세계적 동향

 한양도성에 문화재적 관점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내 문화재에 

관한 관점은 문화재에 관한 세계적 관점과 조응하기에 세계문화유산

으로서 그 대상과 보존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배경을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네스코에서는 유산으로 보존의 대상이 어떻

게 확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대상의 위협 변화와 보존의 가치 및 방식

이 함께 바뀌었다. 

 건축물 위주의 유산 보존 대상이 채택되었던 것이 점차적으로 유산

이 있는 주변지역, 마을과 도시 그리고 장소로 범위가 확대되었다.8) 

이런 보존 대상의 확대에 따라 이를 보존하고자 하는 방식도 변화하

게 되었다. 특정 시대의 양식을 복원하고 형태적인 것 위주로 살펴보

던 보존 가치가 장소, 지역으로 방대해지면서 주변의 유·무형의 문화

재와 커뮤니티, 주민참여 및 경제활동도 장려하는 광범위한 방식으로 

확장하였다. 유산 보전의 가치 및 방식의 변화는 다음 [표 1]9)을 참

고할 수 있다. 

8) 채혜인,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의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의거한 도시보존 방향, 서울대학
교 석사 학위논문, 2012.

9) 상위 문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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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대상
의 확대

건축물
건축물+
주변지역

마을, 도시 장소, 지역

보존 대상 
변화에 따
른 위협의 

변화

물리적 상태 
훼손 

(무분별한 복
원, 전쟁으로 
인한 훼손)

현대 환경과의 
부조화

(근대적 도시개
발과 역사적 건
물 및 도시 맥

락의 갈등)

경제활동의 결핍 
및 인구 유출로 

인한 쇠락

지역 고유의 문화, 
공동체 멸실

보존 가치 
및 방식

특정시대 양
식의 복원

물리적, 형태
적 접근 위주

시기별 기여 인
정, 주변과의 
조화 고려

지속가능성
무형가치의 보존
커뮤니티 보호
주민참여 독려
경제활동 장려

토착문화 존중
주변 환경 보호

지속가능성
무형적 가치의 보존

커뮤니티 보호
주민참여 독려
경제활동 장려

[표 1] 보존대상의 변화에 따른 보존 가치 및 방식의 다양화 
 

 보존 대상의 확대 과정은 적정한 보존의 가치의 설정과 이에 맞는 

방식의 재편성을 필요로 하였다. 광범위한 문화 보존 대상을 복원 및 

관리하기 위해 보존 가치와 그 방식이 다양화 되었는데, 하나의 예로 

예전에는 비교적 고려되지 않았던 ‘경관’에 대한 가치가 상승되었다. 

최근 많은 이슈를 받고 있는 ‘역사도시경관’은 유·무형의 가치를 보존

하며 변화를 관리하는 통합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보존 대상의 변화 과정은 한양도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큰 영

향을 미쳤는데,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한양도성의 복원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을 살펴보면 보존이 확대되는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

으며, 보호 대상의 범위 역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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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양도성 연접지역의 공간적 범위

1.2. 한양도성 보호를 위한 문화재 대상 관점의 변화

 한양도성은 600년이 넘는 역사를 거치는 동안 문화재로서 다양한 관

점의 변화를 겪어왔다. 기존 한양도성은 건축적 문화재로서 가치와 

의미가 컸다. 1970년 박정희 정권 때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양도성 보

전을 위한 복원계획 및 녹지 조성계획은 도성의 보존과 경관 조성 및 

성곽 주위의 개발 사업 등이 일체화 된 복합적 사업이다. 특히 이 사

업은 성곽 위주의 복원을 중점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이후 최근 다

시 한양도성을 이론적으로 연구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서울시

를 주체로 하여 서울연구원과 서울학연구소에서 그 주를 이루고 있

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한양도성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본 자리에서는 그 동안 변화해온 문화재의 관점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한양도성을 단일적인 역사 문화재인 오브제로 바라보는 시각은 

문화재와 함께 엮여 있는 연접지역과 함께 맥락적으로 파악하고자 하

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10) 특히 한양도성의 문화적 관점을 학문

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활성화 되었다. 서울시는 2009년 서울

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제시하며, 다음 [그림 4]11)와 같이 

한양도성과 그 연접지역까지의 확장 범위를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다.

10) 서울연구원, 한양도성 연접지역 실태분석 및 합리적 관리 방안, 2012.
11)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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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구분 구간별 위치 및 범위

북악·성북 창의문-서울과학고

혜화·흥인지문 서울과학고-흥인지문

광희·장충 흥인지문-남소문

남산
남소문-남산성곽훼손부

-SK빌딩근처

숭례문 남산끝자락 ‘SK빌딩부근’-돈의문

인왕·교남 돈의문-창의문

[표 2] 한양도성 연접지역의 구간 구분 

 서울연구원이 주체가 되어 시행된 이 연구는 도성 완충지역의 유형

별 현황 및 관리 실태와 개선과제를 제안하며, 완충지역을 제안하는 

것에서 넘어서 더욱 구체화된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한양도성이 건축적 문화재를 넘어서 연접지역까지 관리 권역으로 포

함되게 된 바탕에는 문화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기존의 경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채혜인(2012)의 서촌 연

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독적인 문화재를 바라보던 관점에서 그 연

접공간의 경관까지 권역으로 포함되고 있는 현황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페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한양도성 역시 도시맥락에서 연접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 및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자연스럽게 문화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한양도성의 

연구 방향도 지향하는 방향이 변화하였다. 이후 한양도성에 관한 연

구는 아래와 같이 비교적 그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이를 활용하

기 위한 방안들도 고안되었다. 한양도성의 연접 권역의 토지이용별로 

구분하고, 각 권역마다의 문제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양도성의 연접지역은 지리적 입지특성과 성곽의 주요시설 등에 따

라 개략적으로 6개의 구간으로 구분될 수 있다.12) 연접지역은 크게 

북악·성북, 혜화·흥인지문, 광희·장충, 남산, 숭례문 그리고 인왕·교남 

구간이며 구간별 위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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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도성 연접 용도지역 현황 [그림 5] 한양도성 구간별 구분 
 

  한양도성은 [그림 5]13)와 같이 비교적 뚜렷한 토지이용의 도시맥락

을 보이고 있다. 이와 연결된 연접지역은 성곽 탐방로, 공원탐방로, 

등산로의 이용행태를 보이며, 대부분 구간이 편측이거나 단절된 부분

이 있어 도성뿐만 아니라 연접 마을과 공원 명소들과의 연계 역시 미

흡하게 나타난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연접지역 또한 

문화재 관리 권역으로 포함되면서 나타난 고려사항이다. 

 최근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위해 세계유산으로서 가

치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s)’를 충족시

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음과 같은 4개의 범주로 정의되며, 

[표 3]과 같이 구체화 할 수 있다.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가

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활용한

다. 보존과 관리와 활용을 통하여 유산의 가치와 생명력이 회복되며 지속

된다.”

12) 서울특별시,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2009.
13) 상위 동일 연구, 3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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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키워드

지형

1a
한양도성의 형상은 땅의 형세를 살펴서 결정되었다. 
산경으로 이어진 흐름을 인식하고, 내사산이 서로 
조응하는 지세에 주목한다.

 한양도성의 
지형 파악

 훼손된 
지형과 
단면에 대한 
고려

1b
지형은 한양도성의 일부이다. 도성 안팎의 
미세지형의 차이를 존중하며, 성곽과 지층 및 
생태환경을 하나의 실체로 관리한다.

1c
잘려진 단면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 훼손된 지형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단면을 기억하고 표시한다.

기술

2a
한양도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조되고, 
수리되어왔다. 석축과 판축으로 구축된 구법과 기술에 
주목하고, 각 시대의 기술과 양식의 차이를 존중한다.

 한양도성과 
복원 기술을 
통한 과학적 
복원 원칙

 단계적 원형 
복구를 통한 
문화재의 
진정성과 
완전성 회복

2b

현재 남겨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강화를 통하여 최소한의 조치로 원형을 
과학적으로 보존하며,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c

잘못 복원된 구간은 단계적으로 원형으로 복구하도록 
한다. 진정성과 완전성의 회복을 위하여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중건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 재료와 
기법으로 수행하되, 새것과 옛것이 구별되도록 한다. 

인문

3a
한양도성의 장소와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장소인문학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인식한다.

 장소의 
인문학적인 
통합적 인식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적절한 
방식의 이해 
및 공간 
활용 방안

3b
한양도성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역사적 기억을 
존중한다. 유적형태와 도시현실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기념한다.

3c
공유의 영역을 확장한다. 공공공간과 사유공간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을 제안한다.

[표 3] 한양도성 보호원칙

§ 지형 : 땅과 한 몸으로 이루어진 도시유산

§ 기술 : 석조와 판축으로 구축된 단면과 윤각

§ 인문 : 육백년의 역사층위가 새겨져있는 표층

§ 도시 : 도시의 풍경과 시민의 일상으로 이루어진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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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4a
한양도성은 역사적이며 친환경적인 원형의 띠이다. 
역사도시이자 거대도시인 서울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특별히 서울도심에 선한 영향력으로 개입한다.

 한양도성은 
서울 
도심부의 
정체성을 
정의함

 유적 구간과 
단절 구간에 
창의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이는 
순성길을 
따라 실현됨

4b

한양도성의 유적구간과 단절구간에 대한 창의적인 
해석과 개입이 필요하다. 한양도성을 따라 순성길을 
계획하되, 입체적인 궤적에 주목한다. 
유산구역(문화재보호구역)내 시설물은 언제든지 
원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가역 가능한 재료와 
구조로 설치한다.

4c

순성길을 따라 전개되는 한양도성의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도성안팎에서 
도성을 바라보는 기념비적이며 일상적인 
역사도시경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위의 한양도성 보호원칙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한양도성은 건축물의 

단일한 완전성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지형과 유적 공간과 도시적 맥

락에서 적절히 개입되고 활용된다. 특히, 기존에 조선시대부터 성곽을 

경험하고 체험하던 한 예로 순성길을 체험14)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존

재했는데 이를 현대시대에서도 제안하고자 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

다. 이러한 한양도성길 체험을 위한 계획은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을 

아우르며, 이에 적절한 공간의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을 제안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한양도성길은 과거와는 달리 또 다른 의미와 가치

가 부여됨으로써 문화재의 연접 공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드림길 

계획(2013)은 내사산과 외사산의 둘레길을 제안함으로써 서울의 연속

적인 보행구간을 확보하고자 제안하는 적극적인 실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15) 

 한양도성길과 근접의 녹지공간은 문화재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제안의 한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성으로의 접근성과 역

14) 서울 두드림길, 2014, http://gil.seoul.go.kr/walk/index.jsp
15) 위와 동일한 웹사이트 중 두드림길에 관한 소개, 2014. 

http://gil.seoul.go.kr/walk/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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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한양도성 연접지역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사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를 통해 서울에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다양한 도시적 맥락 공간

에 따라서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3. 한양도성 보호 사업에 따른 관련 연구의 변천 

 한양도성 문화재 범위가 확장되면서 공간적으로 도성과 연접해 있는 

구간도 포함되어 연구의 필요성이 보다 명확해졌다. 한양도성을 포함

하여 성곽의 연접 주변지역의 유형별 조사 및 관리 방안과 성곽마을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연구원(2012)은 한양도성의 연접지역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현황

을 조사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세웠다.16) 

 상위 연구에서는 한양도성이 전시성 문화재가 아닌 역사문화를 간직

한 진정한 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성곽 자체뿐 아니라 성곽 및 주

변과의 연계가 필수적임을 말하며, 문화재보호구역을 비롯한 연접지

역 관리는 많은 이해관계자와 연접지역의 주민 참여를 통해 조화롭게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음 [그림 7]17)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

재조건의 변화와 함께 한양도성의 연접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역시 변

화해야 함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16) 서울연구원, 한양도성 연접지역 실태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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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지역 
유형

항 목 내 용

녹지 
이슈 및 
개선과제

자연환경 및 
지형보존

 한양도성 연접지역 중 녹지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제공하며,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음. 

 최근 한양도성의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탐방로 및 등산로 확대 연결하는 진입가능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우수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생이 서식하는 자산으로 최대한 
자연환경과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할 
수 있는 접근 필요.

역사공간의 복원
및 관리

 녹지지역의 문화재는 다른 구간에 비해 
많이 보전되어 있으나 훼손된 구간의 
복원사업은 진행되고 있음. 

 복원 시 자연환경과 지형을 훼손하지 않는 
관리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성곽과의 
조화로운 경관관리

- 연접지역의 일부는 최고고도지구나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성곽에 
대한 조망이나 경관축 보호 등을 위한 
정교한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문화관광자원으로
의 활용

- 한양도성을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한양도성과 연결된 
등산로 및 탐방로는 대부분 성곽 중심으로 
개설되어 있어 연접지역과의 연계는 
미흡한 실정임.

상업지 
이슈 및 
개선과제

한양도성과의 
조화로운 경관관리

- 한양도성은 사대문 안 도심부를 
둘러싸면서 사대문 안의 높이규제와 관리 
영향권에 있음. 

- 현재 상업지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관관리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사대문을 

[표 4] 한양도성 연접지역의 고려 기본 사항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한 한양도성 연접지역의 현황실태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4]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7) 상위 동일 문서, p.i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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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녹지와 성곽이 함께 보이는 
우수한 조망점과 통경축을 지정 필요.

장기적인 복원계획 
및 지속적인 노력

- 상업지의 한양도성 연접공간은 대부분의 
구간이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흔적조차 
찾기 어려움. 

-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어려움. 

- 장기적인 관리차원에서 공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문화관광자원으로
의 활용

- 한양도성의 주변으로 많은 문화재가 
분포하지만 이를 연계하는 방안이나 
프로그램은 부족함. 

- 주변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음.

주거지 
이슈 및 
개선과제

주거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보존

- 오랜 기간 거주해온 주거환경으로 
노후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어 자발적 개선이 어려움.

- 주민들의 사회경제적인 재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 필요.

마을의 역사문화 
보존

- 대부분의 연접 마을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어 풍부한 향토자원과 거주민의 
자부심이 높은 편임.

- 서울에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성곽마을’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

마을특성 살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마을 곳곳에 벽화를 그리거나 텃밭 가꾸기 
등을 통한 환경 개선과 마을 축제, 마을 
카페 등을 이용하여 마을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성곽과 어우러진 
구릉지의 마을경관 
조성 및 관리

- 한양도성 연접지역 주거지는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등의 강력한 행위제한을 
받아 주거환경이 더욱 노후화되는 결과를 
되풀이 하고 있음.

- 대부분의 주거지가 구릉지에 위치하면서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배치이므로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보수하여 성곽과 
어우러진 건축물 관리와 경관 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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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키워드 내  용

원형보존을 통한 
자연녹지와의 
조화로운 관리

자연
 자연지형의 보존과 주변 자연환경의 

최소한의 변화 관리, 이용에 의한 훼손 
관리

역사
 한양도성 잔존부의 원형자체로의 보전 

및 성곽 복원

경관
- 주요 우수한 조망지점의 주변관리를 

통한 자연과 조화된 역사문화적인 
경관관리

문화관광
- 성곽주변의 녹지 및 주체공원 등의 

조성을 통한 연계, 시민에게 열린 공간 
제공

‘성곽영역’의 의미 
복원 및 유기적 

경관
- 성곽연접지역의 대규모 신축개발 지양 

및 성곽과의 조화 및 조망 고려

[표 5] 한양도성 연접지역 합리적 관리 방안 계획

 위와 같이 연접지역의 유형에 따른 현황을 바탕으로 유형별 기본원

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8) 또한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

로 세부적인 관리 방향을 다음 [표 5]와 같이 제안하였다. 

한양도성 전체의 총괄적인 관리체계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향의 조화 및 균형

첫째, 녹지는 한양도성의 원형보존을 통해 자연녹지지역과 조화롭게 관

리해야함. 

둘째, 중심지는 무리한 물리적 복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성곽영역’이라

는 의미에 초점을 맞춰 주변지역과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함.

셋째, 연접지역의 특색 있는 주거지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자원인 한양도성

과 함께 주민의 삶이 고려된 균형 잡힌 관리를 해야 함. 

18) 서울연구원, 한양도성 연접지역 실태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2012. p.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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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역사
- 성곽흔적을 통한 의미 복원 및 다각적인 

차원의 검증과 검토를 통한 장기적인 
복원 계획 수립

문화관광
- 한양도성의 영향범위 확장 및 주변지역 

역사문화자원 활성화를 통한 클러스터 
형성

한양도성의 보존과 
더불어 주민의 
삶이 고려된 균형 
잡힌 관리

주민 삶
- 한양도성 연접지역의 ‘성곽마을’로서의 

삶의 공간 철학 부여 및 주거환경 개선

역사
- 마을의 역사 및 유래, 마을 향토자원 

등의 보존을 통한 역사문화마을로서의 
정체성 유지

문화관광
- 마을주민 주도에 의한 마을환경 개선 

활동 및 마을축제 등 마을별 특성강화

경관
- 낙후, 불량 주택의 보수 및 개선과 

성곽과의 조화를 고려한 용도, 높이, 
외관 관리

 서울연구원의 유형별 조사 실태와 기본원칙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유형별 관리 및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별 연접공간

과 함께 시행된 한양도성 연접 공간 내 녹지공간은 다양한 도시적 맥

락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양도성 연접지역에 적용

되어 있는 용도지역·지구에 의한 도시계획규제는 서울시 전역에 적용

되는 규제로 한양도성 연접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

며, 문화재보호구역과의 중복적인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19)

19) 서울연구원, 한양도성 연접지역 실태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2012. p.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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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연접 공간의 이용 행태는 탐방로와 같은 둘레길 조성 위주의 

연결성에 목적을 둔 계획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용 형태를 보전하

고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구간별 구분 없이 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

다. 기존의 한양도성 건축 자체의 연결성에 목표를 두었던 보호 사업

과는 다른 주변 탐방로의 활용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

성은 갖고 있지만, [그림 8]20)에서 볼 수 있듯이 한양도성길 역시 우

선적으로 물리적 연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림 8] 한양도성 주변 탐방로 조성 현황 

 한양도성길은 1970년대 주변의 환경조성이 된 후 2011년부터 걷고 

싶은 도시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커졌다. 이후 한양도성길을 조성

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도성을 순례하며 등산로 및 산책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한양도성길

에는 중간 중간에 거점으로 위치하는 공원 내지 녹지 공간과 함께 연

20) 서울특별시,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2009,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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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사 업 명 범  위 내  용

1970-
1983

녹지 조성계획

성북지구, 
장충지구, 
청운지구, 
동숭지구 

등 

도성의 보존과 경관 조성 등 성곽 주위
의 불량주택 지구 개발 사업 등이 일체
화 된 사업

2011

공원도시 
서울 프로젝트 
– 걷고 싶은 

도시 

도성길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부의 
대규모 

녹지 공간

서울시 ‘내 집 앞 5분 거리 공원’을 목표
로 대규모 녹지 공간을 추가적으로 조성
함으로써 만든 녹지 공원도시. 

2012
서울 

성곽길 조성 

성곽 멸실 
구간, 휴게 
공간 조성  

성곽길의 개방을 통해 성곽길 또는 관광
명소로 추진. 성곽의 보행로 조성 뿐 아
니라 주민들의 산책로 및 오픈스페이스 
기능을 고려함.

2013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 

한양도성 
성곽 전체 

구간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하기 위해 주변을 모두 공공영역으로 돌
리고자 하였음. 
방문객 증가로 성곽 및 주변부 물리적 
환경 개선과 각종 편의시설 및 주변 토
지이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음. 
또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한양도
성주변의 야외 공간이 조성되어 연계성
이 강화됨.

[표 6] 한양도성길 역사적 사업 변천 과정과 내용 

계를 맺고 있다. 한양도성 연접지역이 도시적 맥락에 따라 다른 유형

으로 구분 되듯이, 한양도성 성곽공원은 도성의 연접공간이라는 특수

성을 함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도심에서의 맥락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한양도성 연접지역의 녹지 공간은 어떠한 역할을 

지니고 있는지 지역의 특성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1.4. 소결

 앞서 언급되었던 한양도성과 도성길의 선행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

음 [표 II-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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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한양도성의 변천사는 시대적 사업의 목적에 따라 공간 사

업의 방향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한양도성 복원은 1970년대에 비

로소 주변을 고려한 복합적 보수 복원 공사의 시작 되었지만, 여전히 

한양도성 자체의 건축적인 복원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21) 하지만 

최근 문화재 선정 범위 동향에 있어, 문화재의 가치가 건축적인 것에

만 한정되지 않고 그 주변의 맥락과 경관의 면적인 범위로 확장됨에 

따라 한양도성 역시 그 범위가 넓어짐22)으로 인해 서울시 사대문안 

관리방안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곽을 포함한 성곽주변과의 연계

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양도성 연접지역 관리의 패러

다임이 변화하면서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려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

겼다. 성곽 주변으로의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문화재 주변의 맥락을 

같이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최근 한양도성을 주변으로 한 이용 행태로 나타나게 

되면서, 탐방로와 같은 둘레길 조성 위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용 행태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계획은 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

다. 한양도성 연접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공간을 이용하고 산책

로와 주변 녹지 지역의 연계나 연접 마을 또는 명소들과의 연계성에 

편중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접공간을 포괄하는 개발 연혁에서 한양도성길은 ‘순례’라는 연계성

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다양한 맥락의 도심에 

분포하는 녹지 공간의 정체성과 역할을 제안될 필요가 있다. 도심 속

의 녹지 공간과는 차별성을 갖는 한양도성 성곽공원은 성곽공원으로

서의 성격을 갖지만, 동시에 그 지역을 반영하는 계획적인 방안이 함

께 모색되어야 한다. 

21) 한양도성의 성곽 복원공사에 관한 국기기록물을 살펴보면 자세히 볼 수 있다. 
22) 한양도성 문화재의 범위의 확장에 관한 참고문헌 
23) 서울시, 사대문안 관리방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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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양도성길과 녹지 공간 사업 계획의 현황

2.1. 한양도성길과 연접 녹지공간의 계획 변천

 본 장에서는 한양도성의 역사적 세월동안 훼손되고 파손되었던 문화

재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업은 특히 

1970년대 이후로 뚜렷해졌는데, 문화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되면

서 적용된 계획의 방향 역시 차이를 갖게 되었다. 통시적 관점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며, 그 사업이 지향했던 목표들을 

정리하고 이들이 갖는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한양도성의 기존 군사적 목적의 방어를 위한 기능이 약화되면서, 일

제 강점기에 도심부에 위치한 많은 도성이 훼손되었다.24) 이후 지속

적인 개발에 의해 상징적 도성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며, 개발정권의 

지휘 아래 한양도성의 중요성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잊힌 듯하였다. 

하지만 1975년 한양도성 보수　복원 사업에서 방치되었던 도성을 관

리의 영역 안에 들여놓는 최초의 전면적인 보수 사업이 시행되었

다.25) 또한 한양도성의 성곽 보수․복원 사업과 함께 시행된 주변 환경 

조성사업은 한양도성길의 근본적인 지형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

미를 찾을 수 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도심 환경조성이라는 목적 하에 한양도

성의 훼손된 구간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은 1976년 서울시 「녹지조

성계획」에 따르면,26) 성북지구, 장충지구, 청운지구, 동숭지구 등의 

성곽의 보수 복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도성의 보존과 경관 조성

을 위해 성내 외에 인접한 유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하

여 성곽 자체의 원형 복원을 비롯한 환경 조성사업으로 성곽 주위의 

조경 녹지시설, 산책도로와 차로, 불량주택 지구의 개발 사업 등이 일

24) 한양도성이 훼손되었다는 자료 출처
25)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1987.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424-425pp.
26) 녹지조성계획, 1976.04.22. 서울시



- 23 -

체화된 복합적인 사업이었다. 

 이러한 복합 사업의 배경에는 문화공보부(1979)의 『문화공보 30

년』에서 찾을 수 있다. 1960년대의 문화재 관리를 단편적이고 지엽

적인 보수 위주의 소극적인 원형보전으로 평가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원형 복원과 보존으로부터 전진하여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정

기의 함양과 국민의 정신적 지주확립의 차원으로 발전하기 위해 녹지

조성계획의 복합적인 사업을 계획한다고 말한다.27) 이는 1966년 박정

희 전 대통령의 현충사 종합정화에 관한 지시28)를 반영한 것으로 이

때부터 문화재 자체의 복원만이 아닌 주위 환경 조성까지를 포함하는 

복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양도성 보수 복원을 다룬 논문29)에서 볼 수 있듯이, 한양

도성 복원의 기반을 다진 1975-1982년 보수사업은 많은 한계를 지니

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성곽의 복원은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혹은 원형이 소실되었을 시에 원래의 문화자원이 지닌 가치를 보존하

기 위해 복원을 권하는 국제 역사적 가치30)와는 달리, 민족성을 재건

하기 위한 상징적인 문화유산을 복원하기 위한 이념을 다질 것을 밝

히고 있다.31) 이러한 보수 및 복원의 목적성 불합은 복원의 과정에서

도 반영되었다. 문화재의 진정성과 역사성이 결여되고 복원을 통해 

민족성을 추구하는 위주의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전시적이고 보여주

기 위한 한양도성 역사공간이 탄생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면적인 한양도성길의 복원공사 이후 최근 한양도성길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공원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인 걷고 싶은 도

시(2011), 서울 성곽길 조성(2012),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

27) 문화공보부, 1979. 『문화공보 30년』 277-278pp.
28) 상위 동일
29) 한양도성 보수 복원 사업을 다룬 논문은 대체로 한양도성의 성곽 자체의 복원 위주로 

되어 있으며, 대표적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다. 
유승훈, 2003. 서울성곽(사적 제10호) 복원사업의 추이와 향후 과제. 서울터전: 시정연구
논총, 제37호.

30)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0. 『이코모스 헌장 선언문집』
31)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1987.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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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등 많은 계획 제안되었다. 이에 따른 각 사업의 세부적인 목표

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도시 서울 프로젝트 (2011)

 이 프로젝트는 2011년 서울시 ‘내 집 앞 5분 거리 공원’을 목표로 

대규모 녹지 공간을 추가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전체 44만 7052㎡의 

녹지를 만드는 공원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착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의 일부 항목으로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로 서울

을 외각으로 크게 도는 서울둘레길 157km, 서울성곽을 중심으로 순

환하는 21km 둘레길을 구체화하였다. 서울성곽길32) 조성은 서울성곽 

및 주변부를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서울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보는 

시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성곽길 조성 관련 사업 (2012)

 기존 서울의 도시원형으로 성곽을 재인식하고, 도심으로의 접근에 

대한 인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재청

의 서울역사도시조성계획에 따른 성곽복원 및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성문 주변지역의 관문경관 형성 및 정비구상을 마련하였다. 이는 도

성으로의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의 발굴, 성문 주

변의 성곽 복원 및 도로에 의한 성곽멸실 부분 성곽자리 표시, 관문

을 관통하는 보행동선 회복, 역사 해설판 설치, 휴게 공간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성곽복원은 많은 역사자원과 전통적 도시구조를 지니고 있는 도심이 

최근 서울성곽의 개방을 통해 성곽길 또는 성곽둘레길이라는 관광명

32) 서울성곽길이라는 용어는 2012년 서울성곽의 명칭이 한양도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같이 
반영되었음을 알려둔다. 서울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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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서울성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낮고, 성곽보다는 산지경관으로 주로 인식되었음을 감안하여 성곽의 

복원과 개방을 통해 방문객 뿐 아니라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3)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성곽 내외부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 거닐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내사산 및 성곽

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 및 오픈스페이스의 기능

을 고려하였다. 성곽으로의 접근로는 대중교통 지점에서 접근이 쉬운 

곳으로 설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이 활성화 되는 효과를 가져왔

다. 

3.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 (2013)

 서울시는 2012년 5월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종합 계획을 발표하

고, 2015년까지 서울 성곽의 전 구간을 복원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시키겠다는 추지를 밝혔다.34) 이를 위해 서울 성곽 주

변을 공공영역으로 모두 돌리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한양도성 주변

에 있는 주택과 같은 사유지를 매입하는 토지이용규제를 추진하고 있

다. 

 이러한 한양도성의 주변 환경 변화는 성곽 자체뿐 만 아니라 주변 

근린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문객의 증가로 성곽 및 주

변부의 물리적 환경 개선, 각종 편의시설의 형성, 주변 토지이용의 활

성화 등 다양한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성곽 주변은 소형필지로 구릉 주거지가 다수 형성되어 있었는

데, 열악한 접근성과 단지환경, 노후한 주거 건물로 거주환경 조건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기존에 유래가 깊은 주거지역의 환경에 개

33) 유석연,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 및 방문객의 이용행태와 만족도, 2013, p. 84 재인
용.

34) 서울시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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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 대상지명 위  치 비 고

혜화·
흥인지문

1. 낙산공원 종로구 동숭동 공원

2. 삼선 상상어린이 공원 성북구 삼선동1가 303 공원

3. 동대문 성곽공원 종로구 종로6가 공원

광희·장충

4. 흥인지문 종로구 종로6가 69 공원

5. 동대문 역사문화 공원 중구 신당동 공원

6. 광희문 중구 광희동 광장

남산

7. 남산공원 중구 남산공원 공원

8. 안중근의사 기념관 중구 남대문로5가 광장

9. 백범 광장 중구 회현동 공원

10. 숭례문 광장 중구 남대문로4가 광장

11. 배재공원 중구 정동 공원

인왕·교남
12. 월암근린공원 종로구 송월동 공원

13. 청운공원 종로구 청운동 공원

북악·성북
14. 성북 쉼터 성북구 성북동 공원

15. 와룡공원 종로구 명륜3가 공원
16. 혜화문 근처 공원 성북구 성북동 공원

[표 7] 한양도성 연접 공원 녹지 공간 

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주거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한양

도성을 주변으로 자연경관이 탁월한 점과 함께 산책 등 등산의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조성되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활동

을 도모하기 위한 진입부와 내사산으로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어 서

울 성곽 주변 근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2.2. 한양도성 연접지역의 공원 녹지 공간 현황

 위의 2.1.장에서 언급되었듯이, 한양도성길을 따라서 연접공간에는 

한양도성 녹지공간이 함께 얽혀져 있다. 현재 한양도성의 성곽공원은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도성길을 따라 공원 내지는 광장

으로 조성된 곳을 살펴보았다. 선정 기준으로는 한양도성이 멸실된 

구간 및 직접적인 연접한 공간이며, 오픈스페이스로 공원 내지는 광

장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곳을 선정하였다. 구체

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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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문화재 보호 권역에서의 성곽공원 

 

 한양도성 사업과 주변 녹지 사업을 살펴보면 그 시작은 문화재를 중

점으로 둔 계획이 아닌 성곽 주위의 경관 개선사업이나 도시의 녹지 

조성에 그 의미를 두었다. 하지만 [그림 9]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문

화재 관점과 그 보호 범위가 변하게 되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편

입된 성곽공원에 대한 새로운 시점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조성되

어 일반적인 녹지 공원의 설계에 대해 한양도성 연접공간으로의 관점

에서 연접 녹지 공간들을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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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사 업 명 범  위 내  용

1970-
1983

녹지 
조성계획

성북지구, 
장충지구, 
청운지구, 

동숭지구 등 

도성의 보존과 경관 조성 등 성곽 
주위의 불량주택 지구 개발 사업 등이 

일체화 된 사업

2011

공원도시 
서울 

프로젝트 
– 걷고 싶은 

도시 

도성길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부의 
대규모 녹지 

공간

서울시 ‘내 집 앞 5분 거리 공원’을 
목표로 대규모 녹지 공간을 

추가적으로 조성함으로써 만든 녹지 
공원도시. 

2012
서울 

성곽길 조성 

성곽 멸실 
구간, 휴게 
공간 조성  

성곽길의 개방을 통해 성곽길 또는 
관광명소로 추진. 성곽의 보행로 조성 

뿐 아니라 주민들의 산책로 및 
오픈스페이스 기능을 고려함.

2013
한양도성 

보존·관리·활
용 종합계획 

한양도성 성곽 
전체 구간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주변을 모두 

공공영역으로 돌리고자 하였음. 
방문객 증가로 성곽 및 주변부 물리적 
환경 개선과 각종 편의시설 및 주변 
토지이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음. 
또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한양도성주변의 야외 공간이 조성되어 
연계성이 강화됨.

[표 8] 한양도성길 역사적 사업 변천 과정과 내용 

3. 소결

 한양도성 연접 공간에 있는 녹지 공간은 [표 8]에서 나타나듯이 크

게 1970년대 시대적 흐름과 2000년대 이후의 흐름으로 나뉠 수 있

다.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철거와 함께 조성된 도심 공원

은 시대적 패러다임에 큰 차이를 갖는다. 2010년 이후 한양도성 연접

공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성곽길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비중 있는 고려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함이 그 동

안의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현재 도성 연접지역 녹지 공간에 조성된 현황을 살펴보면 현

재의 관점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는 성곽공원의 현황의 조사를 통해 각 공간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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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양도성 연접 녹지 공간 조사 및 시사점 분석

1. 분석의 대상과 방법

1.1. 한양도성 녹지 공간의 분석 대상

 제 3장의 분석은 이론에서 살펴본 문화재에 관한 관점의 변화와 한

양도성의 보호 및 관리 영영에 대한 관점 변화를 바탕으로 현재 조성

되어 있는 도성 연접공간에 위치한 녹지공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조성되고 있는 한양도성 연접공간의 녹지공간의 하나인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 조성(3단계) 설계 공모’35)는 현

재 도성 연접공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사례로 지금

까지 성곽 녹지공간을 조상했던 방식과는 다른 관점으로 설계를 제안

하고자 하였다. 본 공모전은 기존 역사적 발굴, 유적지에서 성급한 성

곽복원의 시행된 회현 자락 1,2 단계와 같은 성곽복원을 지양하며, 

발굴된 한양도성의 유적과 역사적 층위를 존중하고 반영하고자 노력

한 설계 공모라 사료되어 예시로 살펴보고자 한다. 

35) 본 설계 공모를 참조하기 위해 서울시 푸른도시국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조성(3단계) 설계공모 지침서(2013)와 환경과 조경 공모 수상작 수록을 참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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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대상지 :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100-177번지 일대 (3단계)
규모 : 4,500㎡ (한양도성 보존·정비 448m)

항 목 내 용

공모 설계 지침
§ 기본방향
§ 부분별 지침
§ 평가항목

공모 수상작 § 설계 고려 항목

심사 § 공모 비평

[표 9] 회현 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 조성 설계 공모

 한양도성 공원에 연접지역의 ‘보전과 활용’이라는 쟁점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공모전 설계 지침공모36)와 국내 조경잡지 ‘Landscape Architecture 

Korea’37)에 수록된 본 공모의 수상작과 심사평을 참조하여 기존 한양

도성 복원과는 달리 성곽공원으로서 대상지가 고려해야할 목적과 방

향이 비교적 면밀하게 제안했다. 이는 현 한양도성 성곽공원이 지향

해야 할 문화재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양도성 녹지 공간 계획의 변천과 현황

을 조사함으로 과거에 조성된 녹지공간에 대한 주요 가치와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동일한 대상지의 다른 시점을 시대적으로 비교함으

로써 공간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극복해야 할 점들을 분석

하고자 한다. 조사의 대상은 2장 [표 6]에서 선정된 성곽공원 녹지 

공간 중 한양도성과 보다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공원 및 녹지 공간

으로 한정한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표 10]과 같다.

36) 서울시 푸른도시국,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조성(3단계) 설계공모 지
침서. 2013.

37) Landscpae Architecutre Korea (환경과 조경),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조성(3단계) 설계공모Vol.309. 2013.01.



- 31 -

구 간 대상지 명 위  치 비 고

혜화·
흥인지문

1. 낙산공원 종로구 동숭동 공원

2. 동대문 성곽공원 종로구 종로6가 70 공원

인왕·교남
3. 월암근린공원 종로구 송월동 공원

4. 청운공원 종로구 청운동 공원

북악·성북

5. 성북 쉼터 성북구 성북동 공원

6. 와룡공원 종로구 명륜3가 공원

7. 혜화문 근처 공원 성북구 성북동 공원

[표 10] 한양도성 연접 녹지 사례조사의 대상 

1.2. 분석의 방법

 이론을 살펴보면서 문화재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게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사례로 본 산 회현자락 공원 조성 설계공모는 최근 

성곽공원이 문화재 보호 구역의 일환으로 어떠한 시사점을 가져야 하

는지에 대한 관점을 볼 수 있었다. 이론의 변천과정과 사례를 바탕으

로 상위에 제안된 대상지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지들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설정된 분석의 틀은 한양도성 녹지 공간 현황 조사를 통해 드러난 

영향들을 문화재 관점 변화와 연계하여 제안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

의 틀과 그 설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틀을 바탕으로 조사․연구된 사

료는 한양도성 연접지역의 녹지공간에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

을 도출하기 위한 일렬의 과정이며, 공원 녹지 기본원칙들은 한양도

성 주변의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보전 및 관리하는 계획에서 다뤄져

야 할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도성 녹지 공간 

기본 원칙은 제 4장 구체적인 설계 대상지를 분석하고 제안하는데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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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틀
 설정 근거

주요 가치 현황 문제점

문화재 보
전구역의 
필요 지침 

항목

문화재
보존·보전

§ 도성 : 도성 자체가 
부각되는 것에 비중

건축물, 시설물이나 
식재에 의한 한양도성 
저해

§ 지형 : 한양도성의 
지형적 특성의 복원 및 
도성 내·외의 지형 
차이에 대한 이해

도성 안팎의 지형적 
특성에 대한 이해 

§ 보존구역 : 한양도성 
보호를 위한 주변 공간 
계획 제시 필요

문화재 자체 보존을 
위한 방안 미흡

생태 및 
관리

§ 생태환경 : 대상지 
지형과 주변의 기존 
수림 및 생태환경 고려 
(한양도성 주변 
수목관리지침 참조)

§ 관리 : 안전성, 지속성, 
편의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기존 수림지대의 
생태환경을 고려한 
기준 필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효율성 재고 필요

대상지의 
지역성, 
맥락성  
반영

대상지  
활용 측면

§ 활용구역 : 문화재의 
보존과 동시에 활용을 
위한 유기적인 공간 
계획

 문화재 보존과 활용할 
수 있는 구역의 
구분이 모호

§ 이동 동선 고려 : 
한양도성 탐방로와의 
연계적인 방안과 공원 
이용객과의 보완적 
고려

 성곽 탐방로와 동시에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과의 동선 혼재

§ 프로그램 : 대상지 
활용을 위한 적정한 
프로그램의 연계

 도성순례 길의 
거점역할과 동시에 
공공의 프로그램의 
연계 필요에 대한 
고려 필요

§ 외장 마감 및        
디자인적 요소

 주변을 고려한 
디자인적 통합 필요

주변 맥락

§ 조화 : 주변 맥락과 
어울리는 경관

§ 맥락적 역할 : 주변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대상지의 역할 및 
정체성 고려

 주변 맥락과 
한양도성을 존중이 
미흡한 조망권

 주변 맥락에서의 
대상지에서 필요한 
정체성과 역할이 미흡

[표 11] 분석의 틀과 설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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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도성보존상태 연접 토지이용
인근 거점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낙산공원 비교적 온전
제1,2종 일반 

주거지역
이화동 등 주거 

문화 지역

동대문 성곽공원 복원
제 2종 일반 주거
지역, 상업지구

이화동, 동대문 상권,
DDP 등

월암근린공원 복원 제 2종 주거지역
덕수궁, 경희궁, 

사직공원, 서대문 독립공원

청운공원 복원
제 2종 주거지역, 

국립공원
북악산 공원, 윤동주 문학관, 

부암동 문화 공간

와룡공원 비교적 온전
제 1종 일반 

주거지역, 학교, 
국립공원

성북동 인근 문화 공간,  성균
관대학교  

성북동 쉼터 비교적 온전
제 1종 일반 

주거지역
대학로, 간송미술관, 
성북동 문화 공간

혜화문 쉼터 비교적 온전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창덕궁, 낙산공원

[표 12] 현황 조사 대상지 주변 맥락 분석

2. 한양도성 녹지 공간 계획의 변화 및 시사점 분석

 사례 녹지공간으로 선정된 6개의 공원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시공된 공원으로 자연스럽게 인식이 변화를 반영하여 시행된 계획들

이다. 문화재 연접공간에 대한 관점이 초기 단계부터 설계에 반영된 

회현자락 3단계 공모전과는 달리 점진적인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 계

획들은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 보고자 하였다. 사례 대상지의 계획

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동시에 현황 조사에서 보다 물리적

인 접근과 이에 반영된 주요 가치들을 위주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의 틀은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변화된 문

화재 보호 관점과 지역에서의 공공공간으로의 역할, 2가지 측면의 분

석틀로 평가한다. 

 대상지의 공간 조사에 앞서 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의 맥

락을 선행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지 내의 도성 보존 상태를 파악하고, 

맥락 분석의 내용은 주변 토지이용과 연접 토지이용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변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의 거점 문화공간과 프로

그램을 확인하였다. 분석의 내용은 다음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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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낙산공원 광장 [그림 12] 낙산공원 
산책로와의 연계  

[그림 10 ] 1999년 
낙산공원 부지 확보를 
위한 공사 

1. 낙산공원

   

 낙산공원은 다른 성곽공원에 비해 비교적 이른 60년대부터 다양한 

변화의 시간을 겪었다. 1960년대 이미 판자촌과 무허가 주택이 있던 

곳에 1968년 시민아파트 건립이 확정되었다. 낙산 부지는 1950년대 

중반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5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아 주

민들의 공원 해제를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였다.38) 하지만 1989년 

다시 낙산공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서, 1997년 수립된 ‘시민아파

트 정리 5개년 계획’에 따라 노후된 시민아파트를 단계적으로 공원화

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는 서울시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 하

에 97년도부터 시민아파트가 철거되면서 공원 조성을 확정하였다.39) 

1999년 계획하여 2002년까지 지속된 낙산 시민아파트 공원화 계획은 

역사탐방로를 조성하며, 정자 복원, 대학로 연결로 개설 및 향토수목 

수림대를 조성하였다. 이후 다시 2007년 낙산공원을 확장하면서 부가

적인 산책로 조성을 하였다. 낙산공원 부지 계획의 변천은 다음 [표 

13]과 같으며,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시사점은 [표 14]와 같다. 

38) 경향신문, 97년부터 본격 개발 시작하는 공원 부지, 1995년 12월 9일.
39) 서울특별시, 성곽마을의 자원과 가치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자료

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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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내  용 시사점

60년대 후반 시민아파트 건립 문화재에 대한 고려 미흡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

시민아파트 철거 및 공원화 
계획에 따른 역사탐방로, 정자, 
지역 주변과 연계, 수림대 
조성

문화재 복원과 동시에 
주변 환경 정리의 초기 
단계

2000년대 후반
공원의 확장 및 
부가적인 산책로 조성

연접지역 연계와 대상지 
활용을 위한 시도

[표 13] 낙산공원 부지 계획의 변천 

분 류 내 용 비 고

문화재 
보전구
역의 필
요 지침 

항목

문화재
보전

도성
비교적 온전하게 보전되어 있는 
도성이 존재하며, 높은 지형으로 
도성 자체가 부각 되는 효과

지형
낙산의 지형을 유지하고 있어 
도성과 함께 조화

보존구역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한양도성 
문화재 자체를 보존 및 보전하기 
위한 구역이 미흡

문제점

생태 및
관리

생태환경

공원 내에는 일반적인 공원녹지의 
수목 선정 위주
산책로와 공원 밖으로 다양한 
수종 혼재

관리

낙산공원이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서 공원 자체의 관리는 
잘 되고 있으나, 문화재의 관리 
미흡

문제점

대상지
지역성, 
맥락성
반영

대상지 
활용  
측면

활용구역
문화재 보호구역과 공원 활용 
구역의 혼재

문제점

이동 동선
한양도성 산책로와 공원 
이용객간의 동선 분리

외장 마감 
및 디자인
적 요소

 화강석 포장, 점토 블럭 포장, 
우레탄 포장 등 다양한 포장 
재료의 혼합

 파고라, 전통식 정자, 가로 등의 
디자인적 통합 부족

문제점

프로그램
조망을 중요시한 조망점 설치, 
산책로에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

[표 14] 낙산공원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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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맥락

경관의
조화

낙산의 구릉 지형을 이용하여 
주변 주거지역과의 조화로운 경관 
연출, 서울 지역으로 전망할 수 
있는 공간적 역할

맥락적 
역할

 관광지 : 대학로 등의 관광지와 
접근성을 고려한 대상지 역할

 주거 공간 : 연접 주거공간의 
근린 녹지공간으로의 역할

[그림 15] 동대문 
성곽공원 내 

한양도성길 산책로 

[그림 13] 동대문 
성곽공원 대상지에서의 

경관

[그림 14] 대상지 내 
서울 디자인센터 

(구 이대 동대문병원) 

 낙산공원 대상지는 60년대에 문화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게 계획되

어 시민아파트의 건립을 겪게 되지만, 90년대 후반 이를 공원 녹지로 

조성이 확정되면서 한양도성이라는 문화재에 관심을 피력하기 시작하

였다. 하지만 [표 14]에서 문화재 보전구역 설정의 미흡함이 나타나듯

이 낙산공원 조성이 계획될 당시에는 문화재에 큰 비중을 두고 시작

하기보다는 주민을 위한 도심 녹지 공간 조성에 큰 목적을 두고 있었

다. 도심에서 공공재로서 녹지 공간이 조성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공원이 계획되었다. 

2. 동대문 성곽공원

 논문의 설계 대상지인 동대문 성곽공원은 4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

지만, 본 조사에서는 녹지 공간이 조성된 계획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

다. 동대문 인근의 공원은 2004년 4대문 안 역사 문화 복원 사업 중 

청계천 복원사업을 기점으로 동대문 일대 성곽복원의 주변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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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내  용 시사점

2004년 이전 이대 부속병원 부지

2004년 이후
청계천 복원과 함께 주변 
성곽유산에 대한 고려

문화재 복원과 동시에 
주변 환경 정리의 초기 
단계

2007년 
서울시의 동대문 병원 대지 
매입-유적과 자연을 보존하는 
효과 기대

동대문-동대문운동장 
구간 녹지화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 기대 

2013년 이후
한양도성의 진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동대문교회의 이전 
추진

역사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동대문교회의 
이전에 대한 갈등

[표 15] 동대문 성곽공원 부지 계획의 변천 

분 류 내 용 비 고

문화재 
보전구
역의 필
요 지침 

항목

문화재
보전

도성
창신성곽길 위주로 도성이 온전히 
보전되어있지만, 동대문교회에서 
동대문까지 도로단절로 인한 훼손

지형
낙산 일대의 지형 보존이 
양호하며 동대문교회 쪽으로는 
복원 작업 중

보존구역

성곽을 주변으로 산책로와 완충 
녹지구역의 설정이 되어는 있으나 
성곽 공원 내로는 보존구역이 
명확하지는 않음

문제점

생태 및
관리

생태환경 일반적 공원 녹지의 식재 환경

관리
종로구의 동대문운동장 계획에 
따라 인근의 유산 및 녹지 관리 
관심 확대 

[표 16] 동대문 성곽공원 시사점 분석 

심이 생기기 시작했다.40) 이후 2007년 서울시는 이화여대로부터 동대

문병원 대지를 매입하여 유적과 자연을 보존하는 효과에 동대문-동대

문운동장 구간 녹지화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라 기대하였

다.41) 

40) 박상준, 한국일보, ‘시정연, 발전 계혁안, 2004년 2월 5일.
41) 김성곤, 서울신문, ‘이대 동대문병원 도심공원 된다’, 2007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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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월암공원의 
휴게시설물 

[그림 16] 월암공원 
푯말과 계단식 식재공간 

[그림 17] 월암공원 
전망대 공간

대상지
지역성, 
맥락성
반영

대상지 
활용  
측면

활용구역
계획된 플랜에서는 한양도성과 
공원 녹지 활용 구역의 구분이 
되어 있음

이동 동선
대상지 내에서 자연스러운 
산책로와의 연결로 이동 동선이 
잘 되어 있음 

외장 마감 
및 디자인
적 요소

가파른 경사 때문에 단을 활용한 
공간의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로 
인해 성곽과 마감 재료 이질감과 
경관적인 문제를 가져옴

문제점

프로그램

한양도성 순례를 위한 안내시설 
및 광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휴게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흥인지문을 홍보하는 곳이 조성

주변  
맥락

경관의
조화

낙산의 지형을 활용한 공원이라는 
점에서 경사가 상당히 가파름. 
때문에 대상지에는 높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도성으로의 경관을 방해.

문제점

맥락적 
역할

동대문 일대의 여러 시설들과 
함께 연계하여 한양도성길의 
‘입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 공간 구성이 
효과적이지는 못함

문제점

3. 월암근린공원

 월암근린공원은 종로구 송월동에 위치한 공원으로 경희궁의 뒤쪽에 

자리하고 있다. 월암근린공원을 지나는 한양도성은 일제 강점기에 파

괴되거나 무너져 대부분의 많은 구간이 훼손되었지만, 1975년부터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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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내  용 시사점

2003년 도성 주변의 낙후 지역 철거
문화재 보전과 보호관점은 
있었지만, 주변 연접지역

에 대한 고려 미흡

2009년
도성의 복원에 집중된 

사업 시행

문화재 복원과 동시에 주
변 환경 정리가 시작.

기존 주거지에 대한 고려
보다는 신도시 맥락에서 

근린 공공재로 제안.

[표 17] 월암근린공원 부지 계획의 변천 

분 류 내 용 비 고

문화재 
보전구
역의 필
요 지침 

항목

문화재
보전

도성
도성의 유구를 기반으로 
조화되지 않는 무리한 현대 복원 

문제점

지형

한양도성의 기반적인 지형은 
복원 또는 보전이 되어 있지만, 
부가적인 지형작업으로 인해 
한양도성이 중점적으로 부각되지 
못함

문제점

보존구역
도성과 접한 대부분의 공간이 
산책로로 구분, 보존구역 및 
완충구역의 구분이 없음

생태 및
관리

생태환경 일반적인 공원 녹지 기준의 식재

관리 -

대상지
지역성, 
맥락성
반영

대상지 
활용  
측면

활용구역 주거지역을 위한 녹지 공간 제공

이동 동선
대상지를 이용하는 공간의 
확보로 산책로 이동 동선과 
적절한 분리

[표 18] 월암근린공원 시사점 분석 

손된 구간을 이어나가는 작업을 해왔다. 2009년부터 발견된 유구를 

바탕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주요 이뤄나갔지만, 주변에 서울의 낙후지

역이 있어 2003년 뉴타운 사업 지구로 지정하면서 송월동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계획되었다. 2009년 성곽 아래 낡

고 오래된 건물들이 있던 지역은 철거됨과 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근

린공원을 만들었으며 2010년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월암공원의 계획 

변천사와 시사점 분석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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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 마감 
및 디자인
적 요소

도성 대리석과 석축 시공의 
부조화,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과장된 시설물 설치

문제점

프로그램
적절한 산책로 공간과 조망점 및 
휴게 공간 조성

주변  
맥락

경관의
조화

대상지의 구릉지 지형을 
고려하였을 때 대상지 내에서의 
경관은 양호하지만, 대상지 밖의 
공간에서 한양도성을 바라보는 
조망 역시 고려 필요

문제점

맥락적 
역할

주거지역으로서의 근린공원 
역할과 동시에 인근 지역의 문화 
거점 공간으로의 연계적 역할 
제안 필요

[그림 21] 청운공원 운동 
시설물 설치 공간

[그림 19] 청운공원 입구 
포장 및 바닥분수 

[그림 20] 도성길 
조망점의 정자

 월암근린공원은 뉴타운 지정과 함께 기존 주거지가 철거되면서 녹지 

공간이 조성되었다. 기존 문화재 연접공간에 대한 연구와 개념이 안

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현 관점에서 살펴보

면 제한되는 점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유산에 대한 보존과 경관적 

고려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명백히 드러난다. 

4. 청운공원

 청운공원도 낙산공원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준공한 30년 이상 된 

시민아파트 철거42)가 1999년에 결정되었다. 1970년 전후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주민이주대책으로 공급된 시민아파트는 다시 도심 

42) 경향신문, ‘시민아파트 144개동 철거’, 1997년 9월 5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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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내 용 비 고

문화재 
보전구
역의 필
요 지침 

항목

문화재
보전

도성
녹지 및 산지 지형에서 도성은 
비교적 온전하게 보전

지형 인왕산의 산악 지형 유지 

보존구역
산악지대의 완충 녹지로 도성의 
보존 구역이 유지됨

생태 및
관리

생태환경 인왕산의 식생 보존이 양호

관리
주변 공간의 문화 거점 공간이 
생기면서 활발한 관리가 유지

대상지
지역성, 
맥락성

대상지 
활용  
측면

활용구역
주변 주민들도 활용하지만 
산책로 이용객이나 윤동주 
문학관을 방문하면서 방문, 

[표 20] 청운공원 시사점 분석 

시  기 내  용 시사점

60년대 후반 시민아파트 건립
도시 낙후된 주거 공간 철
거 및 새로운 공간 제공,
문화재에 대한 고려 미흡

2000년대 초반 
- 2004년

시민아파트 철거 및 공원화 계
획에 따른 성곽 훼손 구역 복

원, 역사탐방로 조성

문화재 복원을 중점으로 
주변 녹지 공간 및 

환경 정리

[표 19] 청운공원 부지 계획의 변천 

속에 흉물로 방치되었다. 이후 실제로 철거된 시점은 2004년 9월로 

도시계획 공원화사업에 따라 2006년 6월에 19,531㎡의 면적이 공원

화 되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대부분의 철거공간에 소나무, 상수리 

나무 등 교목과 관목을 심어 철거 부지를 녹지로 복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부 구역에는 체력 단력장, 게이트볼장, 전망대, 산책로, 맨발지

압보도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었다. 조성된 자연녹지 및 시

민이용공원은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되었다. 다음 [표 19, 20]에

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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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윤동주 시인의 언덕 등 인근 
활용 구역이 넓어짐

이동 동선
산책로와 공원 이용객간의 동선 
분리로 혼재 방지

외장 마감 
및 디자인
적 요소

과장된 바닥 포장 방식이나 
운동시설로 산만한 경관 초래

문제점

프로그램

지역 인근의 문화 공간인 윤동주 
문학관과 윤동주 시인의 
언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 활용

주변  
맥락

경관의
조화

산악의 급경사로 지형에 맞는 
경관을 연출,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정자 공간

맥락적 
역할

주거지역과 산책로의 휴게 
공간뿐만 아닌 인근 지역의 관광 
역할도 보완

[그림 23] 와룡공원 성곽 
산책로

[그림 24] 와룡공원의 
산책로 및 휴식공간

[그림 22] 와룡공원 
진입부

5. 와룡공원

 

 와룡공원은 1991년 완공되기 까지 지난 40년 동안 공원용지로 묶인 

후 52년 동안 빈 땅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1987년 종로구 명륜동 보

성고 뒤편 야산의 성곽주변을 와룡공원으로 조성하는 환경개선을 시

행하였다. 낙산공원 시민아파트가 철거되고 공원시설이 확충되는 계

획과 동시에 와룡공원 시민공원 조성이 같이 계획되었다. 와룡근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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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내 용 비 고

문화재 
보전구
역의 필
요 지침 

항목

문화재
보전

도성
산책로 위주로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도성

지형
낙산의 지형을 유지하고 있어 
도성과 함께 조화

보존구역
공원 내 완충구역 확보로 인한 
보존구역이 양호

생태 및
관리

생태환경
북악산과 더불어 다양한 수종과 
생태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관리
북악산과 함께 종로구 자체에서 
관리가 되고 있음

대상지
지역성, 
맥락성
반영

대상지 
활용  
측면

활용구역
문화재 보호구역과 공원 활용 
구역의 혼재

문제점

이동 동선
도성 산책로 위주의 이동 공간 
확보

외장 마감 
및 디자인
적 요소

다른 공원보다는 비교적 단순한 
점토 블럭으로 마감, 과다한 
시설물 위주의 공간이 되지 않음

프로그램
공간이 주로 산책로이며 
이동하는 공간 성격

주변  
맥락

경관의
조화

북악산지의 능선을 따라 조성된 
지형으로 도성을 따라 훌륭한 
경관 연출

맥락적 
역할

지역 주민의 공간 역할 
비중보다는 산책로 공간의 역할

[표 21] 와룡공원 시사점 분석 

원은 이후 배드민턴장, 평행봉 등의 운동시설과 팔각정, 의자 등을 설

치하여 1991년 공원을 완공하였다. 다음 시사점 분석 [표 21]를 참고

하면 대상지에 대한 설계적 고려 사항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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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내 용 비 고

문화재 
보전구
역의 필
요 지침 

항목

문화재
보전

도성
다른 구간에 비해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도성

지형
평지의 주거공간에 위치하여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활용

보존구역
성북동 쉼터와 가장 인접하게 
성벽이 있지만, 비교적 관리가 
잘 되있음

생태 및
관리

생태환경
다관의 느티나무 식재 위주와 
회양목 등 일반적인 공원 식재

관리 인근의 주민에 의한 활발한 활용 문제점

대상지
지역성, 
맥락성
반영

대상지 
활용  
측면

활용구역
주변 주거공간의 문화 공간 및 
운동 공간으로 활용

문제점

이동 동선
다른 공원보다 도성 산책로와 
분리가 잘 되어 있어 비교적 
아늑한 공간감 연출

[표 22] 성북동 쉼터 시사점 분석 

[그림 25] 성북동 쉼터 
입구

[그림 26] 성북동 입구와 
운동시설

[그림 27] 도성 아래 
쉼터 공간 활용

6. 성북동쉼터

 성북동 쉼터는 다른 공원들과는 달리 행정 구차원에서 계획할 만큼

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도성 자체가 비교적 온전히 보전

되어 있으며, 일상적인 주거공간에서 한양도성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성북동은 역사문화지구로 지구단위계획

을 설정하는 동시에 성북쉼터 일대는 규모를 확대해 주제공원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전통문화관광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상지는 [표 22]과 같은 분석을 담고 

있다.



- 45 -

분 류 내 용 비 고

문화재 
보전구
역의 필
요 지침 

항목

문화재
보전

도성
도성의 윗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곽이 온전하게 보존

지형
성북동 쉼터와 비슷한 평지의 
지형

[표 23] 혜화문 근처 쉼터 시사점 분석 

외장 마감 
및 디자인
적 요소

공간에 큰 부분을 정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운동시설물 
위주의 공간

문제점

프로그램
대부분 마을 주민들을 위한 
휴식처 제공

주변  
맥락

경관의
조화

수직적인 나무들이 세밀하게 
배식되어 있으며, 조망하는 
경관보다는 아늑한 경관이 위주

맥락적 
역할

지역 주민과 도성길 산책로  
쉼터 공간

[그림 30] 쉼터 내 
정자공간과 운동시설

[그림 29] 쉼터 공간의 
벤치 및 시설물

[그림 28] 혜화문 
인근의 쉼터 공간

7. 혜화문 근처 쉼터 (성북구 성북동 산 69-1)

 성북동 쉼터와 마찬가지로 혜화문 근처에 있는 이 공간은 주거공간

과 근접하여 조성되어 있는 작은 쉼터 공간으로, 다관형의 교목이 그

늘을 조성하고 있다. 공간은 약 520㎡ 가운데에 정자가 위치하며 가

의 자리에는 많은 운동기구와 벤치가 있다. 대상지에 고려 사항의 내

용으로 [표 23]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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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구역
도성에 가깝게 인접하여 공간이 
조성되어 있지만 보존은 양호

생태 및
관리

생태환경
녹음을 조성하는 다관형 나무가 
밀집되어 식재됨

관리
공간을 잘 활용하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체계적 관리가 됨

대상지
지역성, 
맥락성
반영

대상지 
활용  
측면

활용구역
문화재 구역과 활용 구역이 
인접해 있지만, 훼손이나 
이질감은 조성되지 않음

이동 동선
한양도성 산책로와 공원 
이용객간의 동선 분리

외장 마감 
및 디자인
적 요소

포장 마감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공간의 중간에 위치하는 정자나 
혼재되어 있는 시설물이 산만함 
초래

문제점

프로그램
녹음과 아늑한 공간감으로 휴식 
공간 조성

주변  
맥락

경관의
조화

곡선의 도성과 안쪽으로 
아늑하게 조성된 위요감 있는 
공간감, 개방보다는 위요되어 
있는 공간을 잘 활용

맥락적 
역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쉼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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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내 용

문화재 
보전구
역의 필
요 지침 

항목

문화재
보전

도성
 대상지에서 도성이 보전되어 있는 

상태를 파악할 필요

지형

 대상지 모두 비교적 지형이 잘 
보전되고 있지만, 공간적 활용 
측면에서 지형을 보전하면서 
경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고려

보존구역
 건축 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한 

설계적 방향 제시 

생태 및
관리

생태환경

 맥락에 따라 제안되는 수목의 
다양성이나 식재 형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보존해야 할 식생지와 
활용될 수 있는 지역의 구분 제안

[표 25] 분석의 종합 및 설계 고려 사항 도출 

시  기 시사점

60년대 후반
문화재에 대한 고려 미흡하며, 성곽 복원과 주변 환경 
정리 역시 문화재적 관점에서 시행되기 어려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문화재 복원과 동시에 주변 환경 정리의 초기 단계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심 속 녹지공간이 조성됨 
이 시대에 공원의 큰 계획안들이 주로 제안되었으며, 
큰 성곽공원과 산책로의 틀이 완성됨

2000년대 후반

성곽 공원과 연접공간의 가치가 새롭게 부여되면서 한양 
도성 산책로에 새롭게 관심을 갖기 시작
하지만 기존에 조성된 성곽공원들은 성곽공원 자체가 
갖고 있는 문화재적 특성의 중점적 반영이 미흡한 실정임
(실제로 문화재 위주의 가치가 반영된 설계 공모전과 
비교해봤을 때 큰 차별점이 존재)

[표 24] 계획의 변천 종합 

3. 분석의 종합

 위의 조사를 통해 한양도성 인근의 녹지 공간 계획의 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종합할 수 있다. 

 

 앞에서 분석한 공모전에서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조사된 6개의 현황 

조사는 설계 고려 사항을 제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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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공원 부지의 관리 체계성 필요

대상지
지역성, 
맥락성
반영

대상지 
활용  
측면

활용구역

 문화재 보호구역과 완충구역, 
활용구역의 구역화가 필요

 문화재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간에서의 설계적 보호 방안 필요

이동 동선
 한양도성 산책로와 공원을 이용하는 

동선의 혼재 지양

외장 마감 및 
디자인적 요소

 전반적으로 통일감 있는 외장 재료 
사용, 도성보다 부각되지 않는 
재료의 선정

 도성으로의 경관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정자나 파고라와 같은 큰 
시설물 지양

 획일적이고 경관이 좋지 않은 
운동시설의 설치 지양

프로그램
 대상지와 주변 인근 거점과의 연계
 지역적 맥락에 맞는 공간 프로그램 

제안

주변  
맥락

경관의
조화

 한양도성이 부각될 수 있는 경관 
제안 

 대상지 내에서의 한양도성 경관뿐만 
아니라 대상지 밖에서 보이는 
한양도성을 향한 경관 염두

맥락적 
역할

 지역 주변을 고려한 대상지의 
맥락적 역할 및 활용 고려

[그림 31] 성곽공원 조성·관리 기본원칙 

 다음의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한양도성 연접공간에 있는 녹지 공간 

조성 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 원칙을 정리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었

다.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문화유산에 관한 측면과 맥락

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성이 바탕이 되었다.

 성곽공원 조성․관리 기본원칙으로 다음 [그림 3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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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유산 보존으로서의 관점

 한양도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시유산으로서

의 진정성(authenticity)’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와 진정성에 관한 학술논문에서는 한양도성의 전체 구간이 연속

된 띠로서 보호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문화재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지형과 경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완충구역(buffer zone)’으로 지정 관

리함을 권고하고 있다.43)

 또한 2014년 11월부터 서울시는 ‘한양도성 주변 완충구역 관리기준 

수립 용역’을 통해 한양도성 주변 100m 이내 지역(공원지역은 500m 

이내)을 유산구역(Property Zone)으로 관리할 계획이다.44) 한양도성

은 문화유산으로 성과공원녹지에서 특징적인 성격을 부여해주는 핵심

적 요소이다. 대상지의 문화유산 보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시되어

야 하며, 이미 훼손된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복원 방안과 재고 역시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는 멸실 구간에 대한 복원 방법으로 남아있는 기단을 중

심으로 그대로 복원하는 방안과 멸실 구역에 성벽의 흔적을 표시하고 

도성의 연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45) 이 사업은 문화재의 

진정성과 상징성을 갖고자 하였다. 한양도성 복원 사업과 함께 도성

길 조성으로 도심에서 접근하기 쉬운 경로의 도성길 제안 사업이 탄

력 받게 되었다. 

2. 도시 어메니티로서의 관점

 도시에서는 얽혀있는 다양한 어메니티가 있다. 성곽 녹지 공간이 도

심 속에서 어메니티적 역할을 갖고 있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

하다. 도심 속에서 어메니티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서비스적 기능을 

43) 한양도성의 유산가치와 진정성, 한양도성 학술총서 Vol. 3, 서울특별시, 2014.
44) 서울뉴스, ‘서울시, 한양도성 완충구역 가이드라인 마련’, 차윤주, 2014년 11월 6일.
45) 이정현, ‘멸실된 한양도성 7개 구간 흔적표시로 복원’<연합뉴스>, 2014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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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곽공원에서 기능해야함을 인식할 중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의 상권과 휴게 공간, 녹지 공간 등 도심의 맥락에 따라 성격이 다른 

공간들이 발생적으로 생성되게 되었지만 상이한 공간들의 연계에 관

한 고려가 필요하다.

3. 인근 주거지의 근린공간으로서의 관점

 한양도성 주변으로 연접한 마을이 9개 권역과 22개의 마을로 설정되

어 있다.46) 이 마을을 따라 주변에는 적어도 하나 또는 두 개의 근린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성곽공원 근린 녹지 공간은 제 1관점에서 살

펴본 것처럼 유산으로서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 주민들을 위한 녹지시설임을 고려해야 한다. 

 시민아파트 혹은 빈민촌의 주거지였던 공간을 철거하면서 조성된 근

린 녹지 공간은 1990년대 도심에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일환으로 

주민들의 민원과 요구에 의해 계획되고 조성되었으며, 당대의 사업 

계획서를 보면 상위와 같은 목적을 명시하고 있었다. 

 주거지역과 근접하여 조성된 녹지는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

키기 위한 공간이지만, 그 입지성에 따라 같은 녹지라도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4. 지역 맥락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관점

 일반적인 공간 설계가 진행될 때와 마찬가지로 대상지 주변의 지역 

맥락을 반영하는 것은 대상지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성곽공원에서 

특히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성곽이라는 문화재의 우선적인 고려사

항이 반영되는 동시에 지역 인근에 기존에 조성되었던 맥락성을 살펴

보는 것은 성곽공원이 조성될 때 큰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는 도심에 위치한 다른 일반 녹지 공간과 차별성을 줄 수 있는 것

46) 성곽마을의 자원과 가치,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서울특별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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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재 대부분의 성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 또는 바닥분

수와 같은 설계의 디테일한 디자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위에 제안된 성곽공원 조성․관리 기본원칙은 한양도성 연접의 녹지

공간이 일반 녹지공간에 비해 비중을 두어야 하는 중점들을 보고자 

하였다. 이는 도성 주변의 성곽공원 녹지공간을 분석하고 설계적인 

방법으로 제안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 가이

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일반적인 성곽공원 기본 고려사항의 실효

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정된 6개 성곽공원 중 하나의 특정한 대상지에 

적용시키고, 검증되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대상지로 동대문 성곽공원을 선정하였다. 동대

문 성곽공원은 2009년 이대 부속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서 일차적으로 성곽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가 진행되었으며, 2012년 

한양도성의 진정성을 위한 동대문교회 철거와 새로운 ‘동대문 성곽공

원’ 조성을 계획하였다. 현재 동대문 교회 철거와 함께 공원 조성 단

계에 착수하였다. 다음 4장에서는 선정된 대상지의 선정과정과 대상

지 분석을 통해 설계의 검증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 52 -

IV. 동대문 성곽공원 설계

1. 대상지 개요

 설계 적용 대상지는 본 연구의 이론적 개념과 조응하여 ‘주변 맥락’

을 고려하고, 이를 반영한 대안을 설정하고자 보다 넓은 범위의 설계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기존 설정된 대상지의 구역을 넘어서 

성곽마을부터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까지 공간적 범위를 고려한 광역

적인 범위를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한양도성과 지형이 비교적 잘 보

전되어 있으면서, 도심에서 그 활용 가치가 있는 곳을 선정하였으며, 

성곽공원의 현황을 바탕으로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공간인 동대문 

성곽공원이 채택되었다. 또한 동대문 성곽공원은 최근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DDP)와 역사문화공원이 새롭게 개장하여 인근의 동대문 성곽

공원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대상지인 동대문 성곽공원 내에서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양도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대문 성곽

공원 대상지 내에 있던 동대문 교회의 철거가 결정되면서 많은 역사

적 해석과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동시에 기존 이대동대문병원 주변 

공원녹지공간과 동대문교회 부지에 조성하는 공원 명칭을 동대문 성

곽공원으로 결정하였다.

 이 계획과 함께 동대문 성곽공원은 도성을 둘러싸여 있는 공간에 보

물 1호인 흥인지문을 잇는 옛 풍경을 재현하며, 환경 복원과 시민들

에게 도심 공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공원에는 전통정자쉼터, 화계, 

잔디마당 등으로 조성하여 성곽 문화재와 조화를 이뤄 역사적 의미를 

이루려는 목적을 밝혔다.47) 

 대상지와 연접한 곳에는 다양한 도시의 맥락이 존재한다. 동대문이

라는 기존 상권과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창신동, 이화동과 같

47) 서울시, 정부발표자료, 2010. 
http://www.drapt.com/rebuild/?page_name=cont_view&uid=175818&menu_key=15&fi
eld=&s_que=&okey=w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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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대상지 및 주변 위성사진

은 제 2종 주거지역, 최근 개장한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와 한양도성 

박물관 등 대상지와 연계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문화 거점들이 존재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한양도성 탐방로 체험

에서 동대문 성곽공원은 대표성을 갖는 장소로 도심에서 대상지에 대

한 역할을 재고할 당위가 있다. 

 다음 [그림 32]은 대상지의 광역적 거점 맥락이며, [그림 33]는 대상

지의 과거 위성사진이다. 

    

[그림 33] 대상지 시공 이전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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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동대문 성곽공원 공간 계획 구성

2. 대상지 현황

2.1. 대상지 공간 구성 평면도

 공간은 크게 서울성곽이 조성되어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완충 녹지가 조성되어 있다. 옛 동대문 교회가 있던 자리에는 흥인지

문 관람 공간 조성이 계획되어 있으며, 공원의 전면부에는 화계와 휴

게소 그리고 전통정자쉼터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 공원 안쪽으로는 

서울 한양도성 박물관과 주차장이 있으며, 성곽길을 따라서 자연스럽

게 마을과 접하는 성곽길로 연결된다. 이렇게  공간은 크게 광장, 휴

게 공간, 녹지 공간, 성곽 산책로, 서울 디자인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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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동대문 성곽공원 산책로 현황

[그림 36] 동대문 성곽공원 식재 현황

2.2. 산책로와 성곽공원 

 공간의 주요 짜임을 이루고 있는 산책로는 성곽을 따라 내려오는 산

책로와 성곽공원에 들어서게 되면서 여러 갈래의 길로 나뉘게 된다. 

산책로는 흙다짐과 계단으로 마감처리가 되어 있으며, 전면부에는 화

강암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2.3. 식재 현황

 현재 동대문 성곽공원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식재되어진 

수종은 대체로 관목과 초화류 위주로 식재하였다. 기본적인 교목으로 

소나무, 느티나무정도의 제한된 교목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초지로 구릉지에는 잔디와 그라스로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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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대상지 내외에서 이질적인 스케일로 경관을 방해하는 휴게 공간 

2.4.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동대문 성곽공원에서 휴게시설은 이미 조성된 전통팔각정과 그 위에 

위치한 아직 조성되지 않은 휴게소 두 공간이 있다. 팔각정의 경우 

공원의 전면부에 공간에 비해 거대하게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공

간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산만함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거대한 시설

물로 인해 경관에 방해를 야기한다.

2.5. 프로그램

 대상지의 프로그램은 연접해 있는 공간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선 동대문 쪽에 위치한 관광지로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와 역

사박물관, 동대문 시장은 관광지에서 휴식 공간인 대상지로의 연계를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대상지 후면에 위치한 이화동과 같은 성곽마

을 역시 최근 많은 각광을 받으며 성곽길을 따라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동시에 제 2종 주거지역과 연접해 있는 대상지

는 근린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함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한양도성길을 따라 산책하는 사람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자, 한

양도성 박물관 및 동대문을 방문한 방문객에게도 동대문 성곽공원은 

산책과 동시에 도성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주로 정적인 프로그램이지만 다양한 맥락과 이용자가 있어, 활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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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곽공원은 녹지 공간 안에 문화재 한양도성이 위치함으로써 특정한 

공간의 성격이 부여된다. 성곽 녹지 공원이 다른 일반적인 공원 녹지

와 차별을 가질 수 있는 점은 ‘문화유산’과 이의 적절한 활용에 있다. 

하지만 대상지의 현황 조사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녹지 공원과 비교하

여 차별적인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특히 공원 내의 성곽을 고려한 

공간 설계가 미흡할뿐더러 대상지의 주변과의 고려가 많이 미흡하다. 

 동대문 성곽공원이 일반 녹지 공원과 달리 성곽 문화재를 우선적으

로 고려하기 위해서 다음 장 대상지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에 제안한 성곽공원 조성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대상지를 분석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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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대상지 범위에 따른 고려사
항 

3. 대상지 분석

 대상지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곽공원으

로의 기본원칙으로 보고자 하였다. 유산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는 곳

이라는 기본적인 점을 감안하여 대상지 문화유산 보존으로서의 관점, 

도심에서 공공재로서 어메니티로서 관점, 인근 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근린 공간의 관점 그리고 지역의 특수한 맥락을 반영한 관점 네 가지 

관점에서 대상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대상지는 동대문 성곽공원

을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물리적 공간으로 설정해두었지만, 그 주변

으로 광역적인 공간을 분석하고자 넓은 범위를 설정하였다.

 다음 [그림 38]은 대상지의 범위에 따른 고려 사항의 항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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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1990년대의 동대문 [그림 40] 이대동대문 병원

3.1. 문화유산 보존으로서의 관점

 대상지를 문화유산 보존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크게 두 가지의 관점

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한양도성 건축물 자체의 완결성에 대한 관점

과 대상지에서 역사성을 갖고 그 자리를 지켜오던 입지에 관한 것 이 

두 가지이다. 

 대상지 내에는 [그림 39]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구릉지 주변으로 

민가가 위치해 있었으며, 구릉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식재가 되어있었

다.48) 조선시대에는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동대문 인근의 성곽은 

조선시대와 60년대, 70년대를 겪으면서 단절되고 끊긴 건축물의 완결

성과 이로 인한 동대문의 고립된 양상을 갖게 되었다. 원형복원의 관

점에서 대상지 내의 한양도성 자체의 건축적인 복원은 필수적인 과정

이며, 구릉지의 대상지 형태의 복원이 필요하다. 

대상지 입지로는 동대문 옆에 위치하고 있는 대상지는 건축적인 역사

로도 유래가 깊은 곳이다. 이곳은 기존 조선시대 때 동부학당이 있었

던 자리였으며, 1903년 사학의 하나인 동부학당이 있던 장소는 현대

에 이화여대 부속병원 건물이 들어서있다. 현재 이 건물은 리모델링 

이후 한양도성 박물관으로 2014년 새롭게 개장하였다. 반면 다른 한

편에 위치하던 동대문 교회는 11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 

한양도성의 위에 위치한 입지 때문에 철거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논란을 가져왔다.  

48) 김영택, 중앙일보, 1880년대 조선시대의 동대문-파묻힌 성벽, 2007,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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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수원 화성 개념도 

 성곽 주변의 녹지처리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에 성곽 주변을 활용하

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수원 화성의 경우 [그림 41]49) 주변으

로 유적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구릉지와 잔디로 되어 있고 또한 호수 

및 공원으로 연결되어 있다. 유적을 최대한 부각할 수 있는 구릉지의 

단순한 지형과 잔디 식재를 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문화유산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남산 회현자

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 조성(3단계) 설계 공모’에서 유산을 

주변으로 한 공간의 조성이 보다 세분화 되어 있다. 이 공모전에서 

당선된 우리엔디자인펌 작품은 유적지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

하고자 하는 계획이 위주였으며, 이를 활용구역과 완충구역 그리고 

보호구역의 세분화된 설정을 통해 공간을 분화하였다. 

 다음 [그림 42]50)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유적지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존영역과 완충영역으로 잔디 구릉지를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식재 역시 유적에 방해받지 않도록 근접

한 공간에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오히려 활용영역에서 다채로운 식

49) 수원 화성 개념도, 수원
50) 우리엔디자인펌,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공모전 당선작 설계 기본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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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당선작 공간 세분화 다이어그램

재를 통한 이용객의 활용공간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다

음과 같은 지형 및 구릉지 복원 사례는 대상지 내뿐만이 아닌 광역적

인 범위의 zone 2와 zone 3의 설계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설계 대상지에서의 광역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4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성곽 유산은 보존 상태에 따라 세분화 된 구역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 방향 설정이 달라진다. 크게 기존에 

문화재 복원이 잘 되어 있는 구역, 성곽 유산이 멸실되었지만 유구가 

있어 복원이 가능한 구역 그리고 유구 또한 멸실되었으며, 도심지역

으로 인해 더 이상의 복원이 불가한 구역으로 나뉠 수 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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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문화유산 관점에서의 대상지 내 구역별 기본 방향

라 각 구역마다 유산의 복원에 기본 방향은 달라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역시 달라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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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구역의 온전한 유산이 보존되어 있는 구역에서는 문화재 보

호를 위해 주변 구역 설정에서는 기존에 설정된 문화재 구역의 구분

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공원을 주변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구역, 완충구역 그리고 활용구역의 구분이 보다 명확해야 하며 

보호구역 내에 시설물 설치 등 경관을 방해하지 않으며 활용할 수 있

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한양도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시유산으로서의 진정성(authenticity)’은 매우 중요하게 작

용한다.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와 진정성에 관한 학술논문에서는 한양

도성의 전체 구간이 연속된 띠로서 보호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문화

재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지형과 경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완충구역

(buffer zone)’으로 지정 관리함을 권고하고 있다.51) 또한 2014년 11

월부터 서울시는 ‘한양도성 주변 완충구역 관리기준 수립 용역’을 통

해 한양도성 주변 100m 이내 지역(공원지역은 500m 이내)을 유산구

역(Property Zone)으로 관리할 계획이다.52) 한양도성은 문화유산으로 

대상지의 특징적인 성격을 부여해주는 핵심적 요소이다. 대상지의 문

화유산 보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미 훼손된 구

간에 대한 방안과 재고 역시 필요하다. 

 대상지에서 보존된 성곽은 낙산에서 성곽마을을 따라 내려오면서 유

지되지만, 동대문 성곽공원에서는 많은 부분 훼손되었다. 

 두 번째 구역의 경우 설계 대상지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

역 내이다. 동대문 성곽공원에서 대부분의 성곽 유산은 지반 아래로

의 유구는 남아 있지만, 상위는 손실이 심한 상태이다. 따라서 성곽유

산을 복원하는 과정이 주된 목표인 동시에 유산의 구역 설정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는 디자인이 제안되어야 한다. 동대문 

성곽을 지나 도로로 단절되어 있는 흥인지문은 문화재의 연결성을 고

려하는 방향이 제안되어야 한다. 

51) 한양도성의 유산가치와 진정성, 한양도성 학술총서 Vol. 3, 서울특별시, 2014.
52) 서울뉴스, ‘서울시, 한양도성 완충구역 가이드라인 마련’, 차윤주, 2014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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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도시화 과정에서 심하게 훼손된 문화유산의 복원이 불가한 경

우 성곽의 형상화를 통해 그 길을 재현하고자 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종로에 의해 완전히 단절된 성곽은 흥인지문을 고립된 상태로 

존치하며, 청계천까지 연결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2014년 

11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멸실 구간에 대한 성벽의 흔적을 표

시하는 복원방법으로 흥인지문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까지 멸실 구

역에 성벽의 흔적을 표시하고 오간수문 유구를 보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53) 이 사업은 동대문교회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구간까지 

연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통해 문화재의 진정성과 

상징성을 갖고자 하였다. 또한 한양도성길 조성이라는 계획과 함께 

도시화로 성곽이 멸실된 구역에서는 보다 접근하기 쉬운 경로로 성곽

길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역에 조성된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은 성곽 

유구의 복원과 동시에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와 연결을 목적으로 조성

된 공간이다. 공원 내에서의 보행은 물론 외부 공간과의 접근성 확보

가 우선되어야 하며, 동선이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광역적인 범위에서 문

화유산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실질적인 설계 범위의 공간인 동대문 

성곽공원에서 문화유산 관점은 설정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보다 구

체적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동대문 성곽공원 대상지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보고자 하였다. 특히 성곽공원 내의 문화유산 복원과 이에 관

한 보호 및 완충구역의 설정, 흥인지문과의 연결을 중점으로 한 기본 

계획을 배경으로 한 세부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53) 이정현, ‘멸실된 한양도성 7개 구간 흔적표시로 복원’<연합뉴스>, 2014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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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동대문 성곽공원의 맥락 연결성 

 이러한 문화재 보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한양도성의 연계성이 미흡

한 점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보 제 1호인 동대문과 같은 경

우 도로로 인하여 고립되어 있어 [그림 4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동

대문 성곽공원과 단절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낙산의 지형을 따라 남북으로 건축되어진 대상지 내의 한양도성은 

동대문 근처로 내려오면서 많은 부분 훼손되었다. 성곽을 중심으로 

안쪽은 녹지 공간과 산책로, 바깥쪽에는 높은 성곽의 담벼락과 함께 

형성된 주거지역 내 골목이 위치한다. 대상지의 연결성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재 구역에 대한 공간 범위 제안 및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동대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

고 동대문과의 물리적인 연계는 현저히 떨어져 도로에 의해 고립화되

어 있다. 흥인지문과의 단절을 해결하는 동시에 성곽을 연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 동대문의 성곽공원의 확장을 제안한다. 공간을 분할하고 

있는 도로를 우회함으로써 유산의 보존과 복원 중점의 제안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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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도심 어메니티 관점에서의 대상지 내 구역별 기본 방향

3.2. 도심 어메니티로서의 관점

 장충단로를 중심으로 대상지에는 도심에서 다양한 어메니티가 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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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주거지와 연접한 녹지 공원 

있다. 도심의 맥락에 따라 성격이 다른 공간들이 순차적으로 생성됨

으로 인해 다양한 도심 어메니티가 동대문 주변으로 위치해있다.

 위 [그림 45]를 참고하여 대상지 인근 어메니티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대문 성곽공원을 중심으로 그 위로 연결된 근린공간으로서의 역할

과 연계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흥인지문 아래로는 근린

공간의 성격과는 다른 도심 상업공간에서의 네트워크 역할이 중요하

다. 근린공간의 연계가 위주인 흥인지문을 기준으로 북쪽의 어메네티 

연결은 근린공간과 함께 한양도성길 이용을 고려하며 동시에 거점으

로 존재하는 공원의 연결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한편 흥인지문 아

래 도심에 어메니티는 상업공간으로부터 유동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하부의 청계천 공원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도보권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방향을 고려하여 설계 대상지의 어메니티와 관련된 맥

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될 수 있다. 

1. 성곽마을과 공원 

 대상지는 둘러싸고 있는 주

변으로 제 1종, 2종 일반주

거지역이 위치해 있다. 혜화

역을 인근으로 서울대학교병

원과 대학로는 관광지로 큰 

각광을 받는 곳이었다. 대상

지를 포함하여 인근의 공원 

녹지공간은 낙산공원과 동대

문 성곽공원이 존재한다. 하

지만 이 두개의 녹지공간은 

각각의 차별적인 입지성으로 

인해 성격이 구별된다. 낙산

공원의 경우 이화․총신 성곽마을54)의 주거지 인근에 입지하여 주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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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청계천의 미흡한 접근성 

간을 위한 녹지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동대문 성곽공원은 전자보다 

상권과 가까운 전면부에 접해있어 보다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시설과 연접해 있으며, 도시에서 쉽게 접근 할 수 있

는 장점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 유동

인구가 많은 다양한 도시 맥락과 접해 있는 성격으로 인해 다른 여러 

개의 성곽공원 중에서도 대표성을 갖는 곳이다. 

2. 청계천

 2000년 청계천 복원설계가 실시되면서, 서울 도심을 흐르는 천을 따

라 접근성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청계천의 경우 광화문 근처의 광장 

위주로 주변과 유기적인 맥락을 맺고, 동쪽으로 흐르면서 청계천과 

그 주변과 연결성 및 접근성은 비교적 떨어진다. 대상지 역시 청계천

과의 연결은 단차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며, 긴밀한 맥락적 연

결을 고려한 설계와 동시에 공공공간의 오픈스페이스의 접근 방식 역

54) 한양도성 주변의 특성 있는 주거지를 성곽마을이라 하며, 최근 서울시에서는 연접공간에 
대한 연구와 함께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2014)’을 세워 성곽 마을 
관리의 기본방향과 과제, 관리원칙을 세우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 69 -

[그림 48] 대상지의 광역적 범위의 
연계 고려사항 

시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3.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

 2013년 개장한 동대문 디

자인 프라자는 건축적인 이

슈와 대상지 맥락적인 이슈 

등 다양한 사회적 관심을 

받고 등장하였다.  기존 동

대문 종합운동장으로 설계 

공모를 거쳐 국제적인 건축 

설계안을 시공하게 되었다. 

같은 대상지에 한양도성의 

유구가 발견되면서 동대문 

역사 공원이 조성되기도 하

였다. 동대문에서 랜드파크 

및 관광지로 입지를 굳히고 

있으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줌으로

써 대상지까지의 자연스러

운 연결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4. 동대문 시장 상권

 기존 동대문 디자인 프라

자의 설립의 목적에는 동대

문 상권과 연계하여 상권을 

같이 살리겠다는 목적도 내

제되어 있었다. 복잡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동대문 상권은 유동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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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며, 많은 인구가 집결 할 있도록 해준다.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와 

함께 동대문 일대의 도심에서 다양한 어메니티 조성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이다. 

 대상지의 광역적인 범위에는 다양한 도시 맥락이 얽혀 있지만, 현실

적으로 그 공간간의 관계들이 상호적이지는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

다. [그림 48]에서처럼 시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성이 계획된 공간들 

사이에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고, 계획되어진 공간들 사이마다 유동인

구 및 방문객을 담을 수 있는 광장이나 공공공간의 조성 계획이 재고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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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주거지 근린 공간으로서의 관점

3.3. 인근 주거지의 근린 공간으로서의 관점

 도심 어메니티에서 언급이 되었듯이, 두 근린 녹지는 주변 입지에 

따라 성격이 나뉜다. 대상지의 위치보다 북쪽에 위치한 낙산공원은 

최근 관광지로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인근의 주거지역의 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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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대상지 성곽 접근동선 

녹지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그에 비해 동대문 성곽공원은 배면

으로는 성곽을 따라 조성된 구릉지 지형에 주거지역이 있어 근린 녹

지 공간으로서의 조건도 고려해야하는 동시에, 남쪽으로 상권과 광장 

및 역사공원, 청계천이 접하고 있어 도시의 어메니티와 근접하게 연

관을 맺는다.

 [그림 50]55)에서 이화동, 창신동의 인근 성곽마을 주거지를 위한 근

린 녹지 공간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접근성을 높이는 보행로는 

도성길을 중심으로 대상지 내에서 잘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곽마을을 인근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제공되어 있다. 성곽유

산을 따라 북쪽으로 내려오면서 주거지를 위한 공간과 함께 한양도성

길을 이용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시작되는 입구를 제공한다. 이는 또

한 동대문 상업공간에서 유동인구를 수용하며 전면공간으로서의 역할

을 한다. 낙산공원과 동대문 성곽공원 주변으로 입지한 성곽마을인 

이화동과 창신동은 최근 소소하고 다양한 요소들로 마을 만들기 공동

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5) 유석연,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 및 방문객의 이용행태와 만족도, 2013, p. 84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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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역 맥락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관점

 대상지가 갖는 지역의 입지성은 그 지역 맥락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기반이 된다. 동대문 성곽공원은 다른 다양한 성곽공원 중에서도 독

특한 지역적 성격을 갖고 있다. 대상지 인근으로 조성되어 있는 다수

의 어메니티 시설에서 이동하는 유동인구를 수용해 줄 수 있는 공간

이 될 수 있다. 또한 동대문 성곽공원은 한양도성길 순례를 위한 안

내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성곽 프로그램을 위해 

이를 위한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만남의 공간’이 공간의 

큰 설계 방향일 것이다. 

 한양도성의 지형은 독특한 산악지형(내사산)과 구릉지를 이용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그 지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기본적으로 

도성의 지형은 안팎의 차이가 크게 나는데, 도성의 안쪽의 경우 완만

한 구릉지 형태의 경사를 두는 반면 성의 바깥쪽은 비교적 벽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 성곽의 안쪽에 위치한 대상지 역시 구릉지형의 비

교적 완만한 경사를 갖고 있는 반면, 성곽 바깥쪽은 석축의 벽면이 

드러난다. 대상지 내에서의 지형은 도심부를 바라보는 경관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 지형으로 복원에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요인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상지의 지형은 그곳의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로 인

해 도성에서 바라보는 독특한 경환을 형성한다. 현 동대문 서울성곽

에는 이미 큰 건물들이 존재한다. 한양도성 박물관이 입지한 전 이대

동대문병원 건물은 대상지의 스케일에 비해 거대하게 자리하고 있다. 

또한 그 옆으로 위치한 휴게 정자 쉼터는 성곽공원의 가운데에 위치

하여 경관적으로 대상지 내에서 그리고 밖에서 방해가 된다. 대상지

에서는 크게 동대문과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가 한눈에 들어오며, 도

심으로의 좋은 경관을 지니고 있다. 

 대상지 내에서의 경관 조율과 동시에 높은 지형의 대상지 안에서 도

심을 바라보는 경관도 중요하다. 또한 도심, 대상지 밖에서 성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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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라보는 경관 역시 큰 경관 포인트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상지 

안에서 조망점을 설정하고 바라보기 위한 무리한 시설물이나 휴게공

간은 지양해야할 점이다. 동대문 성곽공원은 우선적으로 동대문 교회

가 기존에 입지하던 곳이었다는 점, 한양도성 박물관이 위치한 점 그

리고 한양도성을 순례하기 위한 트래킹이 시작되는 지점임이 이 공원

이 갖는 가장 큰 지역 맥락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대상지를 분석하는 관점들은 동대문 성곽공원의 설계 방

향을 정할 수 있는 기준틀을 설정하고 동대문 성곽공원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데 기준을 제공하였다. 다음 진행되는 

대상지 설계 방향에서는 4가지의 관점을 바탕으로 설계 방향 설정을 

세분화하는 과정을 나타냈으며, 이를 통해 기본 설계로 이어지는 과

정이 다음 장에 진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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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설계 방향 설정 다이어그램 

4. 대상지 설계

4.1. 설계 방향 설정

 본 절에서는 앞에서 수행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공원 녹지와

의 차별성이 없는 대상지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제안하여 대상지의 설

계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설계의 기본방향과 함께 동대문 성곽공원의 대상지 분석은 다

음 [그림 4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상지는 크게 문화재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설계 방향과 함께 이 문

화재 요소를 하나의 설계 경관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대상지 인근으로 도시 어메니티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주거지의 근린 공간 및 대상지의 특수성 등 다양한 맥

락의 필요를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두 번째 방향을 설정

하였다. 이는 동대문 성곽공원이 지역에서 갖는 한양도성으로의 ‘입

구’로서의 공간도 고려사항에 포함된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외장재료, 시설물 디자인 등의 공간적 문제점들도 고려하여 공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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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문화재에 관한 설계 접근을 설명하는 개념적 다이어그램 

4.2. 기본 설계

1. 접근 태도 및 공간의 형태 제안

 대상지를 다루기 위한 접근 태도는 위에서 살펴본 성곽공원 조성 기

본원칙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는 성곽 복원과 설계 디자인을 

활용한 성곽의 보호구역의 설정이다. 대상지에서 문화재의 역할은 매

우 중점적인 요소이다. 문화재의 복원을 통한 연결의 확보도 중요하

지만, 이를 보호 구역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둘째, 다양한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

하다.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주민을 위한 근린 공간, 한양도성길 순

례를 위한 모임의 공간, 광장과 쉼터와 같은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대상지의 지형을 활용한 경관을 위한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 대

상지는 주로 휴게 공간, 산책로, 모임 공간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런 

활동을 위한 경관의 조성은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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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대상지 내 지형에 따른 공간 구성을 설명하는 개념적 다이어그램

[그림 53] 대상지 접근성과 이용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을 설명하는 개념적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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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대상지 내 동선 체계 

2. 동선 설정

 이 공간은 크게 세 가지 동선을 필요로 한다. 먼저 도성을 따라 걸

을 수 있는 산책로, 대상지의 외곽을 따라 지나가는 보행로, 대상지 

안쪽을 산책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연결 동선이 그 세 가지이

다. 도성을 따라 걷는 산책로와 대상지의 외곽을 따라 형성되는 보행

로는 기존의 필지와 도성의 형태를 따라 구성이 가능하다. 대상지의 

지형적 요건은 최대한 복원을 하되, 휴게 공간이나 잔디 광장과 같은 

평지를 필요로 하는 곳은 대상지의 중간부분에서 조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가파른 구릉지에 조성되어진 산책로는 후면부에 위치한 도성

을 따라 걷는 산책로로 연결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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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대상지 공간 성격 분할 

3. 공간의 성격 분할

 대상지의 공간 성격은 공간 구분 [그림 48]처럼 지형에 따라서 그 

성격이 분할된다. 첫 번째는 대상지와 도로변이 접하는 전면부 구간

이다. 이 구역은 성곽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객이 집합하거나 휴

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대상지 내의 가파른 구릉지 지

형을 감안하면 전면 공간은 평지여서 휴게 공간 조성에 적합하다. 

 대상지의 중간 지역에는 낙산의 등고선이 가파르게 조성되어 있으

며, 후면부의 문화재 보호구역과 사이에서 녹지 및 산책로의 공간을 

조성한다. 흥인지문 뒤쪽으로 넓게 조성되어 있는 공간은 광장과 휴

게공간이 제공된다. 다음 [그림 50]은 공간의 성격을 설명하는 다이어

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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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대상지 종합 계획도 

4. 종합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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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지 전체 조감도 

[그림 58] 대상지 전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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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세 설계

 대상지의 설계방향에 부합하는 식재를 제안하기 위해 식재에서 다음

과 같은 사항을 주목적으로 하고자 하였다. 대상지의 구릉지 형태의 

대상지는 급한 경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대상지에 교목을 식재하는 것은 대상지 내외로의 경관을 방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라스 위주로 식재하고자 하였다. 

다음 [그림 59]는 무겁게 식재되는 그라스보다는 가볍고 부드러운 분

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억새, 몰리니아, 갈사초와 같은 그라스가 제안

되었다. 

[그림 59] 대상지에 제안되는 그라스류 

 한편 대상지 내에서 서울 디자인 센터와 같은 건물과 흥인지문 주변

으로 조성되는 광장에 회화나무 교목의 보스크 식재를 통해 그늘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였다. 

 대상지 바닥 포장은 단일한 재료로 다양한 질감을 표현하여 다른 분

위기를 연출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으며, 경사지에서 나타나는 옹벽처

리를 코르텐 스틸로 도성과의 질감과 색상의 차이를 두고자 하였다. 

[그림 60] 대상지 포장 매테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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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틀  설정 근거 및 주요 가치

문화재 보
전구역의 
필요 지침 

항목

문화재
보존·보전

§ 도성 : 도성 자체가 부각되는 것에 비중

ü 도성이 부각되기 위해 복원에 그 중점을 두며, 
도성의 주변으로 이외의 높은 방해물 설치를 
지양함. 그라스 위주의 식재로 도성과의 조화를 
추구하고자하였음.

§ 지형 : 한양도성의 지형적 특성의 복원 및 도성 
내·외의 지형 차이에 대한 이해

ü 한양도성이 형성되게 된 지형 이해를 바탕으로 
휴식 공간, 산책로와 도성 보존 공간 등을 
조성하는 구역을 설정하였음. 

§ 보존구역 : 한양도성 보호를 위한 주변 공간 
계획 제시 필요

ü 서울시의 한양도성 보호를 위한 구역 설정을 
바탕으로 도성 보호를 위한 구간을 위해 
자연스러운 식재를 통해 문화재로의 접근성을 
방지하였음.

생태 및 
관리

§ 생태환경 : 대상지 지형과 주변의 기존 수림 및 
생태환경 고려 (한양도성 주변 수목관리지침 
참조)

§ 관리 : 안전성, 지속성, 편의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ü 대상지의 생태적인 관리나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관리로 유지 될 수 있는 방향 제안. 

대상지의 
지역성, 
맥락성  
반영

대상지  
활용 측면

§ 활용구역 : 문화재의 보존과 동시에 활용을 위한 
유기적인 공간 계획

ü 문화재의 보존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맥락과 연계되는 광장, 산책로, 쉼터 등의 공간이 
계획되었음. 

[표 26] 분석의 틀과 설정 근거 

4.4. 고려 사항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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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동선 고려 : 한양도성 탐방로와의 연계적인 
방안과 공원 이용객과의 보완적 고려

ü 대상지 내에서의 다양한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전면부와 중간, 후면부의 이용에 따른 동선을 
제안하였음. 

§ 프로그램 : 대상지 활용을 위한 적정한 
프로그램의 연계

ü 주변과 연계하여 대상지의 적극적인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한양도성길 이용을 위한 
광장, 만남의 장소, 인근 주민을 위한 근린 공간 
등 다양한 주체를 고려한 프로그램 제안.

§ 외장 마감 및 디자인적 요소

ü 문화재의 통일성을 방해하는 외장 마감을 
지양하고, 도성의 거치지만, 깔끔한 석 재질과 
어울릴 수 있는 철판 재료 제안.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도성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지양.

주변 맥락

§ 조화 : 주변 맥락과 어울리는 경관
§ 맥락적 역할 : 주변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대상지의 역할 및 정체성 고려

ü 지형과 더불어 주변을 감상할 수 있는 동대문 
성곽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경관적인 
요소를 대상지에서의 주요 성격으로 
부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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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은 문화재의 관점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관점이 변화하게 되

면서, 기존에 조성된 한양도성 성곽공원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원칙

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기초 단계로서 기존

에 조성된 한양도성의 연접한 구역의 녹지 공원을 살펴보았고, 이 녹

지 공원들이 변화된 문화재 관점에서 어떤 입지에 위치하는지 살펴보

았다. 그 결과 기존 한양도성 연접 녹지 공간은 그 공간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문화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발견할 수 있

었다. 그에 반해 새로이 조성되는 한양도성 연접지역의 성곽 녹지 지

역에는 설계 시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는 사항들이 문화재 보존과 같

은 중점적인 사항으로 수렴 되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양도성 문화재 연접 공간에 위치한 

성곽공원이 지향하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공원 설계 단계에서 효과적

으로 사용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설계의 틀과 함께 성곽공원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로 설계 

고려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례 대상지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보았으며, 핵심이 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재 보존 및 보호가 가장 우선시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둘째, 도시의 어메니티로서 대상지가 도시 맥락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이다.

셋째, 인근 주거지 등 다양한 필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

다. 

넷째, 지역 맥락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한양도성의 문화적 보호와 도시의 활용공간으

로서의 관점을 고려한 성곽공원 설계의 이론적 도구가 된다. 이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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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연구가 앞으로 조성되거나 관리될 한양도성 성곽공원에 현실적

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사례 대상지를 통해 

제안한 구체적인 설계 작업과 결과물은 그 적용의 선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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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한양도성 연접지역을 고려한 

동대문 성곽공원 설계

Kim, Hyera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Jeong, Wook ju

 As the paradigm of the heritage has been broaden, this study 

purposes to consider the changes on heritages dimensions from 

architectural structures to adjacent areas. Literature reviews were 

followed to enlighten the value of the adjacent spaces. 16 green 

spaces located through the Seoul City Wall were examined on 

their physical conditions and construction backgrounds. 

 As mostly they were planned for short-terms, it was to start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s and the heritage restorations 

during 1970-1980s. Several green spaces contiguous the Seoul 

City Wall built up after demolition of old apartments during 

1990s-2000s, satisfying the need to have green spaces around the 

urban areas. The concept of the heritages and their influential 

areas were confined at that time, so creating the green spaces was 

preferentially important rather than emphasizing the heritage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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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rks. 

 However, a conflict between the existing physical conditions and 

the emerging values on the parks near the Seoul City Wall was 

caused by expanding the concept of heritages inclusively. Also, the 

parks that recently built did not reflect the prior values elements 

either. 

 The studies conducted to establish the standards about valuable 

elements of heritage preservation aspects and local context aspects 

in terms of whether the parks space constructions reflect the 

deduced values or not. This was followed to classify the accurate 

elements into details such as city wall, topography, and local 

context. Then the result feedback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onstruction of the parks. Outcomes are as follows;

§ First, Heritage preservation i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 Second, Seoul City Wall Parks could offer to serve as 

the amenity in the urban areas.

§ Third, the parks could be utilized for local residents.

§ Forth, the Park may consider the local contexts of the 

site and surroundings.

 The Dongdaemoon Park was chosen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outcome principles. The park is surrounded by various urban 

contexts. After the Dongdaemoon Stadium demolished, the 

complex cultural spaces are constructed near the existing 

commercial areas. The site dynamically interacts with the culture 

space, commercial areas and local residential areas. It has been 

experienced the design changes for several times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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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daemoon church was decided to transmigrate for heritage 

preservation reasons. Even though the park redesigned for several 

times, it still has the limits that could not consider the values. 

 Therefore, the site was analyzed based on the values from the 

fundamental principles mentioned earlier. To connect the city wall 

from the park to the gate, Dongdaemoon, restoration of the 

heritag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regard. Also, the 

pedestrian networking and amenity service were suggested for each 

different sections. Consequently, the site was suggested to reflect 

the various local contexts as well. 

 This study could be an example to suggest the standard values 

to consider when the parks around the City Wall construct. Even 

though Dongdaemoon Park could have limits that cannot apply to 

other parks in different context conditions, I expect that this 

study could be used to show how we could set the standard 

values with the heritages and its uses. 

     

Keywords : Heritages, Seoul City Wall, Dongdaemoon Park,      

             Adjacent parks to Seoul City Wall, Heritage preservation

Student Number : 2013-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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