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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부분의 역은 발생 초기에 도시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위치가 도시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광장은 도심 광장이 되었다. 

철도역과 역 광장은 기차에서 내려 도시를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소이며 무수

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도시 경관 조망과 사회적 

교류의 장이다. 서울역은 대한민국 수도의 중앙역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

에 해당하나 민자역사 건설로 인한 서울역의 팽창, 서울역 광장의 면적 축소

와 사용률 감소, 강남개발과 IMF 외환위기 등에 의하여 서울역 광장 및 일대

는 시민들이 외면하는 낙후된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역 고가가 

보행길로 변화한‘서울로7017’이 2017년 개장하였고 도시개발에 소외되었던 

서울역 서측에 만리동 광장, 윤슬 등의 새로운 공공공간이 등장하였다. 

이는 서울역 일대를 보행특화 공간으로 만든다는‘서울역 일대 종합재생’

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2013년 ‘보행친화도시’선포에서부터 이어진 결과

이자 보행도시로 전환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 표명이다. 그러나 서울로

7017은 약 10m 폭의 공중 길, 지표면과의 접점이 모두 차도라는 태생적 한계

를 갖고 있고 도시 단절의 원인인 서울역의 변화 없이 서울역 일대의 보행 개

선을 불가능하다. 또한 1994년 서울상징거리 조성계획에서 시작으로 서울역 

일대는 보행정책 및 계획의 중심 대상지였고 이후 다양한 계획이 제안되었으

나 복잡한 이해관계로 실현되지 않거나 보행 정책의 내용이 보행을 단순한 가

로 개선에 그쳤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의 관문인 서울역 광장의 장소성과 보행도시로 전환하

고자하는 서울시 보행정책에 적합한 서울역 광장 및 일대 리모델링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직접적인 설계 대상지는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이 속한 블록 내의 

가용 공간이지만 보행은 사람들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단 한 장소의 변화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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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행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역 대상지로 도심부를 포

함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서울역 광장 및 그 일대가 지하 보행 공간이 아닌 

지상 보행, 환승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여러 유형의 보행 교차점이 되고자 하

였고 광장과 건축물 내·외부 공간설계와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 통합적 계

획을 제안하였다는 차별점을 가진다.

설계에 앞서 1] 보행도시, 2] 서울시의 보행정책, 3] 서울역 관련 보행정책 

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자는 보행 도시에서 보행은 빠른 통과뿐만 아

니라 느리게 걷고, 멈추고, 활동하는 것을 포함하고 다양한 보행 경험이 많은 

도시가 보행 도시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4] 철도역과 철도역 광장의 정의 및 

제도, 5] 서울역 장소성 변천 과정, 6] 가로 및 용도 등의 광역 환경, 7] 토지 

소유 및 관리 주체, 내부 시설, 이용 행태, 경관 등의 미시 환경 분석을 통하

여 대상지의 특성을 관찰, 문제점과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광역 보행 공간 계

획은 가로 중심의‘선’적인 보행 정책과 구별되는 가로와 광장·공원 등의 

체류 활동 공간이 함께 고려된 ‘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휴식을 취하고 풍경을 바라보는 목적지가 되기도 하고 목적지로 향하는 여정

이 되는 Hillside(언덕)을 설계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보행 거점 공간’ 

서울역 광장이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표현하고 광장의 지표면 높이차 

해결 방법이며 또한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인 서울을 의미하기도 한다. 보행 

거점 공간은 다양한 보행 유형이 모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소이므로 1] 

대상지 일대의 보행 유형 특성을 파악, 2] 유형별 보행길 제안, 3] 체류 프로

그램 설계, 4] 보행 길 접점에 체류 공간 계획의 과정을 거쳐 마스터플랜을 도

출하였다.

해당 계획안은 도시 단절, 비효율적 토지 이용, 체류 프로그램의 부재 등과 

같은 기존 서울역 광장 및 일대에서 발견된 문제 해결과 서울역을 중심으로 

보행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비로소 서울시가 자타공인 보행도시가 되는 것을  

마중물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1] 주변 도시 공간과 적극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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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2] 한국 철도 역사의 산실이자 근대 역사 문화재인 서울역의 장소성을 존

중하여 철도 경관을 적극 활용, 3] 서울역 주변은 많은 상주인구가 존재하므로 

광장의 심미성만을 높이는 랜드마크를 지양, 4] 상업화된 복합 민자 역사 공공

성을 강화하는 운영·관리 주체와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인간차원의 도시개발이라는 현 시대를 관통하는 도시개발 트렌드

인 보행도시, 서울역 일대의 역사적 변천 등 광범위에 걸친 이론적 고찰·대

상지 분석을 통해 도심부 광역 계획에서 대상지 내의 폴리(Folly), 식재, 프로

그램 운영 등 실현가능한 세부 계획까지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서울시와 중앙부처, 코레일 간의 복잡한 이해  

관계 속에서 기존의 서울역 일대 보행 계획과 비슷한 수준의 많은 계획안들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보행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 광장으로 향하는 실질적

인 개발 방향 및 계획 마련에 활용을 기대한다. 단, 보행이외의 교통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서울역사와 지하철역 현황은 미공개 시설이 제외된 

도면을 방문열람한 이후 연구자가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 주요어 : 보행도시, 역 광장, 서울역, 서울역 광장, 체류공간

❚ 학번 : 2016-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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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도시의 철도역과 역 광장 : 서울역 광장

페르낭 브로델에 의하면, 교통의 발달은 도시가 갖고 있는 중요 기능인 시

장의 발달과 동시에 이루어졌다.1) 산업혁명 역시 ‘기차’라는 교통수단을 방

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기차는 대량생산 상품의 빠른 운송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것은 시장의 확대로 이어졌다. 시장의 확대는 도시의 확장을 의미한다. 그동

안 경험할 수 없었던 시공간의 확장은 열광적 반응을 얻었고 기차는 철도 여

행과 같은 관광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대부분의 역은 발생 초기에 도시 외

곽에 위치하였으나 도시화와 더불어 그 도시의 중심으로 변화하였고2) 그에 따

라 철도역 광장은 더 이상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

라 도시 중심 광장이 되었다. 즉, 기차에서 내려 도시를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

소이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철도 역사와 광

장은 도시 경관 조망과 사회적 교류의 장이다.

우리나라는 1899년 경인선 개통을 시작으로 1905년 경부선, 1906년 경의선 

등 한반도 전역에 걸친 철도망이 구축되었다. 서울역은 대한민국 수도의 중앙

역으로서 한 세기에 걸쳐 그 중심에 있었다. 개장 이후 서울역은 서울과 지방

을 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통로였다. 강남 개발과 자가용 수

의 증가로 인해 서울역은 쇠퇴에 접어들었고 IMF 외환위기로 노숙자가 서울역 

광장과 역사(驛舍)로 몰려들었고 서울역 광장은 방치되었다. 

고속철도(KTX) 개통과 더불어 서울역 민자 역사가 문을 열자 역사는 활기를 

1) Fernand Braudel,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18th century, 주경철 (역),『물질문명과 자본주의Ⅰ
-2 일상생활의 구조 下』(서울: 까치글방, 1995), pp. 695-711

2) 이상락. “역전광장의 물리적 환경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15(4), 2011,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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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었지만 만남, 기차시간 대기, 기차표 구매 등의 이제껏 역(驛) 광장이 담당

하던 역할을 거대한 대합실이 수용하게 되자 역 광장은 기능을 잃게 되었다. 

또한 대규모 신 역사는 그 자체가 거대한 장애물이 되어 서울역 일대를 동서

로 단절시켰고, 지하철, 기차역, 대합실, 광장 등 모든 내부 시설의 지표면 높

이가 달라 서울역 방문객에게도 불편한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서울역 일대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아직도 서울역에는 

하루 33만여 명3)이 방문을 하고 있으며, 존치 여부와 활용을 논하던 구 역사

는 문화관광부에 의해 ‘문화역서울284’라는 이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

하였다. 또한 2017년 5월 20일, 서울고가도로가 보행로로 변모한‘서울로

7017’이 개장하였는데, 첫날 방문객이 15만 명4)을 넘었을 만큼 서울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문화역서울284와 서울로7017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

견이 있으나 서울시가 서울역 일대의 문제점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시 발전

의 거점공간으로 활용·성장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 보행도시로의 전환

 서울시는 2013년 1월,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을 발표한 이후, 다양한 

보행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서울역 일대를 최초의 

보행특구로 지정하였고5),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서울로7017, 중림로 보행 개선 

등의 보행관련 계획으로 구성된 ‘서울역 일대 종합 재생’을 진행 중이다. 

서울역 일대의 보행정책은 비단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1995년 서울

시는 광화문 – 시청 – 남대문 – 서울역에 이르는 국가중심가로에 4개의 도심

광장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서울상징가로 및 국가중심가로 조성방안’을 발표

3) 김희준, “하루 이용객 82만명…서울역 유라시아망 교통허브 만든다,” 『news1』(2017년 5월 23일)

4) 서울시에 따르면 방문객은 정오에 1만 명, 오후 4시 5만 명을 돌파했으며 오후 7시 10만2900명, 오후 
10시 최종집계 15만1000명을 기록했다. 
장우성, 정혜아, “서울로7017 개장 첫날 15만 명 돌파 대박',” 『news1』(2017년 5월 20일)

5) tbs교통방송, “서울 ‘걷기 혁명’시작 … 서울역·종로 ‘보행 특구’지정”,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R&seq_800=10198377 (검색일: 2017
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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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그 계획을 기반으로 2004년 시청광장, 2005년 3월 광화문광장, 같은 해 

6월 숭례문 광장을 조성하였다. 도심 광장 조성 계획은 보행도시로 가기위한 

밑거름이다. 보행도시에는 가로의 보행친화성만큼이나 가로와 가로가 만나는 

공간, 거점(Node)이 중요하다. 보행거점공간인 광장은 보행자의 머무름을 발생

시키고, 이는 또 다른 보행을 유발시키는 촉매제가 된다. 한편, 대중교통은 보

행을 유발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보행정책과 대중교통지

향개발(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을 함께 진행하는데, 이러한 관점에

서도 서울역 광장은 서울이 보행도시가 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변화되어야할 

공간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의 관문인 서울역 광장의 장소성과 서울시 보행정책에 

적합한 서울역 광장 및 일대 리모델링 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서울역 광장 및 일대 리모델링 설계를 통해 가로 개선에 집중되

어 있는 서울시의 보행 정책에, 보행 거점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함과 동

시에 보행친화공간으로서의 철도역 광장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

다. 

보행은 특정 장소 내에서 일어나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도시 전역에 펼쳐

진 네트워크이므로 도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물리적 공간과 보행자의 행위, 

요구 등 비 물리적인 보행 환경이 모두 고려되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

울역 주변부 개발 계획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보행 정책, 광역 보행 환경을 

파악하여 서울역 광장 일대가 보행도시로 전환하고자 하는 서울에서 갖는 의

미를 도출한다. 이후 설계 과정에서는 보행의 물리적 환경과 비 물리적 환경

을 모두 중시하여 보행 유형을 분석, 적합한 보행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안한

다. 특히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서울역의 장소성은 이 일대에 관광과 문

화 영유를 위한 보행을 유발하고 보전해야하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보행 도시’를 선포한 서울시의 보행 중심공간인 서울역 광장 

및 그 일대가 지하 보행 공간이 아닌 지상 보행, 환승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여러 유형의 보행 교차점이 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의 공간을 재설계

를 하는 만큼 광장 등의 외부공간과 서울역 건축물, 내부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실제 적용 가능한 설계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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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계획 대상지는 서울역 광장으로, 동측 광장인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1-2 일원과 서측 광장인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122-11 일원, 서울역 서측 

한 가운데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와 두 광장을 잇는 서울역 중앙 보행 길이다. 

서울역 광장은 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교통 환승 공간으로, 대상지는 

지하철 출입구와 버스 환승센터로 가는 길목인 동측 광장 앞 택시정거장 등을 

포함하는 서울역 블록이다. 또한 2017년 말 서울역 민자 역사(현, 롯데마트)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공간도 포함한다.

직접적인 설계 대상지는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이 속한 블록 내의 가용 공간

이지만 본 연구가 보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서울역 광장 및 일대의 리모델링 

계획인 만큼 도심부 보행 계획 또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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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위 치 면 적 ( ㎡ )

1
서울역 광장으로

일컬어지는 공간

서울역 동측 광장 약 12,862.80

서울역 서측 광장 약 8,455.00

2
위 공간을

연결해주는 공간

중앙 보행로 약 3,695.10

신 역사 대합실 약 5,767.60

3

주변 도시 구조와 

조화롭게 연결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서울역 제4주차장 약 3,732.00

철도 녹지 약 6,381.30

택시 정류장 약 4,157.90

한화민자역사 (건축면적) 약 11,002.70

한국철도공사 (건축면적) 약 2,754.50

총   합 약 58,808.90

[표 1-1] 대상지 면적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서울의 관문이자 중심으로서 서울역 광장 및 일대가 보행 거점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실현하는 공간이자 시민의 일상과 밀

접한 랜드마크를 목표로 내용적 범위를 설정한다. 보행 도시와 서울시의 보행

정책의 고찰을 통해 대상지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파악하고 철도역과 역 

광장의 일반적 이해, 서울역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하여 장소성을 이해한다. 

광역 환경과 대상지 분석을 통해 서울역 광장 일대가 포함된 광역 보행 공간 

계획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역 광장 일대의 설계 개념과 전략을 설정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 도심부 보행 계획과 서울역 광장 및 일대 공간, 프

로그램 설계와 더불어 운영·관리 계획이 포함된 통합적 계획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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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의 진행과정

본 연구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설계의 진행과정을 설명한

다. 제2장은 이론적 고찰을 진행한다. 보행 도시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서울시

의 보행정책의 흐름과 대상지인 서울역 관련 정책 고찰을 통하여 설계에 필요

한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철도역 광장의 정의, 제도 고찰과 함께 서울역 장소

성 변천을 되짚어 봄으로서 설계의 기본 목표를 설정한다. 제3장에서는 광역 

환경 분석, 대상지의 미시 분석을 통하여 대상지의 특성을 관찰하고 현재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서울역 광장 일대의 설계 이전에 

광역 보행 환경 계획을 제안하며 이를 바탕으로 설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

다. 이후 설계 개념, 보행 유형 분석, 보행 길과 체류공간을 제안한다. 제5장에

서는 종합 계획과 세부 설계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보행 시나리오를 

통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을 통해 연구의 전체적 내용을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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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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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2절 보행도시

1. 보행도시

보행도시는 전 세계 도시에서 보행 친화 도시(Walkable City), 사람 중심의 

도시, 워커블 어바니즘(Walkable Urbanism)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목표이

자 도시 개발의 트렌드이다. 보행도시란 ‘보행이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도시’를 의미하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적 차원의 총체적인 도시개발로 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보행은 이동수단을 넘어서 여가수단이자 

사회적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6) 보행도시에서 보행은 빠른 통과

가 아닌 천천히 걷다가 멈추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보행 중의 경험을 의미한

다. 보행 중 경험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행이 촉진되며 생동감 있는 보행도시

가 된다. 얀 겔(Jan Gehl)은 도시에서의 활동을 모든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필

수적 활동과 상황이 좋을 때만 나타나는 선택적 활동으로 나누었고 선택적 활

동은 좋은 도시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하였다7). 즉, 보행도시의 실천 전략은 보

행을 통하여 도시 내에서 선택적 활동을 늘리는 것이다.

보행도시의 결과인 도시민의 삶의 질 증진은 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분

야에 해당한다. 특히 경제적 이익은 전 세계가 보행도시에 열광하게 된 직접

적인 이유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경우 1960년대부터 교외지역의 주택가

격은 도시지역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앞서왔지만 2000년대 보행도시를 위한 노

력 이후 역전되어 교외의 고급단지보다 도심지역이 50-70%정도 가격 상승을 

보였다8). 또한 제프 스펙(Jeff Speck)은 그의 저서 ‘Walkable City’에서 보행

6) 오성훈, 서선영(2013)은 보행의 역할을 ①기본적인 이동수단 및 공간구성의 원리, ②여가수단으로서의 
보행, ③도시공간의 경험, 인지수단으로서의 보행, ④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행, ⑤감시기능을 수
행하는 보행으로 나누었다.

7) Jan Gehl. Cities for people, 이영아 (역), 『사람을 위한 도시』 (안양 : 국토연구원, 2014),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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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창의적인 젊은 인구를 끌어들이고 젊은 층의 흐름은 잠재적인 도시 생

활자들을 자극시켜 향후 수십 년간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지속되며 보행으로 

이동 비행을 절약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지역 경제 내에 머물게 되는 경제적 

이점을 갖는다고 말한다.9) 

다시 말해 보행도시는 단순히 보행가로 환경 개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계획·설계 원리로써 광역적 도시 계획에서부터 생활권, 가로 계획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에 호주 멜버른의 ‘Walking Plan’과 같이 

세계 많은 도시들은 보행도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계획·실행하고 있다.

8) Christopher Leinberger, “Walkable Urbanism,”『Urbanland』(2010년 9월 1일)

9) Speck, J. Walkable City: how downtown can sve America, one step at a time, 박혜인 (역), 『걸어다
닐 수 있는 도시 : 부와 건강,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답』 (서울 : 마티, 2015),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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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의 보행정책

1990년대 이후 시민단체와 언론 중심으로 서울의 보행권과 보행환경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 왔지만, 서울시 차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의지와 행동은 1995년 6월 민선 1기 출범 이후였다.10) 1996년 어린이 보호구

역에 대한 범률 제정되었고 그해 서울시 교통운영과 내에 녹색교통계가 보행

환경 주 업무 부서로 신설되었다. 이후 1997년 최초로 서울시 보행조례가 제

정, 정식 발효되었고 보행조례에는 매 5년마다 서울시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

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1998년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이 수립되었고, 6년 뒤인 2004년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다. 2008년 제3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아닌 ‘보행환경 정비방안 

연구’를 통해 기존 계획들에 대한 중복성을 검토, 상위계획과 연계된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서

울시는 2013년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을 통하여 사람중심의 정책전환을 역설

하였다. 이듬해인 2014년 법령에 근거한 최초의 보행계획인 ‘서울시 보행안

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6년 ‘걷는 도시, 서울 종합계

획’이 수립되었다.

서울시 교통정책은 과거 차량전용 도로로 대표되는 개인교통 인프라를 공급

하는 것이었지만 보행정책이 시작된 1990년 이후 대중교통 중심 인프라 공급

으로, 현재에는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 사람 중심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삼

고 있다11). 높아지는 보행의 위상에 따라 서울시는 단순히 교통정책의 하나가 

아닌, 도시계획 중심에 ‘보행’을 두게 되었다. 이는 보행의 사회·경제·문

화적 효과를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서울시가 보행친화도시를 선포한 이

후 보행관련 계획은 도시교통본부와 함께 도시재생본부에서도 다양하게 이루

10) 이지영, 『도시가로에 대한 가치인식의 변인과 도시·공공디자인 정책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서
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p. 148

11) 서울특별시,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보고서: 요약보고서』(서울: 서울특별시, 
2014),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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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다.

년도 내 용 구 분12)

1990 ~ 보행권 운동 

1996
「도로교통법」개정 : 어린이보호 구역 법제화

녹색

교통

계획

민선1기

조순

시장

보행환경 주 업무 부서 신설 : 교통운영과 내 녹색교통계

1997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기본

조례」제정

1998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걷고 

싶은 

거리

민선2기

고건

시장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 시행 (~ 2002)

2004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청계천과 

버스전용

차로

민선3기

이명박

시장

서울광장 조성

2005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제정

청계천 복원

숭례문 광장 조성

2008

보행환경 정비방안 연구
거리 

르네상스

민선4기

오세훈

시장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 시행

201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보행

친화

도시

민선5기

박원순

시장

보도블록 10계명 발표

2013
보행친화도시 서울비전 발표

서울교통비전 2030 발표

2014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2016 걷는 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

[표 2-1] 서울시 보행정책 주요 사건

12) 정책 구분은 서울정책아카이브 내용 중 시기별 주요 보행 정책 패러다임 구분을 따랐다.
서울정책아카이브, “자동차도시에서 보행친화도시로의 전환”
https://www.seoulsolution.kr/ko/node/3185 (검색일:20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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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서울상징가로
출처:동아일보(1995.04.18)

[그림 2-2] 국가중심가로
출처:경향신문(1995.04.18)

3. 서울역 일대 보행관련 계획

❚ 서울상징가로와 서울역 광장 녹지화 계획 (1994~1999)

서울역 일대가 서울시의 보행의 중요 공간이 

된 시작은 서울시 정도 600년을 기념하기 위하

여 계획·발표된 1995년 ‘국가중심가로, 서울

상징가로 조성방안’이다. 이 계획은 지나치게 

기능위주로 짜인 시가지 구조를 재편, 시민들

의 보행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

으며13) 2005년까지 완료하는 장기 계획이었다. 

서울상징가로 대상지는 경복궁~예술의 전당까

지로 11km의 구간이었고 1단계 : 도심구간, 2

단계 : 용산·강남구간으로 나뉘어졌는데, 서울

역은 1단계 : 도심구간에 해당하였다. 특히 1단

계 도심 보행권 향상을 위한 계획은 서울상징

가로를 따라 4곳의 도심광장을 꾸미는 것이었

다. 4곳의 도심광장은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 

숭례문 광장, 서울역 광장으로 세부 계획은 현

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어떤 부분은 현재

보다 앞서나가기도 하였는데, 서울역 광장은 

철도노선을 지하화 하여 철도승객과 일반시민

을 위한 복합시설 광장으로 계획되었다. 한편, 

해당 계획에는 현재 서울로7017로 변화한 서울

역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96년에는 서울시가 공원·녹지 확충 계획으로 서울역 광장 녹지화를 추진

하였다. 세부내용은 서울역 광장 3,000여 평을 미관광장으로 지정, 지상에는 

13) 박원재, “시민 보행권 최대한 보장”, 『동아일보』(1995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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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치 계 획 동 선 계 획

[표 2-2] 통합민자역사 현상설계 당선안 (출처:월간Concept 2000년 3월호)

나무와 벤치 등의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서울

역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 방침은 수도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 전면이 

삭막한 아스팔트 공간이라는 것과 주변 일대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

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었다.14) 그러나 이 계획은 광장 소유주인 철도청과 사

전 조율 없이 서울시가 발표하였던 것이며 이에 대한 철도청의 계속된 반발로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듬해인 1997년에는 중구청 주도로 서울역 광장~대우빌딩(현, 서울스퀘어) 

198m의 지하도에 분수대와 녹지, 벤치 등을 설치하여 문화예술 및 휴식공간을 

조성15)하고자 하였지만 이 역시 무산되었다.

❚ 서울역 통합 민자 역사 건설 (2000~2006)

이후 서울역 일대는 보행 중심의 계획보다는 고속철도(KTX) 도입에 발맞춰 

신(新) 역사 계획에 집중되었고, 서울시의 보행정책은 서울역보다 청계천 복원

에 집중되었다. 2000년 ‘서울역 통합 민자 역사 현상설계 당선안’인 [표 2-

14) 강승규, “서울역광장 녹지화 추진,”, 『경향신문』(1996년 08월 17일)

15) 안호기, “서울역~대우빌딩 지하도 198m 분수·녹지 조성 만남의 장으로,” 『경향신문』(1997년 02
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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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4축 계획 도심 1축(역사문화축)

[표 2-3] 도심재창조 종합계획 (출처: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2]를 살펴보면, 도심에 대형 건축물을 세우는 것임에도 주변 도시구조와의 보

행 네트워크 구축보다는 내부 동선에 집중하였다. 이후 2004년 고속철도 개통

과 함께 문을 연 서울역은 최신식의 대형 건물이었지만, 광장과 주변 가로에 

대한 고려가 없어 보행자에게는 거대구조물에 불과하였다. 민자 역사 이전에

도 서울역은 넓은 철길로 인해 동서가 단절되어 있었지만 민자 역사로 시각적 

단절까지 발생하여 완벽하게 서울역 동서가 분리되었다.

❚ 도심재창조 종합계획 (2007)

2007년, 서울시는 서울 도심을 4대축으로 구분하여 정비하는‘도심재창조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역이 포함된 도심 1축은 기본적으로 1995년 발

표한 ‘국가중심가로, 서울상징가로 조성’을 따르는 안으로, 그 명칭만이 

‘국가상징가로’로 변화한 것이었다. 즉, 이 또한 보행 단절과 도심 주요 명

소들의 취약한 보행 접근성에 대한 대안이었고 특히나 도심 1축의 경우 경복

궁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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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환승센터 (2008)

서울역 환승센터는 서울역 버스·택시 정거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생

기는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2008년 조성 계획 발표, 2009년 완공되었다. 이는 

서울시 보행정책 흐름 중 대중교통 중심 인프라 공급에 해당하는 계획이었다. 

그로인해 서울역 일대는 대중교통지향 공간으로 거듭났고 보행친화공간으로서

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택시 정차 공간 확장 및 승․
하차 공간 재편을 위하여 기존 서울역 광장의 상당한 면적이 도로로 변하게 

되었다. 과거 서울역 광장은 20,000㎡(6천여 평)이었지만 신 역사 건설과 환승

센터로 인하여 그 반인 10,000㎡ 면적이 사라지게 되었다16). 

서울시는 서울역 버스환승센터를 ‘대중교통 환승 공원’이라고 명칭하면서 

환승 기능에 녹지·쉼터 공간을 더하여 대중교통, 공원, 디자인이 어우러진 신

개념 공간17)이라고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공원의 개념은 실현화되지 않았으

나, 서울역 환승센터 내의 버스정류장은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와 현대카

드의 합작으로 아트쉘터(Art Shelter)로 탄생하였다. 아트쉘터는 서울역이 미디

어 아트를 통한 상호작용 공간이 되는 신호탄이었다. 같은 해 11월에 완공한 

서울스퀘어 건물 외피에 줄리안 오피(Julian Opie)의 미디어 아트를 접목시킨 

것 역시 이와 무관하다고 말하기 힘들다.  제프 스펙은 걸을 수 있기 위한 보

편적 조건으로 유용성(useful), 안전성(safe), 편안함(comfortable), 흥미로움

(interesting)을 제시18)하였는데 유용성(useful)은 소매점, 학교 등 일상적 공간

이 인접해 걷기 생활화가 가능한 것, 안전성(safe)은 보행자가 자동차에서 안

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 편안함(comfortable)은 거리를 내 집과 같이 

느낄 수 있는 건물과 가로 풍경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움(interesting)

은 특색 있는 건물, 활동들로 지루함 없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네 가

16) 김규원, “건널목 10개 건너야 맞은편에…서울역 앞 보행환경 ‘너무해’,” 『한겨레』(2017년 6월 
13일)

17) 이상택, “서울역 앞에 대중교통환승공원 조성,” 『교통신문』(2008년 7월 23일)

18) Speck, J. Walkable City: how downtown can sve America, one step at a time, 박혜인 (역),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 : 부와 건강,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답』 (서울 : 마티, 2015),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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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구상 광장 조성

[표 2-4] 서울역 북부역세권 계획 (출처:서울시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 비로소 걸을 만한 공간이 된다고 말하였다. 이점

에서 서울역 환승센터의 공원 조성 시도와 미디어 아트 도입은 보행자에게 즐

길 거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유용성, 안전성뿐 아니라 편안함, 흥미로움을 

충족시키고자 한 시도였다.

❚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2008~현재)

2008년,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코레일이 공동으로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초로 서울역에 대한 이해관계집단이 

공동으로 구상한 계획이라는 점과 서울역을 공항철도의 시발점이자 유라시아 

철도를 고려한 국제도시로의 관문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

행 관점에서도 기존 철도 선로를 복개 데크화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은 도

심 역사문화축 종착지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서울역 동서뿐 아니라 서소문공

원까지 보행접근이 가능한 내용이었다.19). 이를 기본으로 2009년 8월 기본설계 

현상공모 당선작을 발표하였지만 구 서울역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여러 규제 

적용 대상지가 되었고, 부동산 불황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11년 감사원으로 

19) 서울특별시, “서울역의 새로운 꿈, 국제컨벤션센터 유치”,
http://spp.seoul.go.kr/silguk/upis/sub6/sub6_2_I.jsp?searchType=ALL&searchWord=&list_start_date=&list_end_

date=&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71&communityKey=B0068&boardId=75&act=
VIEW (검색일: 20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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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포스터 최우수상 수상작 (도보환승센터)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출처:내손안의 서울

[표 2-5] 서울역고가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연이은 악제에 결국  2015년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한화역사컨소시엄이 북부역세권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북부역세권 사업

은 그대로 폐지20)되는 듯싶었지만 2016년 서울시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기

본계획을 발표에 힘입어 한국철도공사는 같은 해 8월 서울역 남부 개발이 함

께 포함된 북부 역세권 개발 연구용역을 내는 등 다시 진행되고 있다.

❚ 서울로 7017 (2015~2017)

서울역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서울역 고가 도로가 1990년대 말부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 주도로 차량 길을 보행 길로 바꾼 도시재생 프로젝트

이다. 2014년 10월 서울역 고가도로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당

시 보행 네트워크를 키워드한 원광연의‘서울시 도보환승센터’가 최우수상으

로 당선되었는데, 이 공모전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걷다’였을 

정도로21) 보행공간의 요구는 높았다.

20) 최지희, “서울역 북부개발 사업...당초 계획 범위의 3배 이상 확대된다,”『건설경제』(2016년 8월 
22일) 

21) 서울특별시 조경과, “서울역 고가도로, ‘도보환승센터’로 바꿔봐요,” 『내손안의 서울』(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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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서울역고가 현상설계 당선작 (서울수목원)  
출처:서울로7017 홈페이지 

이를 바탕으로 2015년 5월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여 네덜란드의 

MVRDV의 ‘서울수목원(The Seoul Arboretum)’이 당선되었다. 설계안은 서울

역 고가를 하나의 큰 나무로 설정하고 퇴계로에서 중림동까지 국내 수목을 가

나다순으로 심고, 램프는 나뭇가지로 비유하여 17개의 보행기로가 연계한다는 

내용이었다.22). 2016년 1월부터 철거공사를 시작, 2017년 5월 20일 개장하였다.

‘서울로 7017’은 차량중심의 교통을 보행중심의 교통으로 바꾸고자하는 

서울시 보행정책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고 서울역 일대가 보행 중

심 공간으로 변모하는 마중물이다. 사실 서울로 7017 역시 공식적으로는 ‘서

울역 역세권 종합제생(안)’이란 ‘도시재생특별법’상 법정 재생(활성화) 계

획으로23) 서울로 7017을 통하여 서울역 동서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통합적 재

생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직은 동서를 막고 있는 거대 구조물, 서울역의 

힘이 압도적인 것 같지만 서울로 7017은 개장 13일 만에 100만 명이 방문24)하

는 등 해당 사업으로 인해 보행인구가 급증한 것은 분명하다.

11월 13일) 

22) 조명래, “도시재생으로서의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검토 -재생 방법론의 관점에서- ”, 『환
경논총』, 56, 2016,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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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출처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서울특별시

❚ 서울역 일대 종합재생 (2015~현재)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 

및 기존 도시정책과의 일관성·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시민사회

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25)하고자 ‘2025 서

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발

표하였고 서울역 일대는 서울형 

도시재생 우선추진지역이자 서

울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

정되었다. 이 따르면 서울역 일대는 지이용·저개발 중심지역으로, 철도로 인

한 지역단절로 도시구조가 왜곡된 지역으로서 개발이 가능한 대규모 가용 토

지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며, 서울시는 보행 중심 공간, 보행 네트워크의 복원 

및 강화를 통한 왜곡된 공간구조를 보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6)

이를 바탕으로 2015년 4월부터 실시된‘서울역 일대 종합재생’의 대상지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중구 중림동, 회현동, 소공동, 용산구 남영동, 청파동 일대

에 이르는 약 1,670,000㎡ 면적이다. 종합재생의 목표는 역사 도심과 연계하는 

국제적 관광·문화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며, 사람의 유입과 보행 친화적 장소 

연결을 과제로 삼고 있다. 중림로 보행문화거리 조성은 서울역 일대 종합재생

의 마중물 사업으로 현재 1단계가 완료되었고, 2017년 1월에는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였다. 

23) 같은 글, p. 14

24) 신인섭, “‘서울로 7017’ 개장 13일 만에 100만 명 방문,” 『중앙일보』(2017년 6월 2일)

25) 서울특별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2015), p. 3

26) 같은 책, pp.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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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걷는 도시, 서울 종합계획

❚ 걷는 도시, 서울

2016년 시작된 ‘걷는 도시, 

서울’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행정책

을 통합하는 명칭이자 2013년 

보행친화도시 선언 이후 보행

도시로 가기 위한 서울시의 실

현 방안이다. ‘걷는 도시, 서

울 종합계획’은 걷을 수 있는 

도시, 걷기 쉬운 도시, 걷고 싶

은 도시, 함께 걷는 도시라는 4

대 정책방향과 8대 핵심과제, 

3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27). 내용 중 도심부 주요사

업으로 도심재생사업 및 보행

친화사업의 개발 및 연계를 통

한 보행네트워크 구축, 도보관

광길을 제안하고 있다. 서울역 

일대는 9.5km에 이르는 보행 

순환길 노선 (명칭:이음길)에 

속하며 순환 길은 다른 4개의 

도심 보행 길을 이어주는 역할을 겸하는 곳으로 가장 먼저 실시된다. 세부 내

용으로는 보행길 스토리텔링, 안내판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28). ‘걷

는 도시, 서울 종합계획’은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27)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걷는 도시, 서울’세부 실행계획』, (2016), p. 13

28) 서울 정보소통광장, “이야기가 있는 도심보행길 조성(25.4km 도심보행길)”, 
http://opengov.seoul.go.kr/issue/8312934 (검색일:20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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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의사결정 단체인 ‘걷는 도시, 서울’ 시민위원회를 구축하였다. 또한 시

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걷는 도시, 서울’의 BI(Brand Identity)와 

‘걷자, 서울’, ‘걸으면 바뀝니다. 서울이 행복해집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

(catchphrase)를 만들어 보행거리의 시설물 등에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2017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걷는 도시, 서울을 위하여 서울로 7017의 보

행자전용길 지정을 시작으로 서울역을 포함한 1.7㎢의 공간을 보행특구 로 지

정하였다. 서울시는 특구 지정의 이유를 이 지역이 보행유발지구, 전통문화지

구, 대중교통지구가 함께 있는 공간으로 ‘걷는 도시 서울’ 이라는 서울시의 

보행도시로의 전환 목표가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하였다. 

보행 특구의 주요 사업으로는 보행환경 개선, ‘서울로 7017  도보여행길’ 

온오프라인 지도 제작, 보행영향 사전·사후 조사 시행 등이 있다. 

‘걷는 도시, 서울 종합계획’이 브랜드를 구축하고 단순히 보행환경 개선

에서 벗어나 보행문화, 보행 길의 스토리텔링을 도입하였다는 것에서 분명 의

의가 있다. 그러나 실제 진행되고 있는 보행문화 프로그램은 걷기 행사와 같

은 단발성 이벤트이며, 보행길 역시 안내판 설치 이상의 내용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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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서울역 일대 비전 수립 계획안 
출처:조선닷컴(2017년 10월 5일)

❚ 서울역 일대 비전 수립29)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서울역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한 미래비전을 마련하

고, 서울역 일대에서 개별적으로 계획·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다른 여건 변

화를 감안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울역 일대 비전 수립 용역'을 2016년  

4월 발주, 2017년 6월 완료하였다. 서울역 일대 비전 수립의 주 내용은 서울역

-남산-용산공원을 잇는 녹색보행로 조성과 서울역 민자 역사를 철거하고 지하

에 깊이 35m (지하 5층), 총길이 390m, 폭 76m 규모의 통합 역사를 만드는 것

이다. [그림18]은 해당 계획안으로 2018년 이후 착공할 GTX(수도권광역급행철

도)·신분당선·신안산선뿐 아니라 KTX·ITX·새마을호·경의선 등 현재 서

울역 지상에 있는 철로와 역사, 서울역 서쪽 끝에 있는 공항철도가 모두 지하

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역에서 용산역, 노량진까지의 지상 철로를 

지하화하고 비워진 지상부지에는 상업시설, 광장, 공원과 함께 녹색보행로가 

조성되는 계획이다.

29) 장형태, “[단독] 서울역~노량진 모든 철길, 지하로 내린다,” 『조선닷컴』(2017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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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통합 개발안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서울역 일대를 통일시대 유라시아망 교통허브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철도시설공단과 함께‘서울역 통합 개발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고, 교통연구원과 국토도시계획학회 컨소시엄이 2018년 5월까

지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역은 총 7개의 노선이 운행하고 있지만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 5개의 노선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5개

의 노선을 서울역 지하공간에 배치해 철도·지하철·버스를 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환승시스템을 만들고 지상부에는 상업·유통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

다. 5개 노선을 지하에 건설하면서 일반철도를 그대로 지상에 둘지, 아니면 일

반철도를 용산역으로 이전할지 2개 방안으로 구분해 비용과 장단점을 비교하

는 것이 해당 연구의 내용이다.30)

❚ 종합 및 시사점 

서울역 일대는 서울의 관문이라는 장소성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계획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울

시와 중앙부처, 코레일 간의 알력싸움 뿐 아니라 서울시 내에서도 도시재생부, 

도시계획부, 도시교통부가 각각 비슷한 서울역 일대의 계획을 발표한다. 서울

역 일대의 계획과 관리를 책임질 주체 구성이 필요하다.

1994년 서울상징가로에서부터 이어진 관련 계획들은 공통적으로 서울역을 

보행 중심 공간으로 보았다. 2013년 보행친화도시로 선언 이전부터 서울의 중

앙역인 서울역은 다중 집결지였고 그 일대는 대중교통의 환승이 일어나는 보

행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의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보행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역 광장을 단순히 환승을 위해 스쳐지나가는 공간이 아닌 보

행 촉진, 보행 거점 공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변화하고 있다. 보행 네트워크를 

30) 성혜미, “서울역에 5개 노선 추가된다…'통일시대 교통허브' 개발(종합),” 『연합뉴스』, (2017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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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서울시 보행 정책 및 서울역 일대 보행계획

중요시하게 되면서 그 내용과 효과가 미비하기는 하나 문화·예술과 스토리텔

링 접목을 시도하였다. 보행자 중심의 시각은 서울역 광장 일대를 보행의 즐

거움과 광장의 머무름이 함께 고려된 공간으로 변화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

한 그 머무름은 주변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서울역 주변은 도심권임

에도 불구하고 개발에서 밀려나 있었고 서울역과 철도로 인해 그 동서 역시 

도시 개발의 격차가 커져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역 동서의 

보행을 연결, 유동인구를 증가시켜 서울역 일대의 도시재생을 이루겠다는 것

이고 서울로 7017이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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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서울의 시기별 시역 변화와 서울역의 위치
「서울역사 공간분화에 관한 연구」 재구성

2절 철도역과 역 광장

1. 철도역

철도역은 열차를 이용하기 위한 교통시설이지만 버스, 지하철과 같은 타 교

통수단과의 환승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즉, 모든 교통 네트워크의 중심이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철도역은 네트워크의 결절점이자 도

시의 장소라 할 수 있다31). 

철도역은 도시의 관문으로, 현관문을 거쳐야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

럼, 초기에는 대부분 역은 도시의 외곽에 있어 철도역을 거쳐야 도시가 시작

되었다. 그러나 도시화와 더불어 철도역은 도시 중심지에 위치하게 되었고 도

시의 팽창과 함께 확장되어 블록을 이루기도 한다. 철도역사 방문객은 철도역

에서 나오자마자 도시를 만난다. 브룬스마(Bruinsma)는 이러한 철도역사의 거

대 복합 건축물화(mega-structural conglomeration)라고 언급하고 있다.32) 철도

역의 거대구조물화는 규

모뿐만 아니라 기능적으

로도 복합화 되었다. 철

도역에는 역무시설이외

에도 상업시설, 문화시

설, 주차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존재하고 

교통관련 공간도 철도이

외에도 지하철, 버스, 택

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

을 위한 공간이 존재한

31) 김현웅, & 문대섭, “철도역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4, p. 24

32) Bruinsma, Frank R., Railway development ; Impact on Urban Dynamics, (Heidelberg : 
Physica-Verlag, c2008) 신예경 “서울역, 그리고 20세기 서울”, 『철도저널』 p. 4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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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철도역 종류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축’내용 재구성 

다.

철도역 종류33)는 기능과 역사의 형태로 나뉠 수 있다. 

기능을 기준으로는 보통역과 간이역으로 분류된다. 보통 역은 역장을 배치

하여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취급하는 역이다. 간이역은 역장이 없고 열차가 

정차만 하는 역이다. 

철도역은 역사 형태에 따라 지상

역, 지하역, 선상역, 선하역으로 분

류된다. 지상역은 지상선로의 한쪽 

편에 세워지는 역으로서 이용객 접

근은 한쪽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지

하역은 지하선로 상부에 세워지는 

역으로 모든 역사시설이 지하에 위

치하고 이용객은 한쪽 혹은 다수 방

향에서 이루어진다. 선상역은 지상

선로 상부에 세워지는 역으로서 이

용객 접근이 한쪽 혹은 양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선하역은 철도선로의 

하부에 세워지는 역으로 이용객 접

근이 한쪽 혹은 양방향에서 이루어

진다.

2. 철도역 광장

역 광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광장의 결

정기준)에 의거 역전광장이라는 이름으로 교통광장에 포함되고, 설치 기준은 

(1) 역전에서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

33)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축”, https://www.kr.or.kr/sub/info.do?m=050401&s=krhome (검색일:20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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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앞에 설치할 것, (2)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

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 (3)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

활히 연계되도록 할 것 으로 명시되어 있다. 교통광장에 속함에서 알 수 있듯

이, 역 광장이 그 공간의 사용 주체인 보행자 관점이 아닌 철도와 도로교통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철도설계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연계교통시설 편)에서는 주 연계도로와 철

도역과의 위치 관계를 주 연계도로-선로 수평형 및 선로 교차형, 선로 이격형

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철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역 광장 공간구성은 주 연

계도로와 역 광장의 인접 여부에 따라 주 연계도로-선로 수평형과 선로 이격

형을 구분하며, 철도역이 선로 상부에 위치하여 역 광장을 선로 상부에 배치

하는 선로 교차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역 광장 공간구성 배치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시설에서 승용차 등의 개인교통시설을 배

치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 공간 위주의 공간 구성을 제시하고 있

다.34)

철도역 광장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광장이며 일일 이용객 수가 어떠한 도

시 광장 보다 많다. 이러한 이유로 성기문, 류주희(2016)는 철도역 광장 역시 

일반 도시 광장과 마찬가지로 이동과 휴식, 다양한 사회·문화적 행위 등을 

위한 도시 공공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한다35). 일본의 경우에는 철

도역 광장을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주변 지역과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일본 철도역 광장은 도시교통을 처리하는 교통결절 기능과 함께 도시 거점을 

형성하는 시가지 거점 기능, 사람들이 쉬고, 모이고, 대화하는 교류 기능, 녹

지․식재, 모뉴멘트 등에 의해 마을의 경관을 형성하는 경관 기능, 이용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36)

34)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설계기준(연계교통시설편)』(한국철도시설공단, 2014), pp. 18-28

35) 성기문, 류주희. “한국 대도시 철도역 광장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8(1), 2016, pp. 43-5. 

36) 양승희, 이정수. “철도역 개발특성을 통한 역광장 배치유형 계획특성 연구,”『한국산학기술학회논
문지』, 17(3), 2016, p.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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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및 시사점

다른 철도역과 마찬가지로 서울역 역시 도시팽창과 더불어 도시외곽에서 도

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철도역사도 필요에 따라 증축되어 초기에는 지상역이

였지만 현재는 선상역에 해당된다. 선상역은 지표면에 철도가 위치하고 대합

실이 2층에 있어, 철도 이용객은 철도역 광장에서 2층의 대합실로 이동한 후 

다시 1층의 플랫폼으로 내려와야 한다. 이러한 공간 배치는 역 광장에서 기차 

탑승공간까지의 도착 시간을 지연시키고 철도 이용객은 역 광장이 아닌 기차 

대기시간에 2층의 대합실에 머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선상역은 보행자보

다 기차와 차량의 흐름을 우선하는 공간 구성이며 역 광장을 도시의 장소가 

아닌 교통광장으로만 이용되게 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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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남대문역사
출처:한국철도100년사 

[그림 2-10] 서울역 광장(1971년 추석)
출처: 국가기록원 (관리코드:CET0097751)

3절 서울역의 장소성 변천과정

1. 1900년도 ~ 1975년도 : 성장기

서울역은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인 경인철도 부설과 함께 시작되었다. 초기

에 서울역은 서울의 중앙역이 아닌 남대문정거장이었고 경인철도의 종착지인 

서대문으로 가는 통과역이었다. 1899년 경인선을 시작으로, 1905년 경부선, 경

의선, 1914년 호남선과 경원선 등이 개통되자 서울은 중앙역이 필요하였고 당

시 이용객이 많았던 남대문정거장은 1915년 10월 15일 간이 역사를 철거하고 

신 역사를 건립하였다. 그러나 1920년경 경성(당시 서울)의 인구가 30만 명을 

넘어서자 기존의 역사는 철도 이용객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기존 역사를 철

거, 1922년 6월 신 경성역사를 착공하여 

1925년 준공하였다. 신 경성역사는 지하1

층 지상2층 규모의 양식 건물로 현재의 

문화역284(구 서울역사)이다. 당시의 경성

역은 도시와 도시를 넘어서, 일본, 만주

를 연결하는 국제적 연결 공간이었다. 또

한 1920년~30년 동안 이루어진 서울의 

급격한 팽창으로 경성역은 도시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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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서울 민자역사 조감도(1985)
출처:매일경제 1985년 3월 8일

[그림 2-11] 서부역 준공 (1975)
출처:대한뉴스 제1049호

위치하게 되면서 서울의 상징적 공간이자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건물이 

되었다. 또한 경성역이 건립으로 서울역 광장이 등장하게 된다.

해방이후 경성역은 일본, 중국을 

잇는 국제 통과역에서 한반도 남부의 

종단역으로 변화하게 되고 1947년 서

울역으로 개칭하였다. 당시 장거리 

교통수단은 기차가 유일하였기에 서

울역은 종단역이 된 이후에도 도시 

연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여

객과 화물이 집중되었고 1957년에는 남부역사, 1975년에는 서부역사가 건립되

었고 서부역사와 함께 서부역 광장이 형성되었다. 한편, 같은 해 서울역 고가

도로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도심부를 서울역 동쪽으로 한정하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서울의 서측지역인 만리동, 청파동이 도시 개발에서 소외되게 된 계기

였다.

2. 1975년도 ~ 2004년도 : 쇠퇴기

1967년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도시와 도시를 잇는 장거리 교통수

단으로 자동차가 보편화되기 시작하

였다. 또한 1975년 강남구가 신설되

면서 강남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

면서 이듬해 강남 종합버스정류장이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장거리 교

통수단은 기차 이외에도 자가용과 

고속버스로 늘어났고 서울역의 이용객은 주춤하였다. 그러나 공간 대비 수요

객은 여전히 많았기에 1984년 8월 서울민자역사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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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준공되었다. 특히나 서울역은 최초로 영업을 시작한 민자역사로의 철도시

설에 집중되었던 서울역의 기능이 복합화되었다. 민자 역사는 기존 서울역의 

후면의 철로 상부를 덮는 선상역의 형태로 2층에 대합실이 계획되었고 전 층

에 걸쳐 은행, 극장, 식당가, 쇼핑센터 등의 판매시설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준

공 이후 높은 비율의 상업공간, 좁은 대합실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1981년 9월 25일 서울역(구 경성역, 현 문화역284)이 사적 284호로 지정이 되

었고, 1994년 서울정도 600년을 기념하여 ‘국가중심가로 서울상징가로’계획

이 진행되자 서울역에 대한 장소성과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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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4년도 ~ 현재 : 재도약기

서울은 1990년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계속된 발달을 하였고 그에 따라 자동

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장거리 교통수단으로 철도가 선호되는 역전현상

이 일어났다37). 동시에 현대화 철도인 고속철도를 수용할 새로운 역사에 대한 

요구가 늘자 기존의 일반기차와 고속철도를 함께 수용하는 통합민자역사를 계

획, 2004년 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영업을 시작하였다. 기존 서울민자역사와 

같이 역무시설 이외에도 판매, 주차시설이 복합화된 통합민자역사는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67,599.98㎡ 규모이고 운영자는 ㈜한화역사로 기존 민자역사와 

같다. 공사는 순차적으로 1차는 고속철도역사와 상업시설 건립, 2차는 주차장

과 기존 민자역사를 롯데마트로 전환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었다. 

고속철도로 단시간에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자 서울역은 다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민간 투자수익 증대를 위한 방대한 상업공간 면적과 구 서울역사의 폐

쇄, 열차 대기, 기차표 구매 등의 서울역 광장 기능 상실 등으로 서울역 일대

는 도시의 공공공간으로서의 위기를 겪게 되었고 서울역 광장은 사람들의 발

길이 닿지 않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문화재청 관리 하에 구서울역은 2009

년 복원공사를 시작, 2011년 ‘문화역서울 284’라는 이름의 문화공간으로 탄

생하였다. 좋은 접근성과 훌륭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서울 시민들이 문화역을 

방문하기 시작하여 2014년 서울역 고가도로 아이디어 공모전 등으로 서울역 

일대에 서울시민의 관심이 모아졌고 올해 ‘서울로7017’ 개장은 시민이 서울

역 광장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37) 유지연, 서울역 위상과 도시 공간 향상을 위한 설계 –청파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도
시설계학 석사논문, 2016,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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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서울역과 역 광장의 시기별 변화 
신예경, 김진균, 「서울역사(驛舍) 공간분화에 관한 연구」 재구성

4. 서울역 광장의 변화

서울역의 위상은 서울역 광장의 면적과 흐름을 같이 한다. 경성역이 서울의 

중앙역이 되며 서울역 광장은 탄생하였다. 서울역이 확장되면서 서울역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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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적도 점차 넓어졌고, 서울역의 쇠퇴기가 시작되면서 광장의 면적은 다시 

줄어들었다. 

한반도 횡단역이었던 서울역은 초기부터 철로가 도시를 양단하였다. 그러나 

서울역 입면 변화인 [그림 2-13]에서 볼 수 있듯이 건너편의 시야가 확보되어 

지금과 같이 도시단절로 인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1975년 서부역사 건

립을 시작으로 2004년 통합민자역사가 완공되자 서울역 동서는 시각 차단을 

포함한 완벽한 분절을 이루었다. 

그러던 중 100여년 단절되었던 서울로 동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인 서울로

7017이 개장하였다. 계획에는 서울역과 직접 연결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이

해관계로 인하여 무산되었다. 현재 다른 서울로7017의 접근로들과 비교했을 

때 서울역 광장 옆 서울역 파출소 부근의 연결로는 아주 작고 숨어있다. 그러

나 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의 결절점인 서울역 광장은 서울로7017의 

입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서울역 광장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임과 동시에 떠있는 길인 서울로7017이 풀지 못하는 도시 단절을 서울역 광

장이 해결해야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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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설계조건의 해석

1절 광역 환경 분석

1. 대상지의 입지

[그림 3-1] 대상지의 입지 

본 대상지는 서울의 중심역으로 도시 중심인 서울시 용산구와 중구의 경계

에 위치한다. [그림 3-1]에서와 같이 서울역은 서울시청, 종로, 명동, 남대문시

장 등 강북권의 주요 공간들과 근접거리에 위치한다. 또한 반경 1.5km 내에 

문화재로는 대상지 내의 구 서울역사에서 남대문, 덕수궁, 약현성당, 명동성당 

등이 위치하고, 서소문공원, 남산, 용산공원, 효창공원 등 대형 공원도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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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대상지 Figure Ground Map

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북동쪽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북동쪽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역의 남동쪽이 남산과 

용산공원 부지(현 용산미군부대)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역을 중심으로 동서의 

도시 구조의 성격과 개발이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울역 근

접 지역을 살펴보면 더욱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서울역의 동쪽은 서울스퀘어, 

연세 세브란스빌딩, 남대문경찰서 등 대형 고층 건물이 늘어서 있지만 서측은 

중림동, 만리동, 청파동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작고 낮은 건물이 위치한다. 이

는 철로와 서울역이 도시를 나누는 벽이자 장애물로 작용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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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대상지 광역 가로 분석 

2. 가로 분석

❚ 광역 가로 분석

대상지 주변 가로를 광역에서 살펴보면, 확연히 철도로 인해 서울역 동쪽과 

서쪽의 가로는 단절되어 있다. 가로 형태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방사

형 구조를 갖고 있으며 철도와 차도 모두 그 폭이 팽창한다. 즉, 교통이 모이

는 교통 결절점인 서울역은 보행 환경이 취약한 공간이다.

❚ 근접 가로 및 보행친화성 분석 : 물리적 환경

[그림 3-2]은 서울역 주변 보행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서울역 근접 지역의 

가로 현황이다. 주변 도로는 서울역 동쪽에 한강대로가 면하고 있고, 통일로, 

세종대로, 퇴계로, 후암로가 이어진다. 이때 서울역 광장에 면한 한강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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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대상지 근접 지역 가로 분석 : 보행친화성

버스환승센터를 제외한 일반차도 왕복 10차선의 간선도로이며 광로 1류에 속

한다. 서울로7017 서쪽에는 왕복 6차선이자 광로 1류인 청파로를 면하고 있고 

중림로와 만리재로가 만나는 곳이다.

본 분석은 보행으로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가를 기준으로 크게 보행전용 공

간, 보행 불가능 공간, 보행 불편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보행전용 공간은 보행

전용도로와 보행에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해당되고, 보행 불가능 공간은 차

량전용도로와 보행 접근이 불가능한 녹지, 담장으로 막힌 공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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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서울역 일대 단면 : 보행 불가능 및 불편 공간

보행 불편 공간은 이외의 공간으로, 보행은 가능하나 장애물 등으로 보행 안

전성 혹은 보행 편리성이 떨어지는 보차혼용도로, 계단, 횡단보도, 옥외주차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그림 3-1]와 마찬가지로 서울역을 둘러싼 넓은 보행 

불가능 공간이다. 서울역은 동서남북으로 두꺼운 차도와 철도가 띠를 두르고 

있다. 반면, 서울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넓은 보행전용 공간이 위치하는데, 이 

역시 서울역 동서로 그 발생 원인이 다르다. 동쪽의 경우, 기차역이라는 다중

이용시설의 진입 공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기차역 전면에 넓고 평평한 보행

전용 공간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특이점은 기차역 대합실과 광장간의 지표면 

높이로 인한 보행 불편 공간이 보행전용 공간을 가로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버스 종합 환승센터로 인하여, 서울스퀘어에서 서울역으로 보행 진입 시 

8개의 보행 불편 공간을 지나쳐야하는 등 한강대로의 보행 친화성은 크게 떨

어진다. 이는 서울역 일대 보행 불가능 및 불편 공간을 단면으로 표시한 [그림 

3-3]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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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대상지 보행 친화성 분석 : 비 물리적 환경 

❚ 근접 가로 및 보행친화성 분석 : 비 물리적 환경 

보행은 물리적 공간 못지않게 비 물리적 환경이 중요하다. 보행 불편 공간

인 계단, 좁은 길로 이루어졌더라도 보행자로 하여금 흥미로운 공간이 펼쳐진

다면 그들은 그곳의 불편함을 견디고 걷는다. 이러한 관점으로 서울역의 보행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 물리적 환경 분석이 필수적이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실제로 서울역의 동측, 서측의 건너편 건물에서 대합실 앞으로 걸어

보며 보행 중 경험하게 되는 경관을 촬영하였다38).

서울역 동측 건너편 건물인 서울 스퀘어에서 서울역 대합실 앞까지 거리는 

약 230m이다. 성인의 평균 보행속도인 4km/h를 기준으로 약 4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총 8분으로 2배 이상이 소요되었다. 보행 중 횡단보도 9

개, 계단 2개를 지나야 했으며, 바닥 포장은 대부분 회색빛의 아스팔트와 콘크

리트 블록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서울역 동측 광장에 진입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이곳저곳에 세워진 표지판 등 보행 경관이 좋지 않았다.

38) 2017년 10월 3일 진행하였으며 동측의 경우 오전 10시 40분에 서울스퀘어에서 출발하였으며, 서측의 
경우 서울역 디오빌에서 10시 53분에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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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측의 경우는 약 400m의 보행 길로 평균 6분이 걸리는 거리지만 약 13분

이 소요되어 동측과 마찬가지로 2배 이상이 걸렸다. 반면 서측 서울로 7017 

주변에는 보행에 훌륭한 경관을 갖고 있었다. 이는 서울로 7017 개장과 함께 

만리동 광장, 윤슬, 중림로 보행 문화거리 등의 주변 보행친화 사업이 동시다

발로 진행되어 서울역 건너편의 보행 공간은 양과 질이 함께 발전된 결과이

다. 그러나 서울역 서측 광장에 진입한 이후 주차램프, 주차장, 차도 등 경관 

적으로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보행에 위험을 주는 공간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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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대상지 주변 건물 용도  

3. 용도 분석

서울역의 북동측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주로 업무와 상업시설이, 그 외

의 지역은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주거

시설의 경우 대부분 4층 이하의 연립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2010년 초반 

이후 서울역 동측 재개발이 이루어져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트윈시티 남산,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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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빌 아스테리움 등)가 등장하였다. 현재는 서울역 서측인 만리2주택개발 공

사가 진행 중으로 2018년 초 약 1,6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한라비발디센

트럴, 서울역 센트럴자이)가 들어설 예정으로 서울역 주변부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상업시설의 경우 남대문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로를 따라, 띠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근린상업시설이다. 특히 중림로와 만리재로에는 서울로7017이 

개장한 이후 음식점이 다수 신설되면서 기존의 생활밀착형 소규모 상업시설과 

외지인을 위한 상업시설이 섞이는 중이다. 서측의 상권은 성장하는 반면 서울

역에서 이어지는 동남측 긴 상업군은 대부분 폐점 상태로 상권은 침체되어 있

고 열악한 보행환경을 만든다. 한편, 서울역 주변에는 대형 호텔(포포인츠바이 

쉐라톤, 밀레니엄서울힐튼 등)에서부터 주택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까지 다양

한 숙박시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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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설계 대상지 분석

1. 토지 소유 및 관리 주체

본 연구의 대상지인 서울역 광장 일대의 토지 등기부 등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토지 소유 및 관리 주체를 파악하였다. 토지 소유의 경우 서울역 일대

는 대부분이 공유지로 철도와 차로가 포함된 대부분의 공간이 국유지였으며 

한국철도공사 건물과 한국철도공단 및 ㈜코레일관광 건물, 동측 광장 일부가 

한국철도공사 소유이다. 그 외에 서울역 블록에서 남동쪽 건물들은 사유지로 

소유 주체는 크게 국가, 한국철도공사, 사유지, 3 곳으로 분류된다.

관리 주체는 소유 관계에 비해 복잡하다. 기본적으로 국유지는 한국철도공

단이 관리를 하는데, 구 서울역사(현 문화역248)는 문화재이기에 문화재청에서 

담당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와 서울역 내에 철도시

설을 관리하며 공항철도와 서울역내 판매시설·주차장의 경우는 장기임대로 

각각 공항철도(주), 한화역사(주)가 관리한다. 한편, 서울역 동측 광장의 에스컬

레이터, 계단 및 장애인 경사로는 한화역사(주) 관리 대상이다. 

[그림 3-8] 대상지 소유주체별 구분 [그림 3-9] 대상지 관리주체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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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대상지 내 공간 및 시설 파악

❚ 한화민자역사 계약기간 만료

서울역 민자 역사는 한화역사가 운영 중이며 롯데마트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서울역의 롯데마트 건물을 기본계약

에 따라 국가 귀속으로 결정내리고 1~2년 임시사용 허가를 협의하고 있다39). 

이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공단의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재임대가 불가능하고 계약기간이 최장 10년

인 국유재산법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대형 백화점, 마트의 영업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서울역 민자역사의 공공시설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2. 공간 및 시설 파악

서울역의 현황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 리모델링 설계와 운영·관리를 

제안을 하고자하는 본 연구를 위하여 각 

시설의 물리적 공간 현황 및 운영 프로

그램 등을 파악하였다. 대상지 내에는 여

러 시설이 존재하며  서울역, 문화역서울

284, 한국철도공사, 종합 환승센터, 지하

철 출입구, 기타시설로 구분 가능하다. 

여기서 서울역은 주차장 및 판매시설을 

포함한 공간이고, 기타시설에는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 헌혈센터와 같은 소규모 

건물과 강우규 의사 동상과 같은 시설물

이 속한다.

39) 송지유, 김사무엘, “서울역·영등포역 민자 역사 국가 품으로…1~2년 유예기간 준다,”『머니투데
이』(2017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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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본 연구의 대상지를 대표하는 시설물로써 현재 역사는 2004년 고속철도 개

통에 맞추어 건립되었고 2010년 공항철도 개통으로 확장하였다. 서울역은 지

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역무시설, 판매시설, 주차시설로 구성되어있고 각 공간

의 규모는 역무시설이 16.8%, 판매시설이 61.5%, 주차시설이 21.7%이다.40) 특

이점은 철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역무시설에 비해 판매시설이 압도적으로 많

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역 입면의 간판 크기에서도 드러나는데, 서울역 동·서

측 모두 서울역이라는 간판보다는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한화 민자 역사 등의 

판매시설의 간판이 많다.

서울역은 한국철도공사(구 철도청)와 한화그룹이 1987년 공동 설립한 한화

역사가 건립한 민자 역사로, 건물 준공 후 역무시설은 한국철도공사에 기부체

납 하였고 그 외의 시설인 판매시설과 주차장은 30년 사용 후 기부체납이 예

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내야하는 한화역사 입장에

서는 서울역의 상업화에 집중 할 수밖에 없었다.

❚ 문화역서울 284 (구 서울역사)41)

1925년 경성역으로 건립된 구 서울역사는 신 역사의 건립으로 수년간 방치 

되었다가 2009년 7월 문화재청 관리 하에 원형 복원공사에 착수, 2011년 8월 

9일. 문화역서울 284라는 이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관하였다. 문화역서울 

284라는 이름은 대국민 공모 당선작으로 서울역의 사적번호인 284와 문화공간

을 접목하여 만들었다.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구 서울역사는 1층 중앙홀과 2층 그릴은 공연·전

시·이벤트·카페 등의 다목적 공간으로, 그 외의 2층 공간은 아카이브·기획

전시실·사무공간으로 사용된다. 

40) 김현진, 도시 관문으로서의 철도역사 : 고속철도 서울역사 계획안,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6, p. 30

41) 문화역서울284,  https://www.seoul284.org (검색일:2017.10.08.)



- 48 -

휴관 중인 문화역서울284 문화역서울284 앞 취침 중인 노숙인

[표 3-1] 문화역서울284 사진

현재 운영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훌륭한 수준의 

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상업화된 서울역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화역서울284에는 상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없어 전시 및 공연 준비기간에는 건물을 폐쇄한다. 이 

휴관 기간에는 문화역은 빈집과 같은 공간이 된다. 노숙자들은 건물 앞으로 

몰려와 휴식을 취하고 보행자는 문화역 앞 광장을 지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 한국철도공사 (서부역)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건물은 지상8층 지하2층의 규모로 1975년 완공된 서울 

서부역사이다. 당시 서부역에는 경의선과 서울교외선 열차가 다녔다. 이 노선 

이용객을 위하여 1977년 1월 서울역 본 역과 서부역을 연결하는 육교가 개통

되었다42). 육교는 1989년 민자역사 준공 이후 더이상 필요가 없어졌지만 현재

의 서울로7017처럼 서울의 동서를 연결하는 길로 유지되다 2013년 말 철거되

었다. 2004년 4월에 서울교외선은 영업이 중지되었고, 경의선은 복선 전철화어 

현재에도 가장 서쪽의 단선 플랫폼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현재의 서부역 개

념은 서울역 서쪽을 가리키는 지명 또는 서부 출구를 뜻하는 정도로 변하였

42) 철도청, 『한국철도100년사』(서울:철도청, 1999), pp. 1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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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행로에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전면 인도

[표 3-2] 한국철도공사 주변 사진

다.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은 75년 완공 직후 이곳으로 이전해왔으며 현재 이

곳은 서울본부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2013년에는 행정자치부가 한국철도

공사 8층에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가 설립되어 2015년 기준 일일평균 472%로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43). 그러나 정부 스마트워

크센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만 이용이 가능하여 일반 시민은 이용불가하

다. 

한국철도공사 건물은 서울역 서쪽 한가운데 위치하여 서울역 중앙 보행로를 

걸을 때 병풍처럼 시야를 막고 있다. 때문에 서울역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이

중앙보행로를 통해 서울역 동서가 연결된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또

한 서부역 택시정류장으로 가기위해서는 한국철도공사 건물을 지나쳐 가야하

는데, 해당건물은 담으로 둘러싸여있고 지상주차장이 존재하여  지상주차장이

서부역은 명칭만 다중이용시설인‘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서울역 

이용객과 주변 거주민의 보행에 방해되는 걸림돌이 되었다.

43) 행정자치부 2016년 4월 27일 보도자료,“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협업공간 확대”, 
http://haehyo29.blog.me/220694130438 (검색일:201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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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사 진 내 용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

(재)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상근자 총 27명

주간: 상담소 운영, 현장아웃리치

야간: 상담, 실태조사, 나눔가게, 운영

지원

헌혈의집

대한적십자사 운영

서울역센터 :20년 이상 지속

운영시간 

평일 : 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강우규의사 

동상

제작: (사) 강우규 의사 기념 사업회

후원: 국가보훈처

조각가: 심정수

제작일시: 2011년 8월 8일

[표 3-3] 기타 시설

❚ 버스환승센터

2009년 개통된 버스환승센터는 서울역 동측 광장에 면한 한강대로에 위치하

고 있으며 두 개의 택시 승강장, 네 개의 버스승강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버스

환승센터 건립 이전에는 서울역의 버스정류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사

실상 버스 환승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하였지만 환승센터 정비로 인해 다른 

교통수단에서 버스로 환승은 물론, 버스 간의 환승도 편리해졌다. 그러나 앞서 

가로현황 분석에서 밝혔듯이 이 버스환승센터 건립으로 인해 서울역 동측에 

면한 한강대로는 일반차로 왕복10차선에 버스차로 6차선, 택시차로 및 서울역 

주차장 진입 차로까지 총 왕복 22차선의 거대한 차도로 변하였고 서울역 광장

의 보행 환경은 악화되었다.

❚ 기타시설 



- 51 -

지하보행로

(대피소)

서울역 광장과 세종대로를 연결하는 

지하 통로

기타장애물
광장 경계를 따라 이륜차, 광고판, 플

랜트박스 등이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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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 지하 보행로

[표 3-4] 지상광장과 지하보행로 이용 비교

3. 서울역 광장 이용 행태 

서울역 광장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지를 

방문, 관찰하였다. [표 3-4]는 동일 날짜, 동일 시간에 찍은 지상인 서울역 광

장과 지하 보행로이다44). 서울역 이용객은 지상보다는 지하를 통하여 서울역

에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서울역 연간 승하차 이용객은 

3524만명45)에 달함에도 서울역 광장의 이용객은 현저하게 적다. 서울역 접근 

방법이 지상보다 지하를 선호하는 이유는 앞서 밝힌 대로 지상의 보행 환경이 

위험하고 불편한 것에 비해 지하는 기본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된 보행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보행의 안전성 이외에도 서울역은 동·서측 어떠한 출입구로 진입하든지 최

소 5m이상의 지표 차이를 극복해야한다. 이는 앞서 2장. 2절에서 밝힌 것처럼 

철도가 확장됨에 따라 필요한 역사의 공간을 철도 상부에 건설을 하게 되면서 

발생된 문제이다. 서울역 이용객은 대부분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는 여행객으

로 짐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보행자이다. 그들에게 레벨 차이를 극복해야한다

면 그것의 높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고 짐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접근로

44) 해당 사진은 연구자가 2017년 8월 6일 오후 5시에 촬영하였다.

45)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4회 2016 철도통계연보(1)』(2017),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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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이용률 높은 공간 

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짐을 갖고 있는 여행객은 에스컬레이터, 승

강기와 같은 편리한 수직 이동 수단이 위치한 곳, 요철이 없는 땅의 표면이 

우선시 되고, 서울역에 진출입시 5m의 높이 차이보다는 12m의 높이 차이가 

나지만 짐을 갖고 이동하기에 편리한 지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림 3-11] 서울역 통합민자역사 당선안 종단면도
출처:월간 CONCEPT (2000년 3월호)

지하에서 서울역에 진입 시 대부분 1호선 지하광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

용하는데 에스컬레이터의 방향이 광장에 등을 지고, 상업공간을 향하고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서울역 광장 자체를 

인식할 수 없으며 이는 기차역과 역 

광장이 도시의 마지막과 시작 공간이

라는 역할을 상실한 것이다.

 지하에 비해 이용객이 적지만 서

울역 광장 내에서도 이용도가 높은 

공간이 존재하였는데, 크게 세 곳으

로 교통 환승을 위한 길, 상업시설 

전면 공간, 서울역 대합실 전면 공간

이었다. 

❚ 교통 환승을 위한 길 

교통 환승을 위한 길 공간은 서울역 동측 서측 광장에서 모두 지상 환승 교

통수단인 택시와 버스정거장에서 서울역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이고 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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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입구 ~ 환승센터 많은 에스컬레이터 사용자

[표 3-5] 이용률이 높은 공간 :교통환승을 위한 길

엘리베이터 도착 시점 서울역 진입과 상업시설 배치

[표 3-6] 이용률이 높은 공간 :상업시설 전면

에 사람들은 계단보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였다. 특히 서측 버스정류장 앞

은 좁은 보행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서

측 서울로 진입 광장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보였다. 

❚ 상업시설 전면 공간

이곳은 환승을 위한 공간이나 서울역 대합실 전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

려있었지만 체류 행위보다는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관찰되

었다. 이는 이 공간의 보행자들은 쇼핑을 목적으로 방문한다기보다는 서울역 

이용자라는 의미이며, 지하 보행로에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 도착지점이 상

업공간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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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을 하는 이용자 경관 조망을 하는 이용자

[표 3-7] 이용률이 높은 공간 :서울역 대합실 전면

❚ 서울역 대합실 전면 공간

서울역 대합실 앞 공간에는 기차역 광장의 본 기능인 도시 경관 조망을 하

는 관광객을 꽤 볼 수 있었다. 대부분 서울 시민이 아닌 외국인 혹은 타 지역

에서 여행을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한 여름의 더운 날씨에도 기차 대기 

시간을 대합실 앞 광장에 앉아 반대편의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고 있었다. 즉, 서울역 광장에는 여전히 경관 조망을 위

한 체류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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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이용 행태

야간의 광장 이용 행태는 주간과 달랐다. 야간에 서울역 광장 이용도가 높

은 공간은 서울로7017 진입공간, 문화역284 앞, 롯데마트 계단으로 주간과 비

교하였을 때 그 차이는 확연히 보인다.

공간 주 간 야 간

서울로7017

진입공간 

비교적 한산 이용객 급증

문화역284 앞

프로그램 없을 시 한산 야경 관광지 (사진촬영)

롯데마트 

계단

통행, 체류 없음 체류 인원 증가

[표 3-8] 주간·야간별 광장 이용 행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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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관 분석

서울역 일대의 경관은 대상지에서 주변부를 바라보는 외부 경관과 주변부에

서 서울역 블록을 바라보는 내부 경관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13] 대상지 경관 분석

❚ 외부 경관 

서울역 동측 광장에서 맞은편 높은 빌딩군(도시 경관)은 서울역의 대표적인 

경관 요소이고 특히 서울스퀘어 벽면의 미디어 아트를 보기 위해 야간에는 서

울역 광장 계단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한다. 서울로 7017 개장 이후 서울역 주

변부 경관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서울스퀘어 미디어아트를 보는 경관 점도 

서울로 7017 위에서 더 가까이 관람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 새로운 경관 점

에서 반대편으로는 서울역 광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숭례문이 보인다. 또한 서

울로 7017과 함께 생겨난 윤슬은 서울역 서측 계단에서 보면 동그란 형태와 

서울로 7017이 잘 보여 진다.

❚ 내부 경관 

서울역의 독보적인 경관 요소는 문화역284이다. 사적284로 지정된 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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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건물만으로도 가치가 높아, 이 일대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필수적으로 사

진촬영을 하고 가는 장소이다. 그러나 문화역284(구 서울역) 후면은 한화민자

역사와 연결되어 건물의 입구가 있는 정면만을 조망할 수 있다. 서울역 쪽의 

서울로 7017에서는 난간에서 철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철도’가 새롭게 내부 경관 요소로 변화하였다.

서울역 내부에서 시선이 차단되는 경우는 앞서 언급한 중앙보행로 서측면의 

한국철도공사 이외에도 서울역사의 남측이 있다. 이러한 시선 차단은 보행자

로 하여금 해당 방향으로의 보행 욕구를 감소하게 하고, 보행자 수의 감소는 

상업시설의 쇠퇴를 가져온다. 서울역 남측, 한강대로를 따라 위치한 상업시설 

역시 대부분 폐점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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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분석의 종합 및 해석 

[그림 3-14] 분석의 종합 

대상지 분석은 광역, 미시환경으로 실시되었고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

사점 및 잠재력을 파악하였다.

광역 환경은 입지, 가로, 용도 분석이 이루어졌다. 입지의 경우 대상지는 도

심권에 위치하여 서울의 주요시설과 인접하고 있어 서울 랜드마크가 될 가능

성과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또한 서울역의 중심으로 동서 도시구조가 단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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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는데 이는 가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로분석에서 

주변의 넓은 도로, 선상역 구조인 서울역, 주차램프, 시설물 등 다수의 보행장

애물 등으로 인해 낮은 보행친화성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리모델링 계획에서 

보행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행공간 면적 확대, 보행장애물 삭제, 체류공간 

및 프로그램 계획, 서울역 동서의 보행·시각 연결이 필요하다. 대상지 주변 

건물의 용도 분석에서는 주거와 업무시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급호텔부

터 게스트하우스까지 다양한 종류의 숙박시설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를 보면 서울역 광장은 교통 환승객 이외에도 주민, 회사원과 같은 상주인과 

관광객이 함께 고려되어야한다.

미시 환경은 소유 및 관리주체, 공간 및 시설파악, 서울역 광장 이용행태, 

경관분석이 이루어졌다. 서울역 일대는 3개의 소유주체, 5개의 관리주체가 별

도로 존재하며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 조직이 없다. 서울역 광장 일대가 공공

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합 관리 주체가 필요하

다. 대상지 내부 시설은 서울역, 문화역284, 한국철도공사, 기타 시설로 분류 

가능하고 서울역은 공공시설임에도 높은 상업비율(61.5%)를 갖고 있다. 한편, 

2017년 말 1998년에 발효된 한화민자역사 계약이 만료되므로 계획안에서 한화

민자역사를 공공공간으로 사용을 제안할 수 있다. 문화역294는 대상지가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상시 프로그램이 없어 광장과 함께 

방치되고 있으므로 상시 운영가능한 문화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한다. 서부

역으로 불리는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는 서울역의 동서를 단절하는 가장 큰 

보행 장애물로써 저층부 공공공간 활용이나 시각적 연결이 필수적으로 고려되

어야한다. 기타 시설물은 대부분 가건물 형태의 소형시설로써 광장의 장애물

이 될 뿐아니라 보행자로 하여금 기피시설로 느껴지게 하므로 기존 공간을 정

리 및 이동이 필요하다. 서울역 광장 이용 행태는 주·야간이 다른 모습을 보

였다. 주간에는 짐을 갖고 있는 환승객들이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모여 보행 

정체현상이 보였고 몇몇 여행객은 도시경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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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지표면 레벨 차이를 극복하면서 보행 

정체현상을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야간에는 서울로7017 

진입 공간과 문화역284 앞, 롯데마트 앞 계단에 사람들이 머물렀다. 롯데마트 

계단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이유가 서울스퀘어 디지털아트를 조망하기 위함이

라는 점에서 세 공간은 모두 야간 조명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공간

이다. 또한 서울로7017의 진입 공간 중 유일하게 인도 진입구이며 대중교통 

공간이라는 점에서 서울역 광장과 서울로7017의 더 적극적인 연결을 계획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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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광역 보행 공간 계획 및 기본 구상 

1절 광역 보행 공간 계획

 보행이란 다양한 곳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단 한 장

소의 변화만으로 보행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

제적인 서울역 광장 및 일대의 설계 이전에 대상지가 포함하는 광화문에서 용

산(삼각지역)까지의 광역 보행 공간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1. 기본 방향

광역 보행 공간 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걸을 수 있는 도시

걸을 수 있는 도시란, 시민이 걷고자 할 때 어떠한 불편함 없이 보행이 가

능한 도시를 의미하며, 이는 당연히 보행 약자에게도 해당한다. 서울시는 여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국내 타 도시에 비해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나 

좁은 인도, 빠른 속도의 차량, 매연 등 여전히 보행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또

한 계단과 보도 턱과 같은 장애물은 보행 약자에게는 치명적이고 이 모든 것

은 시민의 일상 보행을 저해한다. 

❚ 걷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란, 해당 도시에 머무를 때 걷고자하는 욕구가 드는 공간을 

의미하며, 본 연구자는 그것의 해결책으로 지상보행에 집중한다. 지상보행은 

지하, 건물 내부 보행과 달리 도시 풍경과 다른 보행자들을 바라볼 수 있다. 

도시 풍경은 수많은 모습을 갖고 있어 보행자마다 다른 다양한 경관 욕구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지상에서 걷고 있는 타인 관찰은 모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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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보행 광로 보행전용공간 폭 10m 이상

보행 대로 보행전용공간 폭 5m 이상 10m 미만

보행 중로 보행전용공간 폭 2m 이상 5m 미만

보행 소로 보행전용공간 폭 2m 이하 (불가피한 경우)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를 우선하는 보차공존공간

[표 4-1] 보행 중심 도로 체계 (규모에 의한 구분)

로 인해 걷기가 촉진되고, 여가로서의 보행이 증가된다. 

지상보행을 위해서는 보행 중 머물며 활동이 일어나는 ‘보행 거점 공간’

이 필수적이다. 공원, 광장 등 도시 오픈스페이스가 대표적인 보행 거점 공간

이며,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되기도 하며 보행을 유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상업가로, 문화시설 역시 이에 해당한다. 

❚ 보행 중심 도로 체계

 현행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나, 흔하게 사

용되는 도로 규모의 구분은 몇 차선 도로인가에 의존한다. 이는 도로에서 인

도에 비해 차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법적 규

모의 구분인 광로, 대로, 중로, 소로는 모두 자동차 중심의 도로체계라 할 수 

있다. 보행도시는 보행 길의 위계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보행 중심의 도로 체

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보행 중심 도로 분류 기준은 [표  

4-1]와 같으며, 여기서 ‘보행 전용 공간’이란 인도와 경계 없이 연결된 공개

공지 도 포함한다. 또한 인도 내의 공동구와 같은 장애물을 제외한 실제 보행

가능공간의 폭으로 산정하고, 보행 중 체류활동이 일어나는‘보행 거점 공

간’의 규모와 성격은 보행 위계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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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광역 보행 공간 현황 

2. 광역 보행 공간 현황

보행 공간의 면적이 보행 환경의 

질을 대변한다 할 수는 없으나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다. [그림 4-1]은 보행 

공간의 폭으로 분류한 보행 중심 도로 

체계를 대상지에 적용한 내용이다. 다

만, 현재 보차혼용도로가 보행자우선

도로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보차

혼용’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사용

하였다. 분류 결과, 총 3구간으로 나

눌 수 있었다. A 구간은 비교적 훌륭

한 보행 환경, B 구간은 보행 환경 개

선이 진행 중인 공간, C 구간은 열악

한 환경을 갖고 있었다. 

광화문에서 시청광장까지의 A 구간

은 보행 광로에서 보차혼용 도로까지 

모든 형태의 보행공간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넓은 차로인 세종대로

와 새문안로에는 그만큼 넓은 보행 공간인 보행 광로(빨간색)와 대로(주황색)

가, 그 이면도로에는 대로와 중로(파란색)가 적절히 위치하였고 옛길이 보존된 

곳에는 소로가 보이기도 하였다. 반면에 B·C 구간에서는 도로의 너비와 상관

없이 광로와 대로는 보기 어려웠고 중로, 소로(분홍색), 보차혼용(검은색)으로 

구성되어있었다.

보행거점공간의 경우에는 양적으로는 A·B 구간에는 적절히 분포되어있었

나 C 구간의 가장 넓은 가로인 한강대로와 청파로에는 보행거점공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B 구간의 보행거점공간은 가로에서 출입이 불편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 한다. 예를 들어, A 구간에서 이어지는 세종대로에는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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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보행 현황 확대
:숭례문 주변부

광장 이후 유일한 거점공간은 숭례문 광장인데, 

세종대로를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숭례문에 진입

은 불가능하다.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B 구간

의 세종대로 역시 보행 가로 정비가 이루어졌지

만 A 구간의 보행 흐름은 이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보행을 고려하지 않은 거점 공간의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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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광역 대상지 내의 서울시 계획 파악

3. 광역 보행 공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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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광역 계획의 개념 

[그림 4-3]은 광역 대상지 내 보행과 관련된 서울시의 계획 범위를 중첩시

킨 내용으로 [그림 4-1] 광역 보행 공간 현황의 원인과 보행 계획의 미흡한 

지역을 파악 가능하다.

서울시의 보행 계획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서울역부근을 중심으로 이어지

는 ‘세종대로’따라 선적인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는 1995년 서울상징거리에

서 2006년 도심재창조계획, 2010년 국가상징거리조성 종합계획까지 공통적으

로 제안된 보행 계획이다. 특히 광화문~서울시청에 이르는 구간은 오랜 기간 

동안 활발한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 결과 보행 공간 현황에서도 체계적인 보

행 공간이 배치되었다. 반면 서울역 일대의 경우 약 2010년 이후부터 관련 계

획이 마련되기 시작하여 현재에도 여러 계획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광화문~

시청까지 완성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세종대로에 집중되는 앞선 공간

들과 달리 비교적 넓은 범위로 보행 계획이 확장되고 있다.

한편, 서울역 남쪽으로 여의도 크기에 육박

하는 용산공원 계획이 존재하고 경의선숲길 

공원이 조성되었지만 서울시 보행 계획은 서

울역을 마무리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서울역 일대는 보행 계획

의 종점이 아닌 기점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으

로 광역 보행 공간 계획을 제안한다. 본 계획

은 서울역 일대를 중심으로 기존 서울시의 보

행 계획을 포괄하는 통합계획으로 보행가로와 

보행 거점 공간을 함께 고려된 면적인 보행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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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광역 보행 공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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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중심 공간 이동

가장 먼저 삼거리 광화문광장에 서울역 광장 일대로 보행 중심을 이동하였

다. 광화문의 경우에는 후면이 경복궁과 산으로 막혀있는 삼거리에 위치하며 

세 길 모두 역사 문화 길로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 서울역은 방사형으

로 8개의 길이 모이는 공간이며 역사, 상업, 업무, 주거, 휴식 등 모든 성격의 

보행이 이루어진다. 이는 사대문 안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던 보행 계획을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기에 적합하다. 

❚ 보행 가로 성격 설정

기존의 보행 가로 계획은 단순히 걸을 수 있는 공간 제공에 집중하여 개선 

사업이 이루어진 길은 넓고 턱이 없는 인도, 같은 바닥포장, 늘어선 가로수 등 

비슷비슷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끊임없이 연속된 본 

공간에서 보행자는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보행은 이동수단에서 사색 및 

휴식, 운동까지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주변 프로그램과 연관이 

깊다. 따라서 각 보행 가로를 주변 건물 용도를 고려하여 역사(History), 업무

(Office), 상업(Commercial), 주거(Residence), 휴식(Rest)로 나누어 분류·설정하

였다. 특히, 청파로는 철도 길과 연결된 띠 녹지 휴식 길을 만드는 것을 제안

한다.

❚ 보행 거점 공간 제안

보행 거점 공간은 연속된 길을 걷는 중 보행자의 흥미, 사회적 교류를 유발

하는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가장 핵심이다. 본 계획에서 보행 거점 공

간을 설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다른 보행 성격의 가로의 교차점이며 다른 거

점과 1~2km 정도의 거리46)를 두었다. 거점의 규모는 앞서 보행 광역 계획 기

46) 성인 평균 보행속도인 4km/h를 기준으로 1km는 약 15분이 소요되며, 2km 내라는 의미는 30분 내에 
한 보행 거점 공간에서 다른 거점으로 이동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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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내 용

보행 가로 성격
기존 계획

수용 여부
역

사

주

거

업

무

상

업 

휴

식

서울역 

광장 및 

일대

강북 보행 중심 거점 ● ● ● ● ● 재계획

광화문광장 광장 면적 확대 ● ● ● 수용

숭례문 

광장
광장 접근 개선 ● ● ● 제안

캠프킴
용산공원과 철도 길

(청파로) 연결 공간
● ● ● 제안

녹사평역 용산공원 진입 공간 ● ● ● 수용

충정로·

아현 거점
서측 보행권 확장 ● ●  제안

충무로
동측 보행권 확장 및 

남산 진입 공간
● ● ● 수용

[표 4-2] 보행 거점 공간

본 방향 중, 보행 가로 중심 체계에서 밝힌 것처럼 보행 가로의 크기에 비례

한다. 또한 제안된 보행 거점 공간은 서울시의 여러 계획을 수용함과 동시에 

새로운 공간을 추가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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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계획의 기본 방향 및 전략

2절 기본 구상

1. 기본 방향 

광역 보행 공간 계획을 기본으로 서울역 광장 및 일대는 서울시의 보행 중

심 공간이 된다. 설계의 기본 방향은 “걸어오고, 머물고, 다시 걷고 싶은, 광

장”이다. 여기서 ‘걸어오고’는 보행 네트워크를 형성, ‘머물고’는 체류 

활동을, ‘다시 걷고 싶은’은 보행 촉진을 의미한다. 

세부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서울을 경험하는 도시 광장 : 보행 네트워크 확장

서울역 광장 및 일대는 서울의 보행 특화 공간을 사대문 안에서 밖으로 확

장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중앙역으로써 서울을 경험하는 도시 광장이 된다. 

기차 방문객이 서울에 도착하였을 때 수많은 보행자와 흥미로운 보행 친화 공

간들이 한눈에 펼쳐진다면 그에게 서울은 보행도시로 각인될 것이다. 특히나 

종단역의 서울역이 공항철도가 연결되면서 다시 국제 이동수단의 일부가 되었

고 통일 후에는 유라시아 횡단 열차의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도시 정체성 발

현 공간으로서의 서울역 일대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서울을 경험하는 도시 광장을 위해 도시 경관 조망 공간 조성과 함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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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산업과 연계한다. 또한 서울역 주변으로 보행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서울역이 막힌 장애공간이 아닌 보행 플랫폼이 된다.

❚ 장소성을 존중하는 역사 광장 : 철도 경관 

서울역은 한국 철도 역사의 산실이며 100년의 시간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

억이 축적된 장소이다.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역서울284 

(구 서울역사)는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문화공

간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구 서울역사의 후면은 한화 민자 역사(현, 롯데마트)

로 가려져있고 전시기간에만 건물이 공개된다. 또한, 서울로 7017의 서울역 주

변부에서 철도 경관을 조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철도 경

관은 매력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서울역 설계에서는 서울역의 장소성을 존중하는 역사 광장을 목

표로 삼는다. 구 서울역사와 철도 경관을 적극 활용하고 한국 철도 역사에 대

한 상설 전시관을 기획한다.

❚ 상주인을 위한 일상 광장 :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고안

제3장의 용도 분석에서 보여진 것처럼 서울역 일대에는 주거 단지와 업무 

지구가 위치하여 많은 상주인구가 존재한다. 현재의 서울역 광장은 비교적 넓

은 공간이 존재하지만 상주민은 그 곳을 이용하지 않는다. 상주인에게 필요한 

보행과 체류 활동은 휴식과 사회 활동이다. 때문에 본 설계는 중앙역이라는 

성격에 치우쳐 서울역 광장의 심미성만을 높이는 랜드마크를 지양하며 언제나 

운영되고 사람들이 찾는 공공공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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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설계의 프로세스 

[그림 4-7] 설계 개념 

2. 설계 개념 및 프로세스

❚ 설계 개념 : Hillside (언덕)

보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서울역 

광장 및 일대 리모델링의 설계 개념

은 ‘Hillside’이다. 얀 겔은 사람을 

위한 도시라는 그의 저서에서 생동감 

있고 매력적인 도시는 머물 기회와 

매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단순한 통과광장 보다 보행과 체류 활동이 결합된 광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Hillside(언덕)에서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풍경을 바라보기도 한다. 또

한 언덕은 목적지가 되기도 하고 목적지로 향하는 여정이 되기도 한다. 이는 

‘보행 거점 공간’ 서울역 광장이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표현하고  

서울역 광장의 지표면 높이차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산으로 둘러

싸인 도시인 서울을 의미한다.

❚ 설계의 프로세스

본 설계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

다. 첫 번째, 서울역 일대의 목적별 

보행 유형을 파악한다. 이때 현재 서

울역 일대에 존재하는 보행 유형뿐 

아니라 기대 가능한 보행 유형도 포

함한다. 두 번째, 각 보행 유형별 적

합한 보행 길과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보행길 제안 시, 현황과 기존 서울

역 일대의 계획을 고려한다. 세 번째, 각각의 보행 길을 중첩할 때 생기는 접

점에 체류 공간을 제안한다. 이는 서로 다른 보행 유형 관찰을 유도하여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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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대상지의 보행 유형

자로 하여금 다른 보행 유형의 욕구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접점 공간은 

접하는 보행 길의 체류 프로그램 중 동일하거나 비슷한 부류의 프로그램을 배

치한다. 

3. 보행 유형

보행은 크게 목적과 비목적성 보행으로 구분된다.

목적성 보행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걷는 행위로, 철도역 광장이라는 특성

상 본 대상지의 목적성 보행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서울역을 방문하는 

환승이다. 

비목적성 보행은 다시 일상적 보행과 비일상적 보행으로 분류된다. 일상적 

보행이란 해당 지역에 정기적으로 머무는 거주민이나 직장인이 일상생활을 위

하여 걷는 행위로 보통 생활용품을 구매하기 위한 걷기, 반복적인 출퇴근 등

이 있다. 그러나 그 범위를 서울역 광장 및 일대로 한정하면 일상적 보행은 

산책과 운동, 비일상적 보행은 관광과 나들이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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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1. 환승

서울의 중앙역이라는 특성상 현재 가장 활발한 보행 유형이다. 보행 발생점

은 각 교통수단의 정거장으로 일반 기차와 공항철의 플랫폼, 통합 환승 센터

의 택시정거장과 버스정거장, 지하철 1·4호선·경의중앙선의 출입구이다. 보

행 특징은 빠른 속도 걸으며, 짧은 거리와 적은 보행 시간을 선호한다. 때문에 

환승객이 선택하는 길은 직선의 보행 길이며 체류를 원하지 않지만 배차시간

이 긴 기차와 경의중앙선의 경우 해당 시간까지 기다리는 머무름이 발생한다.

❚ 유형2. 산책

현재 서울역 광장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주변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보행 유형이다. 보행의 주체는 거주민과 사무실이 가까이 위치한 직장인이 해

당되어 보행 발생점은 서울역 서측의 주거 지역과 동측 업무 공간 밀집 군이

다. 특징은 보통 이하의 속도로 걸으며, 보행 시간은 15분에서 1시간 이상까지 

다양하지만 직장인의 경우 점심시간과 같은 특정 시간에 짧게 걸으며 긴 보행

시간의 주체는 거주민이다. 특징적인 것은 보행의 시작점과 끝점이 같다는 것

인데 거주민의 경우 주거지에서 나와 산책을 한 뒤 다시 주거지로 돌아가고, 

직장인도 회사에서 회사로 돌아가는 순환형 보행 패턴을 갖는다. 또한 자연 

경관을 느낄 수 있거나 차분한 분위기의 보행 길을 선호한다. 이들은 대부분 

보행 중 한번 이상 머무르면서 휴식과 사색을 한다.

❚ 유형3. 운동

해당 유형은 ‘유형2. 산책’과 굉장히 비슷한 보행이나 몇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유형3. 운동’ 역시 현재 서울역 광장에서 행

해지는 보행은 아니다. 어떠한 유형보다 빠른 보행 속도를 갖으며 장시간 장

거리를 걷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민이 보행주체이기에 순환형 보행 패턴

을 보이며, 체류를 자주하지는 않지만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음료를 마시기 



- 76 -

위해 짧은 멈춘다. 특히 이 보행의 경우에는 다른 보행자와의 속도 차이로 인

한 충돌에 조심해야한다.

❚ 유형4. 관광

현재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유형1. 환승’다음으로 많이 행해지는 보행이

며 주체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타 도시 거주자로 대표된다. 보행 발생점은 

숭례문, 약현성당, 문화역284 등과 같은 주변 문화재와 남대문시장, 남산 등의 

관광지이다. 도시경관을 감상하기 위하여 느린 속도로 오랜 시간, 장거리의 보

행이 특징이다. 어떤 보행 유형보다 보행 중 자주·오래 머무르며, 체류 활동

은 조망, 정보 습득, 휴식, 문화 체험 등 다양하다.

❚ 유형5. 나들이

보행의 주체는 여가생활을 위하여 방문한 서울시민이다. 서울역 일대에는 

문화역284와 국립극단이 위치하여 각 건물에서 프로그램 진행시 많은 사람들

이 방문하고 있으며 서울로 7017은 개장 이후 엄청난 집객효과를 발휘하고 있

다. 그러나 문화시설인 국립극단과 문화역284에는 상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서울로7017에서 ‘버스킹 프리존47)’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

게 야간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로의 좁은 폭으로 인해 보행자에게 위험하

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느린 속도·장시간·장거리를 걷는‘유형4. 관광’과 

같은 특징을 보이나 현재 서울역 주변에서 일어나는‘유형5. 나들이’의 경우

에는 단시간·단거리를 걷고 있다. 다시 말해, 서울역 일대를 나들이 보행이 

특정 공간을 방문한 뒤에 주변 공간으로 보행이 연장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

라서 서울역 광장 일대의 나들이객을 위하여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여가 공간

을 연계할 수 있는 길과 보행 중 지속적이고 항시적인 문화예술을 접하는 체

47) 음악과 문화가 흐르는 서울로 문화명소화라는 목표로 서울로 내 야외무대를 포함한 버스킹 주요공
간 5개소에 지정이 되어 있다. 이용자(버스커)는 서울로운영단의 심사를 통해 이용허가증을 부여 받
은 뒤에 공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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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유형별 보행길 :환승길

류 공간이 필요하다. 이 유형도 휴식과 식사, 조망을 위해 보행을 멈춘다.

3. 유형별 보행길

보행 유형별 특징과 주변 도시 맥락을 고려하여 새로운 보행 길을 제안한

다. 기존에 행해지고 있던 환승, 관광, 산책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행 범위를 

확장을 한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나 기대 가능한 운동, 나들이의 경우에는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보행이 유발되도록 구상한다.  

❚ 환승길

서울역 일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다양한 교통수단이 밀집되어 있어, 빠른 

속도·단거리·단시간의 보행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각 교통수단 

사이 높이 차이로 인한 계단과 차도 등의 보행 장애물이 있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환승객이 몰려 정체되고 있다. 

제안된 환승 길은 서울역의 중앙보행로와 대합실을 기준으로 방사형의 모습

이다. 이는 기존의 길과 비교해서 더욱 짧은 거리의 환승이 가능하고 보행 장

애공간이 크게 줄었다. 기존에 정체현상이 있었던 택시·버스정거장으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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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유형별 보행길 :단거리 산책길 

[그림 4-11] 유형별 보행길 :장거리 
산책·운동길

위한 횡단보도는 택시 정거장의 차도를 사람이 우선시되는 보차공존도로

(Shared Space)로 도입하고, 롯데마트의 계약만료로 인하여 주차 수요가 줄어

들기 때문에 서쪽의 주차장 진출입 램프는 삭제한다. 또한 짐이 있는 환승객

들이 몰리던 에스컬레이터는 자연스러운 경사로를 이용하여 분산될 수 있다.

❚ 산책길과 운동길

산책과 운동으로서의 보행 길은 순환형이

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산책의 경우 장거

리와 단거리로 나눌 수 있고, 장거리 산책의 

경우 운동 길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안하는 보행 길은 장거리 산책·운동 길

과 단거리 산책길 두 가지이다.

현재 서울역 주변에는 1시간 이상동안 걸

을 수 있는 길이 부재하다. 남산이 비교적 

근거리에 있으나 주거지가 밀집되어있는 서

울역 서쪽에서 가기에는 폭 110m, 22차선의 

한강대로를 거쳐야한다. 본 설계에서 제안하

는 장거리 산책길과 운동 길은 주거지 밀집

된 서부역 쪽(서계, 만리, 중림동 등)에서 이

용하기 편리하며 앞에 제

안한 광역 보행 환경 계획

을 기준으로 순환형 장거

리 길이다. 서울역 북부 일

대의 계획과 연계되어 내

부 보행 길이만 약 2.5km

이며, 주변 주거지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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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유형별 보행길 :관광길 

두 진입가능하다. 또한 용산공원 방면으로 녹지와 연계된 철도 길을 이용하여 

추가로 4km 이상의 보행이 가능하다.

단거리 산책길은 보행 주체가 대부분 직장인이라는 점에서 서울역 동쪽 업

무 지역과 연계된 순환형 동선이다. 기존에 서울역 동쪽에서 시작하는 서울로

7017, 장거리 산책길과 연결되어 보행자는 원하는 만큼 산책할 수 있다. 

❚ 관광길 

 도심에 위치한 서울역은 주변에 많

은 문화재, 관광지를 접하고 있고 구 서

울역인 문화역284 또한 인기 관광지다 

보니 서울시는 5개의 도심 보행 길을 

지정하면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 

서울역을 지나는 ‘이음길48)’이다. 그

러나 ‘이음길’을 따라 걸었을 때 넓

은 한강대로와 통일로 때문에 서울역 

광장 일대로 걸어 올 수 없다.

 [그림 4-13]에서 공항철도와 대상지 

근접 관광지인 문화역284, 서울로 7017

과 윤슬, 약현성당과 서소문공원을 연결한 대상지 내 관광로와 ‘이음길’을 

확인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언급한대로 이음길은 서울역 광장을 통과하지 않

는다. 이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 육교, 횡단보도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의 교통 흐름과 보행자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통일로의 지하보도

를 활용하여 대상지 내 관광길과 이음길을 연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

단된다. 한편, 대상지 내에 공항철도가 서울역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므로 관광

길과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보행 길이 필요하다.

48) 서울시 도시교통국에서 ‘걷는 도시, 서울’사업으로 만든 도심 보행 순환길 5개 노선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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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유형별 보행길 :나들이길 

[그림 4-15] 보행길 중첩 [그림 4-16] 체류공간 조닝 

❚ 나들이길 

서울시민들이 방문하는 서울역 

일대의 문화예술 공간은 국립극단, 

문화역284, 서울로7017, 윤슬 등이

다. 서울로7017 중에서도 장미무대

에서 목련무대 사이 공간에 공연 

및 전시가 이루어진다. 또한 서울

스퀘어의 디지털아트는 서울역 광

장의 인기 있는 공공 문화예술이

다. 이 공간들이 연결된 나들이 길

은 Y자 형태로 서울역 중앙보행로를 관통하고 한국철도공사 건물 뒷부분에서 

문화역284, 국립극단, 서울로7017 방향으로 분리된다. 즉, 한국철도공사와 중앙

보행로가 중요한 공간이다. 현재 중앙보행로 끝에서 시야가 트인다면 나들이 

길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4. 체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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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유형에 따른 5가지의 보행 길을 중첩을 통하여 [그림 4-16]과 같이 4곳

의 체류공간과 운영·관리 공간을 지정하였다. 체류 프로그램은 일방향보다 

양방향 경험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작용을 통하여 복합적 순환 프로그램을 구

성한다. 각 체류공간에 중첩되는 보행 길과 체류 프로그램 및 공간구성은 [표 

4-3]과 같다.

구 분 보행길 프로그램 구상 공간 구상

 A. 

INFO 

Zone

관광길

관광안내센터

식음료점

철도역사관

서울로, 지하보행로 연결

경관 조망 공간

문화 활동 공간 

(서울로 버스킹 확장) 

장거리 산책 및 운동길

단거리 산책길

나들이길

B.

LIFE

Zone

장거리 산책 및 운동길
커뮤니티시설

(문화체육)

지역특산품매장

차량 램프 이용한 보행길

투명성 및 정면성 강조
단거리 산책길

나들이길

C.

PLAY

Zone

환승길

거리예술

휴게공간

식음료점

스마트워크센터

계단에서 경사로로 변경

택시정류장 Shared Space 변경

중앙 선큰 확장

중앙보행로 : 거리예술공간

철도공사 저층부 활용

장거리 산책 및 운동길

단거리 산책길

관광길

나들이길

D.

Care

Zone

환승길 식음료점

노숙자지원센터

헌혈의 집

건물로 막힌 공간을 확장

도시경관 조망 가능한 대기공간

공원형 자립시설 장거리 산책 및 운동길

Adminis

tration

Service

-

운영관리사무실

거리예술집단 공간

(사무실, 연습실)

[표 4-3] 체류공간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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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배치도 

[그림 5-2] 변경 전후 비교 

[그림 5-3] 주변과의 연결

[그림 5-4] 통합적 관리운영 

5장 종합 계획

1절 종합계획

1. 종합계획도 (Maste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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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재설계 범위

[그림 5-1]은 보행 거점 공간으로서의 서울역 광장 및 일대의 마스터플랜

(Master Plan)이다.49) 차량 동선과 건물에 의해 분절되고 내부지향적이던 서울

역 광장은 면적이 확장되었고 주변 도시구조와 경계 없이 연결되었다. 또한 4

개의 폴리(Folly) 형태의 체류시설은 보행자를 유입한다.

마스터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설계(리모델링) 범위

본 계획안의 설계 범위는 서울역 일대의 내·외부, 지상·지하공간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재설계 범위를 파악할 때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문화역284, 

민자역사 주차장 건물, 서울역(민자역사 상업시설과 철도시설)을 제외한 모든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설을 수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신

규 도입되는 시설(기존 면적이 확장되는 공간을 포함)과 제거되는 시설(기존 

면적이 축소되는 공간 포함)은 [그림 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49) 보행 공간과 내부 시설의 연결을 표현하기 위하여 본 배치도는 서울역 2층 높이(GL +35.6)를 기준으
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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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교통계획

❚ 교통 계획

‘환승’도 보행의 한 종류이며, 대중교통 이용이 보행을 촉진시킨다는 점

에서 보행 거점 공간은 모든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역 불필요한 차선을 삭제, 보행공간을 확장한다. 

기존에는 버스환승센터를 지나 동남쪽 (신 서울역사)에서 다시 지하로를 이

용하여 북쪽 방향의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비합리적인 주차동선을 가졌지만 북

쪽 서울역 광장 시작점에서 주차 차량이 진입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서측 주

차 경사로를 제거하고 지표면 높이차로 생기는 지상 1층(GL. +26.5)의 공간을 

새로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차는 한국철도공사 방향에서 진입한다.

교통환승센터의 경우 서울역 광장 편의 택시 승하차장, 공항버스 정거장은 

차량 속도가 크게 느리다는 것에 착안 보차공존도로(Shard Space)를 도입한다. 

또한 택시 승차장을 하차장 옆, KTX 서울역에서 직선거리로 변경하였다. 택시 

하차 차로, 서울역 주차 차로가 삭제되어 그만큼 넓어진 광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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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거리예술과 보행 효과 

❚ 프로그램 계획 

본 연구자가 제안하는 서울역 광장 일대의 중심 프로그램은 거리예술이다. 

거리예술이란 열린 공간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형식으로 미술, 연극, 

음악을 비롯하여 거리문화와 놀이, 대중오락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를 포함한

다. 서울시에는 2015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가 광진구 광장동 구의취수장을 

활용하여 개장하였지만 서커스베이스캠프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서커스의 제

작, 연습, 교육, 배급을 다루고 있다. 때문에 서커스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거

리예술가들은 아직도 사무, 연습, 시현 장소가 턱없이 부족하다. 한편, 서울역 

광장 일대는 도심, 넓은 외부공간, 많은 보행자가 존재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거리 예술자에게 최적화된 공간이다.

2017년 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한화민자역사(현, 롯데마트)는 국유지보

호법에 따라 장기 임대가 불가하여 현재와 같은 대형 상업시설이 지속될 수 

없으며 서울의 중앙역이자 보행거점공간으로서 진정한 공공공간이 되어야한

다. 이에 서울거리예술‘역’이라는 이름의 거리예술 본부를 제안한다. 거리예

술은 다양한 유형의 보행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서울역에 처음 도착한 

관광객은 광장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리예술을 보며 서울을 활기찬 도시로 인

식한다. 거주자와 직장인은 거리예술역을 커뮤니티 공간, 취미 교육시설로 활

용하여 기존에 서울역을 중심으로 단절되었던 동서의 도시 구조, 지역민은 함

께 활동하고 통합된다. 복합환승센터

를 이용하는 환승객들은 거리예술을 

발견하며 빠르던 보행 속도를 낮추며 

다른 체류 활동을 할 수 있고 현재 

서울역에서 생활하는 많은 노숙인들

에게 거리예술은 자립교육과 정신·

육체 치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거리예술역은 서울역 광장 일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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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역(폴리:Folly) 계획

간을 관리·운영 주체가 된다. 서울역 블록의 4개의 꼭짓점에 조성된 4개의 

체류시설(폴리)을 통합 관리하고 공간의 제약이 없는 거리예술의 특성을 활용

하여 서울역 광장 일대는 프로그램이 언제나 지속되는 공간이 된다.

 폴리(Folly)란 전통적으로 정원 디자인에서 주로 경관을 감상하는 소규모의 

건물을 지칭하였지만 베르나르 츄미(Bernard Tchumi)의 라빌레뜨 공원(Parc 

de la Villette, 1983)에서부터 사회와 공간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건축 유

형으로 사용되고 있다50). 폴리는 상징성을 띄는 형태로 보행자의 호기심 유발 

장치가 되기도 하며 부담스럽지 않은 작은 규모로 보행자가 심리적 편안함을 

갖고 진입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폴리는 광주 폴리, 국립현대미술관 

아트 폴리전 등 현대 공공예술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거리예술이라는 공공

에술을 도입하는 본 설계안 또한 그 특징을 활용한다. 4개의 폴리는 각각 고

유의 기능을 가진 공간이고 철도역 공간에 위치하는 폴리라는 점에서‘역’이

라는 이름으로 지칭한다. 

50) 강효정. “라빌레뜨 이후 현대건축에서 나타난 폴리 프로젝트 사례 연구,”『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
문집』, 23(3), 2014,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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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계획

서울역 광장 일대는 거리예술역이 총괄 관리·운영 주체가 되어 관련 단체

들과의 의견 조율 및 협력을 통해 유기적이고 항시적 공공 프로그램이 운영한

다. [그림 5-9]은 서울역 광장 일대의 운영관리 조직 체계를 보여준다. 대상지 

내부는 기존의 소유, 관리 주체를 유지하되 관리 공간을 명확하게 나눈다. 또

한 도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서울의 주요 시설들이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어 서울역 광장이 도시 광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필수

적이므로 협업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도모한다. 

[그림 5-9] 운영관리 조직도 

거리예술역은 서울역 광장 일대 전역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 가능한 다양

한 거리예술 프로그램을 배치하며 각 공간은 [그림 5-10]과 같이 특화된 예술

분야를 갖는다. 문화역284 일대는 문화역284의 기능이 확장하는 개념으로 앞 

광장은 일시적(Pop-up) 공공작품 전시와 문화역284의 야외 전시장으로, 문화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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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장소별 특화 거리예술

뒷공간(철도마당)과 거리예술역의 일부분을 철도 관련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

다. 보행자들의 진입이 많은 서울역 진입 공간은 동적 거리예술이 가능한 넓

은 공간을 마련한다. 서울역의 동서를 이어주는 중심보행로(예술장터)는 긴 벽

면을 전시공간, 넓은 폭의 가로를 플리마켓으로 사용하여 미술 및 공예 특화

한다. 마지막으로 서측편에는 동측에 비해 소규모 상업시설·주거시설이 밀집

하여 있으므로 실내 혹은 반 외부공간의 공연장을 운영한다. 이는 근접한 국

립극단과의 협력을 통하여 시민들이 질 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기도 한다. 서울역 광장 일대 어느 곳에서나 보행자들은 다양한 거리예술

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으나 상주인을 위한 나눔역 앞 공간(동네마당)은 휴게 

공간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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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식재 계획

❚ 식재 계획

본 설계안의 디자인 개념인 Hillside(언덕)의 표현과 각 공간의 기능에 적합

한 수종을 선택을 식재 계획의 기본 목표이며 아름다운 사계절 경관을 유지 

가능한 계획을 제안한다.

대상지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 언덕은 보행자의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잔

디와 수크렁, 가우라(홍접초, 백접초), 맥문동, 상록패랭이, 꼬리풀, 상록사초 

등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한다. 대표적인 녹화 공간인 동측 도시숲과 서측의 

오솔길은 계절 경관과 녹음을 드리울 수 있는 홍단풍, 산수유나무, 왕벚나무, 

회화나무와 유실수종인 감나무, 모과나무, 은행나무 등이 어우러지도록 식재한

다. 철도 경계와 주차장 등 차폐가 필요한 공간에는 측백나무, 회양목, 주목, 

사철나무 등을 침엽수 위주로 식재하나 녹음이 필요한 곳에 회화나무와 같은 

활엽수를 부분적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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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대지단면도 A 

[그림 5-13] 대지단면도 B 

2. 대지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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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조감도 : 동측 방향 

[그림 5-15] 조감도 : 서측방향 

3.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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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세부설계 구역 

[그림 5-17] 세부 계획 : A구역

2절. 세부 계획

대상지를 [그림 5-16]과 같이 4가지 

구역으로 분절하여 세부계획을 진행

한다. 각 구역은 체류공간51)(정보역, 

돌봄역, 거리예술역+나눔역, 업무역)이 

중심공간이 된다.

1. A 구역 : 보행 유입과 철도 경관

A 구역은 체류시설인 정보역과 외부 공간인 문화 광장, 철도 마당, 보행 교

차로가 존재하고 기존 시설로 문화역284(구 서울역)와 서울로7017 수직 동선

이 위치한다. 또한 통일로, 세종대로, 퇴계로, 3개의 가로가 접하는 공간으로 

통일로 방향으로는 컨벤션센터(북부역세권개발)와 서소문공원, 세종대로 방향

으로는 숭례문, 퇴계로 방향으로는 서울로7017과 남대문시장, 명동 등 주요 관

51) 서울역 광장 일대이므로 폴리 형태의 체류 공간 명칭은 ‘역’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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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정보역 투시도

광·문화 공간이 직선으로 연결되는 장소이다. 상부에 위치한 서올로7017의 

수직 동선과 1호선 지하철 출입구, 건너편 블록을 연결하는 지하대피소까지 

포함한다면 총 6갈래의 길이 모이는 곳으로 본 설계에서는 입체 보행 네트워

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A 구역에서는 여러 갈래·다른 높이의 보행

자를 볼 수 있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문화역284의 사면(四面)과 철도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 정보‘역’

정보역은 ‘관광’과 ‘나들이’ 보행의 거점 체류 공간으로 서울역 광장 

일대 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관광, 나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센터이

다. 때문에 건물 내부에서도 외부를 조망하는 ‘관광’ 행위를 지속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세종대로 방향으로 돌출하여 내부에서 숭례문을 바라볼 수 

있으며 세종로와 통일로, 퇴계로, 한강대로의 보행자는 돌출된 정보역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어 보행은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다. 또한 서울로7017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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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정보역 평면도 

에 위치하며 내부를 통하여 

서울로7017로 진입가능하다. 

정보역은 지상2층 규모이

며 1층은 GL. +32.0의 보행 

교차로, 철도 마당에서 진입

하며 문화역284, 문화광장, 

철도와 접한다. 1층에는 관

광정보센터가 위치하며 2층

(GL. +36.5)은 보행자가 휴

식할 수 있는 카페와 걷기 

투어 모임 공간, 화장실로 

구성된다. 지붕층(GL. +42.4)

은 서울로 7017로 돌출된 

정보역 지붕은 살짝 내려간 

발코니 형태로 숭례문과 도

시를 조망하는 공간으로 활

용한다.

정보역의 관광정보센터에서는 서울역 광장 일대와 그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사 정보 습득과 참여 예약과 더불어 서울시 전역에서 일어나는 관광 

정보와 예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정보역은 대상지를 총괄 관리하는 서울

거리예술역과 서울시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관광협회가 공동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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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문화 광장 투시도 

❚ 문화 광장

문화 광장은 문화역284 전면 공간으로 대상지 내에서 가장 넓은 평평한 땅

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광장’의 모습을 띄고 있다. 어떠한 활동도 일어날 

수 있는 비어진 공간이나 많은 경우 문화역284의 외부 전시공간으로 활용된

다. 문화역서울284는 2015·2016년 가을 [페스티벌284]라는 기획으로 각각 

‘미친광장’, ‘영웅본색’전시를 진행하면서 해당 공간을 전시, 공연 공간으

로 사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문화 광장도 서울역 광장 일대의 공간으

로서 서울거리예술역의 관리 공간이기는 하나 문화역서울284의 운영 주체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한다. 두 단체 모두 예술을 

다루는 주체라는 점에서 새로운 전시 및 공연을 기획을 기대할 수 있다.

❚ 철도마당

문화역서울284 후면공간인 철도마당은 접근이 불편한 폐쇄적 공간에서 정보

역과 서울로7017, 거리예술역의 진입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변화한다. 또한 철

도마당은 문화역서울284와 거리예술역을 연결하는 전이공간으로 보행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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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철도 마당 투시도 

울역의 과거와 현재,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문화역서울284의 방문객은 

문화역 광장에 면한 정문으로 진입하여 내부 전시를 관람 후 2층 후문을 통해 

철도마당으로 나온다. 철도마당에서 여전히 기차가 달리는 철도 경관을 보면

서 건너편 철도 역사 전시실(거리예술역)에 진입하는 연속적 관람동선을 갖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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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세부 계획 : B구역

2. B 구역 : 휴식과 성장

B 구역은 체류시설인 돌봄역과 외부 공간인 진입 언덕, 도시 숲 등이 위치

하고 기존 시설로 서울역과 한화민자역사(현, 롯데아울렛)가 존재하는 공간이

다. B 구역은 서울역으로 진입하는 보행인 ‘환승’이 중심이 되며 보행에 불

편한 기존 수직 동선을 삭제하고 낮은 경사도의 진입 언덕과 서울역에서 한강

대로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을 제안하였다. 이 길은 기존 서울역사의 남동쪽 

날개부분을 남서쪽의 공항철도의 디자인 어휘가 동일하게 뒤로 젖혀 보행 공

간을 마련하였고 장애인 램프로 활용 가능하도록 30m내에 1.5mX1.5m 이상의 

수평면을 설치52)하였다. 또한 도시 숲은 기차시간을 대기해야하는 환승객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며 건너편의 직장인들에게는 산책길로 활용된다.

5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대한 시행규칙」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1항 관련 
별표1의 1조(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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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돌봄역 평면도 

❚ 돌봄‘역’

돌봄역은 유형별 보행 길이 겹치지 않는 공간에 기존 문화역 전면(A구역)에 

위치하였던 헌혈센터, 서울시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를 이동한 공간이다. 헌혈의 

집의 경우 많은 채혈자를 모집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시민들에게 쾌적한 장소로 여겨지지 못하였다. 이에 돌봄역으로 다시

서기자립센터와 함께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헌혈센터의 경우 카

페와 접목하여 일반 시민들과 기차시간을 대기하는 환승객이 친근하게 이곳에 

방문 가능하다.

 돌봄역의 2-3층은 헌혈 카페로 3층의 경우 GL. +32.5 에서 서울역 입구 방

향으로 진입하고 2층은 GL. +30.5 에서 도시숲 방향으로 진입한다. 1층은 다시

서기희망지원센터로 사용되며 노숙인의 야외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진입 마

당을 마련하였다. 또한 내부시설은 현재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내에 존재하는 

모든 실을 포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홀과 지하

까지 이어지는 1층 상업 공간에 노숙인 제작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상점을 

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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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돌봄역 투시도 

헌혈카페와 1층 자립센터는 별도로 운영되며 헌혈카페의 경우 기존 관리 주

체인 대한적십자사가 맡는다. 다시서기지원센터의 경우 기존 운영 주체와 거

리예술역이 함께 관리한다. 거리예술은 노숙인의 정신과 육체 치료에 도움이 

되며 공예와 같은 미술작업은 자립수단으로 활용가능하다. 또한 가까이의 서

울로7017은 노숙인 정원사53)를 교육·채용하고 있으므로 자립 프로그램은 다

시서기지원센터와 거리예술역, 서울로운영단이 함께 기획·운영해나간다.

❚ 진입 언덕

 진입 언덕은 4.5%의 낮은 경사도로 짐을 갖고 있는 여행객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종합환승센터에서 서울역으로 진입할 때 계단·에스컬레

이터 이용으로 인한 보행 환승 정체 현상을 해결할 수 있으며 경사로 생겨나

는 1층과 지하공간의 개발이 가능하다. 기존 서울역 광장 중심에서 지하철 1

호선과 소극적으로 연결되던 1번 출구는 넓은 선큰 광장으로 활용하며 반대편

의 서울스퀘어까지 확장한다. 

진입 언덕은 서울역 출입구와 종합환승센터의 직선 최단길로 가장 기능적인 

53) 신문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로7017에는 노숙인 정원사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유시범, “1년 뒤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오마이뉴스』(2017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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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진입언덕 투시도 

[그림 5-26] 도시숲 투시도 

가로이지만 도시숲, 서울역과 민자역사(상업공간) 진입구, 예술 장터, 철도마당 

등 여러 갈래의 길이 만나고 언덕 곳곳에서 소규모 동적 거리예술이 시현되어 

보행자의 선택에 따라 빠르고 짧은 거리의 보행과 느리고 비효율적인 보행이 

모두 가능하다.

❚ 도시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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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세부 계획 : C구역

도시 숲은 약 5m의 경사를 극복하면서 만들어진 녹지 사면과 그 사이를 통

과하는 가로를 지칭한다. 녹음을 제공하는 식재를 사용하고 그 밑에 벤치, 넓

은 경계석을 설치하여 시민 휴게공간 및 기차 환승객의 대기 공간으로 사용한

다. 3개의 녹지 층(Layer)가 겹쳐지고, 등고의 높낮이로 인해 실제보다 그 폭

이 더 넓게 느껴지고 차량 소음을 저감할 수 있다.

3. C 구역 : 커뮤니티와 운영·관리

C 구역은 대상지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공간으로 체류공간이자 서울역 광

장 전역을 운영·관리하는 거리예술역과 상주인(주민 및 직장인)을 위한 커뮤

니티 공간인 나눔역, 외부 공간인 예술 장터, 오솔길, 서부역 광장, 동네 마당

이 위치한다. 서울역 서측은 맞은편의 주거단지로 인해 활발한 일상 보행이 

예상되는 곳으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한편, 모든 보행 

유형이 겹쳐졌던 중앙보행로는 거리 음식 판매 공간을 마련하고 주말에는 수

공예품을 판매하는 플리 마켓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예술 장터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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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나눔역 1층 평면도 

[그림 5-29] 거리예술역+나눔역 2층 평면도 

❚ 거리예술‘역’+ 나눔‘역’

거리예술역과 나눔역은 국유재산으로 반

환되는 지상 3층 규모의 한화민자역사(현, 

롯데마트)를 재사용하는 공간이다. 해당 건

물은 서울역 서측을 정면으로 삼고 있으며 

다른 세 면은 주차장, 철도, 문화역284로 가

려져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진

입 층인 2층의 공간을 외부공간화 하여 주

변 공간과 연결하였으며 내부 프로그램도 

목적성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1층은 철도로 인하여 서울역 서측에만 존

재하며 2층의 경우 보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이 분절되어 사실상 거리예술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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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거리예술역 3층 평면도 

서측과 동측,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거리예술역의 서측 부분은 주민의 일상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 특산물 판매장, 도서관, 문화교육시설로 활용된다. 1층

에는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역 특산물 판매장이 있어 농촌의 고품질 상품을 

가까이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판매장은 매주 토요일 맞은편 윤슬에서 열리

는 서울시 농부 시장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도모한다. 도서관은 1층 어린이도서

관, 2층은 성인이 사용하는 북카페로 구성된다. 지역특산물 판매장 2층의 문화 

교육시설은 거리예술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며, 강

의실과 세미나실은 주민들의 대관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다. 

거리예술역의 동측 부분은 2~3층에 걸쳐서 거리예술단체의 창작, 연습, 사무

공간으로 활용된다. 대규모 예술 집단인 서커스에 집중된 광진구 서울거리예술

창작센터와 달리 지원을 받기 힘든 중·소규모 거리예술에 집중하는 장소이다. 

거리예술역 소속으로 공간 사용과 창작 지원을 받는 거리예술 단체는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시현해야 하는 의무를 갖으며 거리예술역 운영단은 

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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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나눔역과 거리예술역 사이길 투시도 : 예술장터 방향

[그림 5-32] 나눔역과 거리예술역 사이길 투시도 : 서울로7017 방향 

이와 별도로 철도마당 앞 거리예술역 2층에는 철도 역사 상설 전시관과 자

료실이 존재하여 문화역284, 철도 경관과 함께 철도 관광 공간으로 사용된다. 

서울로7017과 연결되는 거리예술역 3층에는 푸드 코트를 두어 보행자를 유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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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 예술 장터 평면도 

❚ 예술 장터

예술 장터는 서울역 동서를 연결하는 중심 길이자 상행위가 일어나는 동적 

공간이다. 기존에 주차장과 넓은 백화점 벽면으로 막힌 공간이었으나 서울역 

서측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삭제로 인해 생겨난 불필요한 차량 동선 공간을 

거리 음식점으로 대체한다. 거리음식은 과거에 비위생적인 불량 식품을 파는 

곳으로 취급되었지만 푸드 트럭이 합법화되면서 즉석에서 만들어진 요리를 저

렴한 가격으로 맛 볼 수 있는 공간,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인

식이 변하였다. 예술 장터의 거리 음식점은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

하게 임대를 하여 활기찬 거리를 조성한다. 건너편의 넓은 백화점 벽면은 거

리예술 전시 벽으로 활용하며 주말에는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플리 마켓이 정

기적으로 운영하여 서울 시민의 나들이 장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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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예술장터 투시도 : 거리음식점 방향

[그림 5-35] 예술장터 투시도 : 플리마켓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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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세부 계획 : D구역

4. D 구역 : 공간의 열림과 확장

D 구역은 체류공간인 업무역과 외부공간인 공항철도 광장, 공연 계단 등이 

위치한다. 해당 구역은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보행 유입이 가장 적은 공간으

로 서울역 광장이 보행 공간 확장을 이루어내는 보행 거점 공간이 되기 위하

여 중요한 공간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철도공사의 저층부를 외부 공간으로 열

고 공항철도 광장은 같은 바닥 패턴을 사용하고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를 두

어 서측과 남측방면으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저

층부에 돌출된 형태의 업무역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 업무‘역’

업무역은 한국철도공사 저층부(GL. +34.5)에 새로 조성되는 시설로 한국철도

공사 8층에 위치한 스마트워크센터를 저층부로 옮겨온 코워킹 공간이다. 따라

서 기존 운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가 운영을 지속하고 서울역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한정되었던 기존 사용가능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장한다. 

사무 공간, 회의실, 휴게실과 종종 강연회가 열리는 다목적실로 구성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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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 업무역과 공연 계단 평면도 

업무역의 아래층인 GL. +26.0은 한국철도공사 주 출입 공간으로 로비와 로

비카페,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철도공사 옆으로는 주차장 진입로가 위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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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8] 업무역 투시도 

[그림 5-39] 공연계단 투시도 A

❚ 공연 계단

한국철도공사 저층부가 외부 공간으로 변화된 공간으로 야외 공연장으로 활

용한다. 지붕이 존재하는 위요감 있는 외부 공간이기에 음악, 연극 등 공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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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0] 공연계단 투시도 B

필요한 조명·음향 설치에 비교적 유리하다. 때문에 공연 계단은 건너편에 위

치한 국립극단이 공연예술의 대중화를 위하여 매 달에 두 번씩 무료 공연을 

올리는 장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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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행 시나리오

보행 유형 특성 파악, 적합한 보행길 탐색, 체류 공간 제안의 과정을 거친 

본 설계안의 결과를 예상, 검토하기 위하여 보행 시나리오이다.

❚ 주민 

[그림 5-41] 보행시나리오: 주민 

만리동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 보행씨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40세 주부이

다. 그녀는 일주일에 3일 자녀가 학교에 등교한 오전 시간에 거리예술역 문화

프로그램을 수강한다. 1년 전 꽃꽂이 수업을 시작으로 지금은 거리예술역의 

단체가 오픈한 현대무용 수업을 듣고 있고 수업이 없는 날에도 동네 친구가 

된 수강생들과 북카페에서 만나고 있다. 자녀가 하교한 오후에는 가끔 함께 

거리예술역의 도서관에 방문하는데 아이는 1층의 어린이 도서관으로, 박씨는 

2층의 북카페를 이용한다. 1층의 지역특산물 판매장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

질의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항상 들리는 장소이다. 저

녁에는 남편과 1시간 정도 운동 겸 산책을 나간다. 간단히 산책을 할 때는 서

울로7017, 컨벤션센터, 서소문공원 루트를 선택하지만 시간이 있을 때는 청파 

철도 길을 따라 캠프킴, 용산공원을 거쳐 한강대로, 서울역 광장의 도시숲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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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 보행시나리오: 직장인 

들어와 버스킹 공연을 잠시 관람한 뒤에 귀가한다.

❚ 직장인 

직장인 김 도시씨는 퇴계로에 위치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매일 서울역 

종합환승센터에서 버스를 내려 걸어서 회사에 출근한다. 점심시간이면 동료들

과 서울로7017을 걸어 식당에 가는데, 거리예술역 3층 식당가의 테라스 자리

를 좋아하여 자주 찾는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어야하는 사무직이라 김

씨는 점심시간이라도 외부에서 걷고자 커피는 돌봄역 헌혈카페에서 테이크아

웃을 한다. 헌혈카페를 애용하는데 전망이 좋은데다가 헌혈을 하고 받은 커피

쿠폰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커피를 들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며 도시

숲, 진입언덕, 철도마당을 거쳐 다시 서울로7017을 통하여 회사로 복귀한다. 

서울역 공간은 평지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 걷기에 지루하지 않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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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3] 보행시나리오: 관광객 

❚ 관광객 (외국인, 공항에서 서울역으로 도착)

Simcity씨는 서울을 처음 방문하였다. 인천공항에서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서

울역 버스환승센터에 내렸는데 높은 빌딩과 서울역과 광장, 서울로7017이 어

우러진 서울의 첫인상이 좋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관광책자에서 보았던 문

화역284가 보이는데 앞 광장에서도 전시가 열리는 중인 것 같다. 문화역의 내

부 관람 동선을 걷다보니 뒤편 철도마당에 도착하였다. 앞에 펼쳐진 철도를 

보니 100년 전 기차에 오르는 경성사람들이 상상하던 중 바로 앞에 철도 역사 

전시관이 보여 잠시 방문 후 서울로7017을 걸어 원래 목적지였던 정보역을 방

문하였다. 정보역에서 서울 관광 정보와 함께 서울역 거리예술 공연, 체험시간

표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내일 오전에 열리는 마당놀이가 가장 관

심이 간다. 오늘은 정보역에서 출발하는 도보 관광 프로그램을 참여하고자 만

나는 장소인 2층의 걷기 투어 존으로 올라갔더니 서소문, 숭례문·광화문, 명

동·남산, 용산공원까지 4개의 관광 코스가 4갈래의 길로 한눈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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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4] 보행시나리오: 나들이객

❚ 나들이객 

관악구에 거주하는 류 서울씨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 주말마다 여자친구

와 함께 서울 이곳저곳의 미술관과 공연장 나들이를 즐긴다. 이번 주말은 국

립극단의 무료 공연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역을 찾았다. 지하철에서 광장

으로 올라온 류씨는 문화광장에서 거리예술과 함께 하는 참여 전시를 체험하

였는데 문화역284의 내부 전시와 연계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획에는 없었지만 

내부 전시까지 둘러보았다. 예술 장터로 걸음을 옮겨 지난번 맛있었던 거리 

음식점에 다시 방문하였는데 사장님의 불 쇼는 언제보아도 신기하다. 바로 옆

에 열리는 플리마켓에서 공예품과 미술작품, 소가구까지 다양한 물품을 팔고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오늘은 여자친구에게 팔찌를 하나 선물했다. 

서울로7017과 윤슬을 방문하여 산책을 하며 사진도 찍으며 시간을 보내다 공

연 계단에서 국립극단의 창작극을 관람하였다. 공연 뒤로 건물, 도로, 사람들

이 그대로 보이는 공연이라니 굉장히 새롭다. 공연 내용도 역시 훌륭하였는데 

짧은 창작극이라 아쉽다. 본 공연이 다음 주부터 건너편 국립극단에서 열린다

고 하니 공연을 예매하고 돌아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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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5] 보행시나리오: 기차 환승객

❚ 기차 환승객 

조 환경씨는 직업의 특성상 지방 출장이 잦아 서울역을 자주 방문한다. 예

전에는 기차시간을 대기하다 급히 처리해야하는 업무가 있을 때 당황하게 되

는 경우가 흔하였지만 서울역의 업무역이 생긴 이후로 조씨는 대기시간을 알

차게 사용한다. 요즘에는 KTX를 타기위하여 서울역에 방문하였을 때마다 예

술 장터의 거리 음식점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한 후 업무역으로 향한다. 업

무역은 저렴한 금액에 음료를 마실 수도 있고 사무공간과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컴퓨터와 프린트와 같은 각종 기자재를 사용해야할 때 편리하다. 

오늘 오후에는 다목적실에서 유명 강사의 강연회가 있는지 준비가 한창이다. 

또 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보니 앞의 전광판에 조씨의 기차가 곧 도착한다는 

알림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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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서울역은 1989년 남대문정거장을 시작으로 1920년 경성역, 현재 KTX 통합 

민자 역사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대한민국 수도의 중앙역이었고 서울역 

광장은 1925년 신 경성역 입구의‘넓은 빈 터’로 생성되었다. 대부분의 철도

역과 마찬가지로 경성역은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였지만 서울의 성장과 함께 

도심의 거대 블록이 되었다. 이제 서울역은 기차 발착 공간을 넘어, 외부인에

게는 서울의 처음과 끝이며 시민에게는 도시 중심 공공공간으로 서울을 대표

하는 장소이다. 서울역의 지속적인 팽창과 달리 외부공간인 광장의 면적은 

1989년 첫 번째 민자역사 건설을 기점으로 점차 축소되었고 IMF 외환위기 이

후 서울역 노숙인 급증은 다시 한 번 서울역 광장이 시민들에게 외면 받고 방

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17년 서울역 고가는 ‘서울로7017’이라는 

이름의 보행 길이 되었고 도시 개발에 소외되었던 서울역 서측에 만리동 광

장, 윤슬과 같은 새로운 공공공간이 등장하는 등 서울역 광장 일대는 변화하

기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2013년 ‘보행친화도시’ 선포 이후, 2016년부터 ‘걷는 도시, 서

울’이라는 도시 정체성 정립과 함께 다양한 보행 정책을 계획·실현하고 있

다. 서울로7017은 그 중 하나로 ‘서울역 일대 종합재생’사업의 일환이며 서

울로7017 보행특구, 남촌 재생 플랜, 중림로 보행문화거리 조성 등 서울역 주

변부의 보행 계획은 동시다발적으로 실행 중이다. 하지만 서울로7017은 약 

10m 폭의 공중 보행길, 지표면과 접하는 공간이 모두 차도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다. 또한 도시 단절의 원인이자 가장 중심에 위치한 서울역이 변화 없이 

서울역 일대의 보행 개선을 불가능하다.

 서울역 광장은 철도역이라는 특성상 다양한 대중교통의 환승이 일어나는 

보행공간이기에 보행도시 선언 이전부터 보행 중심 공간으로 변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 서울역 광장으로 이어지



- 117 -

는 보행 계획은 1994년 서울상징거리 조성계획, 2006년 도심재창조 종합계획, 

2010년 국가상징거리조성 종합계획, 3번에 걸쳐 동일하게 제안되었다. 해당 계

획은 서울시의 보행공간 계획 중 광역 계획에 속하지만 사실상 ‘세종대로’

라는 한 가로 환경 개선에 불과하며 그 외의 보행 계획 역시 사대문안, 원도

심에 한정되어 있다. 즉, 서울시는 보행도시를 표방하나 그동안의 계획과 실행

은 도시 전역으로의 보행 공간 확장이 아닌 사대문안의 역사도시 개발에 가깝

다. 

보행 도시에서 보행은 빠른 통과가 아닌 느리게 걷고, 멈추고, 활동하는 것

을 포함하며 이러한 보행 중 경험이 많은 도시가 보행 도시이다. 그러나 ‘가

로’중심의 선형 보행 계획은 가로 개선을 통한 이동 수단으로서의 보행에만 

적합한 공간을 생산한다. 앞서 언급한 세종대로 보행 계획이 그 대표적인 예

이다. 초기 계획은 도시 광장을 중심으로 한 보행 경험을 인지한 구상이었으

나 현재 보행자가 시청에서 서울역방향으로 세종대로를 따라 걸을 때 숭례문 

광장을 건너편에서 바라볼 수는 있어도 직출입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숭례문 

광장의 이용자는 현저히 적고 시청 광장 너머의 세종대로에서는 빠른 속도의 

보행만이 일어난다. 즉, 보행자의 자유로운 이용과 다양한 활동을 담고자 만든 

보행 거점 공간과 보행로는 상호 관계없이, 인도 확장, 보도블록 개선 등의 물

리적으로 쾌적한 공간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보행도시란 보행약자도 불편함 없이 보행이 가능한 ‘걸을 수 있는 도시’, 

활기찬 도시 풍경과 다양한 경험이 산재한 도시 환경으로 인하여 걷고자하는 

욕구가 드는 ‘걷고 싶은 도시’가 함께 충족되는 도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행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가로와 광장·공원 등 체류 활동 공간이 함께 고

려된 ‘면’적인 광역 보행공간 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서울역은 방사

형으로 8개의 길이 모이는 점점이며 역사, 상업, 업무, 주거, 휴식 등 모든 성

격의 보행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사대문 안에서 이루어지던 보행 계획을 더 넓

은 범위로 확장되기에 적합한 공간이다. 또한 2017년 7월, 첫 번째 미군 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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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이전을 시작으로 용산공원 조성이 진행되고 있고 2018년 서소문공원 개장,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등 주변 도시 변화와 함께 서울역 광장 일대의 위상

은 더욱 커져 갈 전망이다.  따라서 광역 보행공간 계획은 기존의 광화문 광

장에서 서울역 광장 일대로 보행 중심 공간을 이동하는 것을 포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서울역 광장 및 일대 리모델링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보행 거점 공간은 다양한 보행 유형이 모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소이

므로 본 설계는 대상지 일대에서 벌어지거나 기대 가능한 보행 유형의 특성을 

파악, 그 성격에 적합한 보행 길과 체류 프로그램 제안, 각각의 보행 길을 중

첩하여 생기는 접점에 체류 공간을 계획하는 과정을 거쳤다. 선상역인 서울역

의 단차를 극복하는 방법이자 걷는 중 머무르는 ‘보행 거점 공간’을 의미하

는 ‘Hillside(언덕)’를 설계 개념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론적 고찰과 대상지 분

석을 토대로 설계 방향을 도출, 다음과 같이 설계에 적용되었다.

첫째, 서울역 광장 일대가 보행 거점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보행 네트워크

의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주변 도시 공간과 적극적으로 연결하였다. 

서울로7017, 문화역284 후면, 한강대로 용산 방면에는 새로운 가로를 계획하였

고 보행자의 시각을 차단하는 장애물이었던 지하철 1번 출구와 한국철도공사, 

서부역 주차장 램프 등의 물리적 형태를 수정하여 시각적 개방성을 확보하였

다. 철도 플랫폼으로 인한 지표면 높이차는 광장 확장과 짐을 갖고 이동하는 

환승객·장애인·노약자들과 같은 보행약자도 이용 가능한 낮은 기울기의 경

사로로 극복하였다.

둘째, 한국 철도 역사의 산실이자 근대 역사 문화재인 서울역의 장소성을 

존중하여 철도 경관을 적극 활용하였다. 현재 한화민자역사에 접하여 전면만

을 바라볼 수 있는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의 사면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민

자역사를 재설계하였고 그 사이에 길게 펼쳐진 철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을 마련하고 맞은편에 철도 역사 상설 전시관과 자료실을 도입하여 

전시 준비로 인하여 문화역284 휴관 기간에도 관람 가능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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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서울역 주변은 서측에 주거 단지와 동측에 업무 지구가 위치하여 많

은 상주인구가 존재하므로 광장의 심미성만을 높이는 랜드마크를 지양하고 상

주인을 위한 일상 광장이 되고자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나눔역을 계획하였고 내부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문화 교육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점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서울역 광장을 비워진 땅으로 두기보다는 분

절하여 개방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들을 적절히 배치하였다.

넷째, 도시 광장으로서 서울역 광장 및 일대는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 존재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역 광장 일대의 운영·관리 

주체와 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서울역 광장 일대는 6개의 관리 주체가 복잡

하게 얽혀있어 광장 일대에서 외부 프로그램을 열기는 쉽지 않지만 국유재산

으로 환원되는 한화민자역사(현, 롯데마트)에 서울거리예술본부로 사용, 관

리·운영 주체가 될 것을 제안하였다. 서커스와 같은 대규모 거리예술을 지원

하는 광진구 구의취수장의 거리예술창작센터와 달리 서울역의 거리예술본부는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는 중·소규모 거리예술 단체를 지원하고 대상 단체는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시현과 시민 프로그램을 진행을 제공한다. 주변 시설 

운영 단체인 서울역 문화역서울284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서울로

7017 운영단, 서울관광협회, 국립극단, 대한적십자사,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등

과 협업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진행된 본 연구는 가로 환경 개선과 사대문안 공간에만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의 보행 정책에 체류 경험 공간인 거점 공간에 대한 필요성과 보

행 네트워크 확장을 주장하며, 광역 보행 공간 계획과 서울역 광장 일대의 리

모델링 설계안을 함께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상업화된 

복합 민자 역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내·외부 공간 설계와 프로그램, 운

영·관리 방안까지의 통합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보행 친화 공간 관점으로 설계안을 도출하여 타 교통수단인 철

도, 지하철 등의 교통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서울역사와 지하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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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은 철도 공간, 내부 주요시설이 제외된 도면을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

공사에서 방문 열람 후 연구자가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

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서울역 광장에 대한 소유관계가 단순하

지 않고 국유화된 민자역사 사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복합민자역사 관련 제도와 이해관계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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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railway stations were located in urban edge at the beginning of 

development, but as the urbanization progressed, the location changed to the 

center of the city and the Square became the urban square. The railway 

station and the station square are the first places to get out of the train and 

face the city. It is a space for cityscape viewing and social exchange in the 

sense that a lot of people meet each other. The Seoul Station is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because of the central station of the capital of 

Korea. However, the Seoul Station Square and the surrounding area are 

being left as an empty space, due to the expansion of the Seoul Station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private capital station, the reduction of the 

Seoul Station Square area, the decrease of the usage rate, the Gangnam 

Development and the IMF crisis. However, since the openning of Seoullo7017, 

a new public space such as Manri-dong Plaza and Yunsul appear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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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side of Seoul Station, which was excluded from urban development. This 

is the pumping project of the ‘Seoul Station Area Urban Regeneration’, 

which will make the Seoul Station area to pedestrian specialization space  

and the result of ‘the proclamation of a walkable city’in 2013. However, 

Seoullo7017 has inherent limit such as a narrow pedestrian crossing of about 

10m and that the ground contact is a car road. Above all, it is impossible to 

improve walkability in the Seoul Station area without changing the Seoul 

station which is the cause of the city disconnection. The Seoul Station area 

was the center of pedestrian policy since ‘Seoul Representative Street 

Plan’ in 1944, and various plans have been proposed since then. However it 

has not been realized because of complicated interests or the content of the 

policy was merely street improve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remodeling plan of Seoul Station 

Square and surrounding area suitable for the Soul government's policy toward 

a walkable city and the placeness of Seoul Station Square. The direct design 

site is the available space within the blocks of the Seoul Station Square and 

Seoul Station, but the city center area was included as a wide area target 

because walking is the flow of people, so it is impossible to change into a 

walking city with only one change of location. Especially, this study tried to 

become the ground-based walking space rather than the underground walking 

and walking intersections of various types not only transfer. In addition, 

proposed plan is integrated plan that included the design of inner and outer 

spaces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public program.

Prior to design, considering 1] Walkable city, 2] Walking policy in Seoul, 3] 

The walking policy related to Seoul station, the researcher defined that 

walking in the walkable city involves slow walking, stopping and acting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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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as fast passing. It is defined as a walkable city with a variety of 

walking experiences. Through the analysis of 4] Definition and laws of 

railroad station and railway station square, 5] Transition of placeness in Seoul 

Station, 6] Wide area environment such as street and land use, 7] Micro 

environment such as relation of landowner and administrator, internal facility, 

usage behavior, and landscape, the researcher observ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te, and found problems and possibilities. The wide area plan of 

pedestrian space proposed a ‘surface’ plan, in which a space for 

residence activities such as a street, a plaza, and a park were considered 

together, unlike the existing ‘linear’ walking policy. Based on this, Hillside, 

which is both a destination for relaxing and viewing the scenery and a 

journey to its destination, is set as a design concept. This expresses the most 

important role that the Seoul Station Square of 'Walking Space' should have, 

and also means the solution of the height gap of the surface and Seoul 

which is surrounded by mountains. Since the walking space is a place where 

various walking types can be combined together, Master plan was derived 

through 1] Identification about characteristics of walking type in the site, 2] 

Proposal of path by type, 3] Program design for settled people, 4] Stay space 

planning at contact point of the paths.

The plan was to solve the problems found in the existing Seoul Station 

Square and around Seoul Station, such as city disconnection, inefficient land 

use, and absence of stay program, and to extend the walking network 

centering on Seoul Station so that the Seoul City became a walkable city.  

The contents are as follows. 1] Active connect with surrounding urban area,  

2] Take advantage of railway scenery to respect Seoul Station’s placeness 

that is the cradle of the railway history in korea and modern cultur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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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void landmarks that only raise the aesthetics of the square because 

there are many resident population around Seoul Station, 4] Set up a 

management plan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in commercialized Private 

capital station.

In this study, through theoretical analysis about urban development trends 

for human being named a walkable city, Seoul Station’s history, etc. and 

site physical analysis,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result is presented 

comprehensively from a wide plan for urban core to a feasible detail plan 

such as folly(small architecture), tree, program oper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tilized in the practical development 

direction and planning toward the urban square representing, a walkalbe city, 

Seoul in many proposals similar to those of existing Seoul Station pedestrians 

are announced by the complicated relationship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KORAIL, etc. However, it 

did not fully reflect the traffic flow except for walking,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Seoul Railway Station and the Seoul Subway Station have low 

accuracy because the researcher was written the drawing after visit-reading 

of the drawing with unpublished facilities removed.

❚ Keywords : walkable city, Station Square, Seoul Station, Seoul Station 

Square, Space for Stay

❚ Student Number : 2016-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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