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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에 들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의 확산으로 산업시설들이  

본 기능을 잃고 유휴시설로 남겨지며 도시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 

에 유휴 산업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산업 미학의 등장으로 과

거 산업화의 시설들이 유산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산업시설 중 도

시 인프라시설과 같이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어 도시 중심부에 위 

치한 산업시설은 지역사회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러한 산업. 

시설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능의 문화시설로 조성하는 것은 문

화 예술 분야가 지향하는 다원성과 다양성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

있는 하나의 길이 되었다 이 산업시설들은 일대에서 도시화를 이. 

끌어낸 뿌리의 역할을 했고 그 팽창한 도시의 중심부에서 주민들, 

을 위한 시설로 재조성되어 문화를 공급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동해남부선의 한 정거장인 해운대역이다 동 . 

해남부선은 일제강점기에 동해안의 자원을 부산항으로 수탈하기 

위해 조성된 철도시설로 송정역 벡스코역 구간이 복선화되어 기~

존의 철도시설이 폐쇄되었다 현재 이 유휴시설은 새로운 시설로 . 

조성되었으나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는 아직 유휴시설로 남아있다. 

이에 해운대역이 산업유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자원을 활

용하여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대상지 분석은 크게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대상 4 . 

지의 현황 및 입지와 역사 및 개발 과정을 알아보았다 대상지는 . 

신라 시대부터 온천과 백사장으로 유명했던 관광지로서 일제강점

기에 해운대역이 설치되면서 유명한 관광지로 부상했다 당시 해. 

운대 주민들은 기차역을 가로질러 다니는 보행길에서 일본인 관광

객을 대상으로 상업행위를 했으며 당시의 보행로 흔적이 필지 유

형으로 남겨져 있다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 피난 도시였던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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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차역을 중심으로 판자촌이 형성되었으며 해운대역 인근에도 

피난민들에 의해 주거시설이 조성되었다 휴전 후 대한민국 정부. 

가 수립되면서 개인의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이 결속되어야 하는 법

안이 마련됨에 따라 해운대역에 인접한 주거시설은 불법건축물로 

인정되어 현재까지 유휴시설로 남겨져 있다 근래에 이르러 안전. 

상의 이유로 해운대역의 경계부에 울타리가 조성되어 기차역을 가

로지르는 도보가 가로막히고 소음과 대기오염원의 확산을 방지하

고자 완충식재대가 조성되었다 이후 폐쇄될 때까지 해운대역은 . 

해운대가 관광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해. 

운대역을 기준으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인 남측지역은 고밀도로 

개발이 되었으나 반대로 북측은 노후화가 심한 주거지로 남아있

다 이는 해운대역이 남북을 단절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최근 폐쇄. 

된 해운대역을 가로지르는 동선이 마련되면서 북측 단지의 일부가 

개축되어 상업시설이 조성되는 등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단절성의 회복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대상지 인근의 교통 및  주차시설을 조사하였다 대. 상

지 인근에 부산도시철도 호선 해운대역이 지나고 있으며 2 버스 환

승장이 대상지 앞에 있다 유동인구는 학생 근로자 방문객이 대 . , ,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은 . 북측에 있는 개의 초중고등학교에 7

등하교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 북측에 있는 주거시설로부터 출근하

거나 외부에서 해운대역 남측의 상업시설로 출근하기 위해서였고, 

방문객의 경우 남측에 있는 관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상지 

인근을 방문한다 주차공간의 경우 남측은 주차시설이 충분히 조. 

성되어 있으나 북측은 그렇지 못해 대상지 인근 갓길에 불법주차

가 빈번히 발생했다. 

세 번째로 대상지 인근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해운 . 

대는 글로벌 관광지로서 대상지와 해운대해수욕장을 잇는 넓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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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로인 구남로에서 매년 메가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이로 인해 

남측에는 높은 밀도로 개발된 상업시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만 북측의 경우 해운대역에 의해 단절되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다만 해운대역을 가로지르는 . 보행 동선이 마련되어 로 

컬상업지구가 조성되고 있으며 최근 조합원이 마련되어 발전을 도

모하고 있다. 

네 번째로 해운대역 인근 인구특성을 조사하였다 해운대역은 거 . 

주민에 비하여 많은 유동인구를 보이며 이들 대부분이 인근 상업

시설에 방문함을 통해 유출입 인구특성을 알 수 있었다 인근 지. 

역 이용자 이용행태는 많은 방문객이 남측에 있는 상업시설만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해운대해수욕장 및 구남로에서 관광

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대상지의 공원화

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단절된 지역 간의 연결 지난날의 역사와 현대의  , 

연결 주민 간 주민과 방문객 간의 연결을 컨셉으로 공원을 계획하, ·

였다 먼저 남북 간의 연결성을 회복하여 남측의 긍정적인 효과를 . 

북측으로 확장하여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도록 도모하며 인

근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계획하고자 한다 기존에 . 

있는 우 동의 근린공원은 생활형 근린공원으로 그 조건과 기능을 1

하고 있지 않으며 변두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불편하며 반대편에 

계획되었던 공원은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상지를 도. 

보권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우 동 일대의 주민들이 도보권 내에1

서 접근하도록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산업. 

유산의 가치와 지난날 대상지에 있었던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 테

마를 부여하고자 한다 크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시대. , , , 

현대로 나눈 테마 공간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주민 간 소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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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커뮤니티 시설과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하

였다 다만 이 시설의 경우 인근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에서 개. 

최되는 메가 이벤트와 상호보완되는 소규모의 다양한 이벤트가 일

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광장 시설 연결로 시설. , , 

커뮤니티 시설로 나누어 기능 공간을 조성하였다. 

본 연구의 해운대역 산업유산 공원화를 통해 우 동 주민들이 그 1

동안 인근에서 누릴 수 없었던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 

통해 주민들의 체력 증진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나아가 이용자

들 간의 소통이 발생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일대. 

의 단절성 회복을 통해 해리단길 발전 협의회와 해리단길의 번성

을 도모하고자 한다 해리단길은 과거 해운대역에 인접한 주거단. 

지였으나 규제 완화 및 해운대역의 횡단 도로 설치를 통한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주민들에 의해 형성된 상업 단지다 따라서 남측의 . 

높은 관광수요를 이끌어와 상업 단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성장

을 도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해운대의 근현대역사를 간직한 .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우 동은 남북국시대부터 유명했던 관. 1

광자원을 바탕으로 방문객들을 상대로 상업서비스를 제공하며 살

아온 근면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우 동은 일제강점기에는 . 1

일본인 관광객을 년대 이후로는 내국인 관광객을 년대 이후, 70 , 00

로는 전 세계로부터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피난민을 포용한 공간이며 그 흔. 

적을 아직 대상지에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흔적을 보전하여 앞으. 

로 우 동의 거주민과 학생 근로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전해줄 수 1 ,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토지소유주가 상업시설로 개발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 

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데에 첫 번째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다만 주민과 지자체에서 공원화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과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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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인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대상지를 공원화2030 

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 도시공원일몰제로 인근에 계획되었던 , 

도시공원 개소가 공원화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원화 계2

획을 추진했다 또한 공원 이외에 일대에 더 좋은 사회 경제적 효. , ·

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기능시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두 번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상지 일대 주민들이 마. 

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도록 도모함에 초점을 맞추어 공원화를 추진 

및 공원 계획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산업유산 공원화 계획 동해남부선 구 해운대역 : , , , ❚ 

             도시공원 해운대, .

학  번  : 2017-2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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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1 . 

현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빠르게 변

화시키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도시환경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 , 

산업은 물리적인 규모가 작아지고 또 다른 일부 산업은 환경과 관련된 법률과 

규제상의 문제로 기존부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탈. 

산업화라고 하며 국내의 경우 년대 이후에 진행되어 폐쇄되었거나 유휴1980

지 유휴시설로 남았다 박재민 외· ( , 2014).

그러나 년대에 들어 탈산업화로 인해 방치된 산업시설에 대한 새로운 2000

인식과 산업 미학의 등장으로 산업유산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이는 기존. 

에 공급자의 차원에서 조성되었던 일률적인 공원녹지 공급방식이 다양하고 다

원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시민들에게도 많은 각광받았다 시설의 가치가 . 

없어졌다고 해서 부수고 철거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다른 목적으로 재활용하, 

는 것 자체로 가치를 지니며 나아가 시설이 갖는 역사성을 보존함으로써 시간

이 중첩된 장소로 매력을 지닐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시설을 재활용한 국내 사례로는 년에 조성된 선유도공원2002 , 

년에 개방한 경의선 숲길 년에 조성된 마포 문화비축기지 등이 있으2012 , 2017

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용가치가 없어진 유휴시설 및 폐시설이 공원이나 박

물관과 같은 문화시설을 비롯한 현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지금까지 재활용된 공간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시설. 

로 조성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시설이 혐오시설로 존재해왔거나 

산업시설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인근 지역의 도시쇠퇴 현상을 야기했으며 

이에 대한 첫 단추에 해당하는 도시재생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이 . 

관이 주도하여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토지가 국가나 공공의 소유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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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사회 문화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시설 중. ·

에는 국가 소유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으며 개인이나 준공공의 소유이면서 앞

으로 유휴화될 잠재적인 산업시설들에 대한 보전방법이 필요하다. 

한편 공공의 복리를 위한 개발이 진행될 경우 개인의 소유권을 고려하여 해

당 대상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인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있다. 이러한 유

형의 사업이 갖는 의의는 년부터 실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맞닿아 더 2020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도시공원으로 . 

지정된 곳을 실제로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원녹지의 공급을 위해서 방치

되었거나 버려진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 

공원으로 지정된 미집행공원이 지정해제가 된다면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기준으로부터 많이 부족해질 것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제 조의 에서는 기부채납을 통해 공원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 ) 21 2

권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를 통해 소유주의 재산권을 지키고 공원녹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 문화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존폐 위기에 놓인 ·

산업시설을 공원화하고 나아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원녹지를 계획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일제강점기에 개통된 동해남부선의 기차역이

었던 구 해운대역사와 정거장 부지 및 일대로 조성된 지 년이란 역사를 가80

지고 있는 곳이다 원활한 통행과 효율을 목적으로 우동역 현 벡스코역 송. ( ) ~ 

정역 구간이 우회로로 조성되어 기존의 노선은 년에 폐선되어 방치된 상2013

태로 있다 구 해운대역의 폐업과 함께 대상지의 소유주인 철도시설공단은 부. 

산시와 대상지의 개발사업을 전제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해운대구 .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이를 대변하는 새로운 부산시장의 부임으로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시와 공단이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에 주민들에게 적. 

절히 알리지 않았으며 현재 교통 체증이 심한 지역에 상업시설이 추가적으로 

조성되면 문제가 더 악화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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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주변은 현재에도 불편한 보행 동선 교통 체증 녹지 부족 등 문제점, , 

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현재 계획상에 있는 상업시설까지 조성된다면 문제

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구 해운대역 폐선부지를 공원화하여 대상지. 

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공원녹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 1-1 계획의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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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계획 대상의 범위2 . 

계획 대상지는 구 해운대역 및 정거장 부지로 년에 개통하여 년 신1934 2013

해운대역의 개통 이래로 폐시설로 남아있다 법정 주소지는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우동 일원으로 대상지의 총 면적은 이다524-16 32,874.71 . ㎡

그림 [ 1-2 대상지와 잠재적 대상지 위치도] 

본 계획은 대상지를 이상 규모의 도보권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30,000㎡ 

한다 도보권 근린공원은 유치 거리가 이므로 대상지를 기준으로 반경 . 1,000m

범위에 있는 지역을 도보권 지역으로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1,000m 

에서 거주자 방문자 근로자 특성 교통 인근 시설 및 프로그램 등 필요한 데, , , , 

이터를 구축하였다 대상지를 기준으로 북동쪽에 있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부. 

산시의 주요 업무 단지의 통근 경로에 있어 대상지 인근으로 지하철을 비롯하

여 다량의 버스노선과 같은 많은 교통 노선이 지나고 있고 환승이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 대상지는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의 관문으로 성. 

수기에는 많은 방문객이 몰린다 이에 따라 대상지를 기준으로 남측 구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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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가 잘 되어있고 상업시설도 활성화되어있다 북측 지역은 물리적으로 우. 

수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지로 인해 연결성이 단절되어 

개발과 활성화가 더딘 지역이다 다만 최근 로컬 상업지구인 해리단길이 조성. 

되고 있다 따라서 대상지의 공원화를 통해 일차적으로 남북의 연결성을 높여. 

주고자 한다 공원화를 통해 대상지 북측의 개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토지. 

의 효율을 높이는데 도모하여 대규모 상업지구와 로컬 상업지구가 융합된 매

력적인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도모하고자 한다 나아가 해운대역의 역사성을 . 

보존 및 활용하며 도시환경 및 관광환경의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 1-3 계획 대상지]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화 대상의 범위는 위 계획 

대상지에서 해운대역과 역사부지 약 와 터미널 부지 약 ( 31,174.83 ) ( 1,699.90 )㎡ ㎡

를 합친 면적 약 이다 그리고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운대해( 32,874.73 ) . ㎡

수욕장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구남로에서 북측으로 가는 접근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구남로의 북측 일부분 약 이 합쳐져 총면적 약 ( 1,398.70 ) ( 34,27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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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계획을 진행한다 해운대역 플랫폼의 소유주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며 해운대역 부지는 코레일 소유이다 하지만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상업 . 

건물로 이용하는 상업 시설 부지는 부산광역시의 소유이며 민영형태의 해운대 

시외버스정류소로 이용되고 있는 터미널 부지는 한국철도공사의 소유로 2016

년 임대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상태이다.1) 따라서 국가기관 및 공공기업의 소 

유권인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계획상 대상지에 포함하여 계획을 마련하고

자 한다 대상지로 포함한 구남로 구역은 대상지를 기준으로 남북 간의 단절. 

을 해소하고자 지하에 있는 해운대역 통로를 활용하여 동선을 마련하고자 한

다 전 세계에서 오는 많은 방문객은 해운대를 방문하면 대부분 해운대해수욕. 

장과 구남로 남측 일부분만을 방문하고 돌아가는데 이러한 관광 동선을 북측

에 있는 해리단길과 연결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확대하고자 한다.

1) 년 그림 계획 대상지 맵에서 터미널 부지의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는 민영기업과 임대계약 2016 1-3 
을 맺어 해당 토지를 해운대 시외버스정류소로 이용하도록 계약하였으며 이 계약은 년 주기로 계약5
을 갱신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가오는 년은 재계약될 것으로 보이며 년에 이전될 것으로 . 2021 2026
예상한다 전화인터뷰 한국철도공사 하일국사무영업 급 년 월 일 오후 시 . ( . . ( 5 , 051-440-2879). 2019 4 4 4
분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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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계획의 방법 및 과정3 . 

계획의 방법1. 

본 계획은 크게 네 가지로 진행한다 첫 번째 단계는 산업유산과 민간공원. 

의 고찰이다 산업유산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고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 

본다 선행연구를 통해 대상지가 산업유산의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의하고 . 

해당 유형의 보전사례 및 공원화 사례를 살펴본다 두 번째 단계는 대상지의 . 

분석과 관련 제도 계획 법률을 검토하여 대상지의 공원화 타당성을 밝혔다, , . 

대상지 분석으로는 크게 대상지 일반 분석 교통 분석 시설 프로그램 분석, , · , 

인구특성 분석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 및 면담 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대. , GIS

상지의 경우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과 시 도차·

원에서 진행된 계획과 지역 차원에서 수립된 계획 검토해야 할 제도와 법규 , 

등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단계는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 

로 대상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정하고 기본구상 작업을 수행하였다 최종. 

적으로 이를 반영한 계획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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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과정2. 

본 연구는 총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 장에서는 과거에 어떠한 목적으로 5 . 1

조성이 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어 방치되거나 

폐기된 시설에 대한 활용 경향을 인식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을 . 

반영할 수 있는 실존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제 장에서는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이슈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에 2

대해 고찰했다 먼저 산업유산의 개념을 고찰하고 유형에 대해 알아봤다 대상. . 

지가 속한 산업유산의 유형을 분석을 통해 개념을 적용하여 흥망성쇠의 과정

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제 장에서는 대상지를 다루고 있는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대상지의 방향성을 3

정립하였다 전반적으로 대상지는 현재 세계적인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과. 

의 연계를 전제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위계획인 부산광역시 공원2030 

녹지기본계획에서 계획된 공원의 미조성으로 인한 공원녹지의 확충을 대상지

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다 대상지의 공원화를 통해 우 동 주민들에게 도보권 . 1

근린공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유치 거리 범위에 있는 지역을 분석하여 대상지 

계획에 반영해야 할 요소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대상지 일반 교통 시설. , , ·

프로그램 인구를 분석하였다, . 

제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4

정하고 이를 위한 기본구상을 계획과 실질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제 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점을 정리하고 연구가 갖는 학술적 의의와 시사점5

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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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4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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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적 고찰2

절 산업유산에 대한 고찰1 . 

산업유산의 개념1. 

최근 국내에서는 선유도 공원을 시작으로 마포문화비축기지 경의선 숲길 , 

등이 조성되었으며 현재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공원화 사업에 진행 중이다 산. 

업유산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막연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있지만 명확한 정의

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산업유산을 다루는 연구에서도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산업유산을 영문으로 번역하면 로 이상이 없. Industrial Heritage

으나 같은 라틴어 계열의 문자를 사용하는 독일의 경우 의 Industrial Monument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언어문화를 가진 일본의 경우 근대화. 

유산 중국에서는 공업유산 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산( ), ( ) . 近代化遺産 工業遺産

업유산이라는 단어를 통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이 다르고 현재 남아있는 이 물리적 추상적 개념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산업유산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산업유산의 개념의 형. 

성과 변천 과정을 다룬 논문 박재민 외 을 살펴볼 필요(Falconer, 2006; , 2012)

가 있다 는 산업유산의 기원과 발전을 다루며 과거에는 영문 . Falconer(2006)

해석상 산업기념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대상을 단순한 기념물

의 관점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 적 가치의 관점으로 (monument) (heritage)

해석하면서 산업유산이 등장했다고 말한다.2) 박재민 외 는 이 용어의 태 (2012)

생적 특성에 의해 개념이 점점 명확해지지 않으며 그 이유를 산업고고학과 산

2) 에 의하면 의 성격으로 열린 최초의 국제회의가  Falconer (2006) Industrial Archaeology movement
이고 기구 이FICCIM(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onservation of Industrial Monuments)

름은 인데 년 TICCIM(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onservation of Industrial Monuments) 1978
스웨덴의 국제 컨퍼런스에서 의 명칭이 TICCIM TICCIH(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로 바뀌었다 이 가 오늘날 산업유산 보전을 위해 Conservation of Industrial Heritage) . TICCIH UNESCO
에 자문해주는  국제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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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유산의 정의로부터 비롯되는 혼동이라고 언급했다 두 개념에 대한 정의는 . 

시간적 범위와 물리적 범위에서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부터 산업유산의 정의를 도출해 낼 수 있

다.3) 이를 정리하면 산업유산이라는 것을 유산적 가치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유산을 또다시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산업유산의 개념을 정의한 

해외의 기구 또한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과 같다2-1 . 

기구 이름 정의

산업유산보존 국제회의

(TICCIH, 2003)

역사적 기술적 사회적 의의를 갖는 건축물 혹은 과학적 연구 · ·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공업문화유적

유네스코

(UNESCO, 2003)
사회적 건설적 의미를 지닌 현대적인 성과물이나 산업시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2003)

역사적 기술적 사회적 건축학적 과학적 가치가 되는 · · · ·

산업문화의 유적으로 물리적 시설이나 장소

일본 경제통상성

(METI, 2007)
산업발전과정에서 혁신적 역할을 수행한 유산

스페인문화유산기구 

(Spainish cultural 

heritage institute, 2008)

사회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산업의 총제적인 것·

자료 이순자 외: (2008)4)와 박재민 외 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작성함(2012)

표 [ 2-1 각 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유산]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산업유산의 등장은 년대 후반 근대역사환경1990

의 보전 대상에 대한 모색이 이뤄지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강동진 은 . (1999)

근대역사환경의 존재가 과거 기능 밖에도 기능이 현재까지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오늘날 산업유산의 개념을 포함하는 정의를 

3) 박재민 외 는 산업고고학을 인류사회의 산업화 과정과 흔적을 기록 해석 (2012) (recording), 
보전 하기 위한 학문의 분야이고 산업유산을 산업 활동과 관련하여 생성(interpretation), (conservation) , 

된 역사적 사회 문화적 미학적 교육 학술적 과학 기술적 가치가 있는 유산이라고 정의했다, · , , · , · . 

4) 이순자 양하백 장은교 근대 산업유산의 보존 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국 , , (2008). · . 
토연구원. 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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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고 세부 내용의 하나로 산업유산을 언급했다 강동진 외 는 산. (2003; 2009)

업유산의 개념과 종별 분류 그리고 보전방법을 제시했고 산업유산의 광의적 , 

개념을 근대화 및 산업화에 영향을 끼친 산업물 기술과 이를 지원했던 인프, 

라를 칭한다고 정의했다 염미경 은 해당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된 . (2004; 2010)

시설 및 단지로 농업 어업 철강 탄광 등의 산업과 관계된 것이라고 정의했, , , 

다 구본섭 외 는 산업 교통 등과 같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산업과 예술. (2008) , , , 

문화 분야에 이르는 활동까지도 포함하여 공업화에 공헌하여 온 산업관련 결

과물 기술 등과 이를 지원하였던 운하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를 총칭한다고 , , , 

정의했다 이순자 는 산업 관련 시설과 산업을 위해 형성된 각종 인프라  . (2010)

및 추상적 지원체계라고 정의했다 최준 은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가지. (2010) ·

고 있는 산업활동과 이와 관련된 시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시설, , 

행 재정 등의 인프라시설이라고 정의했다 박재민 외 는 우리의 삶과 관· . (2012)

련된 역사적 사회문화적 미학적 교육 학술적 과학 기술적 가치가 있는 산· · · ·

업문화의 유산이라고 정의했다 최장락 은 차 산업을 위해 만들어졌. (2013) 1, 2

거나 관련이 있는 산업으로 개항 시점 년 년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1876 )~1960

하며 년 이후에 생성된 것이더라도 보존할 가치를 지니면 산업유산으로 1960

정의했다. 

이렇게 산업유산의 정의가 서로 약간씩 다르게 내려진 이유는 단어 자체가 

모두 어떠한 개념들을 총칭하는 의미의 단어들로 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어이

기 때문이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의 개념을 조경학의 관점으로 정의를 내. 

리다보니 각기 다른 정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조경학이나 도시 건축을 공부. ·

하는 사람들이라면 산업유산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흔히 앞서 언급한 선유도공

원 경의선 숲길이나 거대한 굴뚝에 비춰진 화려한 조명이 있는 공원을 연상하, 

겠지만 한 발자국만 떨어져 바라보면 기계 과학 분야 등 어려 영역에서도 많, 

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의 논문을 살펴보면 재료공학 전기. , , 

컴퓨터공학 등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키워드이다 실제로 재료공학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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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 주로 실외에 노출되어 부식이 심한 산Shashoua and Matthiesen(2010)

업유산의 보호를 위해 강과 쇠의 표면 보호제에 대해 연구했다. Rocca and 

은 기술 산업유산의 분야에서 전기 화학기술을 통해 개의 금Mirambet(2010) · 3

속플라스틱 동 니켈도금의 사례에 대해 연구하였다 컴퓨터공학 분야에서는 ( , , ) . 

가 점점 사라져가는 산업유산의 보호와 확산을 위해서 제분Su rez et al.(2009)á

소를 예로 제분 과정에 쓰이는 기계부품을 모델로 기속하는 컴퓨터기술에 3D 

대해 연구했고 가 산업유산의 보전을 위한 모델링 기법으Piras et al.(2017) 3D 

로서 새로운 알고리즘에 대해 연구했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의 논문에서 등. 

장하는 단어가 이나 의 단어인데 이는 ‘interdisciplinary’ ‘multidisciplinary’

그 분야에서 역시 산업유산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유산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 . 

다루고자 하는 대상의 범주를 대지와 건축물 시설 포함( )5)로 한정하고자 한다. 

산업유산의 대상을 가리키는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도 많은 논문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산업유산은 역사적 문화적인 영향으로 각 국. ·

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먼저 . 

시작된 국가이고 독일의 경우 비교적 늦게 산업화가 이루어져 영국에 비해 시

간적 차이가 년 가까이 늦어진다 국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혹은 인근 국100 . 

가에서 발생하는 산업화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산업화가 진행된 유

럽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모든 아시아국가에서는 외세의 영향에 의해 반강제적

으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현대에 가까운 모습의 산업화가 .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한 범위의 설정도 가능하다. 

국내의 경우 산업유산의 시간적 범위의 시작점에 있어서 근대화 이후에 생성

된 것이라고 정한 연구 강동진 외 개항 이후라고 정한 연구 이순자 외( , 2003), ( ,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말하는 연구 박재민 외2008), ( , 2012)

5) 대지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이며 건축물 「 」
의 경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 
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건축법 제 조 항 호 참고. 2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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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약간씩 다른 견해를 보이지만 이 연구들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 

단어는 근대화 였다‘ ’ . 

이에 본 연구에서 산업유산의 시간적 범위를 정하는데 한국에서 근대화‘ ’

의 정의가 가지는 의미를 통해 시간적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 산업유산의 등. 

장은 근대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근대화의 . 

시점은 사회계층의 근대화 생활양식의 근대화 등 분야별로 다르게 정의하는, 

데 사회 전반의 근대화는 일반적으로 조일수호조규가 맺어진 년을 개항 1876

시점으로 본다 연갑수( , 2006). 

그림 [ 2-1 산업유산의 내용적 범위] 

다음으로 산업유산의 시간적 범위의 종료지점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잘 다뤄

지지 않고 있으나 박재민 외 는 현재까지 모두 포함하며 예시로는 (2012)

와 기술 를 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경학을 비롯한 64DRAM(1992) LCD (2004) . 

도시 건축의 분야에서 실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

현재 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선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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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쟁력 효율성을 잃어 방치되거나 그럴 폐쇄되·

는 시점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특정한 기능을 위해서 조성된 산업시. 

설이나 건축물 인프라시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능 가치가 점차 사라지고 , 

동시에 오랫동안 자리해오며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보전가치가 있는 시설이나 

건축물로 정의한다. 

대상의 범주에 해당하면서 시간적 범위에 들어오는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상대적인 중요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박재민 외 는 지. (2013)

역 주민과 향토사학자들이 찾아낸 근대 문화유산을 일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유산을 포함하여 근대 문화유산의 선정 기

준에 있어서 고려되는 가치는 다음 표 와 같으며 역사적 가치 사회 문화2-2 , ·

적 가치를 순서로 나타났다. 

구분 중요도 순위 구분 중요도 순위

보전가치 0.80 1

역사적 가치 0.36 1

미학적 가치 0.13 3

사회 문화적 가치· 0.21 2

학술적 가치 0.12 4

활용가치 0.20 2
교육적 가치 0.11 5

경제적 가치 0.07 6

자료 박재민 외: (2013)

표 [ 2-2 근대 문화유산 선정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그리고 이 가치들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 표 과 같다 가장 중요2-3 . 

도가 높은 역사적 가치는 오래된 정도와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

한 정도로 평가되며 사회 문화적 가치는 두 가지로 분류되며 크게 종교적인 ·

것과 비종교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비종교적인 부문은 지역의 특색이 잘 반영. 

된 정도를 평가하며 그 지역의 문화 및 민족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다른 문화

와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을 얼마나 잘 지니고 있는지를 통해 사회 문화적 가·

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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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가치
세부 가치 평가항목

보전 

관련

역사적 

가치

오래된 정도 일정 시간대의 생활상 반영 역사적 인물 사건 배경과의 , , · ·

관련성 진귀하거나 특이하여 당시에만 형성된 유산 특수한 기술이나 , , 

재료 시대의 관습 및 사상이 반영된 것 등, 

미학적 

가치

아름다움 디자인 독특한 형태 최상의 것 시대적인 양식을 잘 반영해 , , , , 

좋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 등 그 외 미학적 가치는 감각적 가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냄새 소리 느낌까지로 대상 확대, , 

사회·

문화적 

가치

역사적 정치적 민족 특유의 것이 반영된 것 공동체의 삶이 반영된 것, , . . 

사회 및 문화의 상징적 표현 시장 의식 마을의 놀이 등의 문화적 행태 , , , 

및 관련한 결과 개인부터 집단까지의 특별한 행태 및 민족적 특수성의 , 

반영 등

종교적 가치를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교와 관련된 가르침, , 

종교와 관련된 신념체계 시설 등을 포함한다 그 외 정치적 가치도 , .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술적 

가치
학술적 의의를 가지는 것

활용 

관련

교육적 

가치

과거로부터 얻은 지식을 미래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과거의 해석에 . 

도움이 되는 것 당시의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것. 

경제적 

가치
이용가치 직접 이익 간접이익 비이용가치 선택 존재 기타 전승적 가치( , ), ( , , )

자료 박재민 외: (2013)

표 [ 2-3 근대 문화유산 가치 평가를 위한 항목] 

산업유산을 포함하여 근대 문화유산의 선정 기준에 대한 평가항목을 통해서 

대상지 내에 산업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만 철도시설인 대상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전가치의 중요도를 충분히 고

려하여 잠재적인 가치를 읽어내고자 한다 나아가 대상지가 관광지역인 특징. 

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높은 중요도로 고려하여 지역 상권의 발전과 연

계하여 공원을 계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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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산의 유형2. 

산업유산의 유형 분류를 다룬 논문은 강동진 외 이순자 외 최(2003), (2010), 

장락 이 있으며 분야별 대분류와 종 별 소분류를 통해 유형화해 대부(2013) ( )種

분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유산의 유형 . 

분류를 종합하면 다음 표 와 같으며 본 계획의 대상지는 교통 및 인프라 2-4

분야의 철도 종에 해당한다. 

분야 종 내용

일반 산업

농업

농산물창고 양곡창고 도정공장 엽연초 창고 농산물 건조장, , , , ,  

원예시험장 농업기술원 재배온실 농산물품질관리원, , , , 

정미소 방앗간 대장간 등( ), 

임업 연습림관사 양묘시설 제재소 제배온실 제목장 삭도 등, , , , , 

수산업 양어장 양식장 염전 소금창고 수산물창고 가공시설 등, , , , , 

축산업 우사 축사 양계장 방목장 도살장 가축위생검사소 등, , , , , 

광업 채굴관련 갱도와 적치장 선광시설 등, 

제조업 제조공장 보관창고 및 시설 등, 

양잠업 양잠시험장 잠실 등, 

섬유업 섬유공장 섬유제 보관 시설 및 창고 등, 

요업 가마 터 폐기장 태토토취장 도자건조장 등( ), , , 

교통 및 

인프라

도로 도로 교량 터널 터미널 차고 통운 등, , , , , 

철도 역사 역사 화물창고 차고 기관정비고 철로 철도교 철도터널 등, , , , , , 

수운 운하 항만 어항 포구 방파제 방조제 선착장 조선소 등, , , , , , , , 

항공 비행장 활주로 격납고 등, , 

생활 상하수도 정수장 급수탑 저수시설 발전소 댐 등, , , , , 

기타

상업 판매시설 숙박시설 주택 등, , 

금융 은행 등

교육 체육관 강당 등, , 

행정
우체국 우편 관련 시설 치안시설 소방시설 관광서 도서관, , , , , , 

공사관 등

기타 노동조합관련시설 등

자료 강동진 외 이순자 외 와 최장락 의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작성함: (2003), (2010) (2013)

표 [ 2-4 산업유산의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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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산 활용의 필요성3. 

보편적으로 산업유산은 과거에 산업화 과정에서 어떤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도모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조성될 당시의 기능이 경. 

제성과 효율성을 잃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방치되거나 폐쇄되면 그 지역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력기간산업이 쇠퇴하여 이와 연관된 지역의 모든 산업

이 쇠퇴하여 결국 해당 지역의 전체가 쇠퇴 및 노후화된 상태로 남아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산업유산 활용의 필요성과 사례 및 방안을 제시. 

하는 연구가 많다 강성중 전무형 외 박성신 진종헌( , 2011; , 2011; , 2011; , 

남지현 외 양건석2012; , 2014; , 2015; Goodall, 1993; Edwards and I Coit, 

1996; Cai and Yao, 2012; Chalana, 2012; Lageard et al., 2015; Martinović

여러 논문들에서 주장하는 바를 다루기에 앞서 궁극적으로 and Ifko, 2018).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자 산업유산의 활용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방향성이다 국토기본법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국토의 이용 개발 및 . ·

보전에 관한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6)에서 제시하고 목표와 나란히 해

야 한다 이 개의 목표 중 조경 산업은 특히 지속 가능한 친환경국토 품격. 4 , 

있는 매력국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먼저 지속 가능한 친. 

환경국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생태 지향적인 접근 방법이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품격있는 매력국토를 위해서 역사 문화자원을 접. ·

목한 품격있는 국토 조성 정주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 

누리는 매력있는 국토로 조성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목표가 제시된 배경을 . 

이해하기 위해서 최막중 외 는 자연환경의 불가역성 과 역(2009) (irreversibility)

사환경의 비대체성 을 언급하며 자연환경과 역사환경의 보존의 (irreplacability)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 중 역사환경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 등의 문제와 관련. 

되어 역사문화자원을 화석화시키는 것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컬쳐

노믹스 등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역사문화자원 (culturenomics) 

6) 제 차 국토종합계획 내용을 정리 4 (2011-2020) p23~24



- 19 -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경학 분야에서 역사환경의 비대체성의 특징을 . 

활용하는 예시로 장소기억의 재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재. 

민 은 선유도공원을 예로 들며 조선시대의 선유정의 기억을 바라보(2013) ‘

기 라는 방식으로 재현했고 산업노동자의 인터뷰를 통해 장소에 담겨진 기’

억을 설계자의 감각을 통해 공원에 재현된 것을 언급했다 성종상 은 그. (2005)

동안 형성되어온 역사적 의미나 문화적 가치가 녹아있는 산업시설의 문화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시설 안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고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하면서 고통과 희생을 감내

한 보람과 기쁨의 현장이다 오늘이 있도록 한 소중한 개개인의 과거인 이 . 

시설들을 잘 보전하고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으며 필요한 일이라

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시구조 안에서 시계열적인 산업유산의 역할이다 과거 농촌사. 

회로부터 현재의 도시의 모습으로 갖추는데 시작점은 앵커시설로서의 산업

시설이 등장하는 때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 

등장한 제조공장 제철소 공업단지 등 과 상품을 실어나르기 위한 운송시설( , )

철도 도로 등 이 있다 이 시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며 도시( , ) . 

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게 산업유산은 입지적 특성은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이로 인해 경제적 거점으로서 역할 양호한 교통 철도 전기 상. , , · ·

하수도와 같은 하부구조의 완비 등 도시 맥락적으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는 특징이 있다. 

성종상 은 차적인 가치 외에 산업유산이 갖는 의미를 시간적 입(2009) 1·2 , 

지적 사회적 문화 예술적 환경적 입지적 물리적 가치의 측면으로 나누어 , , · , , , 

해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와 같다2-5 . 



- 20 -

분류 내용

시간적 가치
시설이 존재해온 시간이 오래되어 나타나는 가치로 지난 시간의 흔적을 

간직하여 기억의 층위를 두텁고 다양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가치

사회적 가치
앵커시설로서 기존의 역할이 부재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인 

사회 경제적 심리적 타격으로 이 시설과 연계된 도시 재생프로그램이 필요· , 

문화 예술적 ·

가치

현대에서 문화 예술이 추구하는 다양화과 다원화로 ·

기능이 멈춘 시점으로부터 유휴시설에 발생하는 잠재적 가치발현의 가능성

환경적 가치
대체로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특성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타개할 

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 

입지적 가치
일반적으로 도시 인프라스트럭쳐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여 

인근 지역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큼

물리적 가치
산업화 시대의 기술 및 물질문명의 총화로 규모나 기술 수준으로부터 나오는 

건축물의 양식이나 재료 및 규모의 독특한 특징

자료 성종상: (2009)

표 [ 2-5 산업유산의 가치] 

산업유산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 시설과 관계된 주변의 맥락과 해당 부지

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활용하여 그 일대를 가치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며 이는 곳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환경의 비대체성을 보존하여 궁극적

으로 국토종합계획의 대 목표 중 하나인 품격있는 매력국토로 거듭나는데 4

도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장소. 

기억을 보존하는 것이며 다음 세대와의 문화적 감정적 교류에도 이바지할 ·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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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2 . 

선행연구 조사1. 

산업유산 공원화 선행연구조사1) 

산업유산의 공원화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남지영 는 구 가축위생시험(2005)

소가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전 적지에 공원화하는 계획을 하면서 해당 부

지의 잠재력을 미래의 재산 가치로 전환시키고 공원을 통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며 주변 상업공간과 연계하여 경제적 재생까지 고려하는 설계를 했다 김. 

병준 은 종이를 만드는 공장임을 통해 과거 문화를 담고 전달하는 매개체(2006)

의 컨셉을 갖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다만 이 연구의 경우 시민들을 위한 문. 

화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제지공장이라는 특성상 주위 생태환경에 유해

했다는 점을 고려해 생태 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 설계하였다 황동호· . (2010)

는 안양시 생활폐기물 적환 시설을 환경문화공원으로 설계하였는데 폐기물 처

리 시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참여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하

고자 설계를 진행하였다 설계의 전략안에는 지역자원과의 연계 친환경 가치 . , 

창출 예술가 어린이 등의 방문객들을 위한 열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민 및 , , 

예술가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된 공원을 조성하고자 했다 윤혁 은 산업시. (2013)

설 이전 적지를 복합문화공원화로 조성하여 쇠퇴한 기성 시가지의 재생에 도

모하고자 하였다 과거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산업시설이 급속한 과. 

학 기술의 발전으로 지역의 주력기간산업이 쇠퇴하여 도시의 기성 시가지의 ·

재활성화가 필요했는데 방치된 산업시설을 공원화함으로써 활성화에 도모하고

자 하였다 전강규 는 지난 산업화 시기에 국내 산업발전을 이끄는 주 동. (2014)

력원이었던 석탄산업이 쇠퇴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탄광부지를 공원화하

는 설계를 진행하였다 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공원을 제공하고 해. 

당 지역의 대체산업으로서 가능한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한 설계안을 제시하였

다 류광하 는 삼표 레미콘공장의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부지를 문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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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화하는 계획 설계를 진행하였다 대상지는 서울숲의 차후 확장될 부지로 · . 

그동안은 진행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이전이 미뤄졌으나 공장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년까지 레미콘공장이 이전이 확2022

정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전 적지를 공원화한다 따라서 공원화를 원하. 

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필요한 시설을 적지에 배치한 문화공원 계획안을 

제시했다. 

해외의 사례로는 는 과거 영국 지역에서 산업발전에 Lageard(2015) Cheshire

기여한 바가 큰 소금광산이 현재 미래 사회와 경제 부흥을 위한 지역 공원

에 대한 가치를 조사하였다(the new Weaver Valley Regional Park) . Cai(2012)

는 중국 안위안구에서 중국의 양무운동을 배경으로 년 조성된 탄광부지1907

가 년 중일전쟁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폐쇄되(Anyuan Modern Coal Mine) 1939

었던 탄광부지의 유산적 건축물 경제 개발의 의지를 나타내는 가치 현대 광산( , 

의 건축 양식 노동자 숙소 등 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다, ) . 

은 방치되어 있던 몰탈 생산 산업시설에 대한 지역갈등을 해Martinovi (2018)ć

결하고 이를 재활용하여 지역재활성화의 방법으로 문화체험시설로 조성된 사

례 를 연구하였다(Mostar, bosnia and herzegovina) . 

폐선부지의 공원화 선행연구조사2) 

폐선부지는 선형의 시설로 대부분 해당 지역의 연결성을 단절하고 있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공원화함에 따라 단절로부터 회복하고 쇠퇴되어있

는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원제 은 경춘선 폐선. (2010)

부지의 공원화를 통해 도심지의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의 상권과 공원

녹지와 연계한 공원을 계획했다 이춘희 는 철도부지의 성격상 지역 주민. (2011)

들이 소음 등 환경적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으로 주차장 녹지 공원 등의 공공, , 

시설로 조성하여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최재은. 

은 폐철도부지의 공원화를 통해 쇠퇴한 도심부의 재생 가능성을 제고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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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근대역사의 유물로서 상징성을 부여 인접한 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과 상생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는 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는 운송과 관련된 산업유산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활Bence(2012)

용한 현대 관광 및 주 개발을 통해 관광 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

할 수 있다고 하며 관광산업과 철도 유산 보존의 연결에 레일웨이를 활용한 

관광코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수호 는 국내 외 철도폐선부지의 . (2013) ·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의 단편적인 철도폐선부지의 이용현황을 비판하며 

이에대한 표준 활용 절차 마련과 법적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철도폐선부지 ·

활용의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상민 은 구도심에 위치한 진주역 폐. (2015)

선부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중심시가지의 노후화가 진행되었는데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도시재생차원에서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공원

화계획을 제시했다 는 철도 유산의 재개발 과정에서 . Taylor and Landorf(2015)

역사성 보전의 필요성과 현장 특유의 문화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방법으로 호

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와 퀸즈랜드의 철도 역사 워크숍 단지를 사례로 들며 

공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병일 외 는 폐선부지가 갖는 역사성과 장. (2018)

소성의 인식이 부족한 것은 프로그램과 컨텐츠가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보완해줄 플랫폼의 개념을 적용하기위한 건축적 방법을 제시했다 정대. 

웅 외 는 도시경계의 재해석을 통한 폐선부지 재생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의 (2018)

삶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장소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원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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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제목 내용

이원제, 

2010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계획

도심지의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원화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경춘선 

폐선부지의 공원화 계획을 수립함

이춘희, 

2011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서울의 

녹지 축 재생

철도 부지의 성격상 지역 주민들이 소음 등 

환경적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으로 주차장, 

녹지 공원 등의 공공시설로 조성하여 문화적 ,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함

최재은, 

2011

폐철도부지를 활용을 통한 

도심재생 방안 연구

폐철도부지의 공원화를 통해 쇠퇴한 

구도심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Bence, 

2012

THE ROLE OF RAILWAY, AS A 

HERITAGE OF INDUSTRIAL 

HISTORY, IN TOURISM, WITH 

CONCLUSION ON QUALITY OF LIFE 

철도 주변에 지역 산업과 인위적 경험을 

활용해 지역 정체성을 담아낸 관광 산업 

지역으로의 방향 제시

이수호, 

2013

철도 폐선부지 활용의 다양화 

방안

철도 폐선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교통수단, 

관광자원 공원화 자연으로의 회귀 등과 , ,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함

김상민, 

2015

진주역 폐선부지를 활용한 

진주시 중앙공원 설계

철도 폐선부지의 점진적인 공원화에 따른 

주변 지역의 변화를 예측하고 유동적인 

공원화 방안을 제시

양건석, 

2015

파리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례분석을 통한 산업유산 

공원 조성에 대한 시사점 

고찰

여러 논문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꼽는 파리 

폐철도부지 공원화의 산업유산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분석

외 Taylor 

1, 2015

Subject object perceptions of –

heritage: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contrasting railway 

heritage regeneration 

strategies

철도 유산의 재개발 과정에서 역사성 보전의 

필요성과 현장 특유의 문화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제시 뉴 사우스 웨일즈와 , 

퀸즈랜드의 철도 역사 워크숍 단지를 

중심으로

이병일 외 

1, 2018

폐선부지 재생을 위한 

건축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폐선부지가 갖는 역사성과 장소성 인식 

부족은 부실한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초래하므로 이를 보완해줄 플랫폼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건축적 방법 제시

정대웅 외 

1, 2018

도시경계의 재해석을 통한 

폐선부지 재생방안

도시경계의 재해석을 통한 폐선부지 

재생방안 인천 옛 수인선 폐선로 - ( )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표 [ 2-6 폐선부지를 활용한 공원화 관련 선행연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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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사례 조사2. 

산업유산 공원화 사례1) 

산업구조가 바뀜에 따라 방치되거나 폐쇄된 산업시설들을 새롭게 재생하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독일의 엠셔파크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시설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탈·

바꿈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유럽의 공업지대로 불리던 곳으. 

로 흔히 말하는 라인강의 기적 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주요 업종은 석‘ ’ . 

탄과 철강으로 년대까지 독일 경제를 이끄는 대표 중공업 지역이었다 하지1970 . 

만 년대 말에 이 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의 쇠퇴가 급격히 진행1980

되었고 실업 소득감소 그리고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를 겪게 된다, . 

년대 초에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협조로 지역재생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1990

데 기존의 물리적 개발 위주의 방식이 아닌 지역 주민의 참여와 생태적으로도 

건전한 지역재생 방식이었다 문화와 예술 환경과 생태 경제와 산업을 통합한 . , , 

낙후 지역의 재생방법으로 기존 산업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그 역사성

을 가지고 있는 단지의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를 구축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며 과거의 산업시설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했다 이에 . 

의 시행 주체는 시민과 민간기업 지역단체와 자치조합 등 다IBA Emscher park , 

양한 주체들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을 유도했다 엠셔파크의 프로젝트 중 . 

가장 대표로 뽑히는 는 철광소라는 육중한 철제구Duisburg-nord landscape park

조물을 활용하여 밤에 야간 레이져와 화려한 조명으로 방문객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익스트림 스포츠를 접목시켜 단순한 언덕이나 산

이 아닌 거대한 산업시설을 오르고 내리는 레져시설이 되었다 지역 주민의 참. 

여를 통해서 공연과 영화 상영을 하는 등의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엠셔파크의 조성과정은 년 에센에 있었던 철강회사들이 산업이 변화함에 1988

따라 시설 폐쇄를 결정하면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폐쇄가 결정됨에 따라 . 

년 이미 이 지역의 재생 필요성을 인식하여 엠셔파크 공사1987 IBA 7)가 조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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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엠셔파크 공사는 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 학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 IBA , , ,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했다 주된 문제는 지역의 산업. 

창출과 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교육 지원 시설 확충 훼손된 환경복원 등이 있, , 

었다 엠셔파크 공사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마스. IBA 

터플래너로서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등 조정 및 지원만을 수행했다 현재 이 네. 

트워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엠셔파크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다신명훈( , 2015).

구분 내용

이미지

자료 홈페이지: IBA Emscher park (https://www.open-iba.de 년 월 일 검색/, 2019 4 1 )

표 [ 2-7 엠셔파크 이미지] IBA 

도자기 제조공장에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나고야 노리타케 숲 공원은 도자

기 업체인 노리타케사가 가지고 있는 공장터를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다 다만 . 

이 사례의 경우 산업발전으로 인한 쇠퇴가 아닌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의 큐슈 스리랑카 필리핀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전 적지를 활, , 

용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홍보의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과거에는 인근 지. 

역주민들에게 제조공장으로서 발생하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쳤으나 사

7) 년 으로 시작하여 년  1987 ZIM((Zukunftsinitiative Montanindustrie der Region Nordrhein-Westfalen) 1989
이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지역 미래 이니셔티브으로 조직명 개명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은 - . ZIN
개별지역 협의회로 구성되어있는데 향후 모범적인 사례가 될만한 성과를 낸다 주정부는 인근 지역의 . 
통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엠셔파크 공사를 설립한다 이후 년부터 년까지 쇠퇴도IBA . 1989 1999
시 곳뒤스부르크 오버하우젠 뮐하임 보트롭 에센 글라트벡 보쿰 겔젠키르헨 레클링 하우젠17 ( , , , , , , , , , 
헤르네 헤르텐 가스트랍라우셀 발트롭 뤼넨 도르트문트 카멘 베르크카멘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 , , , , , , )
행하였고 이 사업이 시행된 현재 대상지가 엠셔파크다`IB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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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거쳐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고자 하는 가치를 높

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곳은 나고야 중심부에 위치해있어 상업공간으로 조. 

성할 경우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나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기념관을 세웠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구분 내용

이미지

자료 노리타케 숲 공원 홈페이지 년 월 일 검색: (https://www.noritake.co.jp/, 2019 4 1 )

표 [ 2-8 노리타케 숲 공원 이미지] 

그 외에도 과거 발전소 시설을 개조하여 전시관으로 재탄생한 런던의 테이

트 모던 미술관의 경우 발전시설의 폐쇄 이후 방치되어온 구조물이었다 과거 . 

산업혁명 시절에 에너지를 공급했던 화력발전소가 이제는 런던의 문화를 공급

하는 미술관으로 개조되었다 오늘날 세계 현대미술을 주도하는 박물관 중 하. 

나로 꼽히며 구조적 특징을 잘 살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런던의 시가지 풍

경을 감상할 수 있는 등의 공간이 있다. 

구분 내용

이미지

자료 테이트 모던 홈페이지 년 월 일 검색: (https://www.tate.org.uk/, 2019 4 1 )

표 [ 2-9 테이트 모던 박물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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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해외사례는 라 빌레트 공원 이다 비록 산업시설이라(La villete park) . 

고 보기는 힘들지만 과거에 도축장으로 사용되었던 대규모시설을 공원화한 , 

사례이며 이를 통해 인근에 쇠퇴한 지역의 도시재생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선행사례로서 살펴볼 만하다 라 빌레뜨 공원 조성 이전에 인근 도시. 

공간은 쇠퇴한 지역이었다 이유는 세기 중반에 있었던 오스만 남작의 파리 . 19

개조계획에서 대규모 도살장 및 가축시장으로 계획되어 도시공간의 기능이 들

어섰으나 이내 발생한 급격한 산업의 변화로 당초 계획된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채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라 빌레뜨 공원은 파리 구 북동쪽에 위치. 19

하여 파리 도심부와 상당한 거리 센느강 까지 약 가 있고 주변에 앵커시( 5km)

설이 부족한 상태로 놓여 파리시민들에게 접근이 꺼려지는 곳이 었다. 8) 그러 

나 년 지스카르 데스텡 정부에 의해 라 빌레뜨 지역의 개발이 추진되기 1979

시작하였고 이후 년에 출범한 미테랑 정부의 정치 사회적 목적으로 라 1981 ·

빌레뜨 지역의 공원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조경진( , 1998).

구분 내용

이미지

자료 홈페이지 년 월 일 검색: Things to do in paris (https://things-to-do.com/paris/things/, 2019 4 1 )

표 [ 2-10 라 빌레뜨 공원 이미지] 

국내에서 산업유산의 개념이 도입되는 시기인 년대 초반에 조성된 선유도공원2000

의 경우 기존시설이 갖는 가치를 혁신적으로 해석하여 장소의 기억과 흔적을 잘 살

8) 라 빌레트는 년 나폴레옹 세 집권 당시 오스만 남작의 파리 도시계획에 의해 가축 도살장으로  1867 3
계획된 곳이었다 도축업의 침체와 사회의 변화로 인근 지역의 쇠퇴가 일어나고 이내 년 프랑스 . 1974
정부에 의해 철거되기로 한다 위키백과사전 월 일 확인. ( , 2019, 4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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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공원으로 꼽힌다 과거에 정수장이었던 시설물과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새로. 

운 기능과 의미를 부여한 공원이다 공원의 디테일한 설계의 풀이도 고평가받고 있는. 

데 대형 파이프 철제 수로 정수 수조 등을 통해 놀이시설과 수경관 감상 시설 및 , , 

수생식물원을 조성하여 단순한 구조와 재료의 재활용 및 물질의 재순환의 수준이 아

닌 문화적 생태적 역사적 가치를 창조해낸 선구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 . 

년 개장한 마포문화비축기지는 과거 석유파동의 여파로 석유를 저장할 2017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었으나 노후화와 안전상의 이유 그리고 월드컵이라, 2002

는 메가 이벤트로 인해 폐쇄되어 약 년간 방치되었다 이후 년 아이디어 10 . 2013

공모를 통해 문화비축기지로 조성하고자 결정하고 석유탱크 속에서 여러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되고 외부공간은 공원화되었다 마포문화비. 

축기지의 경우 설계자의 과감한 시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이런 , 

시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최적의 안을 선택하기 위해 수차례의 공론과 과정

을 거쳤는데 이러한 심사과정이 고평가받고 있다 현재 탱크 내에서는 공연장. , 

강의실 기록관 카페 테리어 회의실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 서울시와 마포구 , , , ,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이다. 

년에 개장한 부천 아트벙커는 년에 조성된 쓰레기 소각장이었으나 2018 1995

안전상의 문제로 년 폐쇄되었다 이후 소각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들2010 . 

의 의견을 받아 년 문화관광부 주관 문화재생시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4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 운영 주체가 정해졌다 년간의 사업 진행 후 쓰레기 . 4

소각장이 리노베이션을 거쳐 특정한 기능으로 한정 짓지 않은 열린 플랫폼으

로써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조성되었다 이지연( , 2018). 

현재 공원화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 중인 있는 당인리 발전소는 국내 최초의 

화력발전소로 과거 도시화가 진행되기 이전인 년에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외1930

곽부에 있는 마포의 벌판에 지졌다 여기서 생산되는 에너지로 수도권의 조명과 . 

주민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년에 추가적인 발전소를 증설하며 국내 산업발전1969

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박병진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앞으로 마포구 (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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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대 거점 중 하나인 합정 섹터에 해당하며 주변에 있는 홍대 클럽거4

리와 연남동과 연계하여 한강 개발을 접목시킨 벨트의 중요 지역이다이광수U ( , 

이상 산업유산의 공원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 표 과 같다2016). 2-11 . 

국가 이름 구 시설 현재 시설
조성 

시기

독일 뒤스부르크 노드 파크 철광소 문화 복합 공간 및 공원 1994

일본 노리타케 숲 공원 도자기 제조공장 문화 복합 공간 및 공원 2001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 화력발전소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 2000

프랑스 라 빌레뜨 공원 도축장 문화 복합 공간 및 공원 1987

대한

민국

선유도 공원 정수장 문화 복합 공간 및 공원 2002

마포문화비축기지 석유 비축기지 문화 복합 공간 및 공원 2017

부천 아트벙커 쓰레기 소각장 문화 복합 공간 2018

당인리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문화 복합 공간 및 공원 조성중

표 [ 2-11 산업유산의 공원화 사례] 

폐선부지 공원화 사례2) 

폐선부지의 공원화 사례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조성된 프롬나드 플랑테

가 있다 과거 육교 형 철길에서 산책로로 조성된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 역. 

시 폐쇄된 낡은 철로였다 년 건설된 이 육교 형 철길은 바스티유와 뱅센. 1859

느 지역을 연결하는 철로로 이후 일부는 다른 노선에 통폐합되었으나 파리와 

뱅센 사이의 구간은 완전히 방치되었다 년부터 년간 방치상태로 놓여. 1969 11

있다가 년대 들어 재생사업의 시작으로 일부는 철거되어 극장과 같은 문1980

화시설로 조성되었고 차량기지를 비롯한 다른 철로는 공원녹지에 병합되거나 

산책로로 조성되었다. 

에 완공된 뉴욕 하이라인공원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폐선부지의 공원2011

화 사례로 꼽힌다 이 공원은 년에 철도운행이 완전히 중단된 폐선로였다. 1980 . 

이후 토지소유자들은 해당 부지의 개발을 원했으나 뉴욕의 환경문제와 더불어 

폐선로의 보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뉴욕시 차원에서 보전계획을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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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서 공원화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년 하이라인 폐선로의 산업. 1999

유산으로서의 가치보전과 향후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주장하는 단체 하

이라인 친구들 이 결성되었는데(The friends of high line) 9) 년에 , 2000 Design 

에 종합 계획을 요청하여 기초계획을 진행하게 된trust for public space(DTPS)

다 기초계획에서 공원화 확정된 이후 공원의 디자인은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 

되어 현재와 같은 하이라인공원이 조성되게 된다 강성중( , 2011). 

국내의 사례로는 경의선 숲길은 과거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철도에서 시민들

에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녹지로 재탄생한 공원이다 일본강점기에 신의주. ~

서울 부산을 이어주는 철도 노선의 일부로 지어진 경의선은 년에 용산선 ~ 2004

운행을 중단하고 공항철도 및 신 경의선을 건설함으로써 지상부의 철도길이 

유휴부지로 남게 되어 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의 협약으로 공원화되었다.10) 현 

재 경의선 숲길에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으며 다음 표 를 통해 숲길의 조2-12

성 이후 인근 상권의 매출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업종 구간 숲길 조성 전 숲길 조성 후 증가율

음식업 와우교 14,910 14,913 0.0%

소매업 와우교 32,807 38,340 16.9%

자료 원혁 의 에 있는 매출 증가율 표를 인용함: (2017) p56 .

표 [ 2-12 숲길 조성 전 후 주변 상권 매출 건 증가율] ·

경춘선 숲길은 년 월을 끝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춘선 폐선부지2010 12 2

가 숲길공원으로 조성한 사례다 경춘선은 일제강점기 년 우리 민족 자본. 1939

으로 만든 최초 철도시설로 철길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서울시는 이 철

길을 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년 월 단계 구간 년 월엔 단계 구3 2015 5 1 , 2016 11 2

9) 하이라인 공식 홈페이지 검색에 의하면 당시 하이라인의 공 (https://www.thehighline.org/, 2019/03/06 )
식 토지소유주인 이 구조물의 재사용을 위한 제안을 하는데 당시의 흉측한 몰골의 CSX Transportation
하이라인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느낌을 받은 와 가 비영리 단체로서 Joshua David Robert Hammond

을 설립했다고 설명한다‘Friends of the High Line’ . 

10) 경의선 숲길지기 홈페이지 검색 공원 정보를 인용함 (https://www.gyeonguiline.org/, 2019/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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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나머지 단계 구간은 년 월 개방했다, 3 2017 11 .11)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 

를 이어주는 철도로 폐선 이후 각 지자체 함안군 김해시 의 제안으로 기부채( , )

납을 통해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함안군의 경우 덕대리와 신산리 일. 

원의 철도 부지를 공원화하여 인접한 마을의 단절을 해소하고 주변 기업체 근

로자와 마을 주민의 커뮤니티 로드를 구축하고자 하고 김해시의 경우 진영리

와 본산리 일원을 공원화하여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및 방문

객에게 휴식 및 휴양시설 제공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하고자 한다 경원선의 경우 동두천시의 제안으로 송내동 일원 구간 철. 350m

도고가 하부의 토지를 공원화하여 주민들과 인근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휴게 쉼터 및 운동공간을 제공하여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11) 내 손안에 서울 검색 경춘선 숲길 소개 글을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115676, 2019/03/06 )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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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연구의 착안점3. 

본 계획의 대상지는 동해남부선 구 해운대역 폐선부지로 이론적 고찰에 의한 

산업유산의 범주에 다음 그림 와 같이 분류된다2-2 .

그림 [ 2-2 산업유산의 범주로서 대상지 분류] 

해운대역은 일본강점기 년에 조성되어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 위치에 (1934 ) 80

있고 해운대역이 지니는 역사적인 흔적과 이 장소에 깃들어있는 여러 해운대구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곳이다 대상지 인근 지역은 해운대역을 기준으로 남측지. 

역은 해운대해수욕장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 수요가 있으나 북측 지역은 지속적

인 노후화와 쇠퇴가 진행되었다 이는 새로 조성된 해운대역이 구 해운대역과 . 

해수욕장 사이에 위치하므로 관광객을 북측으로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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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폐선부지의 연결성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북측의 넓은 지역이 신 해운대역

과 해수욕장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잠재력이 있다. 

이상 언급한 과정과 특징들은 대부분 산업유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며 특

히 철도시설로 분류되는 산업유산은 특성상 대상지로 인해 비롯되는 단절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두 번째로 지난 세월 동안에 대상지에 쌓인 축. 

적의 시간을 어떻게 보전하여 공원화하였는지에 따라 앞서 언급한 산업유산의 

학술적 가치가 보존된다. 

본 계획는 산업유산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산업유산의 흥망성쇠를 단계로 3

구분하고 도입기 성숙기 쇠퇴기가 가지는 의미를 통해 대상지 분석의 틀을 마, , 

련했다 대상지 분석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연관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공. 

원화 사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안을 제시

하는데 목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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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대상지 분석3

절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1 . 

해운대역 폐선부지 활용방안1. 舊

년에 부산발전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로 구 해운대역에 대한 부산시의 2017

정책추진에 따라 대상지를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진행된 연

구이다 연구의 결과로 활용 방향은 총 가지로 구분되며 내용을 정리하면 표 . 5

과 같다3-1 .

활용 방향 내용

창조성

지역 단절을 경험한 주민들에게 창조적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

창조적 활동은 지역경제 주민 생활 환경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 , , , 

폐선부지의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음

주체성
주민참여를 통하여 필요한 시설과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의 -

관리 운영의 지속가능성도 주민참여를 통하여 확보함·

지속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소비 유통 생산이 지속적으로 연계 또는 공공적인 - , ,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상징성

해운대와 해운대 주민을 대표하고 알릴 수 있는 해운대 고유자원인 -

해수욕장 바다 과 연계되어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으로 차별화된 경쟁력 ( )

확보를 위한 활용방안 모색

복합성

지역의 경제 환경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되어 시너지 - , , , , 

효과를 발휘하며 해운대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

자료 이상국 외: (2017)

표 [ 3-1 해운대역 폐선부지 활용방향] 舊

이러한 가지 방향을 바탕으로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첫 번째 목표는 시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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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 

로컬푸드 축제 전시와 같은 사업이 창업되어 발전되는 공공 공간의 성격으로 , , 

부여하는 것이다 최종 조성 안은 총 가지이며 각각 안은 표 와 같다. 3 3-2 . 

대안 내용

I

공간배치 문화공간Forest Park + + Forest Park【 】 【 】 【 】

조성안

II

공간배치 문화공간Agri Park + + Forest Park【 】 【 】 【 】

조성안

III

공간배치 문화 복합공간Agri Park + & + Forest Park【 】 【 】 【 】

조성안

자료 이상국 외: (2017)

표 [ 3-2 해운대역 폐선부지 배치 방안 ] 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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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간개발을 희망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원화를 강하게 주

장하고 있는 부산시의 의견을 적절하게 조율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년 대상지의 소유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상지를 상업시설로 개발하기 2017

위한 양해각서를 부산시청과 채결했으나 당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리지 않

고 채결을 진행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년 새로 부임한 부산. 2018

시장과 해운대구 주민의 공원화에 대한 강한 의미로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

이며 이미 공원화 검토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치는 등 공원화 사업에 대한 윤

각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유주는 구 해운대역이 속해있었던 동해. 

남부선의 대부분의 노선을 이미 공원화했으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성이 매우 높아 공원화에 대한 강한 반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공원화를 위한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공의 영역이 걸쳐진 현 . 

대상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이해절충 방안2. 

민간공원 추진방법1) 

과거 도시공원의 확보를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도시계획시

설로 지정했는데 이 토지에는 개인의 사유지도 포함되었다 이에 도시공원으. 

로 지정된 토지는 공원 조성 이외의 목적으로 개발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하지만 년 월에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1999 10 ‘

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도시계획법 조 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도시계’ (4 ) . 

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로 녹지‘ ’ , 

학교 공원 도로 등을 말하는데 이에 따라 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 , 20

은 년 월 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도시공원 2020 6 30 . 

일몰제라고 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년 도시공원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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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해당 공원관리’

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원 부지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수익시설의 설치

를 허락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21 2 1

항의 내용으로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 공원면적의 이상 기부( 70% 

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로서 다음 기준) 12)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ㆍ주거지(

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하여 공원녹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공원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는 도시공

원이 대부분이며 도시공원법에서 민간공원 추진방법에 대한 조항을 제정할 당

시에 고시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적용하는 기준을 설정한 취지와 이유를 명

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어 민간공원법을 적용할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유미 는 민간공원법의 적용 범위를 선정하는데 첫 번째 지표로 미집(2014)

행 시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근린공원 두 번째 지표로 민간공원, 

법 적용이 가능한 공원 유형 산지 연접형 산림형 평지형 근린공원 을 제시하( , , )

였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공원의 개념을 도시공원의 확보를 위해 공원화되어야 하

지만 소유권자의 문제와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공공의 재원으로 공원으로 

조성이 불가능할 때 토지소유권자가 수익시설 설치를 허가받기 위해서 일정규

모의 토지를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여 조성되는 공원으로 정의한다. 

현재 미집행 근린공원은 공공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도시문

제이므로 민간 자본의 투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도시공원법 . 

제 조의 는 공공이 공원을 조성한다는 전제하에 제정된 법률로 공공의 입장21 2

12)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1. 5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2. 
비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      3. (
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로 한정한다일 것    )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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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정된 조항이다 그러나 민간의 . 

경우 공원 조성 이후 경제적 이익 창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비한 현시점

에서 현행법은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기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투자를 위한 합리적 제도가 필요하며 동시에 공공의 입장에서 민

간공원 조성을 위한 합리적 제도가 필요하다. 

그림 [ 3-1 민간공원 추진방법] 

녹지 활용계약2) 

과거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여 국토의 소유에 대한 법적 제한을 통해 공공

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점차 개인의 재산권이 확립되면서 . 

공원녹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주들과 공공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 및 녹

지의 면적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림 [ 3-2 녹지 활용계약] 



- 40 -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항이 마련되었다 이 조항12 1 . 

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

역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도시민들을 위한 공원녹지 확. 

충을 위해 제도화한 취지는 좋으나 현재까지 녹지 활용계약을 통해 조성된 실

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김민수( , 2008).

개발권 양도제3) (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특정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그 가치

에 따른 손실을 다른 지역의 개발권으로 대치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정전( , 

2005). 

그림 [ 3-3 개발권 양도제] 

즉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면서 발생하는 소유주의 손실

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개발권을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해 보전이 필요한 지

역에 개발권을 부여해 개발압력이 높거나 필요한 지역에서 허용밀도를 초과한 

개발을 허용해주는 개념이다 서순탁 외 영미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 , 2010). 

은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권이 묶여있는 권리로 각각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 , 

하여 권한을 분리할 수 있다 채미옥 대륙법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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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법률에서는 토지소유권을 개발권과 분리하는 것에 대해 위헌논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엄격한 규제를 받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평가가 큰 차이를 

넣을 수 있다는 위험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 

현행 법률에서 용적률 거래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협의로써 용적

률 거래제도인 결합개발제도가 있다. 

결합개발제도4) (CRP: Conjoint renewal program)

결합개발제도는 소규모 불량주택지로 슬럼화되고 있는 구릉지 지역을 비교

적 개발이 용이한 역세권 지역과 하나의 단지개념으로 묶어 개발하는 제도다

박병욱 외( , 2012).

그림 [ 3-4 결합개발제도] 

현재 구역별 사업시행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격된 개의 다른 필지를 하나2

의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으로 일례를 들어 자연환경과 역

사환경의 보존을 위해 저층 저밀도 개발을 하는 대신 수익이 높게 예상되는 ·

지역에서 사업의 개발 규모를 한계치 이상으로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 

박병욱 외 는 실제로 결합개발제도로 인해 구릉지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2012)

역세권 지역에 과도한 용적률을 제공해주는 사례를 확인하여 오히려 주거지역

과 역세권 지역의 도시환경에 대한 검토나 고려가 부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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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3. 2030 

대상지를 포함하여 약 의 부지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공원 계232,431 ‘ ’㎡

획이 잡혀있다 구간은 해운대 올림픽교차로 동부산 관광단지 일원으로 해. ~ 

운대 달맞이길을 따라 동해안에 접한 철도부지다 대상지는 풍부한 녹지를 활. 

용하여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와 폐선부지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으

며 다양한 문화시설과 인접해 있어 유기적인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명품공원

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에 동해남부선이었던 부지 가운데 공원화된 . 

곳은 동백역 해운대역 해운대역 송정역 사이의 철길이 산책로로 조성되었으~ , ~

며 해운대역 송정역 사이의 철길 일부는 달맞이 레일파크로 조성되었다~ . 

대상지의 경우 해운대역 광장녹화사업 으로 계획이 잡혀있으며 본 계획‘ ’

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그림 [ 3-5 부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해운대역 광장녹화사업 계획구상 안] 2030 ( )

이 계획안은 기본적으로 산책로로 조성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와의 연결

성과 연속성을 보완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지적으로는 해운대. 

역과 구남로 사이에 입체보행교를 설치함으로써 해운대해수욕장의 방문객이 

자주 이용하는 구남로와의 연결성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다만 . 

제작 당시에 해리단길 상업지구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았다 이 점을 참. 

고하여 해운대해수욕장으로부터 오는 보행 동선을 해운대역이 아닌 해운대

역 북측 주거지역까지 연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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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제 및 법규 검토4. 

규제 검토1) 

대상지는 총 개의 필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용도지역은 기타교통광장 일반14 , 

상업지구로 묶여있다 정거장 부지는 원래 철도용지였으나 높은 개발압력으로 . 

일반상업지구로 변경되었다 일부 필지는 중심지 미관지구에 속해있어 건축규. 

제를 받고 있다 현재 대상지 내 필지들이 속한 용도지역 지구를 정리하면 다. 

음 표 과 같다3-3 .

용도지역 

지구
내용

기타

교통

광장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장 제 절 · · 3 1「

제 조50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 

철도역 앞에 설치할 것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2)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할 것 (3) 

해당필지: 524-1

일반

상업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장 제 절 제 조4 2 30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건축규제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폐차장 묘지관련  - ( , , , , 

시설 자원순환시설 단독주택 수련시설 공장 군사시설 야영장  , , , , , )

건폐율 이하 - 80% 

용적율 이상 이하 - 300% 1300% 

해당필지: 552-21, 592-1305, 552-2, 1139-245, 524-1205, 524-17, 524-14, 

         524-16, 1164-405, 1164-105, 505-5, 675-1, 504-1

중심지

미관

지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 장 제 절 제 조 6 3 35 」

건축규제탑상형이 아닌 건축물 장의사 폐품류 취급 건물 골프연습장 공장 - ( , , , , ,  

창고 자동차관련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군사시설  , , , , , 

발전시설 묘지시설 장례식장  , , )

해당필지: 592-1305, 552-2, 1139-245, 524-1205, 524-1, 524-17, 524-14

표 [ 3-3 대상지 내 필지 용도지역지구 개요 및 규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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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6 대상지 인근 용도지역 지구 및 필지분포 현황] 

법규 검토2) 

대상지는 총면적 로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의해 도보권 32,499㎡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도보권 근린공원은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 

자를 주 대상으로 고려하여 조성되는 공원으로 유치 거리는 약 이고 1,000m 

규모는 이상이다 따라서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이하 30,000 . 40% ㎡ 

및 녹지율 이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60% (

시행규칙 제 조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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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대상지 분석2 . 

일반1. 

대상지 개요1) 

부지의 소유주는 국토교통부이며 관리권한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철

도시설공단에 있다 대상지는 역사부지 정거장부지 와 그 밖. 4,631 , 25,391㎡ ㎡

에 국가기관 소유의 필지를 포함한 해운대구 우동 일원 이다524-16 (32,499 ) . ㎡

그림 [ 3-7 대상지 개요 및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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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입지2) 

대상지를 기준으로 도보권에 해당하는 거리 내(1.0km) 13)에는 해운대해수욕장

이 있었고 그 경로에 많은 상업시설이 있다 자연환경 요소로는 봉내산 해발고. (

도 이 있고 등산하는데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약 분이다145m) 10~20 .14) 북 

측으로는 주거단지가 조밀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이 

지역의 공원녹지 접근성은 매우 떨어진다 그밖에 교통시설로는 부산도시철도 . 

호선 중동역 동백역이 있고 교육시설로는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해운대고등2 , , 

학교 해동초등학교 등 유치원까지 포함하여 곳이 있다 노인복지시설로는 , 14 . 

해운대 운촌 노인정 우동경로당 등 곳이 있다 행정시설로는 해운대구청 우, 13 . , 

동 주민센터가 있다1 .

그림 [ 3-8 대상지 광역입지 현황]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설치기준에서 도보권 근린공원의 유치 거리를 천미 30 ` ` 1「 」 
터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년 월 일 법제처 검색 따라서 본 연구도 대상지를 공원화하기 때문.(2019 4 8 ) 
에 도보권을 정의하는 데 있어 유치 거리 로 정의하고자 한다1.0km . 

14) 카카오맵 경로검색으로 조사하였고 봉대산 정상을 기준으로 동측과 서측은 분 남측으로부터는 약  10 , 
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 월 일 검색20 . (https://map.kakao.com/, 2019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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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에 조성된 도시공원은 문화공원 개소 수변공원 개소로 주제공원1 , 1

이 총 개소 있으며 소공원 개소 어린이공원 개소 근린공원 개소로 생2 10 , 42 , 19

활권 공원이 개소가 있다71 . 

그림 [ 3-9 대상지 인근 도시공원 분포현황] 

이중 대다수가 좌동이나 벡스코 측 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운대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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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개의 도시공원이 있다 우 동에 계획된 도시공원 중 개소가 미집행공6 . 1 2

원이며 근린공원 개소 동백공원과 해운대공원 는 해운대해수욕장에 인접하고 2 ( )

있어 도시공원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주민들에게 복리시설로서 역할을 한다

기보다 관광지 역할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실제로 도시공원으로서 작용하는 . 

공원은 소공원과 운촌어린이공원 총 개소다2 . 

해운대 우 동 일대의 중심에 있는 해운대역은 미집행공원이 집행된다면 북1

측과 남측의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러나 그마저 도시공원일몰. 

제로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이며 해운대구 측에서도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황으로 공원이 조성되기 위한 희망의 빛 한줄기마저 점

차 사라지고 있다.

대상지가 공원화된다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도시공원법에서 제시

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분류와 기능을 통해 선정하고자 한다 도시공원법에 따. 

라 분류되는 도시공원은 다음 표 와 같다3-4 . 

해운대구 우 동 일대에 근린공원 개소 동백공원 해운대공원 어린이공원 1 2 ( , ), 

개소 운봉어린이공원 소공원 개소 이름없음1 ( ), 1 ( 15) 가 있고 이중 근린공원 개소) 2

가 일대 중심이 아닌 해수욕장에 있어 생활권 공원의 역할보다 관광지로서 역

할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생활권 공원은 유치 거리가 로 대부분 주거시. 500M

설이 북측에 있는 우 동의 특성상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낮다 따라서 대상1 . 

지는 도보권 근린공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원으로 계획하여 우 동을 비롯하1

여 인근 좌동 및 중동의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공원녹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15) 년에 조성되어 아직 이름이 지어지지 않음출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공원 정보  2018 (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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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능
최소

규모

유치

거리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 관리하는 공원·
- -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

생활권 

근린공원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10,000㎡ 이하500m

도보권 

근린공원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30,000㎡ 이하1,000m

지역권 

근린공원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100,000㎡

제한

없음광역권 

근린공원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1,000,000㎡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1,500㎡ 이하250m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제한 없음

주제공원 생활권 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100,000㎡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10,000㎡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10,000㎡

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를 바탕으로 표 작성: 15

표 [ 3-4 도시공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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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역사 및 개발 과정3) 

대상지 인근 지역은 크게 개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4 . 

신라 시대부터 온천과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관광지였다 해운 이란 지명 . ‘ ’

역시 이러한 배경으로 얻게 되었는데 신라 말 최치원 의 자가 ( , 857~?)崔致遠

해운 이라서 그가 머문 곳이라 하여 해운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 . 海雲

한국지명유래집 경상 편 신증동국여지승람( . p68, 2011) 「 」에서 해운대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해운대는 현의 동쪽 리에 있다 산의 절벽이 바닷속에 빠져 있어 그 “ 18 . 

형상이 누에의 머리와 같으며 그 위에는 온통 동백나무와 두충나무 소나무, , , 

전나무 등으로 싱싱하고 푸르러 사철 한결같다 남쪽으로는 대마도가 아주 . 

가깝게 보인다 신라 때 최치원이 일찍이 대를 쌓고 놀았다고 한다. .”

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해 인근 식생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이미지

설명 동백섬 바위에 새겨진 해운대‘ ’ 관동 경상도 지도 의 해운대 일대( )「 」

자료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년 월 일 검색(https://http://www.haeundae.go.kr/, 2019 4 1 ) 한국지명유래집 경상 편, 

표 [ 3-5 최치원이 방문 당시 새긴 해운대 글자와 관동지도의 해운대구 일대] 

대상지가 위치한 곳의 행정구역 명칭은 우동 인데 이는 과거에 대상지( )右洞

과 해운대해수욕장 사이에 흐르던 춘천천16)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곳을 

16) 대상지 북측 방향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장산에서 발원하여 장산 계곡을 통해 좌동으로 유입 3.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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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으로 왼쪽에 있는 곳을 좌동으로 불렀다고 한다 부산지명총람 제 권( 3 . 

표 를 통해 춘천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에 막 토p234, 1997).  3-6

지구획정리사업을 끝마친 상태의 대상지 인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대. , 

상지 항공사진을 보면 대상지 북측 지역으로부터 해운대해수욕장의 경로가 가

로막혀있으며 기차역을 관통하여 다닐 수 없게 조성된 모습으로 인해 동선의 

단절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이미지

설명 대상지 항공사진 해운대해수욕장 항공사진

자료 해운대구 미디어센터 역사관 년 월 일 검색: (https://www.humedia.kr/bbs/ 2019 4 5 )

표 [ 3-6 년대 초 대상지 및 인근 항공사진] 1970

대상지 일대의 항공사진을 정리하면 다음 표 과 같다 이를 통해 일제강3-7 . 

점기 및 해방직후에 대상지 인근이 전체적으로는 농지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구역의 경우 과거부터 온천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온천을 중심. D

으로 마을지구가 형성되었다 년 해운대역이 운행과 함께 접근성이 좋아. 1934

지면서 온천과 해운대해수욕장이 주는 어메니티가 어우러지며 관광지로 발달

되었다.17) 

하고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사장 뒤를 따라 남해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년대 초에 실시한 도로현 . 1970 (
해운대하변로조성사업으로인해 복개천이 되었다) .

17) 구 해운대역이 위치한 동해남부선은 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동해안의 석탄 목재와 같은 자원을  1918 , 
부산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조성되었다 따라서 동해남부선의 조성은 대상지 일대의 단절의 효과를 불. 
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과거부터 유명했던 해운대 온천마을과 해수욕장으로의 접근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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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항공사진1947 년도 항공사진1972

년도 항공사진1989 년도 항공사진2015

자료 부산시청 홈페이지 : (http://www.busan.go.kr/)

표 [ 3-7 해운대역 인근 과거 항공사진] 

년대 후반기 이후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된 1960

구역에 개발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교통접근성과 관광요소를 두루 갖춘 C D

구역도 조밀하게 개발되었다 반면 해운대역 북측에 위치한 구역은 . A, B 1970

년대에도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건축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개발 

수요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년대 말에 들어 비로소 조밀하게 마을. 1980

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상지 인근이 주로 관광지로서 개발되. 

었으며 관광객의 주요 동선은 해운대역 구 온천마을 해운대해수욕장이기 때~ , 

시키기 위해서 동해남부선에 해운대역을 조성하였으나 이 역시 남측으로 향하는 출입구만 조성하여 
북측과 남측의 연결성이 단절된 체로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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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상지의 남측에 비해서 북측이 상대적으로 쇠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지 남측에 있는 부산 도시철도 호선 해운대역이 조성되고 인근 관. 2

광지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었으나 해운대역이 가로막고 있어 북측의 

개발여건이 열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지 주변의 큰 도로정비 사업들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과 같다 대상지 남측을 기점으로 해운대 해변로까지 이르는 구남로를 대3-10 . 

상으로 총 차례에 걸친 거리정비 공사 차례와 거리 경관 관리사업 차례가 2 2 1

이루어졌다 구남로는 현재 보행 친화적으로 조성된 광장으로 해운대해수욕장. 

에 많은 방문객을 대상지로 이끌어 들이는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보행로

다 구남로는 년대에 진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거리로 지난 . 1970

년간 해운대의 주요 교통수단인 해운대역과 해운대해수욕장을 이어주는 주50

요 동선이다. 

그림 [ 3-10 구남로 거리 관련 사업 연표] 

첫 번째 공사는 도로 확장공사였는데 기존 구남로는 왕복 차선 도로였다2 . 

점차 해운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설치되었으며 도

로확장을 하는 데 있어 일부 필지와 건물의 매입과정이 수반되었다 보상비와 . 

공사비 등 총 억 원의 규모로 진행된 공사로 년부터 일대를 관광특구 400 1994

명물 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됐으며 년에 완공되었다2012 .18)

두 번째 공사는 보행환경조성 공모를 통해 진행된 공사다 왕복 차선으로 . 4

확장된 도로를 왕복 차선으로 축소 및 분할하고 중앙에 보행광장을 조성한 2

공사로 개요는 다음 표 와 같다 중앙광장은 해운대역 방향 끝부분과 해운3-5 . 

18) 조정호기자 해운대해수욕장 구남로 년 만에 확장 완공 연합신문 인용 . “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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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수욕장 방향 끝부분에 있는 개의 회차로 폭 를 제외하고 전체 구간의 2 ( 7m)

폭이 약 규모로 조성되었다 차로가 양쪽에 차선씩 있으나 유사시 차량15m . 1

이 통제되어 행사가 진행되는 등 유동적인 규제를 통해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그밖에도 년 전신주 지중화 사업과 같은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 2014

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다.19) 

구분 내용

이미지

설명 구남로 공사 구간 Keymap 공사 전 공사 후

표 [ 3-8 구남로 확장공사 개요] 

이 사업으로 조성된 거리에서 다양한 행사 및 버스킹행사가 진행되고 있으

며 해운대를 찾는 방문객의 문화적 니즈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 현황4) 

대상지 내 필지는 대부분 공공기관인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공, , 

사 등의 소유로 조사되었다 북측에 떨어져 있는 대상지의 경우 공원화로 인. 

해 발생하는 동선을 이어주고 또한 공원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

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현재 민간 소유로 되어있지만 추후 공원. 

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시설을 유치시킬 수 있도

19) 년 월 한국전력공사 텔레콤주 등의 기업협력체와 해운대구가 각각 씩 총 억 만원 2013 9 , SK ( ) 50% 2 5500
의 예산을 들여 전선 및 케이블 지중화사업을 진행했다 출처 제갈수만기자 해운대 구남로 거리경.( “
관 저해 전선지중화사업 완료 중앙일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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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필지별 특성분석과 소유주 분석을 위해 대상. 

지의 필지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와 같다 해운대 고속주식회사의 경3-5 . 

우 한국철도공사지만 버스터미널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와 임대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다 년에 계약하여 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기로 되어있으며 . 2016 5

년에 재계약이 예정되어있고 년 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2021 2026

다.20) 따라서 우동 필지는 년 이후에 대상지와 연계된 커뮤니티  592-23 2026

시설로 이용될 곳이다 우동 필지는 과거 일제 강점기부터 있. 524-12, 1139-24

었던 길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많지 않았을 때는 해운대역에 울타. 

리가 없었는데 당시에 이용되었던 길이다 이후 안전상의 이유로 해운대역사. 

에 울타리가 만들어지면서 사라졌다 우동 필지 남측에 있는 슬레이트 . 552-2

지붕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소유의 필지 위에 축조된 주거형 건물로 건축물

대장이 등록되어있지 않다 이는 한국전쟁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법적인 . 

절차를 밟지 않고 철도 인근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21)

그림 대상지 내 필지 현황[ 3-5] 

동해남부선이 운영할 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시멘트벽돌로 조성된 울타리가 대상

지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운영이 종료되고 일대가 유휴지가 된 이후로 대상지를 기준. 

20) 한국철도공사 사무영업팀 하일국 주무관 전화인터뷰 년 월 일 오후 시 분 실시 (2019 4 4 4 28 )

21) 한국철도공사 영남지역본부 김선탁 주무관 전화인터뷰 년 월 일 오후 시 분 실시 (2019 5 23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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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북측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일부 공간을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다 대상지를 . 

기준으로 동측과 서측에 위치한 동해남부선 철길이 공원화됨에 따라 일부 구간의 울타

리를 해체하고 진입부를 마련하였다 대상지 남측에 조성된 오피스텔은 용적률 완화를 . 

위해 조성한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대상지와 접해있어 접근성이 높일 필요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북측지역에 있는 상업지구와 접해있는 공간은 대부분 울타리와 차폐 . 

식재대가 마련되어있는데 과거에 기차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와 공해를 완화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상업지구의 

경관을 막고 있어 이 식재대가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남. 

측 주유소 부지와 접해있는 곳에 있는 수목은 대부분 훼손되어 보식이 필요하다 대상. 

지 주변부 현황 사진을 정리하면 다음 표 와 과 같다3-9 3-10 .

Keymap

서측 진입부A 오피스텔 측면 경계부B 

오피스텔 공개공지 측면C 오피스텔 공개공지D 

표 [ 3-9 대상지 경계부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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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마을 텃밭E 차폐수목이 훼손된 주유소F 

해리단길 측면 경계부G 동남측 마을 텃밭H 

해리단길 측 차폐식재대I 동측 진입부J 

자료 작성자 직접 촬영 및 제작 : (2019.06)

표 [ 3-10 대상지 경계부 현황] 2

대상지가 철도 부지였기 때문에 경계부에는 대부분 차폐 수종인 독일가문비

나무 사철나무 향나무가 식재되어있고 전면부에는 경관 및 녹음 수종인 느티, , 

나무 은행나무 등이 있다 하지만 차폐목적으로 식재된 수목들이 이제는 경관, . 

을 가리고 있으므로 이식이 가능한 수종에 한하여 이식이 필요하고 동시에 공

원화되었을 경우 녹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하고가 충분한 수종으로 식재

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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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11 대상지 내 식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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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2. 

교통 및 주차시설1) 

대상지 인근의 교통시설 파악과 분석을 위해 현장답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와 같다3-12 . 

그림 [ 3-12 대상지 인근 주차 및 교통시설 분포현황] 

대상지를 기준으로 북측 지역의 필지와 건축물이 노후화와 이에 따라 부수

적으로 발생하는 주차문제를 예상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현황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 표 과 같다 대상지 북쪽 지역에 있는 대부분3-11 . 

의 건축물에 주차장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때문에 길가에 주차하고 있고 조성

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에 의해 조성된 곳이 아니므로 길의 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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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아 통행환경이 더욱 열악하다 해리단길로 방문객이 점차 늘고 있어 이들을 . 

수용할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이해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22)

Key map

북측 주차공간A, 1 북측 주차공간B, 2

북측 주차공간C, 3 북측 주거지역 주차난 현황D 

자료 작성자 직접 촬영 : (2019.05.26)

표 [ 3-11 대상지 인근 주차시설 현황] 

22) 대상지 인근 스 부동산중개 커피 등 점주들에 의하면 평일에 대상지 북측 거주민들이 자가용을  * , O*
타고 대상지 북측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뒤 해운대역으로 가서 출근하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이럴 경. 
우 해리단길 방문객들의 주차공간을 더 협소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어서 점주들과 주민 간에 갈등
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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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를 인근 교통시설은 버스와 지하철이 있으며 시외버스터미널23)이 대

상지와 인접한 곳에 있다. 

대상지 인근을 통과하는 버스는 총 개의 노선으로 일반 버스 개 급행22 14 , 

버스 개 마을버스 개 공항리무진 개 노선으로 구성되어있다 대상지 북측4 , 3 , 1 . 

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으로는 일반 버스 번이 유일했는데 첫차 및 막차 시간40

이 각각 으며 배차간격이 분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운행되고 있4:40 ~ 9:50 12

다 다만 이 버스노선은 북측으로 절반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 북측 지역에 . 

거주하는 사람들의 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 

시설도 남측은 성수기에 급증하는 방문객을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지

만 북측 지역은 대부분의 건축물이 주차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북측 주거단

지 곳곳에 노상 주차가 즐비하지만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주차시설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유휴지로 남아있는 대상지가 새로운 시설로 조성된다면 현재 대. 

상지 옆으로 노상 주차공간마저 사라지기 때문에 더 많은 주차난이 예상된다. 

23) 현재 이 시외버스터미널은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토지에 조성되어 있으며 계약을 통해 토지임대로  
민영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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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프로그램3. ·

축제 정기행사1) ·

현재 구남로를 비롯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많은 행사 및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대상지에 마련할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위해 이를 조사했다 조사. 

범위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이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정했다1.0km . 

그림 [ 3-13 대상지 인근 정기 축제 현황  ] 

대상지 인근에서 총 개의 축제 및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 9 . 

중 개의 축제가 구남로에서 진행되고 개가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진3 5

행되며 크리스마스 축제는 구남로 및 해운대해수욕장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

다 특징적인 점은 구남로에서 진행되는 축제 및 행사는 주로 가을 겨울 시즌. ~

에 진행되었으며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가을 시즌에만 축제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구남로에서는 거리예술가들이 비정기적으로 행위예술활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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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주 다른 예술가들이 공연하며 가을부터 봄 시즌까지 

집중적으로 찾아온다고 조사되었다. 

북측 상업지구 해리단길2) ( )

해운대역은 폐선 이후 년간 유휴지로 남아있었다 이후 년 대상지를 4 . 2017

가로질러 다닐 수 있게 된 뒤로 북측 지역에 상권 해리단길 이 형성되기 시작( )

했다 아직 공공의 지원 없이 상점의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등 점주들이 주. 

도해서 상권형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점주들 간의 소통과 친목 활동을 위해. 

서 해리단길 발전 협의회를 막 조직하기 시작했다.24)  

해리단길 발전 협의회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갈등과 사회 문제에 

협의롤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결성된 단체이다 주요 구성원은 해리단. 

길에 있는 상업시설 점주와 건물주다 이들은 발전기금을 모아 상권활성화와 . 

상생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는 해리단길 범위내에 있는 

보행로에 벽화를 통해 환경미화용역을 하고자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발생해도 임대료의 상한선을 현재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수준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리단길. 

에서 근무하는 점주들은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과 협의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현재 해리단길에 . 

있는 모든 점주가 가입한 상태는 아니며 협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점주도 있었다.25) 

이는 비록 공원화 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지만 공원화로 인해 발생할 ,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과 이로 인해 직 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점주들을 위해 ·

24) 해운대구 우동 우리동네복덕방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님이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중이 532-8 ( ) 
다 년 월 일 인터뷰 실시. (2019 3 19 )

25) 대다수의 부산시민은 정서상 앞으로 예상될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여 대응하기보다는 개인단위로 행 
동하는 것을 선호하며 당장의 할 일을 묵묵히 하는 편이다 년 월 일 해운대구 우동 . (2019 3 19 532-15 
버거샵 실장님 인터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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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그림 에서 현재 친목 관계가 . 3-14

있는 점주들을 파악하고 일차적으로 협의회 가입 필요성을 알리고 장려하고 

다음으로 선진사례를 통한 교육 및 정보전달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 3-14 해리단길 상업시설 현황분석] 

북측 상업지구 해리단길 의 등장으로 이 지역의 건축물 외관과 거리에 변화( )

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와 같다 특히 대상지와 접해3-12 . 

있는 상업시설의 경우 전면부가 년 월 기준 과거에 담장이나 쇠문과 같2018 1

은 폐쇄적인 요소가 주를 이루었다면 년 월 기준 현재는 유리창이나 벽 2019 6

테이블과 같이 개방적인 요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한 전면부 입면 분. 

석을 통해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대상지 인접부의 계획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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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년 월 건축물 입면 로드뷰를 기반으로 작성 : 2018 1 Daum 

표 [ 3-12 해리단길 건축물 중 대상지 접해있는 입면 변화 분석] 



- 66 -

건축물3) 

대상지 일대의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그림 와 같다3-15 . 

그림 [ 3-15 대상지 인근 건축물 용도 현황] 

대상지 일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대상지를 기준으로 남

측 건축물 전체가 상업용도이며 지역의 시설이 대부분 상업을 집중적으로 고

려하여 조성되었다 반대로 대상지 북측은 준주거 및 제 종 일반주거지이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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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가정집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준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 

상업시설이 조성되고 있어 이들과 거주민을 고려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상지 일대의 건축물의 노후도는 다음 그림 과 같다3-16 . 

그림 [ 3-16 대상지 인근 건축물 노후도 현황] 

남측은 개발압력이 높은 곳으로 대부분 년이 채 되지 않은 건축물들로 구10

성되어있다 반면 북측 건축물들은 대부분 년 이상의 노후화가 진행되었다. 30 . 

다만 대상지와 가까운 지역을 기점으로 점차 새로운 건축물이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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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접근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준주거지역으로서 상업시설의 조성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 조성되고 있. 

는 상업시설을 고려한 공간이 필요하다. 

대상지 주변에 있는 건축물 높이는 다음 그림 과 같다3-17 . 

그림 [ 3-17 대상지 인근 건축물 높이] 

조사 결과 지나치게 높은 건축물들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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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다만 구남로를 통한 시야는 해운대 바다까지 보일 수 있어서 이 축을 . 

기준으로 다수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과의 연결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주변 경관 4) 

대상지 주변으로 높은 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것을 파악했으므로 대상지에서 

주위를 바라본다면 실제로 어떤 경관이 보이는지 실태조사를 했다 현황 모습. 

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과 같다 그 결과 남측은 높은 유동인구와 높은 3-13 . 

관광수요로 인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초고층 건물이 많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런 고도로 인해 경관을 해치고 있지만 기회 요소로 . , 

이러한 높은 용적률을 허가받기 위해 필지별로 조성한 공개공지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대상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북측에 조성되. 

고 있는 상업지구 해리단길 와 대상지 사이에 있는 경계부에 수목들이 식재되( )

어있다 과거에 대상지가 철도시설이었기 때문에 조성된 차폐 식재대이지만 . 

이제는 오히려 경관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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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맵

대상지 북측 해리단길 전경A 대상지 서측 전경B 

남측 시타딘 호텔 층C, (45 ) 남측 동원아파트 층D, (45 ) 남측 오피스텔 층E, (38 )

북측 해리단길 전경F, 동측 진입부 전경G, 

표 [ 3-13 대상지 내에서 바라본 주변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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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화 커뮤니티 시설 분포5) · ·

대상지 인근의 교육시설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우 동을 기준으로 조사하였1

고 결과는 다음 표 와 같다 교육시설 집계는 는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3-14 . 14

개의 교육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우 동에 있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은 . 1

총 명으로 고등학생 명 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유치원생 5,523 2,867 , 1,249 , 905 , 

명 어린이 명으로 구성되어있다190 , 312 . 

시설명 재학생 수명( ) 시설명 재학생 수명( )

부산기계공고 904 해동초 439

해운대여고 773 해성유치원 120

해운대고 576 버드내유치원 70

해운대관광고 614 하늘 아이 어린이집 88

해운대여중 602 백조어린이집 128

해운대중 647 꿈사랑어린이집 73

해운대초 466 해운대 제일 선교어린이집 23

자료 네이버 포털사이트 검색 년 월 일 검색: (2019 4 6 )

표 [ 3-14 대상지 인근 교육시설 재학생 수] 

우 동에 있는 교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분포도는 다음 그림 과 같다1 3-18 . 

대부분의 교육시설은 대상지를 기준으로 북측에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도시. 

계획에 의해 조성된 단지가 아닌 난개발로 조성된 지역으로 도로체계가 쾌적

하지 못하며 중 교통수단이 있는 대상지 남측과의 연결성이 매우 열악하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이 통학 경로의 요충지에 있으며 폐선 이후 대상지의 출

입을 통제하여 많은 학생이 우회하여 다녔다.26) 따라서 대상지를 기준으로 북 

26) 대부분의 학생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니며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대상 
지 남측에 있어 등교 시 지각이 우려되어 대상지를 월담하여 다녔다 그 과정에서 선로에 발이 걸려 . 
넘어질 위험성도 많이 있었고 이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효과가 미비하여 선로를 
철거하여 넘어지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였다 이후 년 대상지 일부를 시민들에. 2017
게 개방하여 통과하도록 허락했다 구 해운대역 인근 우 복덕방공인중개사 사무소 윤 사장님 .( *** ( ) ** 
인터뷰 내용 년 월 일 실시. 2019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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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과 남측의 연결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림 [ 3-18 대상지 인근 교육 및 노인복지시설 분포현황 ]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총 개소가 있었고 이 시설을 하나로 이어줄 구심점 9

역할을 하는 시설이 필요한 실정을 파악할 수 있다. 

대상지 인근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영화관 및 도서 

관을 조사했고 추가적으로 주민들 및 방문객들이 커뮤니티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카페와 숙박업소를 조사했다 대상지 인근의 커뮤니티 및 문화시설 분. 

포는 다음 그림 와 같다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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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19 대상지 인근 커뮤니티 및 문화시설 분포현황] 

영화관 개소 도서관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개소 숙박업소 2 , ( ) 6 , 74

개소 카페 개소가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4 .27) 주민들이 주로 이용 

하는 시설로 예상되는 도서시설과 카페의 경우 대상지를 중심으로 고르게 분

포하고 있다 영화관의 경우 곳 모두가 교통 인프라가 좋은 대상지에 있다. 2 . 

다만 숙박업소의 곳 모두가 대상지를 기준으로 남측에 분포하고 있는데 향74

후 대상지를 통해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다면 북측 지역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27) 자료 카카오맵 검색 년 월 일 검색 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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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숙박업소가 조성될 수 있다 이는 곳 북측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도 . 

연계되며 숙박업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상권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만 대상지 북측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분위기를 보존하여 남. 

측지역과 차별화된 가로환경을 구축해야 가격 경쟁력을 비롯한 다른 방면에서 

서로 다른 매력을 갖는 유기적인 관광지 및 주거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

다. 

대상지 인근 커뮤니티 및 문화시설 분포 분석을 통해 대상지는 공원화 사업 

이후 북측 지역과 남측지역의 경계지점이자 완충할 수 있는 역할 및 통행과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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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4. 

거주인구1) 

대상지가 속해있는 인근 지역의 거주인구를 분석하기 위해 대상지의 법정 

행정구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 동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조사했다 인1 . 

구조사에 앞서 그림 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먼저 살피고자 한다3-20 . 

그림 [ 3-20 대상지 인근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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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를 기준으로 남측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부분 상업용도 지역으로 지정

되어있다 반면 북측과 동측에 있는 지역은 대부분 주거용도 지역 및 이를 지. 

원하는 시설로 구성되어있고 특히 북측의 지역은 일반주거지 및 준주거지역으

로 지정되어있다 이 지역을 지나 더 산으로 올라가면 학교가 있어서 학생들. 

의 등하교 거리가 되기도 하는 지역이다 비록 대상지가 주요 상업지의 외곽 . 

경계부에 있으나 인근에 주요 교통 노선이 있으며 연결성을 확보할 경우 남측

의 긍정적인 효과를 북측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부산시 빅데이터 포털 년 월 기준: (2018 11 )

표 [ 3-15 대상지 인근 지역 거주인구 속성] 

대상지가 속해있는 우 동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명으로 해운대구 1 2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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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인 명의 에 해당하며 전체 행정동이 개임을 고려하면 다409,566 5% 16

소 적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다.28) 연령별 거주인구를 해운대구와 비교하면 유 

아 및 청소년의 인구가 전체에 비해 적고 세의 청장년층과 세 이상 노20~39 60

년층의 인구가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 종사자2) 

대상지 인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통계는 다음 표 과 같다3-16 .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년 직장인구 수 : 2018

표 [ 3-16 대상지 인근 근로자 수 현황] 

28) 년 월을 기준으로 해운대구는 반여 동 송정동 우 동 제송 동 좌 동 중 동으로  2018 11 1~2 , , 1~3 , 1~2 , 1~4 , 1~2
총 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있다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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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명으로 전체  981

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부문에 부동산 및 임대업에 종사하고 25% . 

있는 근로자가 명으로 전체 를 차지하고 있어 부산시에서 부동산 및 임317 8%

대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와 비교해 많다2.6% .

다음으로 대상지가 위치한 행정구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 동과 부산광역1

시 전체를 기준으로 현재 산업체는 다음 표 과 같다3-17 .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년 직장인구 수: 2018

표 [ 3-17 대상지 인근 사업체 현황] 

분석결과 대상지 인근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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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상지가 관광지로 유명하기 . 

때문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많이 발달되었고 트랜드의 변화에 따

라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고 낡은 업종은 없어지는 것을 반복하여 이에 따른 

부동산 및 임대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상지 인근으로 많은 관광. 

객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며 동시에 관광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

자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계획이 필요하다.

부산도시철도 호선 해운대역 이용자3) 2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대부분 관광객이 자가용을 제외하고 방문할 수 있는 

수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지와 인접하고 있는 부산도시철도 . 

호선 해운대역의 이용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운대역의 시간대별 이용자2

를 알아보았고 내용은 다음 그림 과 같다3-21 . 

그림 [ 3-21 부산도시철도 호선 해운대역 시간대별 이용자 년 월 년 월 평균] 2 (18 9 ~ 19 3 )  

  

분석결과 월평균 승차 인원이 하차 인원보다 월평균 약 만명 이상 많고 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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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루 평균 명의 승차 인원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이는 출근 시간인 1000 . 

시 사이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통근자가 퇴근 시간인 시 사이에 퇴06~10 18~22

근하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으로 보이며 대상지가 관광수요가 많고 평소 관광

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관광객이 지하철을 통해 대상지를 찾지 않는

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챕터에서 우. 1

동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해운대역을 통해 방문하는 O-D

관광객을 위해서 해운대해수욕장 및 지역상업지구로의 접근성 향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행정도 유출 유입인구4) ·

대상지가 속해있는 우 동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지 1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방문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국가교통 에서 제. DB

공하는 행정동별 유출입인구를 활용하였고 우 동과 관련된 유출입 데이터를 1

정리하면 다음 표 와 같다3-18, 3-19 . 

자료 국가교통 년: DB 2017

표 [ 3-18 우 동 방문 수단 하루평균]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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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에서 우 동을 방문하는 수단은 부산시에서 우 동을 방문하는 수단1 1

과 비교했을 때 도보 자전거의 비율이 증가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줄/

어듦에도 불구하고 버스의 비율이 근소한 차이로 줄어들고 지하철의 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해운대구를 벗어난 부산지역에서 지하철을 통해 대

상지를 많이 방문하고 있다 해운대구를 제외한 부산시에서 우 동을 방문하는 . 1

수단과 부산을 제외한 전국에서 우 동을 방문하는 수단을 비교했을 때 출발지1

가 멀어진 수록 승용차와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나지만 철도 지하철을 , /

이용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표 [ 3-19 우 동 방문 목적 하루평균] 1 ( )

자료 국가교통 년 : DB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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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우 동을 찾는 목적은 부산과 비교했을 때 비가정기반 기타가 1 5%

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관광 및 여행과 같은 목적으로 대상지를 더 많

이 찾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운대구에서 우 동을 찾는 목적과 해운대. 1

구를 제외한 부산지역에서 우 동을 찾는 것을 비교했을 때 인근 지역에서 우1 1

동으로 출근 목적의 통근보다 쇼핑이나 여가를 위해 방문하는 수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운대구를 벗어나지 않는 지역에서 찾는 방문. 

객이 쇼핑이나 여가를 위해 우 동으로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1 . 

로 부산을 제외한 전국지역에서 우 동으로 방문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가정기1

반 및 비가정기반 기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더 높으므로 대부분 여가를 

목적으로 대상지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출입인구의 목적 및 수단과 비교했을 때 우 동을 찾는 방문객은 주로 여1

가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높고 이들의 출발지점이 멀어질수록 철도 지/

하철을 이용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가까워질수록 철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율/

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문객들에게 해운대역으로부터 북. 

측과 남측으로 향하는 연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개선점은 먼 . 

곳에서 우 동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철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율을 높여주는 1 /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우 동의 관광 및 방문객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1

다.

대상지 인근 이용자 이용행태5) 

많은 관광객이 우 동을 방문하지만 주로 해운대해수욕장과 해운대역을 중심1

으로 방문하며 이에 따라 구남로를 축으로 하는 많은 유동인구를 확인할 수 

있다 구남로와 대상지 사이에는 왕복 차선의 해운대로가 있어 접근이 용이. 5

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 더해 역전에 큰 느티나무와 폐쇄된 역사로 인해 대상

지 뒤편의 상업지구가 가려져 있다 현재 해운대를 찾은 대부분 방문객은 대. 

상지 남측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 인근 상업시설만을 이용하고 돌아



- 83 -

가는 추세이다 원인은 구남로를 축으로 북측에 있는 폐쇄된 해운대역의 존재 . 

그리고 그 앞에 식재되어 이마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느티나무 가로수가 있

다 또한 막상 해운대역을 방문하면 폐쇄된 정거장 부지가 전부이다 보니 외. , 

부인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북측의 해리단길 활성화와 . 

우 동을 찾는 방문객의 관광 컨텐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1

연결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상위계획인 부산광역시 .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본 대상지의 계획안 역시 남북 간의 단

절성 회복과 남측의 높은 관광수요를 북측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교량을 조성

하고 있다 이에 본 계획에서는 동선 및 경관을 구남로와 연결하여 접근성을 . 

강력하게 향상시켜서 대상지 남측의 긍정적인 효과를 북측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 동 거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꾀할 수 있으. 1 ·

며 남측의 경우 관광객의 볼거리의 다양화로 인해 더욱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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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맵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축제현장A, 해운대해수욕장 공연 모습B, 

구남로 벼룩 시장행사C, 구남로 바닥분수 쇼D, 

구 해운대역사 전경E, 해리단길 모습F, 

자료 작성자 직접 촬영 : (2019.03.09., 2019.05.05., 2019.05.26)

표 [ 3-20 대상지 인근 보행자 이용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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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이슈 및 시민 의견5. 

이상국 외 는 대상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2017)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설문응답은 명으로 임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 183

였으며 대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 기간은 년 월 일부터 일간 1 1 . 2017 5 23 5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표 과 같다. 3-21 . 

활용 방향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102 55.7

월평균 

개인 

소득별

만원300~400 17 9.3

여자 81 44.3 만원400~500 6 3.3

합계 183 100.0 만원 이상500 8 4.4

연령별

대10 0 0.0 무응답 22 12.0

대20 55 30.1 합계 183 100.0

대30 39 21.3

지역별

강서구 0 0.0

대40 24 13.1 북구 5 2.7

대50 28 15.3 사상구 2 1.1

대이상60 37 20.2 사하구 1 0.5

합계 183 100.0 영도구 0 0.0

직업별

자영업 34 18.6 동구 3 1.6

사무 기술직· 17 9.3 중구 0 0.0

생산 기능직· 1 0.5 서구 0 0.0

판매 서비스직· 14 7.7 부산진구 11 6.0

경영 관리직· 1 0.5 연제구 6 3.3

자유 전문직· 14 7.7 동래구 8 4.4

농 어업· 1 0.5 금정구 14 7.7

주부 29 15.8 남구 15 8.2

학생 35 19.1 수영구 18 9.8

기타 35 19.1 해운대구 59 32.2

무응답 2 1.1 기장군 1 0.5

합계 183 100.0 기타 부산시 3 1.6

월평균 

개인 

소득별

만원 미만100 67 36.6 부산외 지역 34 18.6

만원100~200 25 13.7 무응답 3 1.6

만원200~300 38 20.8 합계 183 100.0

자료 이상국 외: (2017)

표 [ 3-21 해운대역 폐선부지 활용방향 조사자 특성] 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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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선부지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환경 측면을 고려한 공원 및 녹지의 중요

도와 기여도를 가장 높게 선호했으며 주거 및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을 가장 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 방향 평균점수 순위

중요도

일반적 관점 3.72 -

분야별

환경측면 공원 녹지( / ) 3.98 1

교통 측면 보행축 단절해소( , ) 3.50 3

도시개발 주거지 상업지( , ) 3.13 4

지역사회 문화 체육공간( · ) 3.65 2

기여도

일반적 관점 3.61 -

분야별

환경 측면 공원 녹지( / ) 3.88 1

교통 측면 보행축 단절해소( , ) 3.49 3

도시개발 주거지 상업지( , ) 3.07 4

지역사회 문화 체육공간( · ) 3.59 2

자료 이상국 외: (2017) 

표 [ 3-22 해운대역 폐선부지 활용방향 ] 舊

구분 평균점수 순위

시민을 위한 공간 소통의 장 공원 창의 광장 으로 활용( , , ) 1.75 1

지역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관광컨텐츠 공간으로 활용 2.22 2

개발과 보존이 적절하게 조화된 관광인프라 공간으로 활용 2.50 3

편의시설 및 상업시설을 기능적으로 도입하는 공간으로 활용 3.52 4

자료 이상국 외: (2017) 

표 [ 3-23 해운대역 폐선부지 활용방향 선호도 순위] 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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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분석 종합3 . 

대상지는 인근 지역이 관광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과 북측 지역에서 주

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조성되고 있는 상업지구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살려 더 매력적인 관광지역으로 거듭

나며 더불어 인근 지역의 부족한 문화 커뮤니티 시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

것이다 해운대 일대가 관광지로 거듭나기 전부터 자리에 있어온 해운대역이 .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살려 해운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도록 고려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앵커시설로 역할을 해온 해운대역이 폐쇄된 이후 그 기능

을 다하지 못해 발생하는 여러 도시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시설· · ·

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현황을 분석하여 도면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현황 접근성 및 고저의 차는 다음 3-22, 

그림 과 같다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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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22 종합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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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23 단면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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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인근의 높은 건축물은 주변 경관을 차단하고 있는 단점이 있지만 그

러한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서 조성한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대상지와 

연계하여 공원의 활용도 및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북측의 상업지구인 해리단길은 년 해운대역을 가로지르는 통과 동선이 2018

조성되자 접근성이 향상되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가고 있다 이 지구의 대부. 

분 건축물은 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된 건축물로 이를 활용하여 상업공간으30

로 조성되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 컨텐츠가 될 수 있. 

는 기회 요소로 대상지를 통해 북측과 남측의 연결성을 향상해 더 다양한 관

광요소를 갖는 우 동이 되도록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해리단길 상업1 . , 

지구를 가로지르는 경로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기 전 주민들에 의

해 자연스럽게 조성된 길로 현재 폭 의 포장도로이다 다만 그 길이 2.5~3.0M . 

중간에 끊겨 동선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옛 마을 길. 

이 끝나는 부분에 있는 개의 필지의 소유주와 협의하여 마을 길이 끊기지 않8

도록 북측의 횡단보도 밑 남측의 대상지와 연결된 동선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완성도 있는 옛 마을길 테마의 동선을 조성하여 해리단길과 연계된 

관광 컨텐츠를 마련하고자 한다 대상지 북측 정가운데에 위치한 개의 필지. 2

의 소유주와 협의하여 추후 남측의 구남로로부터 오는 동선의 종점 및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자 한다. 

해운대 시외버스정류소 시설은 년 규모 확장으로 시설이 이전된 이후 2026

유휴화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해운대 시외버스정류소 부지 서측에 있는 불법건축물들은 한국전쟁 당시 피

난민들에 의해 지어진 건축물로 슬레이트 지붕의 형태인 주거 건축물의 형태

로 남아있다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이 양분될 수 없는 국내법 체계로 합법적인 . 

건축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지어질 당시의 형태가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다. 

이러한 특성으로 과거 피난민들이 생활했던 공간이 보존되어있으며 이를 활용

한 계획이 필요하다 불법건축물 조성지 왼편에 있는 옛길 필지는 과거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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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에 울타리가 조성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길이었다 그러나 안. 

전상의 이유로 담장이 축조되고 동선이 끊겨 흔적이 사라졌으나 과거 일제 강

점기에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노점이 일어났던 곳이다.29) 

대상지 내에 승하차 플랫폼 및 해운대역사 건물만이 과거 시설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 외의 철로나 구조물은 현재 모두 철거된 상태다 그러나 기차역의 . 

이미지인 역사건물과 플랫폼의 구조물이 남아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폐선 역사

의 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대상지 남측에 구남로는 부산도시철도 호선과 해운대해수욕장2

을 이어주는 메인 동선으로 총 의 폭에 왕복 차량 차선으로 넓은 보행공30m 2

간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 많은 이벤트와 버스킹 행사가 일어나고 있. 

으며 외국인을 포함해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 그러나 대상지와 구남로 사. 

이에는 왕복 차선의 차도가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5~6

하다. 

29)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재산부 전화인터뷰 실시  (051-664-5455)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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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기본방향 및 구상4

절 계획의 전제1 . 

산업유산 공원화 계획의 목표 설정1. 

이상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알아본 산업유산의 가치와 대상지 분석을 통해 

알아본 입지적 특성과 잠재적인 자원을 통해서 공원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도

출하고자 한다 제 장 절 산업유산의 활용 필요성에서 산업유산은 국토종. 2 1 3. 

합계획과 같은 상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계획으로서 역사 문화자원을 ·

접목한 품격있는 국토 조성의 일환이다 나아가 역사 문화자원을 통해서 실. ·

현하고자 하는 가치인 다원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산업유산은 반

드시 보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달. 

라지며 대상지가 일대에 미치는 사회 문화적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 . 

서 산업유산이 갖는 가치가 구 해운대역에서는 어떤 형태와 이야기로 남아있

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산업유산의 흥망성쇠 도입기 성숙기 쇠퇴기 활용 시점 로 총 단계로 , , ( ) 3

분류할 수 있다 도입기에는 앵커시설의 임무를 수행하며 이를 중심으로 도시. 

화 근대화 산업화가 이루어지며 일대의 사회 경제적 부흥을 가져온다 성· · · . 

숙기는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각종 시설이 등장하며 도시기능

이 향상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 도시가 갖는 도시 이미지가 구축된다 쇠. , . 

퇴기 활용 시점 에는 앵커시설이 효율성과 같은 이유로 대체되거나 폐쇄되어 ( )

기존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도시 환경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단· · . 3

계와 맞물리는 산업유산이 갖는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지가 철도 부지라는 점과 현재 이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지가 

갖는 가지 가치를 다음과 같이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가치는  문6 3 . 

화 예술적 가치이다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철도시설은 정통적 예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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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밖에 대상이다 그러나 문화 예술이 지향하는 다원주의로 인해 이 역시 . ·

문화 예술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 예술적 공간· . 

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두 번째 가치는 사. 

회 입지적 가치이다 산업유산은 대체로 도시의 중앙부에 있으므로 인근 지· . 

역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이 산업시설을 어떻게 재조성하는가에 . 

따라 도시 전체에 성공적인 재생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양호한 접근성과 연결망을 활용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녹지 시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근 지역의 특정 시설 및 단지와 유기적인 . 

연결을 갖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가치는 시간적 가치이다 산업유산은 지난 시대의 기억이 축적된 . 

시설 장소이다 그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오래된 시설일수록 그 · . 

가치가 갖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커진다 현재 단순히 기능을 위한 시설보다 . 

이 기능에 더해 역사적 의미를 담은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은 만연한 사실이

다 따라서 지난날 급속한 성장을 통해 물리적으로 팽창해온 도시 중심부에 . 

이러한 의미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경쟁력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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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해운대역의 산업유산2. 

그림 [ 4-1 구 해운대역의 산업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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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3. 

산업유산의 이론적 고찰과 사례 연구를 통해 산업유산의 단계를 총 단계로 3

구분하였다 그 결과 가지의 관점으로 대상지 분석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 3

대상지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각 관련 주체와 고려해 총 가지의 목3

표를 설정하였고 내용은 다음 그림 와 같다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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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2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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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기본구상2 . 

계획의 전략1. 

대상지를 도보권 근린공원으로 계획하여 인근 지역으로의 권역을 표시하면 

다음 그림 과 같다4-3 . 

그림 [ 4-3 대상지 인근 공원녹지 및 커뮤니티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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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운대역을 기준으로 남북 간 단절의 문제가 있으며 우 동 주민들이 1

고루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가 부족하다 따라서 규모의 대상지를 . 30,000㎡ 

도보권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반경 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1,000m

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제공해야 한다 공원 내에서 이루어질 프로그. 

램 방향은 남측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매달 개최되는 국제 및 전국단위

의 메가 이벤트를 고려하여 이보다 작은 규모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

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북측에 형성되고 있는 로컬 상업 단지인 해리단. 

길의 활성화를 위해서 남측과의 연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해리단길의 접근. 

성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히 해운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을 넘어서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의 이용률이 높은 구남로와 동선을 연결시켜야 

한다. 

계획의 기본개념2. 

대상지는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프로그램과의 연계 과거와 현재 그, 

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대상지의 이미지 연결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을 , 

향상시키기 위한 허브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세 가지 방향을 아. 

우르는 을 키워드로 공원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Connection” . 

그림 [ 4-4 대상지 기본방향] (Connecti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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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우 동 일대의 프로그램과 연계된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1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해운대역으로 주변 지역의 도시화 및 근대화 사회. , ·

경제적 부흥 및 활성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관점으로 주변에 많은 문화 상업. ·

시설이 조성되었고 이와 연계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문화 커뮤니티 . ·

공간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화 활동 및 커뮤니티 활동

을 중심지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 및 광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도심. 

지에서 커뮤니티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광장형 공간이 필요하다(Brander and 

다만 대상지 남측에 있는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많은 Koetse, 2011). 

외국인 관광객과 메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대상지 내에서는 소규모 

커뮤니티 위주의 공간을 구성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해운대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 마련이다 해운대역. 

은 오랜기간동안 지역의 앵커시설로서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주위로 시

설 및 인구가 집중되어 도시기능이 성장하고 도시이미지가 형서되어왔다 따. 

라서 이 시설에 대한 장소기억 및 집단기억이 형성되었으며 랜드마크의 역할

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랜드마크는 그 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으로 . 

상징성의 역할과 더불어 도시민들이 공간을 인지하는 기능성을 가진다(Lynch, 

또한 해운대구 우 동 일대는 지난 년동안 동해남부선 해운대역을 중1960). , 1 80

심으로 상업지구 및 주거시설이 퍼져나가는 식으로 조성되었으므로 구심점 역

할을 할 수 있다 김현주 외 는 규모를 떠나 물체가 토지에 고착화되어가. (2016)

며 사람들이 이를 길 찾기 지표 등으로 이용되는 것이 랜드마크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상지 일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리에 있는 시설물은 거의 사라졌으. 

며 잔존하는 대다수의 건축물이 소규모 주거시설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해운대

역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운대역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상. 

징성을 보존하여 공원화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역사 문화적 상징성을 . ·

가지고 있는 건축물 및 조형물은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광장 위에 해당 상을 

지역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Joardar and Neill,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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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상지에 있는 해운대역사의 건축물의 형태를 보전하여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한다 현재 건축물은 폐쇄된 상태로 남아있으나 지붕. 

의 형태가 오랫 동안 한 형태로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상징성을 갖고 있다 건. 

축물이 구남로의 축과 동일선상에 있는 점도 랜드마크로 조성할 경우 장점으

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변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는 허브 공간이다 해운대역이 폐쇄. 

되며 앵커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도시 환경 사회 문제가 발생한· ·

다 예컨대 대상지의 경우 과거 차폐목적으로 조성한 식재대가 이제는 경관을 . 

가로막고 있고 안전을 위해 축조한 울타리는 보행을 가로막는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특히 선형의 형태를 한 대상지는 남북으로 단절의 문제를 심하게 발. 

생시키고 있다 대상지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단절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 

상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동선의 주요 출발점과 도착점을 조사하여 이를 이어

주는 동선을 배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구 해운대역 인근 지역과 대상지 . 

간의 미흡한 연결성을 보완이 필요하므로 개선이 필요한 동선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한다 특히 대상지를 기준으로 북쪽 지역의 도로 인프라가 열악하. 

므로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구상3. 

먼저 커뮤니티 관련 공간은 첫 번째 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Connection Y

마을 텃밭 이를 위한 지원시설 및 텃밭 관련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하고자 한, 

다 현재 대상지에서 무단으로 경작을 하는 주민이 많다 비록 공공의 소유지. . 

에서 경작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으나 이로 인해 주민들 간에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지속해서 텃밭 활동을 

하도록 공간을 마련했다 현재 경작을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추후 . 

더욱더 많은 동네 주민들이 이 텃밭 활동에 참여하여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활

동이 일어나도록 계획하고자 한다 두 번째 은 현재 대상지 . Connection 1970



- 101 -

서측에 있는 승하차 플랫폼을 정비하여 철길 테마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이 공간은 해운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일대의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데 큰 역

할을 한 해운대역의 장소성을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 번째 . 

는 동측에 있는 승하차 플랫폼 구조물의 각진 형상과 Connection C(Cuby zone)

어울리는 컨테이너 형태의 상업시설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상업시설은 취창. 

업을 하고자하는 인근 지역의 주민이나 청년들의 무대가 될 것이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공원 관리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한다 네 번째 . 

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에 의해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의 건Connection 1950

축물을 보존하여 피난민의 거주지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전

하고자 한다 또한 오래된 역사를 가진 대상지에서 교과과정으로 배우는 국내. , 

의 근현대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 

는 년 규모 확장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시설 이전 적Connection F(Facility) 2026

지를 고려해 장기적인 사용할 계획을 본 구상안에 반영하였다 이 시설은 . 

와 연계한 취창업을 위한 지원시설로 활용할 것이다Connection C . 

다음으로 해운대역에 대한 기억 보존을 통한 과거와 미래로의 연결하는 방

안에 대한 구상안이다 이를 위해 을 마련하. Connection S(Sculpture & Square)

여 구 해운대역사를 활용한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뒤편으로 넓은 광장 및 지하

철과 연결되는 동선을 마련하고자 한다. 

인접지와의 단절 극복 및 접근성 증대에 대한 구상안의 첫 번째 Connection 

는 해운대해수욕장 구남로의 보행 동선의 축을 해리단길까지 연장하B(Beach) ~

는 보행로다 이는 우 동을 찾는 외부 관광객의 동선을 대상지로 유도하고 나. 1

아가 해리단길 상업지구까지 연결시키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 심리적 . ·

연결성을 고려하여 동선의 자연스러움이 끊기지 않도록 완만한 경사로 부산도

시철도 호선 해운대역과 연결되며 이후 대상지의 광장으로 이어진다 두 번2 . 

째 는 대상지 좌우로 조성된 산책로와 이어지는 동선이다Connection W(walk) . 

현재 대상지 좌우로는 쾌적한 산책로가 조성됐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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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즐기지만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대상지에 도착해서 연결성이 끊겨 이러한 ,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두 산책로를 연결하는 동선을 마련하고자 한다 세 번째 . 

은 과거 해운대역에 울타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민들이 지나Connection 1930

다녔던 동선을 복원하고자 마련한 동선이며 과거 우 동 인근 주민들이 일제강1

점기에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노점을 했다는 스토

리를 살려 와 연계된 진입 동선을 마련하고자 한다 네 번째 Connection C . 

해리단길 은 해리단길 상업지구 내에 있는 옛 길의 활용도와 Connnection H( )

연결성을 높이고자 막다른 지점을 북측 도로와 공원과 연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섯 번째 은 현재 마련되고 있는 해리단길 상업. Connection 2020

지구와 남측에 새로 조성된 오피스텔의 저층부 상가시설과 연계된 휴게 및 완

충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특히 의 두 번째 공간의 경우 오피Connection 2020

스텔 대지에 마련된 공개공지와 연계된 동선을 마련하여 대상지를 기준으로 

남북 간의 연결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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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5 대상지 기본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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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부분별 계획3 . 

동선 계획1. 

는 해운대해수욕장 해리단길을 연결하는 축을 대상지의 중심을 Connection B ~

가로지르도록 동선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동선이다 무엇보다 기존. 

에 구남로에서 해리단길로 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지하철 계단을 통해서 

가야했다면 이러한 불편을 덜고자 최대 이하의 완만한 경사로 자연스러12% 

운 보행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이 동선을 통해 북측으로 건너오면 . 

에 도달하는데 먼저 큰 광장으로 나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소규Connection S

모 공연이나 버스킹 행사를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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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6 동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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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공간 계획2. ·

기존의 해운대역사의 구조물을 활용해 퍼골라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붕 형태를 남겨두어 기존에 역사가 가지고 있는 팔각지붕의 이미지를 보존

하였다 이곳 우측으로는 기존 승하차 플랫폼과 컨테이너 박스로 이루어진 상. 

업공간 가 있다 또한 추후 년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부지가 Connection C . , 2026

이 상업공간의 점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시설인 로 조성될 것이Connection F

다 마지막으로 에는 기존에 대상지에서 경작해오던 우 동 주민. Connection Y 1

들을 위한 텃밭을 마련해 기존 활동을 지속하도록 했으며 나아가 이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대하여 더 많은 마을 주민이 참여하여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텃밭을 통해 생산된 먹거리를 함께 요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

원시설을 마련하였다 은 대상지 북측의 해리단길과 남측의 . Connection 2020

오피스텔 저층부의 상가시설과 연계된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또. 

한 차폐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녹음수로써 적은 수의 수목만 남겨두어 휴, 

게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조성했다 은 대상지 좌. Connection 1970

측의 승하차 플랫폼을 복원하여 과거에 대상지를 회상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은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민들의 생활환경과 당시 상황을 체험Connection 1950

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마지막으로 은 과거 . Connection 1930

일제 강점기에 우 동 주민들이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노점을 했던 스토리1

를 살려 와 연계된 진입 동선으로 조성하였다Connection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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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7 프로그램 공간 계획] ·

  



- 108 -

정지 계획3. 

대상지를 기준으로 북측의 레벨은 사이의 높이이며 남측의 레벨은 7.9~8.8m 

사이에 있다 따라서 남북 간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절성토를 시4.4~6.5m . 

행했으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계단을 조성했다 특히 단면 를 통해 대. B-B’

상지 남측에 있는 오피스텔의 공개공지와 연계된 동선을 마련하여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남로에서 올라오는 동선을 부산도시철. , 

도 호선 지하 층 공간과 연결하고 다시 이곳과 대상지 중앙의 선큰광장과 2 1

연결하였다 단면을 통해 최대 이하의 완만한 경사로 자연스러운 . C-C’ 12% 

보행을 통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해리단길로 양방 접근이 가능함을 알 수 있

다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지향했으며 지하철역과의 연결성을 위해서 중. 

앙에 선큰광장을 조성하였는데 완만한 잔디 사면을 조성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과 같다 구남로에서 많은 예술가나 음악인들이 공연 활동을 하4-8 . 

고 있으므로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이곳까지 확대되어 선큰광장에서 소규모 

공연이나 버스킹 행사가 일어날 그것으로 예상한다. 

본 계획은 도보권 근린공원으로 계획하였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최대한 활

용하다 보니 다소 높은 시설률을 갖게 되었다 본 계획안은 법적 기준면적 . 

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은 의 녹지율을 가지고 있으며 정리하면 다60% 60.99%

음 그림 와 같다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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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8 정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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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9 녹지구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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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 계획4. 

기존에 차폐를 위해 조밀하게 식재되어있는 수목을 최대한 활용했다 특히 . 

주유소 인근의 차폐 수종이 모두 훼손되어 이를 보강하고 공원 내 유입되는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동측의 주거지역에도 차폐식재

대를 마련하였다 반대로 대상지 전면부에 녹음수로 식재된 느티나무는 구남. 

로에서 해운대역을 바라보는데 경관을 차단하고 있어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충

분히 발휘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동측의 녹지공간으로 이식하였다. 

마지막으로 북측의 해리단길의 전경을 차단하는 차폐 식재대는 일부 활용하고 

지하고가 낮은 규격의 수목에 한해서 제거하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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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10 식재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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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종합 계획4 . 

종합계획도1. 

그림 [ 4-11 종합계획도] 

  



- 114 -

세부공간 투시도2. 

그림 [ 4-12 투시도 해운대역 해운대해수욕장] Connection B ( ~ )

그림 [ 4-13 투시도 광장 겸 해운대역 입구] Connection 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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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14 투시도 상업시설] Connection C 1( )

그림 [ 4-15 투시도 상업시설] Connection S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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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16 투시도 철길활용 공간] Connection 1970 ( )

그림 [ 4-17 투시도 남측 상가 연접 공간] Connection 202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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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단길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조감도3. ~

그림 [ 4-18 해리단길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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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19 북측 조감도] Connection Park 

그림 [ 4-20 남측 조감도] Connecti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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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5

본 연구는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이 도시화 근대화를 이끌고 그 역·

할을 다해 쇠퇴 폐쇄되어 기능이 사라진 뒤 발생하는 도시 환경 사회문제· · ·

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찾고자 시작하였다 이는 대다수 도시에서 . 

탈산업화 및 친환경적인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유휴시설을 유산

의 가치를 지닌 관점으로 바라보는 데 의의가 있다.

유휴산업시설을 보전 및 활용하되 역사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가지 의제를 추진하기 4

위한 방안과도 부합한다 국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문화 역사자원을 조명. ·

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의 종 다양성에 대응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

다 한번 훼손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자연환경의 불가역성. (irreversibility)

과 역사환경의 비대체성 으로 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현재 (irreplacability)

역사환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맞물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산업유산을 보전하는 방식에는 건축적 . 

접근으로 산업시설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다른 시설로 개조하여 이용하는 

방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센터로 이용하는 방법 산업단지를 문, , 

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원화

하는 방법에 집중했다. 

대상지의 경우 복선화 사업의 필요성으로 우회 노선이 건설되자 기존의 철

로가 폐선된 기차역이다 이 해운대역은 인근 해운대해수욕장이라는 관광자원. 

과 맞물려 일대의 사회 경제적 부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 . 

따라 인근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해수욕장과 더불어 이 장소에 대한 기억의 

일부분으로 남게 되었다 비록 폐선된 이후 경관과 동선을 차단하고 잠재성이 . 

높지만 공간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 등이 있다. 

이에 산업유산으로 바라본 대상지의 흥망성쇠를 단계로 구분하고 그 단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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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갖는 의미를 토대로 대상지 일대를 분석하여 총 가지 과제로 도출해냈10

다 그리고 다시 이 과제를 관련 주체와 연계하여 공원화 계획이 추구해야 할 .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첫 번째는 소규모의 다양한 문화 커뮤니티를 즐길 3 . ·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이는 대상지와 인접한 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중구난방식으로 개발된 인접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이다 또한 관광지로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조성하여 더 좋은 관광 컨텐츠를 . , 

마련하기 위함이고 현재 조성되고 있는 해리단길 상권과 연계하여 남측의 긍

정적인 효과를 북측까지 확대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두 번째는 해운대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대상지 . 

인근에는 초고층 빌딩이 즐비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건축물의 높이와 . 

규모만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이 될 수 없다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온 시설이 랜드마크로서 효용이 

더 높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해운대역사의 이미지를 보전하였으며 이를 통해 .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는 유지하고자 했다 또한 북측 해리단길 . , 

사이에 있는 옛길의 막다른 길을 서측의 횡단 보도와 대상지로 연결하여 연속

성이 있는 길로 조성했다 대상지 남측의 구남로는 우 동 일대의 관광보행의 . 1

큰 축인 데 이를 대상지 내로 연결하여 남측의 많은 관광객이 북측으로 유입

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는 주변 지역 간의 연결성을 증진시켜주는 허브 공간으로 계획했다. 

해리단길의 활성화와 이와 연결된 공원은 거대 자본으로 마련된 관광지인 광

안리와 차별화된 관광자원이다 또한 대상지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통과 동선. , 

이 많아져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마지막으로 피난 시민들의 거주지였던 .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관광요소로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원 은 문화 커뮤니티와의 연결(Connection park) · , 

과거와 미래의 기억으로의 연결 인접 지역으로의 연결을 통해 인근 지역의 , 

도시기능과 사회의 건강을 개선시켜주는 도시공원의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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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lan for the park of industrial 

heritage on Haeundae scrapped station

Lee, Minho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modern times, due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spread of cities, industrial facilities have lost their function and are 

left as scrapped facilities. However, with the emergence of industrial 

aesthetics and new aesthetic for scrapped industrial facilities, the 

facilities of the past industrialization are being reinterpreted as 

heritage. Among the industrial facilities, industrial facilitie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city, such as urban infrastructure, have a great 

impact on the local community. The creation of cultural facilities 

with new functions for these industrial facilities has become a way 

to faithfully reflect the diversity and diversity that the culture and 

arts sectors are seeking. These industrial facilities have played a 

role as roots for urbanization and it is very meaningful that they are 

being rebuilt as a facility for residents in the center of an 

expanding city and supplying culture to the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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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rea of this study is Haeundae Station, which is one station 

on The Donghae Nambu Line. The Donghae Nambu Line is a railway 

facility built to exploit the resources of the East Coast area into the 

Busan Por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existing railway 

facilities remain scrapped facilities due to the double line between 

Songjeong Station and BEXCO Station. A new facility has been 

established except for the Haeundae Station station site. Therefore, 

this study plan for the park of industrial heritage with the potential 

resources that Haeundae Station has.

 The analysis of the site was conducted in four directions. The first 

includes the status, location, history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site. The site was famous as a hot spring town and a white sand 

beach since the Silla Dynasty. Haeundae Station was esta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became a famous sightseeing 

spot. At that time, residents of Haeundae performed commercial 

activities for Japanese tourists on a pedestrian walkway across the 

railway station. After the Korean War, a shanty town was built 

around the railway station of Busan, which was the evacuation city, 

and residential facilities were established near the Haeundae Station 

by the refugees. A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after the armistice, legislation to bind the land ownership 

and development rights of individuals was legislated, and the 

residential facilities adjacent to Haeundae Station were recognized as 

illegal buildings and remain as abandoned facilities until now. In 

1970s, a fence has been built at the border of Haeundae Station for 

safety reasons, and a pedestrian crossing across the railway station 

has been prohibited and a buffer planting area has been created to 

prevent the spread of noise and air pollution. Until it was closed, 

Haeundae Station had a lot of impacts on Haeundae to grow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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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city. The South side between Haeundae Station and 

Haeundae Beach, was developed at a high density, but on the other 

side, the North side remained a dwelling place with severe aging. 

This is because the Haeundae Station was disconnected from the 

north and the south. Recently, a line connecting Haeundae Station, 

which has been closed, has been restored, and a part of the north 

side complex has been remodeled and commercial facilities are being 

restored. 

 Second, traffic and parking facilities near the site were surveyed. 

Busan Urban Railway Line 2 Haeundae Station is passing near the 

site and bus transfer center is located in front of the site. The 

floating population was dominated by students, workers and visitors. 

In order to go to and from school at 7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s located in the north side of the case, the worker was to go 

from a residential facility located on the north side to a commercial 

facility located on the south side or to visit a commercial facility 

located on the south side. Visit the neighborhood. In the case of 

parking spaces, the parking facilities in the South were 

well-equipped, but the north side was not able to do so, and illegal 

parking frequently occurred on the shoulder near the destination. 

 Third, facilities and programs near the site were investigated. 

Haeundae is a global tourist destination, and mega events are held 

annually at Guamno Road, which is a wide walkway connecting 

Haeundae Beach with the site. Due to this, commercial facilities 

were developed at a high density in the South, but the North was 

severed by Haeundae Station and the aging process was advanced. 

Recently, however, a walking commuter line has been established 

across the Haeundae Station to build a local commercial district. 

 Four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near Haeunda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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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investigated. Haeundae Station has a lot of floating population 

compared to residents, and most of them visited the nearby 

commercial facilities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luent 

population. Most of the visitors visited the commercial facilities in 

the South, and most of them finished the sightseeing at Haeundae 

Beach and Guam Road. Lastly,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on residents in the previous study show that the demand for the 

park is high.

 Therefore, this study has planned the park with the concept of 

connection between disjointed regions, past history of the past and 

modern connection, and connection between residents and visitors. 

First, we will restore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two areas and 

expand the positive effect of the South to the north side, to be 

reborn as a charming sightseeing city, and plan to become a 

neighborhood park where local residents can enjoy. The existing 

Woo-1 Dong Neighborhood Park is a living-type neighboring park 

that does not fulfill its conditions and functions. It is located in the 

outskirts of the city and is inconvenient to access. It is difficult to 

realize a park that was planned on the opposite side. Therefore, the 

target area should be constructed as a walk-in neighborhood park, 

so that residents of Woo-1-dong area can approach within walking 

distance. Next, I want to give them a theme through the value of 

the industrial heritage of the site and the historical story of the site 

in the past. It consists largely of theme spaces divided by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Korean War, the industrialization era, 

and the modern era. Finally, we have created community facilities 

and cultural facilities for visitors to enjoy. However, the facility was 

designed as a space where small events can be complemented with 

mega events held at nearby Haeundae Beach and Guam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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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a functional space was divided into a square facility, a 

connection facility, and a community facility.

 Through this project, this study hopes to create a city park that 

the residents of Woo-dong could not enjoy nearby. Through this, it 

is aimed to promote the physical strength and emotions of the 

residents and to provide a space where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users occurs. Next, this study would like to promote the 

prosperity of Haridan-road Development Council and Haridan-road 

through the recovery of disconnection in one area. Haridan-road is 

a residential complex adjacent to the Haeundae Station in the past, 

but it is a commercial complex formed by local residents because of 

deregulation and improved accessibility through the crossing roads of 

Haeundae Station. Therefore, we want to attract the high tourist 

demand of the South and promote the commercial complex and 

growth of the local economy. Finally, we want to make Haeundae 's 

modern and modern history as a space to keep. Woo-dong was the 

center of life for diligent people who have lived in providing 

commercial services to visitors based on the tourism resources that 

have been famous since the times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Woo 1-dong serves Japanese tourist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domestic tourists since the 1970s, and tourists 

from around the world since the late 00s. During the Korean War, it 

is a space that has embraced refugees and it still retains its traces. 

I hope that this trail will be preserved and it will be able to give 

good influence to residents, students and workers in the future.

 The first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development plan to 

commercial facility that landowner wants isn’t fully considerd. 

However, the fact that the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prefer to 

park in the park and that the top plan, 2030 Busan Metropoli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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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Park Green Area General Plan, established a plan to park of 

the site, and that two urban parks planned near the city park were 

not parked Considering the points, I promoted the park planning. It 

also has a second limitation in that it does not fully examine other 

functional facilities that can bring better socio-economic effects to 

the area. However,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presents a plan 

of the park, focusing on the promotion to create a healthy society 

through providing basic facilities that residents should deserve to 

use.

 keywords : ❚ Industrial heritage, Park planning, city park, Haeundae, 

                Haeundae Station of The Donghae Nambu Line.

 ❚ Student Number : 2017-2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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