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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서울

시는 효창공원 재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효창공원은 서울의 지리적 중심부 

용산에 자리한 3만 7천 평 작지 않은 크기의 오픈스페이스이자, 독립선열 

8인의 묘소와 한국 축구의 산실인 효창운동장이 위치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다. 그러나 몇몇 이해집단이 공원 일부를 사적으로 점유하고 공

공의 공원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효창공원은 공원으로서 충분

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효창공원과 관련한 공간 점유 주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들 

간 관계를 변화할 공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전하였다. 

효창공원 안팎에 존재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경계를 개방적이고 연결된 

경계로 재구성하여 공원 이해관계자 간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공원의 공

적 기능을 향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창공원 안팎의 “경계”에 설

계의 주안점을 두고 효창공원 재조성의 지향점과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공간에서 경계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공간의 물리적 범위, 크기, 높

이를 규정하여 공간 특성과 기능을 결정한다. 본 연구는 공간적 사고에서 

경계의 의미와 역할, 경계의 종류와 구성을 파악하여 경계 분석의 틀로서 

길(동선), 경계물, 경계공간을 도출하였다. 

길(동선)은 이동을 위한 선적 공간으로 외부공간에서 그 자체로 공간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떨어진 두 장소를 연결하는 교류와 소통의 통로가 되기

도 한다. 동선의 체계성은 공원 전체의 연결성과 긴밀함, 자유로운 이동성

과 접근성을 결정한다. 경계물은 명확한 공간 구분을 표지하기 위해 설치되

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경계이다. 경계물의 종류, 형태, 수직성의 정도, 재



료, 밀도에 따라 공간의 개폐감이 달라진다. 경계공간은 경계가 공간으로 

확장된 것으로 서로 다른 성질이 충돌하고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

의 장소이다. 

효창공원은 묘역과 사당, 운동장, 근린공원시설, 노인회관 등 매우 다층

적이고 다양한 기능과 성격이 혼재하는 곳이지만 각 공간이 서로 조화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효창공원의 공원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으나, 메모리얼로서 단일한 장소 의미를 중시한 성역화

는 이해집단 간 대립으로 번번이 실패하였다.

본 연구는 맵핑을 통해 효창공원의 경계 특성을 시각화하고 효창공원의 

공공적 이용을 저하하는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효창공원의 경계 특성은 

‘공원 네트워크의 긴밀도’, ‘경계물로 인한 단절의 정도’, ‘잠재적 경계공간’

의 세 갈래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공원 네트워크의 긴밀도의 분석한 결과, 공원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동선의 부재는 불필요한 경계를 만들고 있으며 공원 진출입을 제한하고 있

다. 경계물로 인한 단절을 시각화한 결과, 효창운동장과 백범김구기념관, 의

열사는 공원에서 가장 단절적인 경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사지, 수직적 경

계물, 빽빽한 하부식재는 공원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공

간으로 확장되어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공적활동이 벌어질 수 있는 잠재적 

경계공간으로 효창운동장 건축공간, 효창광장, 백범김구기념관 앞 공간의 

세 곳을 발굴하였다. 

경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열린 공적 공간을 구성하고 잠재적 경계공

간을 활용하는 설계 원칙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위계에 따른 동선 계

획과 짜임 있는 공간 구성을 통해 공원 네트워크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강

화하고, 도시와 연결되는 지점을 늘려 보행접근성을 증진한다. 다음으로 불

필요하게 과도한 경계 요소는 제거하고 경계물의 재질, 높이, 밀도 등을 조

절하여 개방된 공간을 조성한다. 분석을 통해 발굴한 경계공간은 주변 공간



과 연계되도록 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원 프로그램을 기

획한다. 느슨한 소통의 경계를 지향한 설계는 경계를 해체하여 역동적이며 

다변하는 가능성의 장소로 만들며 도시와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공원을 구

상한다.

경계를 바꾸는 것은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공간을 이용하고 인지하며 감

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공간 경험을 변화시킨다. 물리적, 시각적으로 투과성 

있는 경계는 서로를 관찰할 수 있고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형성

한다. 경계공간은 다채로운 공적 활동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장소가 

된다. 나아가 공원은 도시 조직, 맥락과 더 긴밀하게 연결된 도시 인프라가 

될 것이다.

경계에 중점을 둔 설계는 공원을 이루는 조각들이 어떻게 맞닿아 있을 

것인가를 결정함으로써 공원을 더욱 공공적으로 만든다. 효창공원의 난제는 

중심에서부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경계를 잘 쌓아나감으로써 해소

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경계, 효창공원, 설계, 공공공간, 길, 경계물, 경계공간

학번: 2018-2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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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공간 설계에서 경계는 공간의 범위, 크기, 높이를 결정하여 공간을 규정

하는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설계 장치이다. 하지만 공공공간에서 

경계는 폐쇄와 단절의 이미지로 연상된다. 2차원 평면에서 단순히 얇은 선

이었던 경계가 3차원 공간에 구현되면서 공공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2차원의 선은 때때로 건축물의 외벽이나 담장, 울타리가 되어 공

공공간의 개방감과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경계의 부정적 특성은 누구

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공공간인 공원과 대척점에 있다. 공간 설계에서 경

계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같은 범위, 크기, 높이의 공간일지라도 그 공간

을 둘러싼 경계의 두께, 높이, 질감, 투과성에 따라 공간은 서로 다른 목적

과 쓰임새를 부여받는다. 공간을 설계하는 것은 결국 경계를 설계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공원과 같은 공공공간, 특히 외부공공공간에서 경계 설계

는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재조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효창공원은 땅의 역사로 인해 수많

은 경계가 중첩된 공간이다. 광복 직후 조성된 독립운동가 묘역, 1960년 

준공된 효창운동장, 1970년대 건립된 대한노인회 건물 등 사회적 상황과 

권력자의 결정은 공원의 물리적 공간을 바꾸었다. 그에 따라 여러 이해집단

이 공원 공간을 점유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둘씩 담장을 쌓았다. 이에 더해 공원과 도시 사이의 경계, 녹지로의 접

근을 막기 위한 경계, 시설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 등 기능이라는 미

명 아래 들어선 이중·삼중의 경계는 정작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효창공원 안에는 공간을 단절하는 수많은 배타적 경계가 발

생했고, 과도한 경계 설정은 공원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며 효창공원의 

공공성을 저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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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으로서 공공성이 저하된 효창공원에 대해서 재조성 논의와 시도가 

있었으나 매번 공원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선열 묘역이 

위치한 추모공간의 상징성만을 강조하는 광복회와 독립유공자후손단체, 한

국 축구의 산실인 효창운동장을 지켜내려는 축구계와 체육계, 근린공원의 

공원 서비스를 포기할 수 없는 지역주민은 서로 다른 입장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립해왔다. 이런 상황은 효창공원을 권위 있는 국가적 메모리얼로

도, 서울시민의 대표 운동장으로도, 쾌적한 근린공원으로도 만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모공간으로서의 단일 가치만을 중시한 과거의 성역화 사업

은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미 효창공원에 자리한 장소성 중 무엇이 더 중요

한가를 따진 공간 재구성 계획은 공원에 대한 논의 자체를 답보 상태에 머

무르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효창공원 재

조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용산구와 협약식을 맺고 효창독립 100년공원(가칭) 구상안을 발표하였다. 

구상안은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열린 공간”을 

설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서울시는 ‘효창독립 100년 포럼’, 대학생 해커

톤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효창공원 재조성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으

로 2020년 상반기 현상설계 공모 시행, 2021년 착공, 2024년 완공 계획

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효창공원에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

와 공원 역할에 대한 이해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효창공원은 수많은 경계로 테 둘리고 단절된 탓에 그 지리적 위치와 장

소 의미, 규모에 비해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효창공원

의 “경계”에 주목하여, 단절과 폐쇄, 불통의 경계를 연속과 상호작용, 소통

의 경계로 재구성함으로써 공원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효창공원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재조성 실패 원인과 과정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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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성격을 하나로 통일하여 이질적인 시설을 모두 몰아내는 설계 전략은 

현재 효창공원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효창공원과 관련한 공간 점유 

주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경계 설계를 통해 그들의 관계를 변화하는 공간

적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 효창공원에는 내부자의 영역성을 강조하고 외부

를 차단하는 단단한 경계가 아니라, 각 공간의 성격을 유지하는 범위를 존

중하면서 공공과 소통할 수 있는 느슨하고 완만한 경계가 필요하다. 경계에 

중점을 둔 설계를 통해 효창공원은 다층적 역사와 다양한 도시기능을 갖춘 

혼성적 공공공간이자 도시적 맥락에서 도시와 소통하고 도시를 연결하는 이

음부가 될 것이다. 

나아가 효창공원의 경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원의 공공성에 대해서 논

하고자 한다. 효창공원은 백여 년 동안 쌓인 역사적 켜와 복잡한 이해관계

가 얽혀 남겨진 곳인 만큼 공원의 사유화에 대한 이슈와 땅의 공적 가치에 

대해 다방면으로 마음껏 토의할 수 있는 곳이다. 대표적인 도시 공공공간인 

공원은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즉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며 시민 모두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어떤 대상이 가시적인지 비가시적인지, 모두에게 접근이 

개방되어 있는지, 이해관계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인지 또는 집단이나 전

체의 이익과 관계된 것인지의 기준에 따라 나뉜다(남궁희 2014, 30). 이것

은 곧 공간의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간 경계의 투과성, 물리적 접

근성과 개방성, 포용력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공간에서 경계의 요소, 

형태, 크기, 맥락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설계는 공과 사의 영역 간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도시공공공간의 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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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효창공원의 경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과 청파동에 걸쳐 위치

하는 효창공원이다[그림 1]. 효창공원은 총면적 122,245㎡(약 37000평)의 

도시공원법상 도시지역권 근린공원1)에 해당하며 1989년 6월 사적지로 지

정되어 공원은 용산구에 의해 관리되며 공원 내 사적시설은 문화재청에 의

해 관리되고 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로 한정

한다. 이는 일제강점기 이전의 공간역사의 흔적이 현재 효창공원에는 많이 

남아 있지 않으며 효창공원의 근대사적 가치를 탐색하기 위함이다.

1)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테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유치거리에 제한은 없으나 설치규모는 10만㎡ 이상으로 한다. 도시공
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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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효창공원 전경
(자료: 한겨레 기사 ‘백범 묻힌 효창공원 국가 관리 묘역으로’)

공원명 법적구분 주소 면적(㎡)

효창공원 근린공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번지 일대

122,245㎡(36,979

평)

문화재 관리주체 공원 시설

사적 제 

330호 

(1989년 

6월지정)

용산구

문화재청

삼의사묘, 김구묘, 임정요인묘, 효창운동장, 

백범김구기념관, 반공투사위령탑, 원효대사 동상, 

어린이놀이터, 테니스장, 생태연못 등

[표 1] 효창공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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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과 방법

연구는 크게 다음의 네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론고찰과 사례연구이다. 이론고찰 

단계에서는 공간적 사고에서 경계의 의미와 역할, 경계의 종류와 구성을 파

악하여 경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경계 요소를 도출한다. 

사례연구에서는 공간사례분석을 통해 공간 경계의 접근성, 개방성, 활용에 

중점을 둔 다양한 설계 기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효창공원의 변천과 현황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입지와 맥락, 역사, 공간구성 등 경계와 관련하여 

대상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전반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공원 재조성 시도

와 실패의 과정을 짚어봄으로써 효창공원이 가진 난제를 파악한다.

세 번째는 맵핑의 방식을 통해 경계 현황을 시각화한다. 이론적 고찰에서 

도출한 경계 요소의 범주에 따라 공원의 경계를 길(동선), 경계물, 경계공간

으로 나누어 진행한 시각화를 바탕으로 공원 네트워크의 긴밀도, 경계물로 

인한 단절의 정도, 잠재적 경계공간을 파악한다. 경계에 대한 분석을 종합

하고 효창공원의 공공성과 이용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설계의 지향점과 원칙을 세우고 적용 가능한 설계 방안을 제

안한다. 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대상은 프로그램이 결정된 영역인 핵심 영역

을 제외한 모든 경계공간이다. 단절과 분리의 경계는 완화하고 경계의 잠재

와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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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연구 동향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연구의 동향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검

토하였다. 우선 건축·도시·조경 분야에서 공간 경계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

였다. 다음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효창공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4.1. 공간 경계에 관한 연구

공간에서 경계에 대한 논의는 건축 경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가

시적인 한정이 없는 공간에서는 공간이란 자체가 인식될 수 없듯이 ‘경계’

라는 유형의 요소에 의해 그것(공간)은 비로소 인지된다(최미옥 1999, 초

록). 건축 내부 공간을 정의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인 경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늘 건축가들의 고민거리였다. 

“건축에서 경계란 무엇인가”, “우리는 경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경계

는 어떤 양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등 건축에서 경계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현대 건축에서 해체주의 건축이 등장하면서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내부와 외부의 이원성을 제거하려는 해체주의적 경향이 나타났고, 경계의 

불확정성, 다중성, 확장성, 투명성에 관한 실험적 건축 프로젝트가 나타났

다.2) 이런 흐름에서 전개된 건축 분야에서 경계에 관한 연구는 건축 내외

부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대안적 매개로서 경계 설계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가 많다(최미옥, 1999; 김명화, 2008). 건축분야에서 경계에 

대한 담론은 경계의 물성과 경계 현상에 대한 인간의 지각 방식에 관한 물

음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호사카 요우이치로우, 1999).

반면 조경·도시 분야에서 경계에 관한 연구는 경계를 도시 조직 간의 접

2) 현대 건축에서 건축 경계는 특히 투명성의 개념을 동반한다. 현대건축에서 투명성은 “공간적
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대한 동시적 지각”을 의미한다. 경계와 투명성에 대한 건축의 실험적 
시도는 미스 반 데어 로에, 장 누벨, 램 콜하스 등 모더니티 건축부터 현재까지 현대건축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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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부이자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도시 공간의 공공적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

해 연속성, 연계성, 개방성,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다(최승효, 

2003; 박병훈, 2008; 이희원, 2015). 특히 조경 분야에서는 도시의 녹색 

섬처럼 존재했던 19세기 센트럴파크의 단절적 경계에 대한 반성과 반문으

로 20세기 중후반 파크 데 라 빌레뜨, 다운스뷰 파크 등 도시공간과 공원

의 긴밀한 연계 방식에 대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 “공원과 도시가 어떠한 

역동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도시와 공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하고 있는

가”의 질문은 곧 도시와 공원의 물리적·비물리적 경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

어졌다(배정한 2004, 91).

4.2. 효창공원에 관한 연구

효창공원은 독립운동가와 임정요인이 잠든 묘역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효창공원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역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효

창공원 역사에 관한 연구는 통시적 관점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시기를 나

누어 공원 변화를 살핀 연구가 많았다(용산구, 2009; 김해경, 2010; 한소

영·김용국·조경진, 2011). 대부분 선행연구는 애국선열의 묘역으로서 장소 

정체성을 가장 주요하게 보았으며 효창공원의 성역화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강혜경, 2019; 이순우, 2019), 체육학계의 연구는 한국 축구의 산파 

역할을 했던 효창운동장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이종성, 2016; 곽

지수, 2016).

관련 연구를 살펴본 바, 건축 분야에서 경계에 관한 연구는 경계의 다른 

특성보다도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경 분야에서 경계에 관한 연구

는 대부분 도시 광역적 스케일에서 공원의 경계에 대한 것이었다. 건축·조

경·도시 분야에서 외부 공공공간 설계의 구체적인 물리적 대상으로서 경계

를 다루고 설계 방식에 주목한 연구는 다소 미진하다. 또 지금까지 효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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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저자 

(연도)
제목 내용

공

간

경

계

에 

관

한 

연

구

호사카

요우이치

로우

(1999)

경계의 형태: 

그 건축적 구조

 공간의 틈새를 만드는 경계면의 구조

를 형태라는 측면에서 고찰

최미옥

(1999)

공간의 경계에 관한 연구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공간 경계에 대해 건축적으로 고찰하

고 건축에서 공유를 유도하는 경계 양

상을 분석

최승효

(2003)

도시공간의 연속성을 위한 

경계의 제안 

–당인선 폐선부지의 절적 

경계 극복을 중심으로–

경계의 다중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한 

도시공간 경계 제안

김명화

(2008)

현대건축에서 경계공간을 

통한 내부의 이질화에 

관한 연구

경계공간의 형성을 분석, 분류하여 경

계공간을 통해 건축 외부가 내부를 이

질화하는 양상 해석 

박병훈

(2010)

도시공원 경게부 변화양상 

연구

도시공간과 공원 간 경계부의 

물리적 형태와 비물리적 현상을 분석

하고 변화양상 조사

David 

Philip 

Shimme

l

(2013)

Transparency in 

theory, discourse and 

practice of Landscape 

Architecture

투명성(transparency)에 대한 건축계 

담론 고찰과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조

경 설계 도구로서 투명성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증명

이희원

(2015)

경계의 활성화: 인천 내항 

8부두 수변 설계

3차원적 경계공간인 워터프론트를

주변 도심과 연결한 항만으로 조성하

는 설계안 제시

효

창

공

용산구

(2009)

효창공원 역사적 가치 및

활용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문헌과 기록 고증과 현황 파악을 통해 

효창공원의 장소성을 찾고 사적지 활

용 및 보존관리 계획 수립

[표 2] 관련 연구 동향

원에 대한 관점은 오로지 역사에만 놓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부 공공공간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 설계의 구체적인 

물리적 대상 요소로서 경계를 설계한 선행 사례를 검토하고, 공원의 혼성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적용 가능한 설계 방식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

와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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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에 

관

한 

연

구

김해경

(2010)

효창공원의 장소성 형성과 

변화 해석

효창공원의 물리적 변화를 사회적 배

경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공원의 장소성 변화 해석 
한소영

김용국

조경진

(2011)

효창공원의 장소재현 과정 

및 장소정체성의 사회적 

재구성

효창공원의 장소정체성 

형성 및 변화 원인과 

사회적 재구성 과정을 해석

강혜경

(2019)

효창공원의 역사적 

중층성과 상징성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효창묘 조성부터 효창공원의 정체성 

변화를 추적하고 ‘독립의 길’을 주제로 

효창공원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의 필요성 제기

이순우

(2019)

효창원, 아주 오래 지속된 

공간수난사의 이력

효창묘 조성부터 1960년대까지 효창

공원과 관련한 사회적 상황과 배경을 

서술하고, 효창공원의 역사문화적 위상

의 제고 주장

이종성

(2016)

1960년 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 개최와 

효창운동장 건립

1960년 전후 효창운동장 건립 과정과 

관련 이슈를 정리하여 1960년 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와 효창운동장의 역사

적 의미를 해석

곽지수

(2016)

한국 축구의 메카, 

효창운동장의 역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효창운동장의 건립 경위 및 개장, 시

설, 이용활동 등의 자료 조사를 통해 

한국체육사에서 효창운동장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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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고찰과 사례연구

1. 공간과 경계

1.1. 경계의 일반적인 의미

경계(境界)는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또는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를 의미한다(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2020년 1월 28

일). 단어를 이루는 한자의 자원을 살펴보면 境(지경 경)은 土(흙 토)자와 竟

(다할 경)자가 결합한 글자로 ‘영토의 끝자락’, ‘땅이 끝나는 지점’을 의미하

며, 界(지경 계)는 田(밭 전)자와 介(끼일 개)자가 결합한 글자로 ‘토지 사이

의 경계선’, ‘토지나 영토의 구분 선’을 의미한다(네이버 한자사전 2020년 

6월 2일). 경계는 어떤 한 물체나 영역의 끝을 맺거나 서로 다른 물체나 

영역 사이에 위치하여 둘의 범위와 성질을 구분하는 지점 또는 선을 일컫

는다. 어원을 통해 살펴본 경계는 주로 땅이나 공간을 구분하는 것에 관계

하며 점 또는 선으로 드러난다.

영어에서 경계를 지칭하는 단어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한 지점이나 선을 

뜻하는 edge, limit, boundary와 확장된 면적, 공간적 범주를 의미하는 

border, seam, margin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Oxford English 

Dictionary 2020년 6월 2일). edge는 “사물의 가장 바깥 또는 가장 먼 

지점”, limit은 “어떤 것의 허용되는 정도, 양, 기간, 행동범위, 변주가 국한

되는 고정된 지점들”, boundary는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이거나 관계 없

이 어떤 것의 영토나 한계를 지시하는 기능을 하는 물체 또는 한계 그 자

체”를 의미한다. edge, limit, boundary는 한국어 경계의 어원과 비슷하게 

어떤 물체나 영역을 분명하게 지시하기 위해 점 또는 선으로 드러난다. 반

면 border는 “분계선 또는 윤곽을 따라 놓인 물체의 일부 또는 국가, 영토

의 테두리를 따라 놓인 구역”, seam은 “두 조각의 테두리나 천, 가죽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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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나로 이을 때 만들어지는 접합부”, margin은 “영역 바로 안에 위치한 

표면의 일부, 또는 강이나 수계에 바로 인접한 땅”을 의미한다. border, 

seam, margin의 경계는 한 영역이 다른 영역과 접하는 넓은 부분이며 두 

영역이 만나면서 충돌, 융합, 분리, 점령이 벌어지는 장소이다. 

경계는 본래 어떤 것이 끝나는 지점, 선을 표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물체, 공간, 사고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기준이다. 경계는 서로 다른 두 영

역이 만나는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넓은 면 또는 구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계는 ‘만들고 부수는 것이 가능하고, 세우고 흔드는 것이나 깨는 것이 가

능한 사물’, ‘그렸다가 지울 수 있는 선’, ‘가로지르거나 침범할 수 있는 장

소’, ‘느끼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경험대상’이다(전혜영 2010, 54).

1.2. 공간에서 경계의 의미

경계 없는 공간은 없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축적 작업

이다. 베르나르 츄미는 “건축적으로 보자면, 공간을 정의하는 것은 (공간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은) 문자 그대로 ‘경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해 왔다”

고 말하며 경계와 공간의 관계를 서술하였다(마이클 헤이즈 2010, 297). 

공간에서 경계는 대상 공간의 범위, 크기, 형태, 쓰임을 규정함으로써 그 

외의 공간과는 다른, 하나의 동질적 속성을 가진 개별 공간을 정의한다. 건

축물의 벽은 바깥으로부터 건물 내부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서울의 한강은 

강북과 강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경계는 사물 또는 영역의 동질성 또는 이질성을 획득하기 위한 분기점과 

같은 요소이며 내부와 외부 또는 이것과 저것의 구분/분리를 전제로 한다

(최승효 2003, 11).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바닥과 천장조차 구별되지 

않는 끝없는 흰색의 가상공간인 컨스트럭트 안에서는 얕고 깊음, 좁고 넓

음, 이쪽과 저쪽 등의 공간감과 방향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경계는 무한한 

공간의 일부를 인간적인 척도로 나누고, 한정하고, 도입하여 실제로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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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며, 경계가 만들어짐으로써 ‘여기’라고 하는 장소 개념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곧 어떤 공간을 한 장소로 변형시킨다(최미옥 1999, 9-11).

경계는 잠재의 공간이기도 하다. 경계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전이

를 연결하거나, 인접한 두 장소 간의 급격한 변화와 충돌을 완충하거나, 두 

장소의 성질, 성격, 형태가 융화될 수 있는, 결정되지 않은 모호한 공간이

다. 이 때의 경계는 틈, 이음새, 여백의 의미를 지닌다. 경계는 각각의 부분

이 그 독립성(identity)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일상

과 비일상, 중심과 주변으로 대립하는 2개의 세계는 각각이 겹치는 부분인 

“애매한 경계영역”을 갖고 있다(호사카 요우이치로우 1999, 9-12).

경계의 열린 정도와 닫힌 정도는 공간의 성질을 바꾼다. 경계의 분리·단

절의 역할이 강할수록 공간은 더욱 내향적이고 사적인 공간이 되고, 연속·

연계의 역할이 강할수록 공간은 외향적이고 공적인 공간이 된다. 하지만 경

계로 인해 ‘안’과 ‘밖’의 구분이 생겨나고 이로 인한 배타성, 폐쇄성이 문제

가 되거나 두 항목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로 인해 불균형한 관계가 될 때 

경계는 대상을 테두리 짓는, 거부하고 극복해야 하는 한계점으로 나타나기

도 한다(전혜영 2010, 48). 공간을 설계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주변에

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을 독립시켜 거기에 이질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가 하는 것이며, 또 다른면에서 보면 그렇게 변질시킨 것을 다시 주변

과 어떤 방법으로 관련시켜 갈 것인가하는 작업이다(호사카 요우이치로우 

1999, 179). 경계가 단순히 선적인 요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

측의 지역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깊이를 두고 만들어져 있으며, 그것은 분할

되는 영역들의 독립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두 영역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

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박병훈 201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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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간에서 경계의 역할

1.3. 경계의 양상

공간이라는 무형의 매개체에서 프로그램이나 공간을 구성하는 구성물에 

따라서 경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이미란 2007, 16). 뚜렷하

게 분간되는 지점이나 연속된 선, 한 공간 안에 다른 공간이 들어가 남은 

공간으로 나타나는 경계, 두 영역의 외곽이 겹쳐져 중첩된 공간, 두 영역의 

틈에서 어떤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사이공간(in-between) 등 경계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알도 반 아이크의 in-between 개념을 통해 먼

저 제시되었던 경계공간이란 “이분법적이고 확정적인 경계의 구도에서 벗어

나 공간적인 경계로부터 일어나는 주체와 객체,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재정

의하고 소통시킴으로써, 경계가 지어지는 곳에 위치한 중립적인 공간”을 의

미한다(이희원 2015, 20). 

(1) 구분과 분리의 경계

구분과 분리의 경계는 고정된 경계 요소를 가지며 가장 가시적으로 명확

히 드러나는 경계 양상이다. 한 공간이 특정인에게 속한 영역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그 공간과 주변공간이 차별화되어야 하는데, 가장 구체적인 방법

은 명확하게 한정된 경계를 만드는 것이다(류호창 1996, 59). 경계에 의한 

구분, 분리는 두 요소간의 위계나 배타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동

등한 입장에서의 상호구분을 유도하는 것이다(최승효 20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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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 내부의 변두리

한 공간 안에 더 작은 공간이 완전히 중첩되면서 발생하는, 공간으로 나

타나는 경계 양상이다. 두 공간 사이의 명확한 크기 차이가 필요하며 형태

와 배경으로 경계 공간을 지각하게 된다(지찬용·윤갑근 2009, 183). 이런 

경계 공간은 독립적 공간의 성격을 강하게 갖기도 하고 두 공간 중 비슷한 

공간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공간을 이루거나 또한 각각 독립된 공간

으로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이미란 2007, 45). 또 이런 경계공

간은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면서 위계성을 높이는 심부로의 연결을 유도하

는 전이공간이 될 수 있다(호사카 요우이치로우 1999, 179).

(3) 겹쳐진 공간

경계를 맞대고 있는 두 영역이 서로 맞물려 겹쳐진 공간을 경계로 공유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경계이다. A 영역과 B 영역 사이에 놓이게 되는 경계

는 스스로가 두 영역에 모두 포함되며, 두 영역 사이에서 애매한 성격을 갖

게 된다(최승효 2003, 14). 겹쳐진 경계공간은 서로의 규칙을 공유하지 않

는 이질적인 객체들이 만나는 영역이며 어느 한 영역으로의 귀속을 결정할 

수 없는 불확정적인 공간의 상태는 내·외부를 보는 관찰자의 시선을 끊임

없이 교차시키는 “소통의 공간”이 된다(최순섭 외 2006, 180).

(4) 틈의 공간

두 영역이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공간적인 틈새가 생기게 되며, 이 틈

새는 어떤 의미에서 경계의 영역이 된다. 이때 경계의 형태는 틈새라고 하

는 애매한 성격을 가진 독자적인 영역으로 성립될 수 있다(호사카 요우이치

로우 1999, 12). 틈의 공간은 그 자체로 비어있기 때문에 경계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각 영역의 어떤 영역적 요소와 성격이든 개입하여 서로 상호작

용하고 다의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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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계의 양상

현대사회에서는 그 다중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의 물리적 경계를 고정

된 의미로 사용하기를 부정하며, 경계공간을 내부와 외부사이의 인터랙티브

한 관계형성의 매개역할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전경하·동정근 

2008, 3). 영역이 겹쳐지고 영역 간 거리가 벌어지면서 생기는 경계 공간

을 잃는 것은 보다 일의적인 관계로 다가가는 것이다. 경계는 도시공간에서 

커다란 장벽 이상의 것이 되며 단순한 분할과 고립이 아닌 다중적 성격을 

가진다(케빈린치 2003,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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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 구성과 효과

2.1. 경계 요소

경계 요소란 경계가 성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구성성분의 단위를 말한다. 

공간에서 경계는 하천이나 산맥, 국경 등 거대 규모에서 담장, 울타리 등 

일상적 규모까지 존재하므로 경계요소는 규모에 따라 나눌 수 있고, 형태적 

실체의 유무와 가변성에 따라 물리적·시각적·고정된 경계요소와 심리적·관

계적·가변적 경계요소로 나눌 수도 있다. 

변은영 외(2012)는 바닥, 벽, 천장, 개구부의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 건

축공간의 물리적 경계요소를 직관적으로 단순화하여 살펴보았고, 최미옥

(1999)은 경계를 자연환경스케일, 인공환경스케일, 사잇공간의 세 가지로 

나누고, 더 세부적으로 건축실내공간에 한정하여 물리적 측면–실질적 체험

요소, 심리적 측면–정신적 체험요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김명화(2008)는 

건축 공간에서 고정된 경계요소, 가변적 경계요소로 나누었으며, 이미란

(2007)은 물리적 요소, 관계적 측면의 요소: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박

병훈(2010)은 물리적요소, 시각적요소, 심리적 요소,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 

디자인, 도시계획과 도시정체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경계 요소를 분류하는 과정은 공간에서 경계로 인지 가능한 다양한 공간 

환경 요소를 도출할 수 있으며, 공간을 계획하고 조성할 때 고려해야 할 물

리적 설계 요소와 프로그램 설계 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부공

공공간에서 고려해야 할 경계 요소를 다루고자 하므로 길(동선), 확정적 경

계로서 물리적 실체인 경계물, 일정한 공간 범위가 경계로서 인식되는 경계 

공간으로 나누어 경계 요소를 분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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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길(동선)

길(동선)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통과하는 선적 공간

이다. 길은 장소 간 물리적 연결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A라는 영역 가운데

로 길이 지나가면 A는 A’와 A’‘로 나뉘는 경계 요소이기도 하다. 이때의 

길은 외부공간에서 그 자체로 공간을 구분하는 선이 된다. 한편으로 길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양쪽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이기도 하다. 길은 길로 연

결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을 결정하며 

경계의 개구부를 결정한다. 길의 방향, 폭, 경사, 체계에 따라 장소 사이의 

연결성과 긴밀함, 전체 공간에서 자유로운 이동성, 접근성이 다르게 나타난

다. 공간에서 길은 교환과 교통의 장소로,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영

역이나 행위를 맞대고 있거나 연결하고 있으며, 그들 간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경계공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오세영 2006, 17).

(2) 경계물

경계물은 공간에서 명확한 구분선을 표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물리적 실

체가 있는 경계이다. 공간은 물체와 물체 사이의 비물체로서 공간을 한정시

켜주는 경계대상물의 크기, 형상, 표면, 모서리 처리, 출입구, 경계펜스 등

에 의해 인식하게 되고, 이때 경계물의 수직성의 정도에 의해 형성되는 개

폐도에 의해 공간감이 변화된다(박병훈 2010, 22). 

경계물은 형태에 따라 수직적 요소, 수평적 요소, 혼합 요소와 경계물을 

구성하는 디자인적 요소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수직적 

경계요소는 공간과 공간을 얼마나 분명하게 분리할지를 결정하고, 수평적 

경계물은 바닥 포장면를 달리하여 심리적으로 “경계 내부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음”을 형성하거나 실제로 접근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수직성과 수평성

이 혼합된 형태의 경계물은 경사와 단차를 이용하여 경계를 구축하는 지형

과 계단이다. 또 같은 물리적 요소도 재료, 밀도, 단차와 높이 등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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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하고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공간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경계의 디자인적 요소는 기능적이거나 상징적인 특성을 지님과 동시에 다양

하게 중첩되어 나타나게 된다(임종엽·이홍 2005, 96).

① 수직적 요소: 벽

‘경계 짓기’는 벽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기능이다(이미란 2007, 

30-31). 벽은 건축물의 경계를 구획하는 요소로서 건축물의 규모를 한정하

는 동시에 외부와의 명확한 물리적, 시각적 영역 분리를 유발한다. 공간은 

벽으로 둘러싸임으로써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의도된 이용행태가 벌어질 수 

있는 적극적인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② 수직적 요소: 기둥

기둥은 평면에서는 점으로 인식되고 3차원 공간 내에서는 하나의 선으로 

인식되며, 점과 선의 긴장 요소를 가지고 있다. 기둥은 공간을 분해하는 투

명한 벽을 형성하게 되고 우리는 공간 속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

망, 공간관계가 생겨난다(최미옥 1999, 15). 

③ 수평적 요소: 바닥면

면은 벽, 기둥과 함께 건축적 내부 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계 

요소이다. 면은 바닥면 또는 천정을 통칭하는데, 외부공간에서는 주로 바닥

면으로 나타난다. 수직적 경계물이나 단차가 없는 바닥면은 영역의 차이를 

가시화하고 경계를 표현하기 위해 바닥면의 색, 재료, 재질, 방위, 형태, 크

기 등을 이용한다. 또 수직적 경계요소와의 결합이나 레벨 등에 의해 영역

성의 강화가 충족되기도 한다(최미옥 199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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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혼합 요소: 지형

지형은 경사도와 단차에 따라 유연한 경계가 되기도 하고 범접불가의 경

계가 되기도 한다. 단차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면을 상승면과 하강면으로 나

눌 수 있는데, 상승면과 하강면 사이의 대조적인 정도가 클수록 각 공간의 

독립성과 영역성이 강화된다. 상승된 공간은 상승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시각적 프라이버시의 확보가 용이해지며, 공간과 공간의 점유자에 대해서도 

신성함과 위엄을 주게 되어 신전이나 묘소, 권력의 상징공간에서 일종의 위

계성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 된다(최미옥 1999, 19-21). 

⑤ 혼합 요소: 계단

계단은 연속된 면에서 높이가 다른 지점을 연결하는 전이공간이다. 계단

을 기준으로 수직적으로 공간을 가르는 이중적인 면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분절된 공간을 연결하며 공간의 유동적 흐름을 만든다. 계단은 성격이 다른 

공간을 나누기도 하고 연결하기도 하며 높낮이를 조절하여 공간의 시각적 

변화를 유도하기도 한다(이미란 2007, 37-38). 계단을 통과하며 달라지는 

연속적인 장면 변화는 경험자로 하여금 상승감, 하강감, 진입감, 진출감을 

느끼게 한다. 

⑥ 디자인적 요소: 재료

경계가 되는 물체는 재료에 따라 투명한 정도, 빛이 반사되거나 투과되는 

정도, 물성, 질감, 무게감이 모두 다르다. 콘크리트나 벽돌처럼 투과성이 없

는 재료는 경계 건너편을 볼 수 없어 폐쇄적인 반면, 유리나 플라스틱과 같

이 매우 투명하거나 흐릿하지만 건너편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재료는 

양쪽 공간의 심리적·시각적 연속성을 유지한다. 서로 다른 재료를 가진 경

계는 ”질감의 수평적, 수직적, 추상적, 구상적 패턴을 통한 요소들의 가벼

움, 양감의 형식에 의한 시각적 운동감의 표현과 재료의 종류에 따라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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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디자인적 요소: 재료

한 공간이나 반사, 투과에 의한 표면의 

건축, 재료 자체의 즉물적이며 고유한 성

격의 표현, 완벽한 디테일과 혼성적인 사

용을 통한 감각적 의미”를 다양화 한다

(임종엽·이홍 2005, 96). 

⑦ 디자인적 요소: 밀도

밀도를 다르게 하여 공간감을 다르게 하는 것은 폴, 가로등, 가로수와 같

이 좁고 수직적인 형태의 기둥에 주로 적용된다. 경계 요소 간의 거리가 가

깝고 조밀할수록 대상 공간의 위요감, 내향성, 아늑함, 폐쇄성이 높아지고, 

경계 요소 간의 거리가 멀수록 경계가 모호해지고 대상 공간과 주변의 연

계성이 높아진다.

[그림 5] 밀도를 이용한 경계 구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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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디자인적 요소: 높이

높이는 시각적 연속성과 공간적 연속성을 조절한다. 경계의 높이가 낮을 

때에 서로 다른 공간에 속한 사람들은 경계 너머 서로를 쉽게 관찰하고 오

고 가며 교류한다. 반면 높이가 높아질수록 경계 건너편을 관찰하거나 이동

하기 어려워지고 각 공간의 영역성이 뚜렷해진다.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특

성은 벽, 울타리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60cm 높이의 평면이라면 공

간의 모서리를 규정할 수는 있지만 공간을 감싸는 분위기를 주지는 못할 

것이다. 허리 높이 정도의 평면은 주변 공간에 시각적 연속성을 주면서 감

싸는 듯한 분위기를 준다(이미란 2007, 30-31). 1.5m(서있을 때의 시선 

높이)이상의 벽은 실제로 공간을 둘러싸는 힘을 지니게 되며, 1.8m 이상에

서는 사람의 몸을 완전히 가리게 되어 강한 폐쇄성을 지니게 된다(아시하라 

요시노부 2005). 

[그림 6] 높이를 이용한 경계 구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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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공간

경계가 공간으로 확장된 경계공간은 애매하고 모호한 성격을 가진다. 경

계공간은 서로 다른 성질의 충돌, 개입, 혼합, 융합이 발생하는 가능성과 

잠재의 장소로서 어떤 영역적 요소이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

는 공공성을 띤 공간이다. 경계공간의 애매하고 모호한 성격은 도시공간이 

연속적으로 구성되고, 공간구성의 질서를 획득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최승효 , 16). 공공공간에서 경계 요소의 종류, 형태, 크기, 맥락은 공과 

사의 영역 간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도시공공공간의 공적 기능을 증진하

는 전략이 될 수 있다. 

① 공적 경계공간

경계공간을 맞대고 있는 두 영역이 모두 공적인 성격을 가지거나 경계공

간이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틈의 공간으로 나타날 때 경계공간은 공

적 활동 공간이 된다. 공원과 도시의 경계부, 광장, 잔디밭 등 목적과 쓰임

이 단일하게 규정되지 않은 빈 공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담길 수 있다. 

비결정적 프로그램은 외부 요소를 내부로 더 쉽게 흡수하고 반응하며 가변

적이고 유동적이며 느슨한 경계를 결정한다. 불확정성은 공간의 기능을 미

리 고정시키지 않고, 사용자의 우연적 선택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게 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김원갑 2002, 548). 

② 반공적-반사적 경계공간

“영역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명쾌한 방어적 수단이나 혹은 어떤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배타적으로 점유된 공간을 말한

다. 공간을 점유하는 개인이 그 공간에 대해 영역성을 느낀다면 그곳은 점

유자에게 심리적으로 다른 장소보다도 더 친밀감을 주게 되고, 일종의 소유

의 개념이 발생하게 된다(최미옥 1999, 38-40).” 따라서 경계공간은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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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의 개념이 발생한 영역과 공적 영역의 사이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에 대한 자율의식과 개인 간 상호작용에 대한 사회적 욕구 사이의 평형을 

이루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최미옥 1999, 50). 도시에서 경계는 사적공간

과 공적공간을 명확히 분리하면서 두 공간의 관계성을 설정하므로 공적 성

질과 사적 성질이 혼합되며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예로는 공개공

지,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정원, 옥상정원 등이 있다.

구분 예시

길(동선)
차도

보도, 산책로

경계물

수직적 요소

벽(wall)

담장

메시(mesh), 루버

펜스(fence)

기둥(column)
폴(pole), 가로등

가로수

수평적 요소 면(surface)

보도 포장

차도 포장
잔디
녹지

혼합 요소

지형(ground)
평지

언덕, 경사지

계단(stair)
계단

스텐드

디자인적 요소

재료(material)
투과성

질감

밀도(density)
조밀한 구성

느슨한 구성

높이(level/height)
급경사

완경사

경계공간

공적 경계공간
광장

공원의 경계부

반공적-반사적 경계공간
공개공지

옥상정원

[표 3] 경계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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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계 유형

경계는 외부로부터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거나 허용하기도 하고 외부로부

터의 시선을 차단하거나 허용하기도 한다. 물리적 접근성의 단절

(Inaccessibility)과 연속(Accessibility) 정도, 시각적 개방성의 단절

(Invisibility)과 연속(Visibility) 정도에 따라 경계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

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7].3) 

[그림 7] 경계의 유형

3) 박병훈(2010)은 물리적 형태에 따른 가시적 측면과 접근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경계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본고에서 이를 참고하여 경계의 4가지 유형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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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방형(Accessible-Visible)

전면 개방형 경계는 물리적 접근과 시각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경계 유형이다. 경계로 구분된 두 공간 사이에서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드는 

신체활동이 가능하고 두 공간의 내부자가 서로를 관찰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전체 공간의 공공성을 증진시킨다. 두 공간의 인지적 경계를 완전히 흐릿하

게 함으로써 둘을 하나처럼 인식하게 하기도 한다. 

[그림 8] 여의도한강공원 
(자료: www.youtube.com)

 [그림 9] 시뇨리아 광장

(자료: commons.wikimedia.org)

비가시 개방형(Accessible-Invisible)

접근가능 폐쇄형 경계는 물리적인 접근 가능성은 열어 놓되 시각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경계 유형이다. 경계 건너편의 경관을 볼 수는 없지

만 계단, 터널, 통로 등을 이용해 물리적 접근성은 확보해두는 유형의 경계

이다. 

[그림 10] Cahokia Mounds State Heritage
(자료: www.peika.bg)

  [그림 11] Ashridge Estate

(자료: www.countrylibing.com)



- 27 -

전면 폐쇄형(Inaccessible-Invisible)

전면 폐쇄형 경계는 물리적 접근성과 시각적 투과성을 모두 차단하는 가

장 단절적인 유형의 경계이다. 외부로부터의 모든 간섭과 개입을 차단하여 

내부 공간의 사적인 영역성을 강조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궁궐이나 성, 

요새 등 군사적 방어와 군주의 위엄이 필요한 공간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그림 12] 카르카손
(자료:whc.unesco.org)

  
[그림 13] 창경궁 담장
(자료:www.doopedia.co.kr)

가시 폐쇄형(Inaccessible-Visible)

가시 폐쇄형 경계는 자유로운 물리적 이동과 접근은 불가능하지만 시각

적 투과성을 높여줌으로써 심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경계 유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전창 유리를 이용하여 외부 경관을 내부로 끌어들여 시각

적 연속성과 열린 공간감을 부여하는 것이 있다.

[그림 14] Bernard Koolhaas
(자료: www.archdaily.com)

  
[그림 15] 만휴정

(자료:www.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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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는 앞의 네 가지 유형 안에서도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물리적 형태

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넓은 유리통창과 허리 높이의 담장은 둘 다 가시 

폐쇄형에 속하지만, 물리적 접근성의 차단 정도와 시각적 개방의 정도에 있

어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접근가능과 접근불가능, 가시와 비가시라는 

이분법에서 확장하여 접근가능성의 정도와 시각적 투과성의 정도를 더 폭넓

게 활용하는 설계 기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6] 경계의 다양한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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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연구

사례연구는 효창공원의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경계에 

중점을 둔 공공공간 설계 사례를 고찰하였다. 본 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

형의 공간 설계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선 경계물로 인한 폐쇄감과 단절감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물리적·시각적으로 열린 경계를 조성한 사

례를 살펴보았으며, 공원 내 건축물과 외부공간을 연계하여 공공성을 증진

한 사례, 잠재적 공간으로서 경계를 활용한 설계 사례를 검토하고 각각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1. 물리적·시각적으로 열린 경계

(1) Bryant Park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브라이언트 파크는 도시와 맞닿은 공원 경계

부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 뉴욕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원으로 재탄생한 

사례이다. 뉴욕 도서관과 West 40th St, West 42nd St, 6th Ave으로 둘러

싸인 공원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마약상과 매춘부, 부랑자로 가득한 기

피의 대상이었다. 공간사회학자 윌리엄 와이트(William H. Whyte)는 브라

이언트 파크의 가장 큰 문제로 도시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된 곳이라는 인식

과 그로 인한 낮은 공원 이용률을 지적하였다.  와이트에 따르면 물리적 공

간 구조에 있어서 사람들이 공간을 쓰는가 쓰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은 공간이 거리(street)와 맺고 있는 관계에 있다. 개선 전 브라이언트 

파크는 공원 부지 레벨이 거리보다 4~5피트 높았고 주변부에 위에 쇠창살

이 달린 담장이 둘러져 있었으며 두꺼운 관목숲이 울타리 안쪽을 대고 있

었다. 거리에서는 공원 안을 볼 수 없었고 공원 안으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

았다. 미로 같이 출구를 찾기 힘든 공간 구조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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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1979년 와이트는 9가지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것들

의 핵심 원칙은 어디에서나 쉬운 드나듦(open access), 열린 시야(open 

visual access),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장소(fine gathering place)

였다.

조경설계가 로리 올린(Laurie Olin)은 와이트의 제안을 고려하여 가로와 

맞닿은 공간을 더 개방적으로 만들었다. 먼저 공원을 둘러싸고 있던 가로수 

사이의 철제 담장을 수선하거나 일부를 제거하여 길과 맞닿은 곳의 시각적 

개방감을 증진하였고, 곳곳에 출입구를 추가해 공원 안팎으로 자유로운 이

동을 유도했다. 공원 내부에서는 두꺼운 관목숲을 없애고 교목 하부에 키가 

낮은 초화와 지피식물을 식재하고 공원 양 측면에 다년초 화단을 조성하여 

공간에 쾌적함과 청량감을 주면서 동시에 개방감을 확보했다. 한편 물리적 

공간 개선과 더불어 북 카트, 이동형 테이블세트 등 공원 안에 다양한 공공

시설과 식당과 카페, 작은 가게 등 상업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요가, 북

클럽, 뉴욕 패션위크, 필름 페스티벌, 스케이트장 등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체계적으로 기획하여 공원을 경험하고 이용하는 방식을 더 적극적이고 즐겁

게 만들었다. 

브라이언트 파크의 변화는 다음의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공원의 경

계부에 관한 단순하지만 명확한 디자인 제스쳐가 브라이언트 파크의 활성화

를 이끌어냈다. 공원 이용방식을 바꾼 것은 평면상 공원 형태의 극적인 변

화가 아니라, 공원 경계의 높이와 재료, 두께, 출입구에 대한 설계였다. 둘

째,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공원 프로그램은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이곳이 공공의 공간, 시민 모두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도시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상업 시설의 도입은 언제든 공원을 

찾을 이유가 되었고, 체계적으로 계획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공원을 언

제나 새로운 거리가 있는, 활기차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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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이전 평면도(위)와 현재 평면도(아래)
(자료: bryantpark.org)

 

[그림 18] 브라이언트 파크 1980년대(위)와 현재(아래)
(자료: bryantpar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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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ley Park

페일리 파크는 1967년 뉴욕 맨해튼 빌딩 숲 사이에 조성된 포켓 파크이

다. 약 120평 네모난 부지의 세 면이 건물에 둘러싸여 있고 15m 남짓한 

짧은 변만이 거리와 맞닿아 있지만, 공원은 시각적으로 쾌적하고 청량감으

로 가득하다. 

페일리 파크의 공간구성은 다소 단순하다. 가로 공간과 공원 공간을 분리

하기 위해 공원 레벨이 살짝 들어 올려져 있으며 계단과 램프를 통해 진입

한다. 공원으로 들어오면 교목 아래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고 가장 안쪽

에는 벽천이 있다. 지하고가 높고 줄기의 모양과 잎의 질감이 부드러운 허

니 로커스트honey locust 12그루를 약 6m씩 거리를 두고 5점 식재 하여 

녹색의 느슨한 천장을 만들어 그늘을 드리웠다. 양쪽의 벽돌 담장은 아이비

로 덮어 녹화하고, 가장 안쪽의 경계에는 6m 높이의 벽천을 두어 도시의 

소음을 차단하고 흐르는 물의 시청각적 청량감을 공간에 부여하였다. 이용 

측면에서는 출입구 안쪽 벽 공간을 이용하여 작은 스낵바를 두었고 이동가

능한 와이어매쉬 소재의 의자와 대리석 테이블을 두어 방문자의 필요에 맞

게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보안과 관리를 위해 입구의 출입문을 개폐식으

로 하여 이용시간을 제한한다. 

건물 외벽으로 단절되고 어두운 공간이 될 수도 있었던 공간이 간결하고 

열린 공간구성과 녹색의 식물, 리듬감 있는 벽천으로 생동적인 공원이 되었

다. 높고 두꺼운 경계로 둘러싸인 공간이라도 그 경계의 색과 재료, 질감, 

투과성에 따라 좋은 공공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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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페일리 파크 평면도(위)와 현황(아래)
(자료: Zion&Breen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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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축물과 외부공간의 연계

(1) Brochstein Pavilion at Rice University

브로스타인 파빌리온은 미국 휴스턴 라이스 대학 캠퍼스 내에 조성된 파

빌리온과 쿼드랭글quadrangle이다.4) 캠퍼스 문화에서 장소의 중요성을 인

지하여 대학 커뮤니티의 역동성과 활기를 만드는 캠퍼스의 소셜 허브로 조

성되었다. 건축을 맡은 Thomas Phifer & Partners는 커다란 유리창과 

흰색 철제와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간결하면서 견고하고 투명한 건물을 설계

했다. 또 사방으로 총 12개의 출입구를 두어 건물이 통행의 장애물이 아니

라 거점이 되도록 하였다.

조경 설계를 맡은 OJB(The Office of James Burnett)는 캠퍼스 전반

의 공간 구획에서 드러나는 격자형 패턴을 모티브 삼아 정형식 형태의 외

부공간을 구상했다. 외부공간은 두 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파

빌리온 주변의 야외 다이닝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파빌리온과 도서관 사이

의 정원 공간이다. 파빌리온과 야외 다이닝 공간을 연계하고 통행로와 구분

하기 위해 1m 높이의 Horsetail Reed(속새)를 이용해 경계 지었다. 정원 

공간은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통행로에 의해 다시 두 공간으로 나뉘는데 각 

공간의 가운데에 놓인 수경시설 공간의 중심을 잡는다. African Iris(아프리

카 붓꽃)가 경계부를 테 두르고 격자형으로 심긴 Allee Lacebak Elm(느릅

나무 일종)가 캐노피를 만들어 휴먼스케일의 안락한 공간을 형성한다. 수경

시설에서 흐르는 물의 소리, 부드러운 질감의 쇄석 포장, 나무 사이로 들어

온 빛이 쾌적하고 호젓한 분위기로 공간을 채운다.

브로스타인 파빌리온은 건축 재료와 구조를 이용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부공간에 대해서는 식물경계를 이용하여 눈높이의 시야는 틔워주면서 아

늑하게 둘러싸인 공간감을 조성하였다. 적절한 식물경계는 공간을 구분하면

서 휴식과 대화를 위한 청량감을 공간에 더한다.

4) 쿼드랭글(quadrangle): 학교나 대학에서 건물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안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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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브로스타인 파빌리온
(자료: OJB Landscape Architecture)

[그림 20] 브로스타인 파빌리온 평면도
(자료: OJB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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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

소마미술관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한 미술관이다. 소마미술

관은 연면적 13,186㎡에 지상 1, 2층으로 이루어진 1관과 지하공간으로 

이루어진 2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외조각공원과 연결된다(소마미술관 

홈페이지 2020년 3월 16일). 미술관 건물 설계는 2000년 2월 열린 설계

경기를 통해 조성룡도시건축+최수익의 설계안이 당선되어 미술관은 2004

년 개관하였다. 

공모를 주최한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모지침에서부터 주

변 경관을 고려하여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였으

며, 올림픽공원의 랜드마크적인 건축이자 현장교육과 관광휴게장소, 문화·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제시했다(이지희 2000, 84). 이에 건축가 조성룡은 

“미술품을 수집, 소장, 전시하는 기능에 더해 새로운 도시의 공공공간”이자 

몽촌토성과 올림픽공원의 경관을 통합하는 경관 경험의 장소로서 미술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조성룡·최수익 2000, 86-89).

“미술관은 주변의 역사적인 자연경관과 새로 정비될 조각공원을 유기적으

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경관과 조우하면서 공존해야 하는 목표로 계획되었

다. (중략) 미술관과 외부공간으로 확장하는 동선은 여러 경로와 마당 등 

주변 영역으로 뻗어나가며 전체를 하나의 산책로로 구축한다. 몽촌토성의 

경관을 압도하지 않도록 미술관의 지상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지표면 아

래의 꺼진 마당을 활용하여 전시공간을 외부로 연장시킨다(조성룡·최수익 

2000, 86-89).”

소마미술관은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대지의 형태를 고려하여 지

형에 순응해 수평성이 강조된 건축 형태와 공간구조를 하고 있다. 내부공간

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땅과 건축의 경계를 설정하였으며, 때로는 전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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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으로 확장되고 때로는 땅의 흐름이 건물 안으로 개입하게 하여 건축

의 내부와 외부가 계속해서 소통하는 구조를 구상하였다. 관람 동선 역시 

밖에서 안으로, 또 밖으로, 다시 또 안으로 흐르며 공원과 건물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유기적인 순환체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올림픽공원에서 소마미

술관은 스스로 뽐내는 예술적 오브제이기보다 공원과 도시의 경관을 끌어들

이고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구심점이다. 

[그림 22] 소마미술관 설계 스케치 (자료: 월간 CONCEPT 14)

[그림 23] 소마미술관 (자료: http://www.noblessem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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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계공간의 활용

(1) San Martín de la Mar Park

산 마틴 데 라 마르 공원은 스페인 북부 칸타브리아 지방의 중심 도시 

산탄데르에 위치하는 공공광장이자 공원이다. 본래 도로변 옹벽으로 둘러싸

여 숨겨진 광장이자 원형극장으로 이용되어왔던 곳을 2014년 활기찬 공공

공간으로 재조성하였다. 주요 설계 전략은 테라스식 플랫폼과 경사를 이용

해 도시의 이음새를 만드는 것이었다. 우선 주변 가로로부터 공원을 단절시

키는 축대 벽을 테라스식 단과 경사를 이용하여 도시와 공원의 매개영역으

로 활용하였다. 북서쪽과 남동쪽의 레벨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테라스식 플

랫폼과 경사가 혼합된 지형을 만들어 공원 안에 자연스러운 동선의 흐름을 

만들고, 잔디 띠와 투수성 포장, 콘크리트 단을 반복적으로 조합했다. 스탠

드는 규칙적으로 내려오는 좁은 단과 불규칙한 형태의 넓은 단으로 구성하

고, 공원을 최단거리로 가로지를 수 있는 동선과 둘러가는 램프를 함께 두

어 공원 이용 방식의 선택지를 넓혔다. 나아가 수변공간과 도시 사이의 보

행 접근성을 높이고 원경의 해안 경관과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연결하였

다.

산 마틴 데 라 마르 공원의 복합적인 공간구성과 레벨, 재료는 가로와 공

원의 관계와 공원 내부의 흐름을 설정하고 도시경관과 해안 경관을 연결한

다. 도시, 가로와의 경계로 작용했던 레벨 차이를 이용해 더 열린 공간을 

만들고 공원 이용 방식을 다양화하여 스탠드, 광장, 공원이 공존하는 혼성

적 공간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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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산 마틴 데 라 마르 공원 설계 전략 다이어그램
(자료: www.archdaily.com)

[그림 25] 산 마틴 데 라 마르 공원 단면도 (자료: www.archdaily.com)

[그림 26] 산 마틴 데 라 마르 공원 (자료: www.arch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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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onwealth Community Recreation Centre

캐나다 에드먼턴 시와 에드먼턴 에스키모스 축구 클럽의 파트너십 프로

젝트로 조성된 커먼웰스 커뮤니티 레크레이션 센터는 축구 경기장과 관련 

시설, 피트니스 시설, 수영장, 육상트랙, 커뮤니티 공간이 한데 모인 공공복

합체육시설이다. 레크레이션 센터는 크게 필드 하우스, 수영장, 실내 체육관

의 세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드하우스는 기존의 코먼웰스 스타디움과 

연결된다(Archdaily 2020년 7월 1일). 건축물의 커튼 월은 내부와 외부를 

시각적으로 연결하여 레크레이션 센터를 개방되고 공적인 공간임을 암시한

다.

에드먼턴 시와 축구클럽은 경기장 주변의 낙후된 지역을 상호연결하고 

연간 운영되는 지역 공원을 조성하여 코먼웰스 경기장과 레크레이션 센터를 

사회적 교류의 구심점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레크레이션 센터는 에스키

모스 축구단, 지역 커뮤니티, 경기장 운영기관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계획되

었으나, 개인이나 외부 단체도 일부 시설 이용료를 내고 레크레이션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경기장, 육상트랙, 실내 체육관, 미팅룸 

등은 주로 지역 축구단이 이용하지만 평일 저녁과 오프시즌에는 지역 커뮤

니티와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으며,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일반 강습, 어린이 운동 프로그램, 일일캠프, 요가, 명상 등 다

양한 공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커먼웰스 커뮤니티 레크레이션 센터는 축구 경기시즌 외에는 활용이 저

하되었던 경기장 일대 구역을 일상의 도시공원이자 커뮤니티의 목적공간으

로 재활성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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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커먼웰스 커뮤니티 센터 설계 개념도
(자료: www.archdaily.com)

[그림 28] 커먼웰스 커뮤니티 센터 (자료: www.archdaily.com)

  

[그림 29] 커먼웰스 커뮤니티 센터 운영 프로그램
(자료: https://www.edmonton.ca/activities_parks_recreation/commonwealth.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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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담숲

화담숲은 경기도 광주 독바위산 자락에 자리한 수목원이다. 약 5만평 크

기의 넓은 부지는 산지에 위치해 서측계곡은 평균 20%의 급경사를 가질 

만큼 다소 가파른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화담숲 설계는 산지의 경사

진 지형과 식생을 보존하되 편안한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경사진 지형

을 지그재그로 타고 올라가는 완만한 보행산책로를 통해 계곡과 산기슭을 

따라 이어진 숲과 식생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총 길이 5.2km의 보행산책

로인 ‘숲속 산책길’은 약 6% 경사를 유지하고 있어 휠체어, 유모차 등의 

통행도 원활하며, 긴 산책로의 중간중간 휴식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화담숲은 배경경관으로 남을 수 있는 경사지에 개화시기와 단풍 등을 고

려하여 일 년 내내 볼거리가 있는 식재경관으로 조성하고, 천천히 산책을 

하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동선을 계획하였다.

[그림 30] 곤지암 화담숲 (자료: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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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효창공원의 변천과 현황

1. 대상지 개요

1.1. 입지

효창공원은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과 청파동에 걸쳐 위치하며, 서대문구와 

용산구의 경계부에 위치한다. 동측은 도로를 건너 숙명여자대학교와 마주하

고 있으며 더 멀리까지는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대학 

캠퍼스가 3km 반경 내에 위치한다. 서울역, 용산역, 공덕역 등 인구 유동

이 많은 기차역과 지하철역 2km 반경 내에 위치한다. 인근의 공원 및 녹

지는 경의선숲길, 손기정 체육공원, 서소문역사공원, 용산공원, 남산공원, 

이촌한강공원 등이 있다.

[그림 31] 위치 및 맥락 
(자료: 카카오맵(map.kakao.com) 지도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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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효창공원 접근 교통 현황

(자료: 카카오맵(map.kakao.com) 지도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 

[그림 33] 관련 계획 

(자료: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참고하여 재작성)

1.2. 교통

효창공원에 접한 도로는 임정로와 효창원로가 있다. 반시계방향 1차선 일

방통행도로인 임정로가 효창공원을 둘러싸고 있고, 효창원로는 백범로에서 

만리재로까지 이어지는 남

북방향의 2차선 양방통행

도로로 공원 동측을 지난

다. 효창원로측 주출입구

와 임정로측 백범김구기념

관입구를 통해 공원 내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 

1.3. 관련 계획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대상지 반경 500m 지역은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이

다. 대상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접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서측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동측

으로는 숙명여자대학교, 

청파초등학교, 배문고등학

교 등 교육시설이 인접한

다. 용도지구는 숙명여자

대학 부지 일부가 자연경

관지구5)로 지정되었다. 

5)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대상
지의 범위는 우수한 자연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
구 중에서 선정하며, 대상지의 형태는 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경관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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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효창공원은 20세기 한국 역사의 굴곡과 사회·정치적 변화가 고스란히 드

러나는 장소이다. 일제강점기, 광복, 민주화 등 사회적 상황과 권력자의 정

치성에 따라 공원의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효창공원의 성격과 기능, 장소 

의미는 계속해서 추가되고 변화해왔다. 효창공원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공

원의 공간변화 과정, 공원과 관련한 이해집단의 종류와 개입, 공원 분절 원

인을 파악한다.

2.1. 일제강점기: 효창원의 공원화

1786년(정조 10년) 조선시대 왕실 묘역으로 조성된 효창원이 물리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청일전쟁(1894년)과 러일전쟁(1904년) 이후 만리창 일

대가 일본군 사령부의 주둔지와 철도 거점이 되면서부터다.6) 묘역을 둘러

싸고 있던 숲에 숙영지가 생기고, 효창원 남쪽에 철도관사와 유곽이 들어섰

다. 이후 용산구 일대에 일본인 조계지가 형성되면서 효창원 부지에 골프

장, 학교, 공원 등 일본인들을 위한 도시 어메니티 시설 설치가 요구되었다. 

당시 효창원은 송림이 우거지고 넓은 잔디가 펼쳐진 아름다운 명소로 알

려져 있었고 일본은 1920년대 초부터 효창원 공원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

다. 1924년 이왕직에서 효창원을 공원터로 허가하였고, 회유도로, 공중변소 

등 공원 편의시설이 도입되어 공원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김해경 

2010, 88). 일본은 효창공원을 근대 공원으로 개편하고자 벚나무, 플라타너

스 등을 식재하고 식물견본원, 아동유원지 등을 계획하였으나 예산 문제로 

와 접하는 지역 또는 조망지점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시각축상에 지정할 수도 있다.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6) 만리창은 공물 대신 거둬들인 쌀, 베, 돈의 출납을 맡았던 선혜청(宣惠廳)의 별창(別倉)이다. 
선혜청은 1608년(선조 41) 설치되었으며, 1894년(고종 31) 폐지되었다. 현재 용산구 효창동 
199번지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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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부분 실현되지 못하였다. 일제강점기 말, 일본은 1940년 효창원을 법

적 공원으로 지정하고 1944년에는 묘역을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으로 이전

하는 등 조선시대 왕실묘역으로서 효창원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이 기간에 

왕실묘역이 있는 상징적 공간보다 “모던”시민의 휴식과 위락을 위한 공간으

로서 장소 의미가 강화되었다.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조선시대 왕실 

묘역이 근대 공원으로 변모하면서 일반인도 드나들 수 있는 공적 공간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다.

[그림 34] 효창공원 계획도
(자료: 김혜경(2010))

  [그림 35] 1920년대 효창원 골프장
(자료: 중앙시사매거진, “서울의 골프장 변천사) 

2.2 광복 직후: 선열묘역 조성

광복 후 애국선열의 묘가 안장되면서 효창원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백범 김구

는 1946년 삼의사(이봉창·윤봉길·백정길)의 묘와 안중근 가묘를 조성하고, 

1948년 임정요인(이동녕·차이석·조성환)을 효창공원에 안장하였으며, 유언

에 따라 1949년 김구 자신도 이곳에 묻혔다. 김구는 효창공원에 임시정부

의 ‘국립묘지’를 만들고 이곳을 통해 임시정부의 법통성 즉 자신의 정통성

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강혜경 2019, 229). 삼의사 장례는 

국민장, 임정요인은 사회장, 김구는 국민장으로 치러지었던 것을 보아 당대 

민족의 지도자로서 김구의 영향력과 애국선열에 대한 당시의 국민적 공감대

를 짐작해볼 법하다. 효창공원은 국가적 위인을 모신 경건하고 엄숙한 추모

공간으로서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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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전쟁과 효창운동장 조성으로 인한 황폐화

한국전쟁은 전 국토의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던 만큼 효

창공원 역시 전쟁의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 목재 수탈과 골프

장 개발에 이서 한국전쟁을 겪은 후 효창공원의 울창했던 산림은 황폐화되

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효창운동장 건립공사는 공원 내 산림을 더욱 황폐

화시켰다. 1956년 5월 21일 정부는 효창운동장 건설공사 착수에 들어가 6

월 나무를 벌채하고 분묘지대의 구릉을 깎아내기 시작했다. 공사 과정 중에 

효창공원선열보존회 등 시민단체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되기도 하였

으나 정부는 건설을 강행해 1960년 10월 효창운동장이 완공되었다. 국내 

최초의 국제규격축구장이었던 효창운동장은 독립운동가 유족과 시민의 반발

을 외면한 채 건설된 곳이지만, 유소년축구, 일반인 동호회 등에 의해 여전

히 이용되고 있으며 지금의 한국 축구를 성장케 한 공간적 밑바탕으로 여

겨진다. 

[그림 36] 효창운동장 공사

(자료: 용산구(2009))

  
[그림 37] 효창운동장 완공

(자료: 서울사진아카이브)

 

2.4. 1960년대 ~ 1980년대 중반: 공원 성격의 복합화 

1960년대는 입지 맥락이 부재한 다양한 건축물과 시설이 도입되어 효창

공원의 성격이 복합화되고 세부공간별로 나뉘어 사용되는 시기이다. 수목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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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 골프연습장, 산책도로, 어린이놀이터, 유료 풀장 등 설치가 포함된 

‘효창공원 개발 건설 계획(1967)’과 1972년부터 10년에 걸쳐 이루어진 ‘효

창공원 10개년 계획 및 주변 경관조성사업’은 효창공원을 다목적 근린공원

으로 개발하고자 한 목적을 담고 있다. 1966년 테니스장, 1969년 반공투

사위령탑·원효대사동상·어린이놀이터, 1972년 신광도서관(현 대한노인회 서

울지부)·육영수송덕비, 1978년 새마을노인회관(현 대한노인회 중앙회) 등 

건축물과 시설이 다수 들어섰다. 

1972년부터 10년간의 경관조성사업이 시작되었는데, 효창공원 경관 관리

를 목적으로 일반인 출입을 금지시키고 1981년 6월 유료 개방하도록 하였

다. 공원의 유료개장을 염두에 두고 묘지진입로와 석계단 설치, 묘역 외곽

주변 정비, 수림 조성, 잔디 개선 등 묘역과 관련한 작업과 벤치, 음료수대, 

휴지통, 공중전화, 매점 등 휴식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공원 출입이 

금지된 사이 1977년 건설부에 의해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

다. 1982년 공원 재개방 후 선열묘역을 위한 공간 구성과 시설 요구가 제

기되어 1984년 효창공원 정비사업을 통해 선열묘역 주변의 봉분을 확장하

고 묘역 진입로를 확장하고 비석, 묘역 주변 철제 울타리, 효창운동장과의 

공간분리를 위한 담장을 설치하였다.

[그림 38] 1968년 효창원 전경
(자료: 서울사진아카이브)

  [그림 39] 1981년 효창공원 개원식
(자료: 서울사진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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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사적기능 강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효창공원 정비 및 사당건립 기본계획

(1985)’과 문화재 사적 제330호 지정(1989년)을 통해 선열묘역을 중심으로 

사적지로서 의미가 강화된다. 1989년 7위의 합동사당인 의열사와 창열문이 

건립되었고 3년 뒤 이봉창 의사 동상이 세워졌다. 의열사와 창열문은 사적

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긴 하였으나 공간의 위엄 조성과 영역 표지, 유지관

리 목적으로 담장을 두르고 외부와 단절된 형태로 건립되었다. 한편 김영삼 

정부시기 김구 묘를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하려고 하였으나 묘소 규모 축소와 

효창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이유로 유족회와 기념사업회가 반대하여 실행되

지 못하였다. 

1999년부터는 백범 기념관 건립기금모금운동이 전개되어 2002년 김구 

기념관이 개관하였다. 백범 기념관 현상설계 공모(2000)를 통해 설계안을 

공모하여 당선작을 선출하였으나, 외부에서 어록이 적힌 벽을 따라 건물 내

부로 이어지는 진입 동선이나 자연지형에 어우러지는 건축물 형태, 지형에 

따라 연속되는 인공마당을 제안한 당선작의 설계 의도는 사라지고 권위와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한 고전주의 양식의 건축물이 건립되었다. 기념관 건

립 과정에서 당시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인 김신 씨가 공모 시상식

에서 "구조적으로 불안해 보이므로 기둥 여러 개로 기념관을 떠받들어야 되

지 않느냐"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축물 형태를 통해 백범 김구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공원 내 공공건축물로서 역할보다 인물

의 위엄을 중요시한 기념관은 묘역과도, 공원과도 동떨어진 공간으로 인식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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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00년대 이후: 공간 정체성 재확립의 노력

2000년대부터는 성역화, 민족공원화, 독립공원화 등 공원을 재구조화하

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사적지의 상징성과 정체성 재확립을 위해 노력하되 

공원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자 했다. 2000년 서울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

었고 성역화의 일환으로 현재 효창광장 연못에 위치한 상징조형물 ‘점지’가 

들어섰다. 효창근린공원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2001년)를 통해 공원 시

설을 개보수하였고 2002년에는 생태 습지와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면서 효창

공원은 ‘도심 속의 생태터’라는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국가보훈처에 의한 효

창공원 민족공원화사업 예비구상(2005)과 효창공원 국립묘지화에 대한 국

회 안건 발의 등 효창공원 성역화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었으나, 운동장 

이전에 대한 합의 실패와 공원이용시간 제한에 대한 주민의 반대 등 독립

운동가후손단체와 체육계, 주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모두 무산되었다. 

효창공원은 묘역은 행사 때만 방문하고, 운동장은 훈련·연습 때만 이용하

며 기념관은 주로 단체가 이용하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 연간 공원 이용

자 수는 33만 명으로 어린이대공원 934만 명, 보라매공원 835만 명, 현충

원 223만 명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이용률을 보인다(PMA 2019, 17). 

2019년부터는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서울시, 국가보

훈처, 문화재청, 용산구가 협업식을 갖고 효창공원 독립공원 조성 기본계획

과 효창독립 100년 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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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효창공원 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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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구성

3.1. 핵심공간

공원 내 세부공간 중 뚜렷한 프로그램과 영역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공간

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공공에게 열려있는지에 따라 사적지, 사적점유공간, 

공공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적지는 세 곳의 묘역과 의열사가 있고, 사

적점유공간은 사적지를 제외하고 효창운동장과 백범김구기념관,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서울지부 건물, 반공투사위령탑이 있다. 공공공간은 효창광장, 자

연생태학습장, 운동공간, 북측 잔디밭이 있다. 각 핵심공간에서 공간 성격과 

성질을 특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범위와 위치는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효창공원 핵심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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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김구 묘 임정요인 묘 삼의사 묘 의열사

사적점유공간

효창운동장 백범김구기념관
대한노인회 중앙회,

서울지부
반공투사위령탑

 

공공공간

효창광장 자연생태학습장 운동공간 북측 잔디밭

[표 4] 효창공원 내 공간구성 (자료: 직접 촬영)

3.2. 이용행태

(1) 관련 단체

관련 단체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사적 관련 단체, 체육계, 주민과 그 외 

단체로 나뉜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인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서울시, 용산

구는 토지나 부지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원을 감리한다. 문화재청 

소유의 국유지가 약 143,150㎡(43,300평)로 가장 넓으며, 서울시가 

25,000㎡(7,560평), 용산구가 약 3,100㎡(940평)을 소유하고 있다. 사적 

관련 단체는 묘역과 의열사, 백범김구기념관 관리와 제전, 추도식 등 프로

그램을 진행한다. 체육계는 효창운동장 일부을 위탁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축

구협회를 비롯해 대한축구협회, 용산구축구협회, 한국OB축구회가 있다. 그

밖에 대한노인회, 함경남도중앙도민회, 지역 주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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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대상지 토지소유현황

[그림 43] 대상지 공간 점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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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 내용

국가기관 

및 지자체

국가보훈처 백범김구기념관 소유, 사적문화재 관리

문화재청 토지소유, 사적문화재 관리

서울시 효창운동장과 토지 소유, 공원 관리

용산구 노인회 건물과 토지 소유, 공원 관리

사적 관련 

단체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백범김구기념관 위탁관리, 추도식 주도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추도식 주도

3.1운동 100주년기념사업회 효창공원 독립기념공원화 요구

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의열사 추모제전 주도

독립유공자유족회 효창공원 독립기념공원화 요구

체육계

서울특별시축구협회 효창운동장 내 사무실 위치

대한축구협회 효창운동장 존치 및 시설보수 요구

서울특별시용산구축구협회 효창운동장 내 사무실 위치

한국OB축구회 효창운동장 내 사무실 위치

주민과 그 

외

지역주민 효창운동장 개방 및 이용편의개선 요구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중앙회, 서울지부 건물 관리

함경남도중앙도민회 반공투사위령탑 합동위령제 주도

[표 5] 효창공원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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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및 행사

효창공원에서 벌어지는 정기적인 연중행사는 대부분 사적시설과 효창운동

장과 관련한다. 선열의 추도식과 3.1절 기념행사 등 광복, 독립과 관련한 

행사가 국가보훈처와 각 기념사업회 주도로 진행된다. 효창운동장에서는 매

해 전국체전 축구경기, 서울특별시축구협회장배축구대회 등 경기가 개최된

다. 그 외에 연례 프로그램은 원효성사 추모대제, 북한 반공 위령제, 효창

공원 숲해설 프로그램 등이 있다. 공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행사가 

역사와 추모 성격에 매우 치중되어있으며 효창운동장은 체육계와 축구계 관

련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날짜 행사내용 주최

1. 8 이봉창 의사 의거 기념식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3. 1 3.1절 100주년 기념행사 용산구

3. 23 안중근 의사 순국 추모식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4. 19 ~ 10월 말 2019 WK리그 대한축구협회, 한국여자축구연맹

4. 13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 기념식 국가보훈처

의열사 합동추모제전 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4. 29 (음 3. 30) 원효보살 열반 1333주기 추모법회 대한불교 원효종

6. 26 백범 김구 선생 추모식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10. 1 ~ 11. 29 효창공원 가족 숲 프로그램 용산구

10. 3 ~ 10. 9 전국체육대회 남자고등부 축구경기 대한체육회

10. 5 효창원 독립평화축제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10. 10 이봉창 의사 추모식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10. 15 북한 반공 합동위령제 함경남도중앙도민회

10. 15 ~ 11. 7 효창공원과 7위선열 강의 용산구

11. 9 ~ 11. 10 서울특별시 어린이축구 대회 서울시체육회

11. 23 효창원 7위선열 숭모제전 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12. 19 윤봉길 의사 순국 추모식 (사)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광복, 독립 관련 행사           체육, 축구 관련 행사

[표 6] 2019년 효창공원 프로그램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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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효창공원 민족공원화사업 

예비구상 구상안(자료: 용산구(2009))

4. 재조성 시도와 실패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역사적 의미를 강화하려 했던 그간의 효창공원 재

조성 시도는 이해집단 간 대립으로 모두 무산되었다. 이와 관련한 논의와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시행된 선행 계획 및 연구를 세부적으

로 검토하였다.  

4.1. 효창근린공원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산구, 2001)

 효창공원의 공원화 이전 역사와 맥락을 고려하여 사적기능을 우선시한 

성역화 추진과 장기적 관점에서 효창운동장 이전을 기본 전제로 한 계획이

다. 성역화지역, 완충지역(준성역화지역), 시설이용지역으로 나누어 각 공간

에 배치 가능한 시설과 시설률을 제한했으나, 시설 설치 및 보수, 제거 등 

소극적 개선만 실행하였다.

4.2. 효창공원 민족공원화사업 예비구상(국가보훈처, 2005)

효창독립공원 성역화를 목표로 하여 독립공원과 이질적인 시설을 이전 

및 철거하고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등 근린공원시설의 지하화를 제안하

였다. 지자체와 관련 단체, 이용객의 기존 공원 이용방식과 관계없이 진행

한 구상안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했

다. 특히 효창운동장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백범광장을 제안하는 급

진적 계획에 대한 체육계와 축구계

의 반발이 거셌다. 효창운동장 대체 

축구장 선정 실패로 결국 이해관계

를 조정하지 못해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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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효창공원 역사적 가치 및 활용을 위한 학술연구(용산구, 2009)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문헌과 기록 고증을 통해 효창공원의 사적기능과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는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계획하였다. 계획 전반의 방향이 사적지 성역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기본구상안에 있어서 순국선열 성역화 공원과 역사공원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45] 효창공원 역사적 가치 및 활용을 위한 학술연구 

기본구상안 (자료: 용산구(2009))

 

4.4.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기본구상(안)(서울특별시, 2019)

2018년 7월 시장요청사항으로 효창공원 성역화 사업 추진이 시작되어 

2019년 4월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기본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에는 

효창독립 100년공원 포럼을 발족하였다. 공원 조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다층적 공간, 

일상의 성소, 확장공원을 목표로 하여 묘역과 운동장은 공존하되 그 밖의 

이질적 시설은 중장기적 이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46] 효창독립 100년공원 기본구상안 (자료: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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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

본 장에서는 효창공원과 관련한 역사, 물리적 공간구성, 관련 단체 및 프

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효창공원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효창공원 

현황에 대한 이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첫째, 효창공원에는 매우 다층적이고 다양한 공간이 공존한다. 왕실 묘역

의 금기가 사라진 후, 도심 속 이용가능한 녹지 경관이라는 지리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효창공원은 꾸준히 공원으로 인식되어왔다. 선열묘역 조성 후 

효창운동장, 노인회, 자연생태학습장 등 부지 내에 서로 목적과 기능, 성격

이 다른 건물과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효창공원의 기능과 쓰임, 공간 성

격이 더 다양해졌다. 

둘째, 효창공원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도시공공공간인 공원으로서 기

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효창공원에 자리 잡은 세부공간은 독립운동

가후손단체, 대한체육회, 대한노인회 등 여러 이해집단에 의해 점유되어 이

용되고 있다. 그들은 점유한 영역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타협하기보다 시야를 차폐하고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공원 안에서 배타적 경

계를 쌓아 전체 공원의 공공성을 떨어뜨렸다.

셋째, 역사성을 우선시한 지금까지의 계획은 효창공원의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였다. 효창공원에 대한 최근 20년간의 선행 계획 및 연구를 살펴본바, 

각 사업 주체는 달랐으나 대상지의 역사적 가치와 추모공간으로서의 중요성

을 고려하여 성역화 및 민족공원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원의 공간구성을 대거 개편하는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효창공원이 다양한 성격과 많은 이해집단이 얽힌 공간인 만큼 한 가지 가

치와 정체성을 추구하는 구상안은 공감과 의견 타협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

문이다. 

공원의 규모와 지리적 위상을 보았을 때 효창공원은 서울의 중요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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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이자 도시 인프라로서 현재 이상의 공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

미 효창공원에 자리한 장소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따지거나 무조건 

역사성만을 위시爲始하는 태도로는 지금의 효창공원을 이해하기 어렵다. 역

사적으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효창공

원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4장과 

5장에서는 효창공원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서 “경계”라는 키워드를 설

정하고 길, 경계물, 경계공간의 세 가지 결로 효창공원에 존재하는 경계의 

양상과 특징을 해석한다. 땅의 역사는 확인하되 공공을 위한 포용력과 잠재

력이 있는 중립적인 땅으로서 공원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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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효창공원 경계 특성과 문제의식

이론 고찰의 결과, 경계에 중점을 둔 공원 설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경계 

요소는 길(동선), 경계물, 경계공간로 나눌 수 있다. 4장과 5장에서는 세 범

주에 따라 효창공원 경계 특성을 시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도

출, 각 요소별로 가능한 설계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길(동선)은 그 자체로 공간을 구분하는 선이 되기도 하지만 경계를 중심

으로 양쪽 공간을 이어주는 채널이 되기도 한다. 길의 방향, 폭, 경사, 체계

에 따라 공원 세부 공간 사이의 연결성과 공원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가능

성이 결정된다. 길을 살피는 것은 공원 네트워크의 긴밀도를 확인하는 과정

이다.

경계물은 영역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설치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경계

이다. 외부공간에서는 담장, 펜스, 경계석, 교목, 관목, 녹지 등이 경계물이 

된다. 경계물은 가장 기초적인 설계 요소이지만 그 형태와 수직성, 재료, 

밀도 등 구성방식에 따라 공간감이 달라지므로 외부공공공간에서 물리적·시

각적 단절과 분리를 유발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효창공원 내에 존재하

는 경계물을 분석하는 것은 공간 단절 지점과 단절의 정도, 그 원인을 살피

는 과정이다.

경계공간은 공간으로 인식 가능한 경계이다. 경계공간은 서로 다른 영역

이 중첩되거나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빈(empty) 상태로 나타난다. 경계

공간은 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은 애매하고 모호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의 공간이다. 효창공원의 경계공간을 

확인하는 일은 공원의 공적 이용을 증진할 틈의 공간을 발굴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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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 네트워크

공원 네트워크는 공원의 통과 동선과 공원 내부 동선체계를 맵핑하였다. 

공원의 통과 동선은 주출입구와 주출입구,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를 시각화하였다. 공원 내부 동선체계는 공원 내부에서 공간 이동

을 위해 이용되어 길로써 인식될 수 있는 범위를 모두 나타내었다. 두 가지 

시각화를 통해 효율적인 경로 선택에 방해가 되는 경계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또 공원과 도시의 관계에서 공원이 통행의 장애물이 아니

라 전이공간 또는 매개공간이 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7] 이동경로와 통행공간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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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 동선 흐름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

은 효창운동장과 백범김구기념관, 의열사, 창열문과 연결된 담장이다. 시각

적·물리적 투과성이 없는 건축벽은 보행자로 하여금 통행할 수 없거나 우

회하게 한다. 또 공원 밖 도시에서 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주로 

동쪽과 남쪽에 집중되어 있어 공원 진출입이 매우 제한적이다. 공원 내부 

동선은 주동선을 중심으로 부동선이 확장되어 연결되기보다 자생적으로 형

성된 것에 가까운 구불구불한 산책로가 엮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동

선과 공간구성은 길의 시점과 종점, 노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공

간에 기능과 쓰임새를 더 분명히 부여하기 위한 불필요한 추가적 경계를 

필요로 한다[그림 48]. 

[그림 48] 공원 통행의 방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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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공원 내부의 길

 

 

[그림 50] 공원 통행의 방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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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물로 인한 단절

2.1. 단절의 시각화

경계물로 인한 단절을 시각화하는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다. 각 경계 요

소의 물리적 접근성과 시각적 개방성을 ‘자유롭게 접근·관찰’, ‘중간’, ‘접

근·관찰 불가능’의 세 가지로 측정한다. 각각 0점, 1점, 2점을 부여하여 각 

경계 요소별로 가중치를 산정한다. 가중치에 따라 불투명도와 선 굵기를 다

르게 하여 맵핑으로 표현하여 단절의 정도를 분석한다. 

경계 유형 경계 요소
물리적 

접근성

시각적 

개방성

가중

치

불투명

도(%)

선굵

기(pt)

수

직

적

경

계

벽

(wall)

벽돌 담장, 

콘크리트 담장
× × 4 80 30

철책, 철제담장 × △ 3 60 30
펜스(1~1.2m) × ○ 2 40 20
펜스(1m이하) △ ○ 1 20 10

건축벽 × × 4 80 -
퍼골라 ○ △ 1 20 -

기둥

(column)

수벽 × × 4 80
빽빽한 수림 △ △ 2 40 -

느슨한 수림 ○ △ 1 20 -

수

평

적

경

계

면

(surface)

차도 × △ 3 60 -
관목 녹지 ( 1m 이상) × △ 3 60 -
관목 녹지 (1m 이하) △ △ 2 40 -
잔디, 지피, 초화 △ ○ 1 20 -

나지, 하드페이빙 ○ ○ 0 0 -

혼

합

경

계

지형

(ground)

급경사 × × 4 80 -

완경사 △ ○ 1 20 -

계단 (stair) ○ △ 1 20 -

○ : 자유롭게 접근·관찰(0점)  / △ : 중간(1점) / × : 접근·관찰 불가능(2점)

[표 7] 효창공원 경계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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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경계물별 단절 정도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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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를 통해 확인한 단절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그림 52].

효창공원에서 단절의 경계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효창운동장

과 백범김구기념관, 의열사이다. 세 건축물은 건축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활용되는 외부공간이 거의 없거나 협소해 공원이 아닌 독립적인 곳으

로 인식된다. 특히 전체 공원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효창운동장

은 매우 강력한 단절적 경계이다.

효창공원은 본래 산이었던 곳이므로 공원화된 이후에도 급한 경사지가 

남아있다. 특히 북측과 동측의 급경사지는 대부분 녹지로 남겨져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고 물리적·시각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런 급경사

의 녹지를 해결하기 위해 더해진 공원 외곽의 담장은 도시와 공원의 긴밀

한 관계를 제한한다. 

공원 세부공간별로 공간 규정을 위한 여러 가지 경계 요소가 다중으로 

겹쳐져 있다. 녹지의 경계부마다, 묘역의 경계부마다, 운동공간의 경계부마

다 둘러친 경계 요소는 오히려 세부공간 사이의 연속과 연계를 방해한다. 

경계물은 공원 이용 방식이나 통행 방향을 유도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기능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구역에 과도하게 설치

된 경계시설은 공원 이용방식을 정형화한다.

마지막으로 교목 하부가 공공의 활용가능한 공간으로 남겨진 곳이 거의 

없이 지피, 초화와 관목 등으로 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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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경계물로 인한 단절의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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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직적 경계물

경계물 중에서도 수직적 경계물은 그 높이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다[그림 53]. 1.7m 이상 높이의 경계물은 사람 키보다 높아 그 재료나 밀

도에 따라 시각적 개방감을 떨어뜨리고 물리적 접근을 강력하게 제한한다. 

이런 경계는 외부자로 하여금 내부 공간을 닫힌 구역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1~1.2m 높이의 경계물은 허리 높이의 경계로 최소한의 시각적 개방감은 

확보하면서 물리적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된다. 경계시설이나 경재 식

재 등이 있어 추가적인 물리적 시설이 불필요한 일부 구역에도 경계 시설

이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다. 0.6m 이하의 무릎 높이의 경계는 경사지 처

리, 흙쓸림 방지, 녹지 보호 등을 위해 사람들의 통행이나 접근을 제한한

다. 주로 산책로나 연못, 녹지의 주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공원 외곽부의 

높은 담 안쪽으로 경사지 처리를 위해 낮은 높이의 경계가 한 겹 더 둘러

쳐져 있다.

[그림 53] 수직적 경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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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 

이상 

높이

의 

경계

구분 A B C

유형 철재 담장 전통식 담장 콘크리트 담장

높이 2.4m 1.8 - 2m 3.4 – 3.5m

현황

구분 D E

유형 돌단 철책

높이 1 – 2.2m 1.7 - 2m

현황

1~1.

2m 

높이

의 

경계 

구분 a b c

유형 목재 목재, 철재 목재
높이 1 – 1.2m 1.2m 1m

현황

구분 d e f
유형 석재 철재 목재, 끈
높이 1.3m 1.2m 1m

현황

1m 

이하 

높이

의 

경계 

구분 α β γ

재료 목재 목재 돌단
높이 0.6m 0.4m 0.6m

현황

[표 8]  공원 내부 수직적 경계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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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재적 경계공간

3.1. 경계공간의 발굴

경계공간은 “경계”이면서 “공간”이어야 한다. 경계로서 경계공간은 둘 이

상 영역 사이의 매개공간 또는 전이공간 또는 사이공간이어야 하며, 주변 

영역의 캐릭터와 프로그램을 흡수할 수 있는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용기적

(容器的) 공간이어야 한다. 공간으로서 경계공간은 공간으로 인식되어 활동

이 벌어질 수 있는 일정한 규모와 범위, 형태를 가져야 하므로 10,000㎡ 

이상 면적을 가진 경계공간을 도출한다. 세 가지 조건을 중첩하여 발굴한 

주요한 경계공간은 효창운동장 건축공간, 효창광장(정문), 백범김구기념관 

앞 공간의 세 군데이다[그림 54].

[그림 54] 사이공간과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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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경계공간의 발굴

(1) 효창운동장 건축공간

현재 효창운동장 건축물은 공원 내 건축물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두껍고 높은 콘크리트 외벽과 담, 단일한 출입구, 외부인 출입제한 

등으로 인해 운동장이 공원의 일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운동장 진입공

간은 주차장과 도로로 막혀 주변 오픈스페이스나 공원과 연계되지 못하며 

도시 쪽의 경계는 식재로 차폐되어 있다. 그러나 효창운동장 건축물은 도시 

조직, 공원 정문, 효창광장과 맞닿은 위치와 경기장의 스펙터클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투과성 있는 경계 구성을 통해 공공과 공유할 수 있는 잠

재를 가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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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효창운동장 현황 사진

  

(2) 효창광장(정문)

효창광장은 창열문을 통해 정문으로 연결되며 효창광장은 묘역과 의열사, 

각 운동공간, 자연생태학습장과 연결되는 공원 내 이합집산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현재 관리사무소, 매점, 화장실, 연못, 예술조각, 추모비, 휴게시설과 

체력단련시설 등 많은 시설이 혼재한다. 키치적 전통 양식의 건축물, 생율

이 불량한 교목, 부식되어 칠이 벗겨진 예술조각의 부조화는 다소 혼잡하

다. 효창운동장의 높은 벽, 주차장과 차량 통행로, 창열문과 연결된 높은 

담장은 물리적·시각적 장애물로 작용한다. 효창광장은 공원 이용의 출발점

으로서 마음을 끄는 진입경관을 가져야 하며 공원 안과 밖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음부이자 주변 시설과 연계되어 다변성과 역동성의 장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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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효창광장 현황 사진

 

(3) 백범김구기념관 앞 공간

백범김구기념관은 효창운동장 다음으로 큰 면적을 차지하는 단일 시설이

다. 기념관 건축 내부 공간은 공공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건축물 외부 공간

은 경사지와 녹지, 경계시설물로 인해 공원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건축

물 뒤편으로는 가파른 경사지가 있으나, 효창운동장 방향으로는 시각적으로 

매우 개방적인 경관 시퀀스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를 가지고 있다.

[그림 58] 백범김구기념관 앞 공간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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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원의 경계부

효창공원은 산지형 지형의 경사처리가 담장이나 옹벽을 두르는 방식으로 

해결되었으며, 1980년대 유료개장을 목적으로 공원 출입구를 축소하면서 

주변 도시와 단절된 경계를 갖게 되었다. 공원 둘레를 따라 설치된 단단하

고 높은 담은 공원과 가로를 분리하고 공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접근성

을 낮춘다. 더욱이 모든 공원 둘레가 임정로와 효창원로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인도 폭이 매우 좁아 주변 지역에서 접근 시 보행연결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 차도와 높은 담, 옹벽 등의 장애물은 공원 외부자에게 공원에 대

한 긍정적 관심이나 호기심을 끌어내기 어려우며 공원 경계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1) 효창원로 : 공원-주거지

효창공원 부지와 도로의 레벨차를 해결하기 위해 옹벽과 담장을 이용하

였다. 인근 건축물 높이는 5~7층이며 건물 높이에 비해 길이 좁다. 도로 

양측으로 폭 2m 보도에 가로수와 전봇대가 있고 불법 주차된 차량이 줄지

어 있어 실제 보행공간이 매우 좁다.

[그림 59] 효창원로 – 주거지 구간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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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효창원로 – 주거지 구간 사진 (자료: 카카오맵 로드뷰 캡처)

(2) 효창원로: 공원 - 숙명여대

숙명여자대학 캠퍼스와 인접한 공원 경계부이다. 대학 건물의 높이가 다

소 높지만 녹지대가 있어 건물로 인한 위요감을 완화한다. 

[그림 61] 효창원로 – 숙명여대 구간 단면도

[그림 62] 효창원로 – 숙명여대 구간 사진 (자료: 카카오맵 로드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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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정로: 공원 - 주거지

인접한 건물은 대부분 2~4층 높이로 저층 주거지와 맞닿은 경계부이다. 

공원 내부 산책로와 1m~5m의 고도 차이가 있어 담장 바로 밑으로 경사가 

급하게 떨어진다. 공원 측으로 유료주차구역이 있어 거주자 차량이나 트럭 

등의 대형차가 주차되어 있다. 

[그림 63] 임정로 – 주거지 구간 단면도

 

[그림 64] 임정로 – 주거지 구간 사진 (자료: 카카오맵 로드뷰 캡처)

(4) 임정로: 효창운동장 – 주거지

효창운동장의 콘크리트 담장을 차폐하는 완충녹지는 식물 생육 및 경관 

관리가 미흡하여 번잡한 인상을 준다. 보도 폭 1.5m~2m 정도로 매우 좁

으며 보도에 인접한 도로의 유료주차구역에 트럭이나 중장비 차량이 주차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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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임정로 – 효창운동장 구간 단면도

[그림 66] 임정로 – 효창운동장 구간 사진 (자료: 카카오맵 로드뷰 캡처)

경계 구간 특징

효창원로 : 

공원-주거지

- 효창공원 부지와 도로의 레벨차를 해결하기 위해 높이 1m 이하의 

낮은 옹벽과 2~3m 높이의 전통식 담장을 이용

- 인근 주거지는 소규모 필지로 구성

- 폭 2m 보도에 가로수와 전봇대 위치, 불법 주차 차량

효창원로: 

공원-숙명여대

- 대학 건물의 높이가 높으나 녹지가 있어 건물의 위요감 완화

- 캠퍼스 외부공간의 활용 거의 없음

- 공원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효창원로로 연결되어 있어 차량 통행이 

꾸준해 통행에 다소 단절

임정로: 

공원-주거지

- 주거지의 건물은 대부분 2~4층 높이로 저층 주거

- 공원 내부와 3m 이상의 고도 차이. 담장 바로 밑 급경사

- 유료주차구역에 주자 차량이나 트럭 등의 대형차량 주차

임정로: 

효창운동장

–주거지

- 효창운동장의 거대한 콘크리트 담장을 가리는 완충녹지

- 완충녹지의 식물 생육 및 미관 관리가 되지 않아 복잡한 인상

- 보도 폭은 1.5m~2m 정도로 매우 좁으며, 보도에 인접한 도로의 

유료주차구역에 트럭이나 중장비 차량이 주차

[표 9] 공원과 도시의 경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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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시각화를 통한 분석을 종합하면, 우선 효창공원에는 공원 전체를 아우르

는 체계적인 동선 체계가 부재한다. 공원 내 주요지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

지 못하는 현재 동선 체계는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보다 파편화한다. 

파편화된 공간 구성은 불필요한 추가적 경계를 만들어 공원의 공공적 이용

을 방해한다. 또 공원 내부에서 동선상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건축

물은 모두 인접한 외부공간과 연계되어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효창운

동장과 백범김구기념관은 건축물 외벽뿐만 아니라 펜스, 담장, 주차장, 위압

감을 주는 건축형태로 인해 공원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간 또는 

일부 이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개방되는 운영관리 방식 역시 공원에 자리한 

심리적 거리를 유발한다. 

경계물과 관련해서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묘역, 운동공간, 녹지 등 세부공

간마다 둘러진 이중, 삼중의 경계가 각 공간의 영역성을 더 강조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원지형상 나타나는 급경사지와 교목 하부의 조밀한 관목 녹

지는 시각적 폐쇄감을 만들 뿐만 아니라 상부와 하부 사이의 물리적 접근

을 가로막는다. 경사지는 강력한 물리적, 시각적 경계가 될 수 있으므로 적

절한 경사도 조정을 통해 공공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캐노피로 

상부가 가려지는 수림 하부 식재의 경우 아이레벨eye-level에서 적절히 시

야를 틔워주는 높이와 형태, 질감 등을 가진 수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단절과 분리, 불통의 경계로 인해 효창공원은 도시와 소통

하지 못하고 있다. 공원 영역의 표시선과 같은 담장 밖의 공원 경계부와 보

행공간, 도로는 공원과 도시가 관계 맺는 분기점이지만 공원 설계의 대상이 

아니었다. 도시와 소통하지 못하는 공원은 도시에서 커다란 녹색의 섬일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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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계 원칙과 방안

1. 설계 방향과 원칙

1.1. 설계 지향점

본 설계는 오직 효창공원의 “경계”에만 초점을 맞춘 설계이다. 그러므로 

확정적 프로그램이 자리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대상지로 한다[그림 

67]. 경계를 어떻게 만드는가는 곧 어디까지를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할 것인가, 어떤 공간감을 줄 것인가,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한

다.

[그림 67] 경계에 중점을 둔 설계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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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계는 “느슨한 소통의 경계”를 지향한다. 지금까지 효창공원은 공공

의 공원 이용자에 대해 배타적인 경계를 쌓아왔다. 공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이해단체들이 점유한 공간의 경계를 느슨하게 하여 공원의 

모든 공간을 공공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역성을 강조하는 경계

를 해체하여 경계를 역동적이며 다변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구성한다. 나

아가 효창공원은 도시와 소통해야 한다. 공원이 도시인프라로서 주변 도시

의 성격, 흐름, 변화를 수용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도시와 소통

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계를 구성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본 설계는 “누

구나 쉽게 접근하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서 공원이 공원답게 쓰

이도록 하는 설계를 지향한다. 

1.2. 설계원칙

(1) Disconnected → Connected

공원 전체의 동선과 공간구성에 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공원 네트워크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강화한다. 길은 공간을 분리하는 경계이자 또 연결하는 

양면적 속성을 가진 요소이다. 경계물과 경계공간에 대한 고민에 앞서 전체 

공원을 아우르는 위계에 따른 동선과 짜임새 있는 공간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공원 내부에서 효율적인 동선 체계가 필요하다. 명확하고 합리적이

며 효율적인 동선 체계는 방향 지시, 접근 제한을 위한 추가적인 경계시설

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통행을 방해하는 담장, 펜스, 녹지는 없애거나 면

적을 줄이고 주요동선의 폭을 확장한다. 위계에 따라 주요 동선에서 뻗어 

나가는 부동선, 세부동선을 설정하여 공간적 체계를 만든다. 두 번째로 공

원은 언제 어디서나 들어오기에도 나가기에도 쉬워야 한다. 공원 출입구를 

늘리고 외부 도로 체계를 고려하여 출입구를 배치한다. 한 지점을 통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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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는 점적인 출입방식보다 한 면을 따라 확장된 구역을 통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경계를 구축한다.

(2) Close -> Open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열린 공간을 설계한다. 경계는 재질, 높이, 색, 

투명도, 투과성 등에 따라 다양한 공간감을 형성한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경계 요소는 공원의 공공성을 저하하지만, 연속적이고 개방감 있는 경관과 

자유롭고 쉬운 접근은 공공적 분위기를 불러일으킨다. 

담장, 펜스 등 경계시설은 꼭 필요한 곳에서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최소한

의 경계로 설정한다. 공간의 핵심 프로그램과 관련되지 않으면서 공간을 구

분하는 기존의 수직적 경계시설은 제거하거나 시각적 투과성을 높여 연속적

인 시야를 확보한다. 관목과 초화가 무성한 녹지는 1m 이하의 높이로 자라

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거나 주기적인 전정과 관리를 통해 시각적 개방

감을 준다. 교목 하부의 녹지는 지피를 식재하거나 마사 포장을 하여 휴게

시설을 배치하여 아늑하고 청량감 있으면서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한

다. 

건축물은 출입에 제한을 두고 가장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쉬운 공간 유형

인만큼 공적 활용을 강화한다. 노후화된 시설로 재건축이 필요한 효창운동

장은 공공에 개방된 형태로 재설계한다. 필로티 구조를 이용해 통행을 원활

히 하고 필로티 하부 공간과 효창광장이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건립된 주요 건물의 위치는 유지하되 건축물에 인접한 외부공간을 개

선하고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의 주도와 개입이 필요하다. 

(3) Unusable -> Public use

공적 활용의 잠재력이 있는 경계공간을 발굴하여 주변 영역을 연계하고 

다변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한다. 애매하고 모호한 성격을 가



- 83 -

지는 빈 틈으로서 경계공간은 어떤 성질이든 흡수하고 상호작용하며 융합하

는 공적 공간이다. 

경계공간 설계를 통해 사적으로 점유된 공간과 공원의 관계를 새롭게 설

정하고 공간의 공적 활용을 높인다. 효창운동장 건축물, 효창광장, 백범김구

기념관 앞 공간 등 공공의 이용을 배척하는 단절적이고 폐쇄적인 경계를 

흩뜨려 다양한 공원 활동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한다. 독립기념행

사, 영화제, 어린이 행사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공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경사진 지형, 교목 하부 공간 등 활용성이 낮은 공간에 계단, 오솔길을 두

어 접근과 이동의 통행로를 조성하거나 스탠드, 벤치, 테이블을 설치하여 

활동공간으로 조성한다.

[그림 68] 설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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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방안

2.1. 동선: 네트워크 강화

공원 내부 동선은 순환가능한 동선을 계획하여 보행의 흐름을 원활히 하

고, 보행주동선과 부동선, 서비스 차량동선 등 동선에 위계를 부여하여 체

계를 구축한다. 동선 위계에 따라 폭과 포장재료, 주변 환경을 통해서 공간

의 쓰임새를 명확하게 하여 과도한 경계시설과 안내시설이 필요치 않도록 

한다. 동상, 기념비 등의 시설물은 접근은 쉽지만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위치를 재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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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보행 체계

[그림 70] 보도 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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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외부와 연결되는 곳은 외부 도로와 횡단보도를 고려하여 출입구 위

치와 출입 방식을 다르게 하여 공원을 매개로 한 도시의 연결성을 확보한

다. 진입공간, 광장, 운동공간, 휴게공간 등 공공의 이용이 활발한 공간은 

외부에서도 관찰가능하도록 만들어 개방감과 심리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

음을 준다.

[그림 71] 도시와의 연결

[그림 72] 도시와 연결된 공원 경계 사례 (좌: 마로니에 공원, 우:브라이언트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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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효창운동장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었으며 공원 안에서 가장 강력한 경계가 되고 있는 

효창운동장은 공원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을 포함한 복합체육시설로 재설계

하여 공원과의 연계성을 높인다. 1층에는 상업시설과 편의시설, 주민을 위

한 다목적실 등을 도입하여 건축공간의 공적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원관리사

무소를 입지하여 운동장과 공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사적 점유

공간인 체육계 및 축구협회 사무실은 2층에 입지하도록 하고 동네 도서관, 

라운지, 다목적실을 설계한다. 공원 내 보행을 단절하는 주차장은 지하화하

고 백범김구기념관의 주차 수요를 수용하여 주차 수요를 통합적으로 관리한

다. 형태적으로는 필로티 구조를 적용하여 시각적 투과성을 높이고 효창운

동장을 통과하여 공원 내부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필로티 하부공

간과 효창광장을 연계한다. 또 지형에 안착하는 건축형태를 통해 공원 지형

과 어우러지도록 한다. 효창운동장 상부는 잔디언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잔디언덕 너머 운동장, 도시까지 이어지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점이 

된다.

[그림 73] 효창운동장 부분 평면도



- 88 -

A
A’

[그림 74] 효창운동장 설계 단면도 A-A’

B’
B

[그림 75] 효창운동장 설계 단면도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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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효창운동장 1층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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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효창운동장 2층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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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효창운동장 1층 투시도 – 일상적 이용

[그림 79] 효창운동장 1층 투시도 – 가족단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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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상부에서 바라본 효창운동장 경관

C
C’

[그림 81] 효창운동장 설계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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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효창광장

주출입구를 지나 바로 마주하게 되는 공간인 효창광장은 공원 진입경험

을 고려하여 입구부를 확장하고 탁 트인 개방감이 느껴지도록 한다. 효창운

동장, 의열사, 삼의사묘역, 자연생태학습장 등 주변 공간으로도 열린 공간구

성을 통해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넓은 빈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이 혼합될 수 있는 여지를 둔다. 일상적으로는 자유로운 통행로

이자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독립운동 기념행사, 

여름밤의 영화제가 벌어지는 이벤트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 

독립선열후손단체, 대한노인회 등 공원 관련 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

획하여 각 단체의 공적 기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2] 효창광장 부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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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효창광장 투시도 (상: 일상적 이용, 중:영화제, 하: 독립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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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백범김구기념관 앞 잔디언덕

권위적인 공간감과 위압감을 주는 넓은 계단과 경계 시설물은 제거하고 

운동장 방면으로 경관 시퀀스와 시야를 확보하고 지형에 어우러지는 휴게시

설을 배치하여 잔디공간을 일상적 휴게공간으로 활용한다. 효창운동장 지하

주차장을 통해 백범김구기념관의 주차수요를 통합하고 보행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그림 84] 백범김구기념관 앞 잔디언덕 부분 평면도

[그림 85] 백범김구기념관 앞 잔디언덕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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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원과 도시의 경계부

공원 외곽의 담장과 옹벽을 제거하고 보행영역을 확장하여 공원 내부와 

연계된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보행로에 위치한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나 

통행을 가로막는 시설물을 제거하거나 위치를 조정한다.

[그림 86] 효창원로: 공원 – 주거지 구간 설계 단면도

[그림 87] 효창원로: 공원 – 숙명여대 구간 설계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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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임정로: 공원 – 주거지 설계 단면도

[그림 89] 임정로: 효창운동장 – 주거지 구간 설계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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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급경사지

경사지로 인해 단절되는 부분은 계단과 스탠드를 두어 상부와 하부를 연

결하는 통로를 만들고 휴식과 관찰, 교류가 벌어질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한

다.

  Before

 

  After

[그림 90] 급경사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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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경계시설

공간 규정을 위해 경계가 꼭 필요한 곳에서는 시각적 개방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밀도, 재료, 재질 등의 설계 기법을 이용해 느슨한 경계를 

조성한다. 여러 겹으로 중첩된 경계시설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경계시설을 제외하고 하나만 남겨 경관의 시각적 연속성과 물리적 접근성, 

활용가능성을 확보한다. 건물 주변 외부공간과 공원 사이의 경계를 느슨하

게 하여 모든 외부공간은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단, 높

고 두꺼운 건축물의 외벽으로 인해 고립되거나 폐쇄적으로 느껴지는 공간은 

식재나 물 등의 설계요소를 이용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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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After

[그림 91] 경계시설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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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After

[그림 92] 경계시설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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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접근불가능한 녹지

식생천이로 인해 혼잡해진 식생환경을 정돈하고 교목 하부의 관목은 적

절한 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교목 하부식재는 낮은 

지피식물이나 초화로 대체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부여하고 일부 공간은 하드

페이빙 포장하거나 나지로 두어 휴게공간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식생 경계는 포장면과 서로 침투하여 느슨한 경계를 형성하여 길과 녹지

를 연결하고 확장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접근을 제한하는 명확한 경계 

요소로서 생울타리는 제거하고 접근불가능한 녹지의 일부 구간에는 작은 오

솔길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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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After

[그림 93] 녹지공간의 활용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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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절과 제약의 완화 잠재와 활용 증진

길

- 체계적인 순환동선 계획

- 동선 위계에 따른 폭, 포장재

료, 주변 환경 조성

- 과도한 경계시설 지양

- 공원 외부로부터 출입 위치와 

출입 방식을 고려하여 연결성 

증진

- 공공의 이용이 활발한 공간에 

물리적, 심리적 개방감 부여

경

계

물

경계

시설

물

- 불필요한 경계 시설물 제거

- 영역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절

한 높이 설정

- 시각적 투과성을 확보하는 밀도

와 재료 사용

- 식재를 통해 느슨한 경계 설정

- 시설물을 제거하여 영역 내부로

의 진입 허용

- 공간 분리에 필요한 담장은 하

나의 경관 요소로 활용

녹지

- 무성한 하부식재 관리

- 과도한 생울타리 제거

- 관목을 초화, 지피로 대체하여 

시각적 투과성 확보

- 포장과 휴게시설 배치를 통해  

교목 하부에 활용 공간 조성

- 오솔길, 소로 등을 통해 공원 

네트워킹 강화

경사

지
- 계단을 통해 상부와 하부 연결

- 일부 경사지에는 스탠드를 조성

하여 관찰 행위 도입하고, 주변 

프로그램과 엮어서 활용

경

계

공

간

효창

운동

장

- 필로티 구조를 통해 시각적 투

과성 확보

- 주차장 지하화를 통해 보행연결

성 확보

- 지형과 어우러지는 형태를 통해 

공원 내부 시설로서 인식

- 건물 출입구 확대

- 축구협회, 체육계 관련 사적점

유시설 및 공간은 2층에 조성

- 건축물 1층에는 매점, 카페, 음

식점, 상업시설 등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배치

- 스포츠, 축구 관련 행사 개최 

등 운동장 필드와 필로티 공간

을 다양하게 활용

- 필로티 공간과 효창광장을 연계

하여 확장된 활용

효창

광장

- 경계시설물을 모두 제거하여 주

변에 열린 공간 구성

- 담장과 창열문 이전하여 공원 

주출입구와 연계

- 점지, 연못 등 접근성과 개방감

을 떨어뜨리는 시설 제거

- 어떤 프로그램이든 수용 가능한 

빈 공간으로 조성

- 효창운동장, 백범김구기념관, 

자연생태학습장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하여 활용

- 추모식, 추도식 등 사적시설과 

[표 10] 설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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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 매점 등 건축물은 

제거하고 프로그램은 효창운동

장 건물로 이전

관련한 행사 개최

- 공원으로서 공적 이벤트 개최

백범

김구

기념

관 

앞 

공간

- 운동장 방향 경관 시퀀스와 시

야 확보

- 주차장 지하화를 통해 보행 연

결성을 확보하고 보행 친화적 

환경 조성

- 위압감을 주는 넓은 계단과 경

계시설물을 제거하고 잔디밭에 

휴게시설을 배치하여 일상적 휴

게공간으로 활용

- 독립 기념 영화제, 어린이 독립

운동 교육 행사, 기념행사 등 

기념관 관련 행사 개최

공원

과 

도시 

경계

부

- 1.5m 이상 높이의 두꺼운 담장 

제거

- 낮은 계단식 플랜터를 이용하여 

구분하면서 시각적 개방성 확보

- 출입구 개수를 늘리고 출입구 

폭을 확장하여 바깥으로부터 쉽

게 드나들 수 있도록 조성

- 보행로 폭 확장하여 활용 가능 

공간 마련

- 벤치, 테이블 등 머무를 수 있

는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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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종합계획도

[그림 94] 

종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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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되는 변화

느슨한 소통의 경계를 통해 효창공원에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보다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활동이 벌어질 수 있다. 경계는 서로 다른 성

질이 충돌하고 완화하며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소이다. 주변에 열린 

효창광장은 때에 따라서 기념과 추모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여름밤의 영화 

축제의 장이 될 수도, 어린이들의 인라인스케이트 연습장이 될 수도 있다. 

경계가 바뀐다는 것은 물리적인 측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간

을 어떻게 이용하고 그 안에서 어떤 감각을 느끼고 어떤 경험을 할 수 있

는지까지 변화시킨다.

열린 공간구성은 시민의 공원 이용을 높일 수 있다. 열린 공간구성은 물

리적, 시각적으로 공간의 연속성을 형성한다. 투과성 있는 경계는 공원 이

용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관찰할 수 있고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형성한다. 공원의 공간구성이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공원은 더욱 

공원다워 질 수 있다.

느슨한 경계는 공원과 도시를 소통하게 할 것이다. 공원과 도시를 분리하

는 높은 담장은 효창공원을 도시와 단절된 장애물로 만들어왔다. 도시와 공

원의 경계를 흩뜨리고 공원 내부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킴으로써 공원은 녹색

의 피난처 이상으로 도시 조직, 맥락과 더 긴밀하게 연결된 도시 인프라로

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드나들기 쉽고 더 다이내믹하고 즐거운 

활동이 벌어질 수 있는 경계를 가진 공원이 도시와 더 연결된 물리적 경계 

구성을 가질 때 도시와 공원은 더욱 소통하며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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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효창공원의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 공원의 경계에 집중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설계 방향과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효창공원의 장

소특성에 적합한 설계 방향과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효

창공원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공원의 지리적·역사적 위상

과 공원 규모에 비해 도시 오픈스페이스로서 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원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 성격을 도

출하기보다 길과 경계물, 경계공간을 설계하여 이해관계자와 공공간의 관계

를 새롭게 설정하고자 하였다. 느슨한 소통의 경계를 만드는 공간적 해법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경계에서 더 자유롭고 역동적

이며 다채로운 공원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

공간 설계에서 경계는 가장 기본적인 설계 장치로 서로 다른 두 영역을 

구분하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두 영역이 충돌하고 융합되어 새로운 관계가 

탄생할 수 있는 잠재의 공간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공간 설계는 주로 공간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를 고민한다. 그에 반해 경계에 중점을 둔 설계는 

공원을 이루는 조각들이 어떻게 맞닿아 있을 것인가를 결정함으로써 공원을 

더욱 공공적으로 만든다. 효창공원의 난제는 중심에서부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경계를 잘 쌓아나감으로써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효창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나아가 오픈스페이스에서 

경계의 역할과 영향을 논의하는 담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수많은 이질적 영역이 혼재하는 현대도시에서 경계는 영역 한계와 

동시에 영역 간 소통을 구현하는 데 중요하다. 공공공간에서 경계의 요소, 

형태, 크기, 맥락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단지 폐쇄적이고 

단절적인 경계를 설정하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경계가 공과 사의 영역 간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도시공공공간의 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전략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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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 효창공원과 같이 장소의 대서사와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

결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공간을 규정하는 기준이자 중립적 매체로서 “경계”

에 집중하여 디자인을 풀어나가는 것이 공간의 공적 활용을 증진시키는 전

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공원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진 경계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주변 도시 조직의 성격과 기능, 형태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했

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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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rk of the boundary

: Redesigning the Hyochang Park

Seoyoung Lee

Advised by Professor Wookju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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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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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the Korean Government and Seoul city are planning 

to redesign Hyochang Park, celebrating the 100th anniversary 

March 1st Movement and Foundation of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yochang Park is a big openspace 

located in Yongsan, the geographic center of Seoul, and also the 

historical place the memorial for patriotic martyrs and the first 

international soccer stadium in Korea are situated. However, the 

stakeholders who has occupied some part of the park are still 

maintaining the exclusive manner to public and creating a 

conflict on the orientation of the park redesign. The park, 

accordingly, has not functioned as the one of the most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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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place.

This research begin with the question that is “why don’t we 

accept the existence of stakeholders and find a spatial solution 

to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f the closed and 

exclusive boundaries change to open and connecting boundaries, 

it can rebuild the relationship between stakeholders and enhance 

the publicity of the park. Thus, the research proposes the design 

direction and design plan focusing on “boundaries” of Hyochang 

Park.

First of all, the boundary is the most fundamental condition in 

a space. It determines the characteristic and function of the 

spaces by making physical area range, size and height of them. 

This research studied the meaning, function, type and 

composition of spatial boundaries and figured out three keyword 

elements making boundaries in space; path, boundary objects 

and liminal space. These are elements of the design as well as 

analytical framework in the research.

Path is not only a linear space which divide one place into 

two but also a corridor for communication which connects 

distant places. Path makes pedestrian circulation, connectivity, 

openness, and accessibility of the park. Boundary objects have 

physical entities and mark the division between spaces. The type, 

form, verticality, material and density of the objects make 

difference in spatial impression. Liminal space is extended area 

from the boundary. It is a potential place where any different 

characteristics can conflict or harmon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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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while, Hyochang park has various characteristics due to 

the disparate facilities such as cemetery, shrine, stadium, park 

facilities and senior welfare center but they do not interact or 

harmonize with each other. The publicity of the park has been 

declined accordingly. Furthermore, the plan to make the park a 

sanctuary has failed because of the dispute between stakeholders.

Subsequently, this paper analyzes boundaries in Hyochang park 

with the mapping visualization and tried to find out the causes 

which reduce the publicity of the park.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undarie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path network 

connectivity, degree of discontinuity of boundary objects and 

potential liminal spaces.

There is no systematic pedestrian flow. It makes unnecessary 

fences, walls and boundary stones and limits the access from the 

city to the park. On the basis of the mapping visualization about 

boundary objects, it is found that Hyochang stadium, 

Kimkoomuseum, Uiyeolsa shrine are the most disconnected 

obstacles. Steep slope, vertical barrier, dense underplanting also 

limit free use of the park. Three spaces, Hychang stadium 

building, Hyochan plaza, and front yard of Kimkoomuseum, are 

drawn as potential liminal spaces where dynamic and various 

activities take place.

Lastly, the research proposes design principle and strategies to 

reconstruct open public space and to make use of potential 

liminal spaces. The design which aims the embracing and 

communicating boundaries will make the park dynamic and 



enjoyable place which interacts with the urban fabric.

There should be a systematic plan for pedestrian flow and 

space organization to enhance the connectivity of the network. It 

will also make the park more easily accessible from the city. 

Excessive boundary objects should be got rid of or become more 

transparent and more open to public with adjusting their 

material, height, density and other features. Liminal spaces 

should be spatially and programmatically associated with 

surrounding area and should be the place every citizen can 

participate in the public park program.

Changing the boundary not only changes the physical context 

but also give variety to the way people feel and experience the 

space. Transparent boundaries make it possible for people to 

observe each other, to communicate and to interact with each 

other. Liminal space becomes the potential place where any 

spontaneous public activities take place. Hyochang park with 

openness can be the urban infrastructure which is more 

interacting with the surrounding urban fabric and urban context.

The design focusing on the boundary determines the way the 

puzzles forming the whole park are put together and makes it 

more public. Solving the problem of Hyochang park should begin 

with constructing outer boundaries not with the inner part.

                                     

Keywords: Boundary, Hyochang Park, Design, Public Space,      

Path, Boundary Object, Limin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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