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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뉴욕 하
이라인 파크(Highline Park)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역 고가를 남대문 시장과 남산공원으로 향
하는 성곽길까지 이어지도록 해 뉴욕의 하이라인
을 능가하는 시민 보행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
혔다. 당초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 철거를 기본방
침으로 추진 중이었다. 2013년 6월 28일 서울시
의회(제 24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질의 답
변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역 고가가 “가능한 빠
른 시간 안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는데, 불과 1년 만에 새로운 방향으로 정
책이 선회된 것이다. 물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대안으로 인한 정책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일관되게 
추진되어 오던 정책의 변화가 어떠한 요인으로 인
한 것인지, 그렇다면 대안이 되는 정책은 어떤 결
과가 예상될 것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았는지 여
부에 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팽팽하게 맞서는 찬반의견을 들여다보

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찬성을 지지하는 쪽은 새
롭게 생기게 될 고가공원이 ‘자동차 중심’에서 ‘사
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게 할 것이
며,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편의 논리는 고가 공
원화는 오히려 교통 체증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안정성 문제도 제기될뿐더러 우회도로의 건설 등 
또 다른 비용을 초래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
지만 찬반논리 모두 서울역 고가의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지엽적인 문제들을 정치적 이슈로 제기하
는 수준에 그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다 근
본적으로는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고가도로의 공
원화가 과연 기술적으로 타당한 사업인지, 서울
시가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
인지,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비용은 적정수준(af-
fordable)인지, 궁극적으로 지역과 지역주민 삶
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인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本稿)에서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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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관련한 정책목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정
책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 글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가도로의 
역사와 배경에 대한 문헌검토 후, ‘서울역 7017
프로젝트’의 정책목표와 배경을 들여다볼 것이다. 
이어 서울시가 주장하고 추진하려는 정책목표의 
실현 여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필자가 생각하는 보다 효과적인 대안과 사례를 제
시하고 최적 공공선택에 대해 논하게 될 것이다.   
   

2.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1) 고가도로의 역사와 배경

오, 1950년 악몽의 해에
오, 1960년 혁명의 해에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여, 
달나라의 벌판에서 꺼진 아들아!
너희들의 비 맞은 침강(沈降)의 어깨 위에
공화국의 대로는 달리고 있다.
민영, 고가도로송(高架道路頌), 신동아(1974)

시인 민영의 1974년 ‘신동아’에 발표한 ‘고가도
로송(高架道路頌)’은 경제개발기의 시대상을 반
영하고 있다. 도시 기능의 집중(agglomeration)
과 더불어 도심으로 몰려드는 인구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은 평면적 계획에서 수직적 계획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사실상 최초의 고가차도
로 이름 붙여진 아현고가차도(1968)를 포함하여 
1961년부터 서울시내에 총 109개의 고가도로가 

건설되었다1). 이렇게 건설된 고가도로는 상징적
으로는 경제개발의 산물(産物)로, 외형적으로는 
일종의 명물(名物)로 인식되었다.    

“주먹구구식으로 외국의 모형만을 본 떠 건설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통을 막아 교통 
체증을 일으킨다.”

1980년 12월 교통문제연구소가 서울 시내 10여 
개의 고가도로를 점검한 뒤 발표한 보고서의 요지
다2). 예상을 초과하는 차량의 유입, 분진과 소음, 
주변의 슬럼화와 도시미관의 저해, 안전상 문제, 
매년 증가하는 유지보수비, 세계적 수준의 지하철
과 버스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은 고가도로를 역
사의 뒤안길로 보냈다. 서울시는 교통환경 및 안
전성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고가도로를 철거하
고 있으며 2014년까지 총 17개소가 철거되었다.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 청계천고가도로
의 철거와 복원사업으로 인해 탄생한 청계천은 지
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휴식과 편익을 제
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가장 최근 철거된 
아현 고가차도와 약수 고가차도 또한 주변 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교통체계 개편과 도시개발을 
통해 인근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있다. 

2)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앞서 언급했듯이 2014년 9월 뉴욕 하이라인에
서 발표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위해 탄생한 정책이 ‘서울역 7017 프로젝
트’이다. 7017이란 ① 1970년대에 만들어져 2017

1) 서울시내 최초의 고가차도는 남산육교(1961)이나 처음으로 고가도로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은 아현고가차도(1968)였
다. 관련 문헌들을 조사한 결과 실제적으로 고가차도 관련 기록이 시작된 시점은 1961년으로 사료된다

2) ‘서울역 고가 공원’ 밀어붙이기…박원순답지 않다, 오마이뉴스 2015년 5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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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명칭 위치 준공일 폭원(m) 연장(m) 철거연도

1 떡전 고가차도 동대문구 전농동 1977. 2 7.7 30 2002

2 노량진수원지 고가 동작구 본동 1997. 12 8.0 180 2003

3 원남 고가차도 종로구 원남동 1969. 4 7.5 382 2003

4 청계 고가차도 중구 충무로 2가~동대문구 용두동 1976. 8 16.0 5,864 2003

5 미아 고가차도 성북구 월곡동 1978. 11 6~11 440 2004

6 신설 고가차도 중구 남대문 5가 1970. 3 6.0 280 2004

7 광희 고가차도 종로구 신설동 1969. 4 11.5 487 2007

8 혜화 고가차도 중구 광희동 1967. 10 15.0 487 2008

9 회현 고가차도 종로구 명륜동 1971. 4 9.5 357 2008

10 한강대교북단 고가차도 중구 회현동 1977. 6 15.0 460 2009

11 문래 고가차도 용산구 이촌동 1968. 9 15.0 504 2009

12 화양 고가차도 영등포구 문래동 1979. 4 15.4 485 2010

13 노량진 고가차도 광진구 화양동 1979. 12 11.0 490 2011

14 홍제 고가차도 동작구 본동 1981. 12 8.0 285 2011

15 아현 고가차도 은평구 홍은동 1981. 12 15.0 375 2012

16 약수 고가차도 마포구 아현동~중구 중림동 1968. 9 15.0 771 2014

17 서대문 고가차도 중구 신당동 1984. 12 15.4 250 2014

A3) 서울역 고가차도 중구 남대문 5가~만리동 1970. 3 10.3 686 철거예정

B4) 삼각지로타리 고가 용산구 삼각지동 1967 - - 1994

출처: 고가도로 하부를 활용한 공공 임대주택 도입방안 검토(서울시, 2013)

<표 1> 서울시 고가차도 철거현황(2013. 2 현재)

<그림 1> 1968년 9월 19일 매일경제 3면 사회뉴스(좌), 아현고가차도 건설 및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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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다시 태어나는 역사적 고가, ② 1970년 차량
길에서 17개의 사람길로 재탄생, ③ 1970년에 만
들어진 17m높이의 고가 등의 의미가 있다5).

서울시가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통해 추구하
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는 크게 서울역 고가의 재
생을 통한 보행환경의 개선, 남대문 시장 활성화
와 도심재생, 소통, 교통, 안전 등 문제점의 보완
과 해결이 다. 북부 역세권 개발을 통해 서울역 일
대를 통합적으로 재생시키고, ‘코엑스 잠실 ~ 서
울역 ~ 상암, 수색 ~ 킨텍스’로 이어지는 신 MICE
산업축을 구축한다는 것이 서울시 7017프로젝트
의 목표다. 쉽게 표현해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이와 같이 거대한 발전전략에서 서울역 고가 공
원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역 고가 시민개방 행사’를 통해 서
울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계획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곧이
어 국제현상설계공모전을 통해 네덜란드 건축 조
경 전문가 비니 마스(Winy Mass)의 ‘서울 수목원
(The Seoul Arboretum)’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
정하였으며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설계를 구
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2016년까지는 공원화 사업을 완료하고 시민들에
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주장
하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의 파급효과와 편
익이 과연 현실적인 것인지, 추구하고자 하는 정
책적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서울역 고가, 과연 보행친화적 공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앞서 살펴본 ‘서울역 7017프로젝트’의 핵심은 

3) 서울역 고가차도는 당초 철거예정이었다가 최근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4) 삼각지로타리 고가는 1990년대 철거되었으며 고가차도의 성격이 기타 고가와는 상이하다
5) 서울시 보도자료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

<그림 2> 서울역 고가 재생의 긍정적 효과분석(서울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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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고가 공원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모으고, 
소통시키며 주변 지역과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퍼
져나가게 하는 물꼬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쳐 지나는 환승지’가 아닌 ‘머
무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인근 오피스나 상점들
과의 연결(connecting) 또한 필수적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행 친화적 도시들의 공통점은 
입체적 계획이 아닌 평면적 계획에 충실하다는 사
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상에서 17m 
높이에 위치하는 서울역 고가 공원이 과연 사람
들을 모을 수 있는 유인(誘引)을 가질 수 있을까? 
또한 공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까? 사람을 모이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이 도심 
한가운데 재생(再生)이라는 명분으로 세운 거대
한 구조물이 흙과 나무와 자연으로 옷을 입는다고 
한들 과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서울시가 발표한 17개의 보행로와 이를 통해 구
축하고자 하는 도보 네트워크는 위 그림 3과 같
다6). 서울시는 지하철 4호선 출구 인근과 오피
스빌딩 밀집지역 건물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해서 건물 3~4층과 고가를 직접 연결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가의 인근 건물과는 작게
는 15m에서 많게는 50m이상의 이격(離隔)거리
가 있다. 인근 건물주의 자발적 참여가 있다 하더
라도 15~50m이상의 연결로(Bridge)를 건설한다
는 것은 예상하는 사업비 이외의 추가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또 다른 고가의 건설이라는 반
대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고가도로를 대체
할 새로운 우회도로의 건설, 공원화 된 고가를 유
지하기 위한 설비 시스템의 운영 및 보수비용은 
전혀 가늠되고 있지 않다. 비니 마스(Winy Mass)
의 계획안대로 보행길이 수목원이 된다고 상상해

6) 서울시 보도자료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

<그림 3> 서울역 고가 재생을 통한 도보관광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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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하지만 서울역 고가의 상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경관은 도심의 고층빌딩뿐이다. 여기에 고가
의 폭은 10m남짓한 수준이다. 시민과 관광객들
이 몰려든다면 서울시가 구상하는 여유로운 산책
과 운동, 공연과 체험, 벤치에서 즐기는 독서는 그
저 허울좋은 상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부
딪히는 어깨에 낯 붉히며 지나가는 사람 숲이 될
지도 모른다. 

서울시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뉴욕 하이라인의 
경우 기존 고가철도와 인근 건물들이 근접해 있
어 자연스럽게 연결(connecting)된다. 철길 위의 
잡초를 활용하고 건축과 조경의 개입을 최소화 하
면서도 도시의 맥락(context)를 활용하였다. 특히 
건물 사이로만 통과하던 1, 2단계 구간과는 달리 
3단계 구간은 허드슨강(Hudson River)으로 이어
지고 있어 뉴욕의 멋진 스카이라인과 허드슨강의 
경관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원이라
는 닫힌 공간에서의 ‘자연 감상’이 아닌 ‘도시의 
감상’이라는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것이 연간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뉴
욕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잡게 한 원동력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부랑인・노숙인 
현황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 전국의 

거리노숙인 중 서울시의 비중은 51.9%, 인구 1만
명당 1.42명으로 단연 첫 번째다. 보고서에 따르
면 수도권 지역 거리노숙인의 발견 장소는 유형별
로 공원 28.7%, 철도역 및 주변부가 27.3%, 지하
철역 및 주변부가 17.8%로 각각 나타났다. 지나
친 비약일 수도 있지만 뚜렷한 목적과 이를 뒷받
침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이 건설되는 서울역 고가 
공원은 공원, 철도역, 지하철역 주변부로 이어지
는 거리노숙인 벨트를 형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4) 명확한 사업방향의 설정

 앞서 언급했지만 서울역 7017프로젝트의 핵
심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이다. 고가 공원이 
사람을 머물게 하고 소통하며, 유동인구를 퍼지
게 하는 허브(Hub)이자 물꼬로서의 역할을 하기
를 원한다. 하지만 이미 기술적・환경적 이유로 
머물게도 하면서 소통과 연결까지도 가능한 허브
는 요원(遙遠)한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미 서울시
의 움직임은 사업을 강행하고자 하는 모양새다. 
굳이 진행하고자 한다면 머물고자 하는 공원으로 
재활용 할 것인지, 소통과 연결을 목적으로 재활
용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할 
듯 하다. 

<그림 4> 서울역 고가의 경관(左)과 뉴욕 하이라인에서의 경관(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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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연결을 목적으로 한다면 홍콩의 ‘미드
레벨 에스컬레이터(Hillside Escalator)’가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 왕가위 감독의 중경삼림
(1994)을 통해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미드레벨 에
스컬레이터는 홍콩의 센트럴(中环)지역과 미드레
벨(半山区)을 잇는 다수의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
워크이다. 1987년 센트럴 지역과 주변 지역의 교
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1993년 10월 15일에 개통되었다. 20개의 에스컬
레이터와 3개의 무빙워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
간 중간에 출구가 있어 인접 건물과 거리로 나갈 
수 있는 구조이다. 전체 구간의 길이는 약 800m(
통행시간 약 20여분)이며, 세계 최장의 옥외 에
스컬레이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 2015년 
기준 매일 55,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
울역 일대 종합계획안의 성공적인 추진에 있다. 
북부 역세권의 개발과 주변 지역의 재생과 소통, 
지역경제 활성화는 ‘머무는 공원’을 통해서 달성
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기 힘들다. 더욱이 총 길이 
938m, 폭 10m 남짓한 단순 인공 구조물이 기여
할 수 있는 파급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홍콩의 미
드레벨 에스컬레이터와 서울역 고가의 총 연장길
이는 비슷한 수준이다. 주변 여건과 환경에서 다
소 차이는 있으나 오피스와 상권이라는 입지여건

도 비슷하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와 같이 획기
적으로 향상된 보행환경을 구축한다면, 추후 북부 
역세권의 개발과 함께 서울역 고가와 자연스레 연
결되는 벨트를 통해 남대문 시장과 만리동 일대의 
재생과 개발, 소통, 흐름이라는 과제를 달성할 외
부적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결론 : 최적의 선택은 무엇인가?

서울역 고가는 경제개발기의 낡은 산물이면서
도 단순한 도심 인프라 이상의 역사적 가치와 상
징을 지니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안정성을 이유
로 철거를 계획했지만, 갑작스럽게 고가도로의 공
원화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서울역 일대 종합
발전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울시
가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
업의 정책목표에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모순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서울역 고가도로
의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벤치마킹 사례를 
답습하는 수준에서는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
다. 오히려 예산 먹는 하마가 되거나 도심의 거대
한 흉물로 방치되어야만 하는 숙명이 될 수도 있
다. 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도 엄밀한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938m의 구조물이 공원화 되었
다고 해서 역세권에 개발되고, MICE산업축이 구
축되며, 서울역 일대가 통합적으로 재생된다고 한
다면 어느 누가 객관적・합리적・과학적으로 납
득할 수 있겠는가? 순간의 허울좋은 구호에 도취
되어서 훗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
던 경험을 우리는 이미 많이 했다. 해외의 성공사
례들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
만 현재 서울역 고가도로의 외부환경을 명확하고 
엄밀하게 진단하는 것이 먼저이고,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의 검토가 더욱 철저하게 수
행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16년까지 서
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완공하고 시민에게 개방

<그림 5>.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의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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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완공이 중요한 것이 아
니다. 시간이 가치를 담보하지 않는다. 보다 중요
한 것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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