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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심부는 도시의 중심지역으로서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이미지를 만

들어내는 중요한 공간이다. 도심부에서도 일반대중에게 개방되는 건물

내외부의 보행공간은 도심부 환경의 질과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공

공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일본 동경 도심지의 성공적인 공공공간의 조성

사례로 평가되는 ‘다이마루유 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건물 내외부의

공공공간이 활성화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이마루유 지역은 일본

동경을 대표하는 업무·상업지역으로 도심 정비를 통해 건물외부 공개공

지 뿐만 아니라 건물내부 공개공간과 보행통로 등 다양한 공공공간을 조

성하였으며, 이를 쉼터, 다양한 이벤트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시민들에게

높은 도시설계 수준의 쾌적한 도심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경 다이마루유 지구 보행네트워크의 핵심을 이루는 건물

내외부 공공공간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었던 요인을 제도적 요인과

과정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즉, 다이마루유 공공공간 조성의 성

공요인이 법제도적 장치의 선진성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조성하

는 과정의 수월성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법제도적 장치를

살펴보기 위해 다이마루유 지구에 적용된 중앙정부 법령 및 지자체의 조

례를 파악하고, 적용된 도시설계 지침의 내용 및 심의절차를 분석하였다.

과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공공공간 조성과정에 참여한 주체 및 역할, 그

리고 공공공간을 조성해 나간 절차를 파악하여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이마루유의 성공적인 공공공간 정비는 법제도적 장치와

함께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참여적 조성과정이 모두 중요하게 적용되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법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일본의 제도는 공공공간의

디자인에 관련된 다양한 지침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은 공공

공간의 조성뿐 아니라 유지, 관리와 관련된 지침을 법제도 내에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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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린 민간의 공공공간 정비유도를 위하여 용적률

완화, 용적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구역의 특성을

살린 구체적 디자인지침은 상호 가이드라인끼리 서로 정합성을 지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디자

인지침을 경관, 건축심의의 사전협의 과정에 활용하여 정비과정을 수월

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성공요인은 민간부분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적

극적 인식과 자발적인 참여이다. 다이마루유지구에 관여하는 민간조직들

은 공공의 제도적 뒷받침 하에 조성과 활용 양 측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와 시민이 정비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지역

정비에 있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협정,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하고

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 도심부의 도시설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한 법제도적 장치와 함께 수준높은 도시설계지침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심의절차가 필요하며,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도시설

계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절차적 융통성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

점을 얻을 수 있다.

주요어 : 도심부, 공공공간, 법제도, 민관협력, 동경 다이마루유지구

학 번 : 2011-2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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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도심부는 도시의 중심지역으로서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이미지를 만

들어내는 중요한 공간이다. 도심부에서도 일반대중에게 개방되는 건물

내외부의 보행공간은 도심부 환경의 질과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공

공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심부의 공공공간은 도시설계의 중요한

관심영역이 되어왔다.1)

그러나 한국 도시의 중심부는 공공공간의 양적, 질적 수준이 낮은 것

으로 평가되어 왔다. 1991년 건축법에 공개공지 조항이 도입되어 도시내

공개공지의 양적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용적률 보너스를 받기위해 가

로와 연계되지 못한 형식적인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공개공지의 접근성,

개방성 등 열악한 환경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2) 또한 도시환경정

비사업(도심재개발)에 대해서도 도시설계 지침이 적용되고 있으나 건물

내외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수준높은 공공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

다. 현 서울의 도심 공개공지는 가로와 연계되지 못하고 업무시설3), 옥

외주차장4) 등의 사적공간으로 이용되며, 접근이 통제5)되는 등 준공공공

1) Creating a Vibrant City Center, 2007; 강홍빈 외 6명, 도시설계 : 장소만들기의

여섯차원, 2009; Jan Gehl, Life between buildings, 2003; William Whyte,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1980

2) 김도경,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경

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8

3) 이미연, 공개공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경

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4) 김도년, “도심부 대형 민간 건축물의 건물전면공간 조성실태와 통합적 활용방안

연구 : 서울시 도심부 을지로·세종로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

집』, Vol.25, No.9 , Sep, 2009

5) 최정희, “공개공지의 유지 관리 및 활용도 증진 방안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

집』Vol.28, No.1, 2012, pp.2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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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다이마루유지구 전경

간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최근 도심지 업무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의 관심을 환기시켜 건물의 전면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움직임이 많아졌다. 전문가 단체인

사단법인 ‘도시가꿈’은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도심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

상으로 ‘건물전면공간 활용’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저층부를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을 좀더 적극적

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법제도적 장치와 운영역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일본 동경 도심지

의 성공적인 공공공간의 조성사

례로 손꼽히는 ‘다이마루유 지

구’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성공

적인 공공공간 정비 요인을 파

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일본 도쿄의 오오테마치․마

루노우치․유락쵸지구(大手町․

丸の內․有樂町, 이하 다이마루

유 지구)는 1998년부터 본격적

으로 재정비되어 온 일본의 대

표적인 업무중심지역으로, 건물 재정비를 비롯한 가로환경개선과 인프라

정비를 통해 활기 넘치는 거리가 조성되어 많은 기업이 계속해서 모여들

고 있다. 새롭게 조성된 상점이나 레스토랑에는 주말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등 많은 매력을 지닌 도심으로 재탄생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도심정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6) 다이마루유 재정비 사례에서 국내 도

심부 도시설계에 시사점이 큰 부분은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건물 내외부

의 공공공간이다. 다루마루유의 공공공간은 건물외부 공개공지 뿐 아니

라 건물내부의 로비와 보행통로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쾌적

6) 이성창, “일본 마루노우치지구에서의 도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지』,2006, pp. 23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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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준 높은 보행자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이마루유 지구의 공공공간이 성공적으로 정비된 것

은 한국에 비하여 첫째, 법제도가 잘 정립되어 있고, 둘째, 그 제도를 적

용하여 조성하는 과정이 수월했기 때문이라고 가정하고, 성공요인을 관

련 ‘제도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다음

과 같은 연구질문에 대답해 보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첫째, 제도의 측면에서는 ‘적용된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은 무엇이 있

는가?’, ‘법제도 내에 어떤 디자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둘째, 과정의 측면에서는 ‘공공공간의 조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 ‘조성단계에서 어떤 주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참여하였는가?’, ‘공공

공간 관련 제도의 심의 절차는 어떠한가?’

에 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이마루유(大․丸․有)지구 마을만들기 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디자인 가이드라인)」 내에서 밝히는 협의회 대상지역

이자 치요다구에 의한「다이마루유(大․丸․有)지구 지구계획」으로 지

정되어 있는 약 120ha면적의 대상지구로 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공공공간은 보행가로와 광장과 같은 공공영역이

아니라 필지 내의 오픈스페이스와 건물 내부공간을 포함한, 민간소유이

나 공공에 개방적인 공개공지, 전면공지를 말한다.(그림 1-2) 이러한 공

공공간을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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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다이마루유 지구 정비를 통해 성공적인 공공공간을 조성하게 된 요인

을 제도적 측면과 과정 측면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이마루유 지구에 적용된 동경도, 치요다구의 법

령 및 지자체의 조례, 민간 가이드라인을 분석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지구 내 정비사례를 분석하여, 기존의

선행연구, 각 지역관리단체의 자료 및 일본 내 다이마루유 관련 민관협

력 연구보고서, 인터뷰자료 등을 자료로 하여 주체의 역할, 관계, 활동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법제도 내 경관/건축심의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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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료 연구방법 연구목표

제
도

지침
동경도·치요다구 
제도법규, 민관 

가이드라인

대상지 적용 가이드라인 및 
제도 내의 디자인 요소 분석 

법제도적 
장치의 
선진성

과
정

주체

각 지역관리단체 
자료, 민관협력 

연구보고서, 이메일 
인터뷰자료

대상지 내  조성 관여주체,  
각 주체별 역할,  각 지역관
리단체  내 협약관계 분석

정비에 
관여한 주체 

및 의식

제도 
운용

동경도, 치요다구
제도법규

도시설계 심의절차 분석
조성과정의 

수월성

<표 1> 연구의 방법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도심과 공공공간

1. 도심과 공개공지

도심의 가장 중요한 공공공간은 가로환경을 포함한, 건물 전면공간을

잇는 공간이다. 시각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로는 도시에 긍정적이고

통합된 도시이미지를 부여하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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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가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건축물과 가로 공간은 도시 공간을 이

루는 주요한 요소이자 대상이며, 가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가로와

접경(interface)을 이루는 건물 전면의 외부공간·입면·저층부 용도 등이

가로와 통합적으로 기능하고 다양한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총체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다.7)

공개공지는 비록 사적공간이지만 공공성이 부여되어 공적공간으로서

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공개공지는 일반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인

접보도와 연계하여 보행공간을 만들어내며, 건물과 도시환경의 쾌적성,

건물가치를 향상시킨다. 또한 도시공간에서 만남의 장소과 휴식의 장을

제공하는 등 열린 공간으로 작용하여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다.

공개공지는 쉽게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이다. 공개공지는 대

지 내에서 공공 공지에서 접근이 쉽고 휴게 등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공지에 일반 대중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도심미관도 향상

시킬 수 있는 공공의 목적을 가진 공지이다.8) 공개공지는 개개의 대지

내에 건축물을 건축 시 조성되며 그 후에는 일반 공공에 개방하도록 하

고 있다. 즉 사유재산권에 공공의 개념을 가진 공공성이 부여된 외부공

간인 것이다.

1991년 건축법 개정에 의해 처음 도입된 공개공지의 개념은 ‘사유대지

안에 시민 대중의 보행, 휴식 등을 위해 상시 개방된 장소’의 의미를 갖

는다. 2001년에 다시 개정된 건축법 제 67조와 서울시조례에 의하면,공개

공지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개방공간’이며, 건축선 후퇴부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정의 이외에도 공개공지는 도시의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물리적으로는 오픈 스페이스의 범주에 속하는 도시에서 건물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 모든 토지와 물 그리고 공간 및 햇빛까지 포함하는

공간을 지칭한다. 또한, 의미상으로는 사유대지 내에 있는 공지의 일부를

공공공간으로 일반인에게 효과적으로 개방한 공개공간을 나타내는 적극

7) Paumier, Cyril B., “Creating a Vibrant City Center”, New Amer Library, 2007

8) 정평란, “공개공지 확보와 제도적 요인에 대한 연구-서울시 강남구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지, 2010,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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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간에 대한 미개발의 소극적인 공간9)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개공지는 소유, 관리의 측면에서는 사유지이지만 주위의 공공

공간과 잘 연계되면 도시공간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으며, 공공이 아닌

민간이 조성의 주체가 되어 도시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공개공지란 도심지 등 지

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휴식시설, 조경 등의 설치

를 위한 공지를 말한다.

2. 공개공지의 기능 및 역할

공개공지는 개인 소유의 사적인 영역을 공적영역으로 내어 놓음으로

사유지이면서 공공의 성격을 갖는다. 공개공지가 조성되기 이전 보행자

통로 위주로 사용되었던 공개공지는 법적인 공개공지 조성에 따라 건물

의 출입구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용되던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휴게공간 및 도심에서의 자연을 제공하며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하

나의 중요한 요소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공개공지는 보행공간으로서의

본래의 기능 뿐 아니라 도심 속에서의 자연자원 보호 및 환경조형의 역

할, 건축물 저층부와 연계부로서의 역할, 나아가서는 도시경관으로서의

역할도 갖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되어 있는 장소로 시민들 사이에 정보의

교환 및 사교, 일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며, 볼거리 제공 등을 통하여 이

벤트를 위한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10)

9) 박찬규, 도시 오픈 스페이스의 개념에 관한 연구, 충남대 산업기술 연구 논문집

제 1권 2호, 1986, p79.

10) 이미연, 공개공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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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도 내용
적용범

위

도시환경정비
사업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3조)

2020년 목표 서울특
별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민간부문 
일반유도지침

저층부 용도(1층 및 2층 확보
용도), 규모 및 형태, 전면성 
및 진입부, 건축선, 공개공지, 
전면공지의 활용 등

서울특
별시

일정 규모 이
상
(연면적의 합
계가 5천 제
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의무사
항

전 국토

건축법 시행령 제27
조의2

공개공지 등의 확보의무 대상 
건축물

전 국토

서울시 건축조례 제 
26조

공개공지 확보시 완화기준
서울특
별시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4
절 지구단위
계획 제49
조~제54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
침  제3장 13절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 조
성이 필요한 경우, 고려조건

전 국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 
표준(안) 제 7장 제 
35조~제 40조

대지안의 공지 조성기준
(전면공지,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침상형 공지, 대지안의 
조경, 보차혼용통로 및 공공
보행통로)

서울특
별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
1부 일반유형(관리
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
준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계획
-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및 외
관에 대한 통합적 지침, 다양
한 공지들에 대한 설계지침,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
한 인센티브계획 등

서울특
별시

■ 도심부 공공공간·공개공지 관련 가이드라인
: 서울시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중구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등

<표 2-1> 서울 도심 공공공간 관련 제도 (중구/종로구 대상)

3. 서울 도심의 공공공간 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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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공공공간과 관련된 제도와 가이드라인은 위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지침인 ‘2020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민간부문 일반

유도지침’에서는 각 지구별 건축물의 저층부 1층 및 2층에의 가로활성화

용도11) 도입, 주변 경관자원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 건축물이 도로와 가로의 연속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전면성 및 진입부, 보행자의 연속성 및 가로 활력유지를 위한 건축선의

지정, 공개공지, 전면공지의 활용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

43조에서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용도지역, ‘건축법 시행령’ 제27

조의2에서는 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과 조성 시 준수사항

등 , ‘서울시 건축조례’ 제 26조에서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시설,

조성면적, 조성 시 준수사항, 그에 따른 완화기준 등 공개공지에 대한 사

항을 수립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절 제49조∼제54조에서는 지구

단위계획의 수립과 지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나타내고 있

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3장 13절에서는

공개공지 등 대지 내 공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확보 시 고려사항 등

실제로 공개공지가 유효하게 활용되며, 전체 도로망, 녹지축 등과 연계되

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 표준(안)’ 제 7

장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항목에서는 제 35조에서 제 40조에 걸쳐

전면공지·공개공지·쌈지형 공지·침상형 공지의 4가지 공개공지 유형과

대지 안의 조경, 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등의 계획지침을 규제

11)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 저층부 상업시설 + 전시시설 등

-저층부 상업시설 : 의류, 잡화, 서적, 음반 등 소매점이나 카페, 식당 등 상업용도

-전시시설 등 : 갤러리, 미디어아트, 체험형 스튜디오, 기업홍보관(공공에게 개방

가능), 정보안내소 등

-보행자의 가로활동과 관련 없는 사무실,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자동차판

매점, 금융업소 등 제외. 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제외

(출처 : 서울특별시, 2020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구역별 개발

유도지침, 2010, p.36)



- 10 -

구분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우
리
나
라

공개공지
의

조성실태
분석과

제도연구

이창훈
(2005)

도시공간에서의 공개공간의 중요성을 밝히고, 지구
단위계획을 통한 공개공간의 공공성 증진 확보 주
장

장하리 외 
1명(2006)

도심부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계획요소와 실제 활용
도의 상관관계를 밝혀, 지구단위계획의 공개공지 
지침 등에서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설정할 것을 
제안 

김도년
(2009)

도심부 주요 가로변의 활용가능한 공간의 잠재가치 
활용방안을 개선사례 등을 통해 방향 제시

여혜진 외 건물전면공간을 준공공공간으로 재정의하고, 조성, 

<표 2-2> 키워드별 선행연구와 주요 연구내용

또는 권장사항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그림 2-1> 서울시 중구 서린빌딩 앞

(출처: 직접촬영)
<그림 2-2>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

(출처 : 직접촬영)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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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2009) 관리의 기본방향 및 법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박정임
(2011)

지역 특성이나 가로와의 관계, 가로 성격과는 무관
하게 조성된 공개공지 문제점 지적, 설계지침 개발
에 관한 개선방안 제시

최정희
(2012)

우리나라 공개공지 제도가 양적확보에 치중되어 있
음을 지적, 뉴욕이나 도쿄의 공개공지 조성, 관리제
도 분석 통해 시사점 제시

도시환경
정비와 

공개공지

이지혜
(2009)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등의 다양한 
법적검토 제안

이현선 외 
1명(2009)

미국 뉴욕과 일본 후쿠오카의 공개공지 조성현황과 
유형을 살펴보고, 서울의 중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공개공지 디자인가이드라
인을 제안

김도경
(2011)

2020년 목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
획의 개발유도 지침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문제점
을 도출하여 공개공지 계획에 있어 총체적, 맥락적 
계획이 필요함을 제시

동경도시
개발과

민관협력

남진 외 
1명(2004)

동경의 록본기, 시오도메, 하루미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특징과 전개과정, 재개발 유도수법,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 지역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
특성을 활용한 사업수법과 인센티브 제도,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 등의 시사점 도출

이성창
(2005),
(2006)

동경 다이마루유 지구의 민간재개발 과정에서의 공
공의 역할에 주목하며 시사점 도출

윤지훈
(2007)

일본 동경의 도시재생사례를 통해 정책 및 제도적 
측면, 인센티브 수법, 민간기업의 참여촉진 등의 시
사점 제시

이자은
(2011)

서울 국제용산업무지구와 동경 오오테마치지구의 
도시재생을 비교한 결과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임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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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앞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크게 우리나라의 공개

공지와 제도에 관한 연구와 동경의 도시개발과 민관협력에 관한 연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2)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검토결과 현 서울의 도심 공개공지

는 가로와 연계되지 못하고 공터로 버려지며(김도경, 2011), 사적공간으

로 이용되는 등(김도년, 2009) 준공공공간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공개공지의 조성실태 분석과 함께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논문이 대다수였다. (이창훈, 2005; 장하리 외 1명, 2006; 여혜진 외 2명,

2009; 박정임, 2011; 최정희, 2012) 이 외에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개공지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제안 또는 디자인 가이

드라인 제안에 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이지혜, 2009; 이현선 외

1명, 2009; 김도경, 2011)

일본 동경의 도시개발 관련 연구분석 결과, 재개발 수법에 있어 지역

의 특성을 활용한 사업수법과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 관계가 우리나라

에 시사점을 줌을 확인하였다. (남진 외 1명, 2004) 동경 도심과 관련해

서는 다이마루유지역의 공공공간이 민간 주체를 중심으로 잘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성공요인을 공공과 민간의 협동 관계(이성창, 2006),

또는 제도·정책에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윤지훈, 2007; 이자은, 2011)에서

분석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동경 다이마

루유 지구의 성공요인 분석에 있어, 제도를 분석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제도를 정량적으로만 분석하는 것에 그쳤으며, 제도와 과정의 관계 분석

이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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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차별성

다이마루유 지구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는 그 성공요인을 공공과 민

간의 파트너쉽,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

가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방법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

구를 통해 공개공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총합설계제도를 기

본으로, 도시재생특별지구, 특정가구제도 등을 활용함을 알 수 있으나 이

들 제도가 도심재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신설 또는 개정되었는가에 초점

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공공공간 또는 공개공지의 조성이라는 측면에

서 디자인지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이

부족하였다. 또한 이들 제도가 실제 공공공간 조성에 있어 어떤 주체의

노력에 의해 활용되었는지, 제도와 주체의 관계 분석도 미흡한 점이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 내에 공공공간의 유형

별로 어떤 디자인지침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침이 어떤 특성을 갖

고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지침이 정비

과정에서 어떤 주체의 노력을 중심으로 활용되어 성공적인 공공공간을

조성할 수 있었는지 밝히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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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다이마루유지구 위치 

제 3 장

다이마루유 지구의 공공공간 현황

제 1 절 다이마루유 지구의 도시정비사업

1. 다이마루유 지구의 개요

마루노우치(丸の内)를 포함

한 오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락

쵸(大手町・丸の内・有楽町, 이

하 ‘다이마루유’) 지구는 일본의

대표적인 업무중심지역으로, 동

경역과 함께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가로가 형성되어 있다.

약 4,200개 사무소가 입주하고,

약 23만 명의 근로자가 업무활

동을 하고 있는 국제비지니스

업무 지구이며, 동경역을 중심

으로 20노선 13개 역의 철도망을 갖춘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동경역을 중심으로 유락쵸·히비야·니쥬바시마에·오오테마치 역 등의

일일 승차인 수는 약 100만 명에 가까우며, 이렇게 ‘다이마루유 지구’는

사실상 일본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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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다이마루유지구의 지역구분  

구역면적  120ha

건물 동수  109동 (해체,건설중 포함)

취업활동 인구  약 23만 명 (오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락쵸 총계)

사무소 수  약 4,200개 사무소

역 승차인 수

 약 99.7만 명/일 
(동경역, 유락쵸역, 히비야역, 니쥬바시마에역, 

오오테마치역의 합계)
 ※ 일일 승차인 수 비교 

: 강남역  21만 명/일, 신도림역 15만 명/일

철도망
 20노선 13개 역 

 (노선이 다른 동일명의 역은 노선 수로 나누어 계산)

<표 3> 다이마루유 지구 개요

(출처 : 2012년 다이마루유 지구 마을만들기 협의회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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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이마루유 지구의 정비사업

1985년 동경도는 국가 정책인 도심억제시책에 맞추어 도심부 기능의

전환을 내세워 동경역 「주변재개발유도지구」로 지정하였고, 이에 치요

다구는 「마치즈쿠리방침」을 책정하여 이 지구의 정비목표를 다양한 도

시기능의 확충, 우수한 경관과 환경을 갖춘 중추관리 업무지역으로 정하

였다. 정책기조는 여전히 도심억제와 분산정책이었으며, 도심 입지에 필

요한 기능으로의 질적 전환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업무시설은 임해부도심

을 비롯한 외곽으로 분산시키려 하였다.

1994년 동경도는 이제까지 도심 집중의 원인이라 보았던 업무·상업시

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도심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마스터플랜이 책정되었으며 이 지역을 관리하는 ‘다이

마루유 지구 마을만들기 간담회’ 등이 설치되었다.

1997년을 기점으로 침체된 일본 경제재생을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

의 중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국가정책이 본격적인 도시재구축으로 전환되

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이드라인’과 ‘지구계획’ 등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유도형 도시정비가 전개되어 다이마루유 지구의 재개

발이 진행되었다. 국가차원의 본격적인 도시재생 정책이 실시되면서 민

간 주도의 도시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가 완화되고 법제도가 개정되

었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의 하드웨어적인 지역개발뿐 아

니라 매니지먼트협회 등의 활동으로 새롭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지역

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12)

이렇게 1993년 세계경쟁력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던 일본의 경쟁력은

2008년 22위로, 외국인방문자 동향은 30위, 국제회의개최건수는 18위까지

저하되는 등 국제적 입지가 저하되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일본의 국가

차원과 도시 차원에서의 비젼을 공유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동경의 도심

이라 할 수 있는 마루노우치 재구축을 위하여 24시간, 365일 살아움직이

12) 이성창, “일본 마루노우치지구에서의 도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

회지』,2006, pp. 23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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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오피스테넌트 구성변화 

(다이마루유 지구의 미츠비시지쇼 소유, 관리빌딩) 

는 세계로 열린 마을, 인터랙티브 기능의 확보, 자유롭게 정보를 교류하

는 인프라 구축과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거점개발 등 세계에서 가장

상호작용이 활발한 거리를 만들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민관협동에 의한

정비방식을 기본으로 오피스 기능의 재구축과 함께 도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였다.13)

3. 정비사업 이후의 변화

다이마루유 지구의 전면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인

식이 향상되었다. 금융·법률·회계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입주가 증가하고

(그림3-3), 공공공간 조성과 관련한 용적률 완화특례로 인하여 지구의

연면적이 2000년 대비 2010년에는 전체적으로 약 1.4배 증가하였다. 또한

지구 내 가로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점, 가게 등의 비업무기능이

크게 증가하였다.14)

13) 미츠비시지쇼 발표자료, 2008

14) 다이마루유지구의 도시재생시책 리뷰, 미츠비시지쇼 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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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연면적(평균용적률) 변화

<그림 3-5> 비업무기능 연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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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정비이전의 공개공지 (지상)  

<그림 3-7> 정비이전의 공개공지(지하) 

제 2 절 다이마루유 지구의 공공공간

1. 공공공간의 조성과 활용



- 20 -

<그림 3-8> 다이마루유 지구의 공공공간 조성 

다이마루유지구의 정비사업이 있기 전 지상, 지하의 공개공지는 <그

림 3-6>, <그림 3-7> 과 같다. 몇몇 대규모 공개광장이 설치된 건축물

이외에 각 대지 내에 조성된 공개공지는 연계성을 지니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공간이 다이마루유지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 시민

들에게 이용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

다이마루유 지구는 이후 재개발을 통해 보행자공간을 적극적으로 확

보하였으며, 이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구 전체의 활기를 만들어내

고 있다. 이러한 보행자공간을 중심으로 휴식공간이나 문화시설이 만들

어졌으며(그림 3-8), 민간기업이 소유한 건물 내 실내개방공간이나 공개

공지는 다양한 민간참여조직에 의한 소통과 교류, 이벤트의 장으로 활용

되고 있다. (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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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다이마루유 지구의 공공공간 활용  

이러한 다이마루유지구의 공공공간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공개공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다. 다이마루유지구의 공개공지는

양적 확보를 통해 이 곳을 찾고 이용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휴식

또는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둘째, 공개공지가 다양한 형태로 잘 연계되어 있다. 공개공지가 적재

적소에 한다는 점에서 위치성이 좋으며, 이 곳을 찾는 누구나가 쉽게 이

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공개공

지가 개별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공개공지 간, 또는 공공에

의한 역앞 광장 등의 공공공간과 다양한 형태 또는 용도도입을 통해 연

계성을 맺고 연결되어 있어 전체 보행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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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JR 동경역에서 이어지는 교코도오리 

<그림 3-11>

새롭게 정비된 JR 동경역전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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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동경역 지하광장과의 연결통로  

<그림 3-13>

보행폭 확보와 복합용도시설 도입으로

가로 연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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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나카도오리 환경정비사업 내용

(출처 : ‘미츠비시 CSR 레포트 / 2006.7)

2. 공공공간의 정비 사례

‘다이마루유 지구 재개발에 의해 정비된 사례로 ‘마루노우치 나카도오

리 가로환경정비사업’을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다이마루유 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나카도오리는 제1기에 길이 370m, 제2기에 길이

450m구간이 리뉴얼에 의해 보행자를 우선으로 한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였다.

보도 폭을 넓히고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가로수를 새로 식재하고 자

연석 포장재로 바꾸며, 미술품이나 스트릿퍼니쳐 등을 배치하였다. 또,

환경대책으로 우수기의 지하환원을 촉진시키고, 조경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플랜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였다. 배리어프리 대책으로는 건물 출

입구의 단차해소나, 보도구배

의 개선, 시각장애자 유도블

럭 등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벤치나 스툴 이외에 플랜터

등 저목식재를 설치하여 쾌

적하고 양호한 커뮤니케이션

휴게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은 ㈜미츠비시 지쇼가

담당하였으며, ‘제24회 공공

의 색채상 환경색채 10선’,

‘일본건축가협회 우수건축선

2008’ 와 같은 우수디자인으

로 선정되는 등 질 높은 도

시설계 수준을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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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나카도오리 보행자공간 

<그림 3-15> 마루노우치 나카도오리 정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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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나카도오리 휴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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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다이마루유 적용제도  

제 4 장

공공공간 정비 성공요인 분석

제 1 절 제도적 측면

1. 적용제도 및 가이드라인

다이마루유 지구의 지역지

구제는 다음 <그림 4-1>,

<표 4-1>과 같다. 다이마루

유 지구는 용도지역상 상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례용적률적용지구, 도시재

생특별가구, 특정가구, 고도

지구, 고도이용지구 등 다양

한 지구로서 중첩적으로 지

정되어 다이마루유 지역이

중점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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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용도
지역

방화
지역

건폐율 지구계획 기타

상업
지역

방화
지역

80%
오오테마치·마루노우치

·유락쵸지구 지구계획구역
주차장

정비지구

용적률 기타 지정지구 · 사업 용적률 기타 지정지구·사업

1 700% ― 12 900% Ⓐ, Ⓓ, Ⓔ
2 1200% Ⓑ, Ⓒ 13 900% Ⓐ, Ⓓ
3 1200% Ⓒ 14 900% Ⓐ 
4 1200% ― 15 900% Ⓐ, Ⓑ 
5 1300% Ⓐ, Ⓑ, Ⓒ  16 1300% Ⓐ, Ⓓ
6 1300% Ⓐ, Ⓒ  17 1300% Ⓐ, Ⓑ
7 1300% Ⓐ 18 1300% Ⓐ, Ⓓ 
8 1300% Ⓐ, Ⓑ 19 1300% Ⓐ, Ⓑ 
9 1300% Ⓐ, Ⓓ 20 1300% Ⓐ, Ⓓ
10 1300% Ⓐ, Ⓓ 21 900% Ⓐ, Ⓒ(완료), Ⓕ
11 900% Ⓐ, Ⓑ 22 900% Ⓐ, Ⓑ

<표 4-1> 다이마루유 지구 지역지구제 

(출처 : 동경 치요다구 종합홈페이지 내용 정리, 2011.8 기준)
Ⓐ:특례용적률적용지구/ Ⓑ:도시재생특별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정가구/ Ⓔ:고도지구/ Ⓕ:고도이용지구

다이마루유 지구는 ‘도시계획법’ 상「상업지역」에 해당되며, 상업지역

은 건폐율80%, 용적률을 200%∼1000%(100%단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해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이마루유 지구는 위와 같은 용도지역 외에도 다양한 지구로 지정되

어 있다. 도시계획법 제8조제1항제4호의2에 의한 「도시재생특별지구」,

도시계획법 제8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고도이용지구」, 도시계획법 제8

조제1항제2호의3에 의한 「특례용적률적용지구」, 도시계획법 제8조제1

항제4호에 의한 「특정가구」등 다양한 지구를 중복지정할 수 있도록 한

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8조제12조의5에 의해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

과 유사한 ‘지구계획’이 수립되어 관리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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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시설계제도에 의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

각 구역의 특성에 맞게 규제하고 있으며, 도시설계제도 이외에도 동경도

와 치요다구의 자치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경관조례로 관리하고 있다. 또

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여 조성한 ‘다이마루유 마을만들기 간담

회’의 대상지역으로, 별도의 가이드라인과 디자인 매뉴얼이 적용되기도

한다.

다이마루유 지구에 적용되는 법제도와 지침은 다음<그림 4-2>, <표

4-2>와 같이 다양하며, 그만큼 여러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이 지구를 중

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 다이마루유지구에 적용된 다양한 법제도 및 지침 



- 30 -

책정·
운용주체

규칙의 종류

도시계획 조례 가이드라인

행정

동경도

 · 특례용적률적용지구운용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운
용기준
 · 특정가구운용기준, 운용
지침 실시세목
 · 고도지구 지정에 의한 
높이제한
 · 고도이용지구 지정기준  
 · 재개발 촉진구 지구계획 
운용기준

 · 동경도 경관조례  
(동경도경관계획)

―

치요다
 구

 · 다이마루유지구지구계획  
 · 총합설계제도

 치요다구 경관마
을만들기조례 (미관
지구 가이드라인)

―

민간
협의
회

다이마
루유

협의회
   ― ―

․다이마루유지구 
마을만들기 가이
드라인
․다이마루유지구 
디자인 매뉴얼

<표 4-2> 다이마루유지구 적용제도·가이드라인 

1) 제도

도시개발제제도는 동경도가 2001년 10월에 책정하였고, 지역마다 이루

고자 하는「장래상」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나타낸 것

이다. 그러한 비전의 장래상을 실행시키기 위해 특정가구, 재개발 등 촉

진구, 고도이용지구, 총합설계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개발제제

도 활용방침에서 그 기본적 구상이나 운용방침을 나타낸다. 그 내용은

육성용도나 인센티브인 용적할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육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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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도 제도의 내용

A:특례용적률
적용지구 
(18/22)

도시계획구역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 내 건축대지의 
지정용적률 일부를 복수의 건축대지 간에 이전가능하게 하는 
구역

B:도시재생
특별지구 
(7/22)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에 공헌하며, 토지의 합
리적이고 건전한 고도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구역

C:토지구획
정리사업 
(5/22)

토지구획정리법（1954년 법령 제119호）에 의해 「도시계획구
역 내의 토지에 대해 공공시설의 정리개선 및 택지 이용증진을 
위해 이뤄지는, 토지의 구획형질 변경 및 공공시설의 신설 또
는 변경에 관한 사업」

D:특정가구 
(7/22)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구 중 하나. 기성시가지의 정비・개
선을 목적으로, 어느 가구에 대해 기존 용적률이나 건축기준법
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도시계획으로 용적률・높
이 등을 정하는 제도

E:고도지구 
(1/22)

도시계획법 제9조에서 정한 「용도지역 내 시가지환경을 유지, 
토지이용 증진을 위해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정한 지구」

F:고도이용지구
(1/22)

도시계획법 제9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내 시가지의 토지의 
합리적, 건전한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갱신’을 위해, 건축물 용
적률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건축물 건폐율의 최고한도, 건축
물의 건축면적의 최저한도, 벽면위치제한을 정하는 지구

<표 4-3> 다이마루유 지구 적용 도시계획

이다.

이들 제도의 공통점은 공개공지 정비에 따라 할증용적률이 부여된다

는 점이다. 도시개발제제도 중 ‘다이마루유 지구’에 적용된 제도는 다음

<표 4-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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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

다이마루유 지구에는 동경도가 수립한 경관계획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경관형성지침,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의 디자인 평가지침이 수립되어

있으며, 치요다구 경관마을만들기조례에 따라 다이마루유지구가 미관지

구로 지정이 되어 미관지구 가이드라인과 경관형성 매뉴얼이 적용되었

다.(현재 미관지구 폐지)

조례 내에서 기본적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 이외에 공공공간의 네트워

킹과 관련된 요소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이마루유지구 디

자인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주요광장과

보행로를 연결하는 전체 네트워크 계획 수립, 녹지네트워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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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동경도 경관계획
치요다구 

경관마을만들기조례

카
테
고
리

세부사항

경관형성지침
건축물

의 
디자인
평가지

침

미관
지구

가이드라
인

(다이마루
유)

경관형
성매뉴

얼

경관형성
지침

(전 구역)

경관형성
지침

(다이마루
유)

색채 
가이
드라
인

건
축
물

건춗물 
배치

O O

건축물 
높이,규모

O O O O

31m 
표정선

O

벽면후퇴,
위치제한

O O

의장, 색채, 
재료

O O O O O O

건축물 
용도

O

역사건축물
의 보존

O O O

네
트
워
킹

교통결절점 O

보행자
네트워크

O O

주요광장, 
보행로

O

녹지연결,
녹화

O O O O

조망점에서
의 경관

O O O

경
관

스카이라인 O

수변오픈
스페이스

O O

옥외광고물 O O

<표 4-4> 조례 내 디자인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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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가이드라인 내 축 설정 

3) 가이드라인

다이마루유 지구에는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는 ‘다이마루유지구 마을만

들기 간담회’에 의해 수립된 「다이마루유지구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

을 지역 재정비의 디자인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 지구 특성을 살린 마을만들기

다이마루유지구의 장래상 중 하나로서 사람들이 모이고, 활기와 문화

를 느낄 수 있는 거리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이마

루유 지구 내 공공공간 정비를 위해 가로의 역사나 현재 지구특성을 살

린 마을만들기를 위해 존(zone), 축, 거점을 만들고, 각 구역에 맞는 공공

공간과 가로 정비수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4-3,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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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가이드라인 내 존(zone) 설정 

<그림 4-5> 가이드라인 내 거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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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각 구역별 정비수법 적용범위  

나. 공공공간 정비수법

보행공간을 중심으로 한 가로와 각 민간건축물 내 공개공지의 관계를

크게 「가로형성형」마을만들기와 「공개공지 네트워크형」마을만들기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정비수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4-6)

「가로형성형」마을만들기는 마루노우치, 유락쵸 서측 지역의 정돈되

고 연속적으로 늘어선 건물을 중요 요소로 보고 연속적인 가로를 만들어

내고, 국제비지니스센터로서 거리의 활기나 개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

로 한다.

「공개공지 네트워크형」마을만들기는 오오테마치, 야에스, 유락쵸 동

측지역에 녹화를 고려한 외부공지 등을 계획적으로 연속배치시키고, 장

소에 따라 큰 광장공간을 설치하며 지하와 지상을 잇는 개방적 수직동선

형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이고 편리

성이 높은 지상지하 보행자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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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구역
도시재
생특별
지구

고도
이용
지구

특정가구
총합설계제
도(동경도)

지구
계획
구역

적용디자인지침
지역정
비방침

지정
기준

운용
기준

실시
세목

허가
요강

실시
세목

지구
계획

A

유형
별

조성
기준

보
도
형
공
지

기본
요건

O

계획
기준

O

유효
계수

O O

공작물
설치
제한

O

광
장
형
공
지

기본
요건

O

계획
기준

O

유효
계수

O O

위치
지정

O

필
로
티

계획
기준

O

유효
계수

O

표시

갯수 O O

규격 O O

소재 O O

녹화

유효계수 
특례

O O

계획요건 O O

공개공지 O O

<표 4-5> 공개공지 유형별 제도지침

2. 제도 및 가이드라인 내 디자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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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판단기준

녹화부분변경 
허용기준

O

옥외
광고
물

설치기준 O

승인신청 
등의 수속

O

유지관리 O

용적
률 

완화

완화요건 O O

용도유도 O O

위험방지 O

네트워크 O O

B

실내
관통
통로

기본요건 O

계획기준 O

옥외
관통
통로

유효계수 O O

공작물
설치제한

O

C

실내
개방
공간

기본요건 O

계획기준 O

유효계수 O O

위치지정 O

계획기준 O

유효계수 O

아트
리움

계획기준 O O

유효계수 O O

D

선큰
가든

유효공지
인정기준

O O

계획기준 O O

공개공지 질의 
판단기준

O O

녹화부분변경 
허용기준

O



- 39 -

도시설계제도와 지침 속에 공개공지의 기본조성요건, 그에 따른 용적

률 완화, 구체적 위치 및 규모지정 등의 디자인지침이 제1장 제2절의 ‘연

구의 범위’에 나타난 공개공지 유형별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았

다.

1) 개별 공개공지 (A)

<그림 4-7> 조성예시 : 공개공지 (A) 유형 

개별 건축물의 대지 내에서 건물 전면공간에 있어 조성하는 보도형

또는 광장형 공지를 말한다. 필로티·아케이드 등의 공간까지 포함한다.

가. 조성요건

동경도 총합설계제도에서는 공개공지의 계획 기본요건 내에서 공개공

지의 최소요건으로 기준건폐율에 따른 공지율의 최저한도, 기준용적률에

따른 유효공개공지율 최저한도, 용적률 완화시 공개공지의 접도길이, 보

도형공지 또는 광장형공지 설치항목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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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의 계획 기본요건 적용구역은 도시계획법 제7조 제2항에 규

정하는 시가화구역 내로 하며, 원칙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받는 총합설계

에 관해서는 지정용적률이 100% 초과구역은 제외한다.

총합설계제도에 의해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지율의 최저한도는

다음 <표 4-6>과 같으며, 용적률제한 완화를 받는 계획건축물의 대지의

경우, 전면도로 폭 수치이상의 도로에 대지경계선 길이합계가 1/6 이상

접해야 하는데, 지구계획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조성된 공지

중에서도 유효계수 적용에 의한 유효공개공지율의 최저한도는 기준용적

률에 따라 다음 <표 4-7>과 같이 설정하도록 한다.

기준건폐율 (Fo)
공지율

용적률 완화 시 용적률 완화 제외

30≦Fo≦50 115―Fo 110―Fo

50<Fo≦55 65 60

55<Fo≦100 120―Fo 115―Fo

<표 4-6> 공지율의 최저한도 (단위 : %) (동경도 총합설계제도)

기준용적률 (Vo) 유효공개공지율의 최저한도 (Po)

Vo≦100 30

100<Vo<500 35― (Vo/20)

500≦Vo 10

<표 4-7> 유효공개공지율의 최저한도 (단위 : %) (동경도 총합설계제도)

계획건축물 대지에는 원칙적으로 보도형공지 및 광장형 공지를 설치

하도록 하는데, 이 때 보도형공지는 4.5m 이상 폭의 보도가 확보된 경우

를 제외하고 전면도로에 접하는 모든 대지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

한 기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A유형 공개공지의 규모, 형태기준은 다음

<표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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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유형

상세 지침

보도형 공지 단차없이, 휠체어로 통행가능하도록 

광장형 공지

(1) 최소폭 4m이상
(2) 하나의 광장형공지(둘 이상 광장형공지가 일체된 공간이며 상호
간 유효하게 연결된 것 포함, 당해공지면에 고저차 있는 경우 고저차 
3m 이내)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름.
가령 공지면적 최저한도산정 시, 당해 광장형공지와 같은 높이로 접
하는 보도형공지 및 야외관통통로 포함가능. 이 경우 폭이 4m 미만
인 부분 제외.
(3) 전체 둘레 1/8이상이 도로, 공원, 보도형공지 및 야외관통통로에 
접할 것.

필로티
천정높이 6m 이상, 안쪽깊이는 높이 2배 이내. 단 벽면위치 통일을 
위한 경우 천정높이 3m 이상 가능.

<표 4-8> 공개공지 (A)의 규모, 형태기준 (동경도 총합설계제도)

완화대상 할증용적률의 한도

공개공지 
확보

유효공개공지율의 최저한도를 초
과하여 공개공지 설치한 경우

할증용적률（％）＝（Ｐ－Ｐo）×α

×((Ｖo／400）＋Ｋｘ×β）×γ×Ｋｙ

<표 4-9>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할증용적률 한도 (동경도 총합설계제도)

나. 용적률 완화

① 동경도 총합설계제도

공개공지 확보에 따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표 4-9) 유효공개공지율의 최저한도를 초과하여 공개공지를 설치

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효공개공지율, 유효공개공지율의

최저한도, 공개공지의 질 계수, 기준용적률, 환경성능계수 등 다양한 계

수에 따라 할증용적률 한도값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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Ｐ: 유효공개공지율（％）    / Ｐo : 유효공개공지율의 최저한도（％）

α ：공개공지의 질 계수     / Ｖo ：기준용적률（％）

Ｋx ：총합설계종류별 계수  /  β ：주택계수  

γ ：환경성능 계수          / Ｋy ：대지규모별 계수

이 중 공개공지의 질 계수 α 도출 시, 공개공지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

으로 공개공지에 조성된 녹지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이 중요하게 다뤄지

고 있다. 주변녹지와의 연속성, 수종의 다양성 확보, 기존수목의 보전·활

용, 수고가 높은 나무의 식재 등 양호한 수준의 녹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항목을 마련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한다. (표 4-10)

공개공지 질 평가기준으로 식재계획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

서도 주변 녹지와의 연속성 항목을 가장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이는 단

일 공개공지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공공공간 전체의 녹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것과도 연결되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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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구분
평가
점수

주변녹지와
의 연속성

‘공원, 녹지, 공개공지, 도로 및 하천에 접한 부분 
길이’에 대한 ‘주변녹지에 확보된 일정 이상 폭을 
확보한 녹지의 연장길이’ 비율

A:70%~
B:60~70%
C:50~60%
D:~50%

25
20
15
0

수종의 
다양성

고목 수에 대한 낙엽고목의 비율

A:50%~
B:40~50%
C:30~40%
D:~30%

15
10
5
0

기존수목의 
보전·활용

지상높이 1.2m에서 기둥둘레 60cm 이상인 보전, 
활용해야 할 기존수목의 보전, 활용비율

A:50%~
B:25~50%
C:0~25%
D:0%

20
15
10
0

수고가 높은 
나무의 식재

생육에 필요한 토양두께를 확보한 수고가 높은 수
목의 평균수고

A:7m~
B:6~7m
C:5~6m
D:~5m

20
15
10
0

잔디, 수면 
등의 피복

일정이상(10m2이상) 잔디면적 및 수면면적의 광장
형공지면적 및 수변연도공지에서 차지하는 비율

A:10%~
B:5~10%
C:0~5%
D:0%

10
8
5
0

건축물 녹화
도로에 면한 지반면에서의 높이20m까지인 부분의 
벽면면적에 대한 녹화, 옥상녹화 및 베란다녹화 면
적의 비율

A:15%~
B:10~15%
C:5~10%
D:~5%

10
8
5
0

<표 4-10> 공개공지 질의 평가기준 (동경도 총합설계제도)

그리고 ‘총합설계제도’ 내에서는 공개공지의 유효면적을 도출하는 중

요한 계수로 ‘공개공지의 유효계수’를 활용하고 있다. 이 중 보도형공지,

광장형공지, 필로티 등에 해당하는 유효계수는 다음 <표 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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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유형 세부분류 유효계수

보도형 
공지

 도심부, 부도심, 신거점

길이 100m~ 2.0

80~100m 1.8

60~80m 1.7

40~60m 1.5

20~40m 1.4

~20m 1.2

 기타 구역

100m~ 1.7

80~100m 1.5

60~80m 1.4

40~60m 1.2

~40m 1.0

 기타 부분 0.8

광장형 
공지

 폭 6m이상 도로, 보도형공지 또는 야
외관통통로와 접하며, 면적 1,000m2 
이상

도로에 면한 부분 1.2

도로에 면하지 않은 
부분

0.6

 도로에 접하며, 면적 300m2 이상

도로에 면한 부분 1.0

도로에 면하지 않은 
부분

0.5

 도로에 접하며, 면적 100m2 이상

도로에 면한 부분 0.8

도로에 면하지 않은 
부분

0.4

필로티 
등

 보행자 네트워크 형성 0.9

 천정높이 6m 이상, 안쪽깊이가 높이의 2배 이내인 부분 0.7

<표 4-11> 공개공지 (A)의 유효계수 (동경도 총합설계제도)

공개공지의 길이, 면적, 접도 여부에 따라 그 수치를 달리하고 있으며,

보도형 공지의 경우 길이가 많이 확보될수록, 광장형 공지의 경우 인근

공개공지와 접하거나 도로에 면할수록 유효계수를 높게 인정해주어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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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필로티의 경우 보행자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 더 높은 수치를 부여한다.

이렇게 구해진 유효계수는 {공개공지의 유효면적 = 공개공지 및 유효

공지의 면적 X 공개공지의 유효계수} 식에 따라 유효공개공지율(%)(P)

값을 도출하게 되고, 이는 할증용적률 한도15)를 구할 때 활용된다.

15) <표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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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용적률
지정건폐율 

- 건폐율 최고한도
벽면위치제한 

(도로경계선에서의 거리)
광장 / 
대지면적

50%
10 이상 - -

- 2m 이상 10% 이상

100%

30 이상 2m 이상 -

20 이상

4m 이상 -

3m 이상 10% 이상

2m 이상 15% 이상

150%

30 이상 5m 이상 -

20 이상

4m 이상 10% 이상

3m 이상 15% 이상

2m 이상 20% 이상

200% 30 이상

4m 이상 20% 이상

3m 이상 25% 이상

2m 이상 30% 이상

250% 30 이상

5m 이상 20% 이상

4m 이상 25% 이상

3m 이상 30% 이상

4m 이상 25% 이상

3m 이상 30% 이상

2m 이상 35% 이상

300% 30 이상

5m 이상 25% 이상

4m 이상 30% 이상

3m 이상 35% 이상

<표 4-12> 용적률의 완화기준 (고도이용지구 지정기준)

② 고도이용지구 지정기준

해당 대지의 지정건폐율과 건폐율 최고한도의 차, 벽면위치제한, 광장

과 대지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의 완화값을 달리하고 있다.(표 4-12)

공지를 확보한 경우, 지정건폐율에 대한 건폐율의 최고한도의 차를 기준

으로 건축면적이 적을수록 용적률을 더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세부적으로 벽면후퇴 거리, 대지면적에 대한 광장의 비율에 따라

50%∼3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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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용적률 Vo(%) 할증용적률(%)

150≦Vo≦500(기) (P-40) X5

200<Vo≦400(상) (P-30) X5

400<Vo≦700(상) (P-20) X5

700<Vo     (상) (P-10) X5

<표 4-13> 유효공지에 의한 할증용적률(ΔVo) (특정가구운용기준)

(상) : 상업용도지역, (기) : 기타 용도지역, P : 유효공지율

이렇게 공지를 확보한 경우, ‘다이마루유지구’가 속한 도심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할증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받은 할증용적률의

1/2 이상되는 면적에 육성용도16)를 도입하도록 규제하고 있다.17)

③ 특정가구 운용기준

특정가구 운용기준에서의 지정용적률은 기준용적률+가구정비에 필요

한 할증용적률 (ΔVo∼ΔV5의 합계) 이내로 활용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할증용적률의 최고한도와 유도용도 설정기준을 달리 수립하고 있다.18)

이 때 ΔVo은 유효공지에 따른 할증용적률로, 이를 산출하기 위해(표

4-13) 유효공지율 값(P)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유효공지면적 값이 필요

하다.

유효공지면적은 (유효공지 A19)의 실면적 × 유효계수 × 녹화계수20))

＋ (유효공지 B21)의 실면적 × 유효계수 × 녹화계수) 의 수식에 따라 산

출하며, 여기서 공개공지의 유형에 따라 <표 4-14>와 같이 유효계수를

16) 동경도 ‘도시개발제제도 활용방침’에 따라 도심구역 내에 활기창출을 위해서 문

화/교류/상업/생활지원/산업지원시설을 유도한다. (부록 1. 참조)

17) 부록 2 참조

18) 부록 3 참조

19) 특정가구 운용기준에서 정한 녹화 특례 및 보존녹지 특례가 적용가능한 유효공

지

20) 녹화율이 35%미만인 경우 적용

21) 유효공지 A 이외의 유효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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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지상(지하)
유효공지와 
도로와의 

단차

유효
계수

개방형 
공간

야외공지형
(광장, 공원, 선큰
가든, 데크 등)

ㅡ

0~1.5
1.5~3.0
3.0~6.0
6.0~12.0

1.0
0.8
0.6
0.4

측면개방형
(필로티, 아케이드 
등)

- 높이, 폭의 비율이 1/1이상
인 경우
- 높이는 대략 5m 이상

0~1.5
1.5~3.0
3.0~6.0
6.0~12.0

0.8
0.6
0.5
0.3

- 높이, 폭의 비율이 1/2이
상, 1/1 미만인 경우
- 높이는 대략 5m 이상

0~1.5
1.5~3.0
3.0~6.0
6.0~12.0

0.6
0.5
0.4
0.2

<표 4-14> 유효계수의 일반예 (특정가구운용기준)

특례
사항

구분 특례요건

유효
계수
×1.2

보도형 
공지

보도형공지 가운데 보도와 단차가 없고, 보도와 합친 
폭 또는 보도형공지의 폭이 4~10m, 총 길이가 연속하
여 20m이상인 부분

광장형 
공지

- 광장형공지. (하나의 형태, 1,000제곱미터 이상)
- 녹화 특례와 광장형공지 특례를 복수적용 시, 광장의 
공간형성이나 쾌적성, 안전성 등 고려

<표 4-15> 유효계수의 특례 (특정가구운용기준)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공개공지 A 유형에 해당하는 야외공지형, 측면개방형의 유효계수는

위와 같으며, 유효공지와 도로와의 단차가 적어 이용자의 이용편의성이

높을수록 유효계수를 크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도형 공지의 경우

보도형 공지와 보도와의 단차, 광장형 공지의 경우 면적, 쾌적성, 안전성

에 따라 해당 유효계수를 1.2배 적용할 수 있는 특례 항목을 별도로 마

련하고 있다. (표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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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폭 길이 면적 비고

광
장 
등

광장 1호 ㅡ ㅡ 약 300㎡ 신설

광장 2호 ㅡ ㅡ 약 900㎡ 신설

광장 3호 ㅡ ㅡ 약 6,500㎡ 신설(지상, 옥외)

광장 4호 ㅡ ㅡ 약 5,000㎡ 신설(지상,필로티 약500㎡ 포함)

광장 5호 ㅡ ㅡ 약 2,800㎡ 신설(데크)

광장 6호 ㅡ ㅡ 약 2,500㎡ 신설(미술관 포함)

광장 7호 ㅡ ㅡ 약 3,600㎡
신설(통로기능 지닌 녹지광장, 활기
시설(약 350㎡ 미만), 계단, 승강설비, 
급배기시설 포함)

광장 8호 ㅡ ㅡ 약 1,600㎡ 신설(계단,승강설비,급배기시설 포함)

<표 4-16> 공개공지 (A)의 배치 및 규모 (지구계획)

<그림 4-8> 지구계획 내 광장 지정 

(출처 : 치요다구 ‘다이마루유 지구 지구계획’ 재구성)

다. 공개공지의 위치 및 규모

치요다구에서는 조성되어야 할 공개공지로서 다음 <표 4-16>, <그

림 4-8>과 같은 8개 광장을 ‘다이마루유지구 지구계획’ 내용으로 지정하

고 있다. 이는 다이마루유지구 내 각 입지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공공공

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50 -

이 중 광장 7호는 ‘다이마루유지구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에서 나카

도오리의 기능을 연장하는 부분으로 구상된 지역으로, 오오테마치 1-6

개발녹지공간과 선큰가든을 일체화하여 광장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지구계획에서 지정되었다.

2) 건물 간 관통통로(실내 및 야외) (B)

<그림 4-9> 조성 예시 : 공개공지 (B)유형 

건물 사이에 조성되는 실내 및 야외 관통통로 공간을 일컫는다. 이는

하나의 대지 내에 2개 이상의 건축물 조성 시 생겨나는 공개공지 유형이

라 할 수 있다.

가. 조성요건

동경도 총합설계제도에서는 공개공지의 규모, 형태기준에서 관통통로

의 유형에 대해 다음 <표 4-17>과 같은 지침을 마련한다.

관통통로의 유형에 대해 야외, 실내로 나누어 유효폭을 상세하게 규정

하고 있으며, 실내 관통통로의 경우 외부시설과의 보행자네트워크 형성

의 경우 천정높이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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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유형 상세 지침

관통
통로

야외 
관통통로

폭 3미터 이상, 유효폭 2미터 이상.
단, 차로를 따라 조성된 관통통로는 폭 2미터 이상, 유효폭 
1.5이상.

실내 
관통통로

유효폭 8m이상, 천정 높이 12m 이상. 
단 외부 시설과의 보행자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설치된 천정 
높이: 지하 3m이상, 지상 6m 이상.

<표 4-17> 공개공지　(B)의 규모, 형태기준 (동경도 총합설계제도)

공개공지 유형 세부분류 유효계수

관통통로

야외 0.8

실
내

지하철과의 보행자네트워크 형성 1.2

경관형성건축물 대지 내 보행자네트워크 형성 0.5~1.0

기타 0.3~0.8

<표 4-18> 공개공지 (B)의 유효계수 (동경도 총합설계제도)

나. 용적률 완화

① 동경도 총합설계제도

동경도 총합설계제도에서는 용적률 완화22)를 위한 공개공지의 유효면

적 산정 시 이용되는 유효계수로 관통통로 항목을 마련하고 있다. 야외,

실내의 경우로 나뉘어 있으며, 지하철 또는 경관형성건축물의 대지 내에

보행네트워크를 형성할 시 유효계수를 높게 책정한다.

② 특정가구 운용기준

특정가구 운용기준에서는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개공지의 유효면적

산정23) 시 이용되는 유효계수에 있어 관통통로 조성 시 특례를 부여하

22) <표 4-9> 참조

23) <표 4-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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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사항 구분 특례요건

유효계수
×1.2

관통통로
대지 내 야외공간을 동선상 자연스럽게 통하며, 도로, 
공원, 기타 이와 비슷한 공공시설을 상호간에 연결하
는 보행자용통로로 정비된 유효공지(필로티 등 포함)

<표 4-19> 공개공지 (B)의 유효계수 특례(특정가구 운용기준)

고 있다. 대지 내의 야외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기타 공공시설을

상호연결하는 보행자전용통로로 정비된 공지에 있어 유효계수를 1.2배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3) 건물 내 실내 개방공간 (C)

<그림 4-10> 조성예시 : 공개공지 (C) 유형 

건축물 내의 실내 개방공간은 사적 소유의 건물 내에 일반에게 개방

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아트리움까지 포함하는 공간을 칭한다.

가. 조성요건

① 동경도 총합설계제도

동경도 총합설계제도에서는 건물 내 실내개방공간과 관련하여 아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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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유형 상세 지침

아트리움
폭 30m 이상, 바닥면에서 천정까지 높이 30m이상, 기타 공
개공지와 유효하게 연결되는 대규모공간이 있을 것

<표 4-20> 공개공지 (C)의 규모, 형태기준 (동경도 총합설계제도)

기준용적률 Vo(%) 유효공지율의 최저한도(%)

150≤Vo≤500 (기) 50

200<Vo≤400 (상) 40

400<Vo≤700 (상) 35

700<Vo     (상) 30

<표 4-21> 유효공지율의 최저한도 (특정가구운용기준)

(상): 상업용도지역 , (기):기타 용도지역

움의 규모, 형태기준에 대한 지침을 세우고 있는데, 아트리움의 폭과 높

이에 덧붙여 기타 공개공지와의 연결성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

다.(표 4-20)

② 특정가구 운용기준

특정가구 내에 설치하는 유효공지의 대상은 가구 내 공지(공원, 녹지,

광장 등) 또는 건축물 개방공간 가운데 일상적으로 일반에게 개방된 부

분이다. 특히 건축물 내부공간과 같은 경우 가구 활성화 도모를 위해 특

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적은 10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내부공

간의 유효공지면적의 합계는 원칙적으로 전 유효공지면적의 1/2 이내로

조성하도록 하나, 동경도가 수립한 세련된 가로만들기 조례에 의한 가로

경관중점지구 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우에는 전 유효공지면적의 2/3 이

내로 조성 가능하도록 특례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유효공지율의 최저한도는 <표 4-21>과 같이 용도지역과 기준

용적률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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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지상(지하)
유효공지와 

도로와의 단차
유효계수

폐쇄형 
공간

실내광장형
공간의 수평투영면적둘레
의 1/4 이상이 야외광장 
등에 2방향 이상 접촉

0~1.5
1.5~3.0
3.0~6.0

0.4
0.3
0.2

콩코스형
폭이 대략 6m 이상으로 
야외광장 등에 2방향 이
상 접촉

0~1.5
1.5~3.0
3.0~6.0

0.4
0.3
0.2

<표 4-22> 공개공지 (C)의 유효계수 일반예 (특정가구 운용기준)

특례사항 구분 특례요건

유효계수
＋0.2

폐쇄형 
공간

보행자네트워크로 지구계획에 정해진 건축물 내부공지
의 유효계수

<표 4-23> 공개공지 (C)의 유효 계수 특례 (특정가구 운용기준)

나. 용적률 완화

① 특정가구 운용기준

특정가구 운용기준에서는 용적률 완화값 산정24) 시 유효계수를 활용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공개공지 C 유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항

목을 마련하고 있다. 실내광장형과 콩코스형으로 나뉘어 각각의 경우 야

외광장 등에 2방향 이상 접촉하도록 하며, 이들 공지와 도로와의 단차가

적을수록 높은 유효계수 값을 매긴다. 할증 바닥면적에는 일정부분 이상

의 유도용도를 도입할 것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25)

이 중에서도 지구계획에서 보행자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정해진 건축물

내부공지의 경우, 표 20과 같이 해당 유효계수에 0.2를 더한 수치를 활용

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24) <표 4-13> 참조

25)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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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유형 세부분류 유효계수

아트리움
보행자네트워크 형성 0.5~0.8

기타 0.3~0.6

<표 4-24> 공개공지 (C)의 유효계수 (동경도 총합설계제도)

용적률 완화 실내공간 확보면적/ 대지면적의 용적률

50% 50~100%

100% 100% 이상

<표 4-25> 공개공지 (C)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고도이용지구 지정기준) 

②동경도 총합설계제도

동경도 총합설계제도에서는 용적률 완화값 산정26) 시 유효계수를 활

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행자네트워크 형성 시 기타의 경우보다 높은

유효계수를 책정한다.

③ 고도이용지구 지정기준

고도이용지구 지정기준에서는 공공 실내공간과 대지용적률의 비율에

따라 50%, 100%의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며(표 4-25), 이 경우에는 공

개공지를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된다.

다이마루유지구가 속한 도심부에 있어 공공실내공간에 의한 할증용적

률의 최고한도는 100%이며, 이러한 공지·공공실내공간 등에 의한 할증

용적률의 1/2 이상되는 부분에는 상위 ‘도시개발제제도의 활용방침’의 용

도유도 항목에 따라 문화, 교류시설 및 생활지원시설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27)

26) 표<4-9> 참조

27)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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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개공지의 위치 및 규모

치요다구에서는 조성되어야 할 공개공지로서 다음과 같이 공공실내공

간을 3개소 ‘다이마루유지구 지구계획’ 내용에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

공실내공간은 다이마루유지구 내 인구가 밀집하는 주요 거점에 적정 규

모로 조성되도록 한다.

<그림 4-11> 지구계획 내 공공실내공간 

명칭 폭 길이 면적 비고

공공실내공간 
1호

ㅡ ㅡ 약 400㎡ 신설

공공실내공간 
2호

ㅡ ㅡ 약 350㎡ 신설(지상, 일부 옥외)

공공실내공간 
3호

ㅡ ㅡ 약 600㎡ 신설

<표 4-26> 공개공지 (C)의 배치 및 규모 (지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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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유형

상세 지침

인공지반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선큰가든은 가장 좁은 부분 폭이 최대 깊이 2
배 이상.
(a)도로 등 공공시설 또는 다른 공개공지와 폭 2m이상의 단차나 경사
로로, 또는 동일평면상에 2개소 이상(그 위치 및 폭에 따라 같은 효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소) 통할 것.

<표 4-27> 공개공지 (D)의 규모, 형태기준 (동경도 총합설계제도)

<그림 4-12> 조성예시 : 공개공지 (D) 유형 

4) 지상·지하 연결보행로, 선큰가든 (D)

공개공지 D 유형에는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서 지상, 지하를 연결하

는 보행로가 해당된다. 또한 보행로와 개별건물 사이에 조성되는 선큰가

든도 포함한다.

가. 조성요건

동경도 총합설계제도에서는 인공지반(선큰가든)에 대해 다음 <표

4-27>과 같은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기타 공공시설 또는 공개공지와

적정 폭, 둘레길이 또는 단차 이내로 조성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결성을 지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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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도로 등의 공공시설 또는 보도형공지와의 고저차가 6m 이내일 
것. 이 경우 고저차는 단차 또는 경사로에 의해 도로와 유효하게 연
결된 부분의 고저차(인공지반이 고저차가 있는 관통통로 또는 기타 
광장형공지를 경유하여 도로에 통하는 경우 당해 관통통로 또는 기타 
광장형공지와 도로와의 고저차를 더한 것)를 말하며, 고저차가 다른 2
개소 이상에 접속하는 경우는 이것의 평균 높이로 함.

전체 둘레의 1/4 이상이 도로 도는 기타 공개공지와 접할 것. 단 고저차가 1.5미
터 이내인 것은 전체둘레의 1/6 이상 가능

공개공지 유형 세부분류 유효계수

인공지
반 등

통하는 
도로, 공원 
및 기타 
공개공지와
의 관계

동일
위치

고저차 1.5m 이하 0.8

낮은 
위치

고저차 1.5~3m 0.6

고저차 3m~ 0.4

높은 
위치

고저차 1.5~3m 0.4

고저차 3m 0.3

<표 4-28> 공개공지 (D)의 유효계수 (동경도 총합설계제도)

나. 용적률 완화

동경도 총합설계제도에서는 용적률 완화값 산정28) 시 유효계수를 활

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공지반의 경우 연결되는 도로, 공원 및 기타 공

개공지와의 위치관계 및 고저차에 따라 각기 다른 유효계수를 설정하고

있다. 기타 공개공지와 동일위치, 낮은 위치, 높은 위치 순으로 유효계수

값은 낮아지며, 이는 공개공지 간의 연결성 정도를 고려한 수치라 할 수

있다.

28) <표 4-9> 참조



- 59 -

다. 공개공지의 위치 및 규모

다이마루유 지구 정비이전의 공개공지 현황을 토대로 ‘다이마루유지구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에서 지상, 지하의 보행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하였

다. 이는 ‘다이마루유지구 지구계획’에 반영되어 구체적인 공개공지의 위

치 및 규모로 제도화되었다.

보행자네트워크 골격을 형성하기 위해 도로공간, 동경역 남부 동서자

유통로, 마루노우치 역전광장(지상, 지하)의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지구

내 보행자환경을 향상시켜 보행자네트워크 골격을 보강하기 위해, 택지

내의 지상지하네트워크를 강화시킨다. 이 때 건물 저층부를 중심으로 하

여 다언어화를 포함한 유도사인표기를 통일시켜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

시킨다.

이러한 보행자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기존 보행자네트워크를 확충

하거나 재정비를 한다. 배리어프리를 고려하여 지상・지하를 원활히 연

결하고, 가로와의 조화나 어메니티 확보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이나 여유

로운 공간을 창출한다.

① 지상

- 다이마루유지구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

지상은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가로를 보존하면서 지구특성에 입각하

여 보도형공지나 광장을 정비하고, 녹지나 수변 등 환경을 갖춘 보행자

공간으로 확충한다. 또한 건물 내 관통통로나 반실내공간 등 편리성이나

어메니티가 높은 걷고싶은 공간으로 만든다.

보행자네트워크를 나타낸 다음 <그림 4-13>은 주요 네트워크를 표시

한 것으로, 이 이외 지역 외곽과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확충

할 때에는 기존 보행자네트워크의 편리성 향상이나 도시관광에 기여하도

록 적극적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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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폭 길이 면적 비고

통
로 
등

통로 1호 약8m 약211m ㅡ 신설(지상)

통로 2호 약8m 약270m ㅡ 신설

통로 3호 약8m 약60m ㅡ 신설

보행자통로 1호 약6m 약160m ㅡ 신설

보행자통로 2호 약4m 약40m ㅡ 신설

<표 4-29> 공개공지 (D)의 배치 및 규모 (지상 / 지구계획)

<그림 4-13> 가이드라인 내 지상 보행네트워크

- 지구계획

지구계획에서는 공개공지 (D)의 유형에 속하는 지상 통로·보행자통로

를 다음 <표 4-29>, <그림 4-14>와 같이 16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

다. 대부분 지구계획을 통해 신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는 실내공간도

포함하고 있어 전체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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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통로 3호 약4m 약60m ㅡ 신설

보행자통로 4호 약8m 약80m ㅡ 신설(지상, 실내)

보행자통로 5호 약2m 약50m ㅡ 신설(지상, 일부 실내)

보행자통로 6호 약3m 약300m ㅡ
신설(지상 또는 데크, 
일부 실내)

보행자통로 7호 약4m 약40m ㅡ 신설(지상)

보행자통로 8호 약4m 약50m ㅡ 기존(지상)

보행자통로 9호 약8m 약60m ㅡ 기존(지상)

보행자통로 15호 약6m 약210m ㅡ 신설(지상, 일부 실내)

보행자통로 16호 약5m 약130m ㅡ 신설(지상)

보행자통로 17호 약6m 약90m ㅡ 신설(지상, 일부 실내)

보행자통로 18호 약2m 약120m ㅡ
신설(지상, 일부 필로
티)

<그림 4-14> 지구계획 내 지상 통로/보행자통로

(출처 : 치요다구 ‘다이마루유 지구 지구계획’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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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가이드라인 내 지하보행자 네트워크 계획  

② 지하

- 다이마루유지구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

기존의 택지 내 지하통로를 기준으로 하여, 연결성이 없었던 지하 공

공 영역 사이의 일부 구간을 보행자통로로 새롭게 정비한다. 민간이 소

유한 택지 내의 네트워크 또한 주변 교통인프라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가

이드라인 내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지하는 도로 아래의 기존시설 개수나 재구축을 포함하여 밝기, 인식의

편의성, 여유있는 공간, 활기형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안전성이나 편

의성을 향상하면서, 단차해소, 방재성 향상, 사인의 통일적 표시 등 유니

버셜디자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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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지구계획 내 지하 보행자통로

(출처 : 치요다구 ‘다이마루유 지구 지구계획’ 재구성)

- 지구계획

명칭 폭 길이 면적 비고

통
로 
등

보행자통로 10호 약6m 약130m ㅡ 기존(지하)

보행자통로 11호 약8m 약70m ㅡ 기존(지하)

보행자통로 12호 약8m 약10m ㅡ 기존(지하)

보행자통로 13호 약8m 약110m ㅡ 신설(지하)

보행자통로 14호 약8m 약110m ㅡ 신설(지하)

<표 4-30> 공개공지 (D)의 배치 및 규모 (지하 / 지구계획)

‘다이마루유지구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에 수립된 지하보행자 네트워

크 계획을 기본으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보행자통로 3개소에 더해 새

롭게 조성되어야 할 보행자통로 2개소를 지구계획에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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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라인

지구
계획

도시
재생
특별
지구

특례
용적률 
적용
지구

총합
설계
제도

특정
가구
운용
기준

고도이
용지구
지정
기준

공공공간 
조성지침

O O O

건축물 용도제한 O O O O O

용적률 최고한도
(용적률 완화)

O O O O O O

건폐율 최고한도 O O O

건축물 형태, 
색채, 기타 
의장제한

O

건축물 대지면적 
최저한도

O O O O

벽면위치제한
(외벽면후퇴)

O O O O O O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O O O

벽면 후퇴구역의 
공작물 설치제한

O

공지율
(유효공개

공지율) 최저한도

사선제한 완화 O O

주요 정비 
공공공간 지정

O O

<표 4-31> 가이드라인과 제도 내 공공공간 관련 지침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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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가이드라인과 법제도의 관계 

1) 제도의 관계

다이마루유 지구의 공공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제도에서

다양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형태,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 사선제한 등 개별 건축물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

고 있다. 이는 각 구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제도 적용 시 활용되며, 이

를 통해 동경 도심의 공개공지가 잘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도 민간 단체인 ‘다이마루유지구 마을만들기 협의회’, ‘JR 동일

본’의 민간조직과 동경도, 치요다 구의 공공협력에 의해 처음 수립된 ‘다

이마루유지구 마을만들기가이드라인’의 공공공간 조성 내용은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치요다구가 2000년에 수립한 ‘다이마루유지구 지구계획’

에 건축물 용도제한, 벽면위치제한, 주요정비 공공공간 항목으로 제도화

되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나타난 전체 보행네트워크화 조성을 위해 지

구계획 내에 공공실내공간, 보행자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였다.(그림

4-17의 ①)

이러한 지구계획 수립 이후, 각 구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개발제제도가 신설되거나 기존 제도사항이 개정되거나 완화되었다.

(그림 4-17의 ②) 우선 특례용적률적용지구(2000년)와 도시재생특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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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항목 고려사항 제도

A

조성요건 공개공지의 최저한도, 접도길이, 폭, 단차
동경도 
총합설계제도

용적률 
완화

① 공개공지의 녹지확보

② 공개공지의 길이, 면적, 접도 여부

③ 벽면위치 제한, 대지에 대한 광장 비율 고도이용지구 
지정기준④ 최고한도 및 도심 육성용도의 유도

⑤ 도로와의 단차, 총 길이, 광장의 공간형
성이나 쾌적성·안전성

특정가구 운용기준

위치 
및 규모

위치, 면적, 시설 등 지구계획

B

조성요건 폭(유효폭), 높이 동경도 
총합설계제도용적률 

완화

① 지하철 / 대지 내 보행자네트워크 형성

② 기타 야외공간, 공공시설의 상호연결 특정가구 운용기준

C 조성요건

① 면적, 유효공지율의 최저한도 특정가구 운용기준

② 폭, 높이, 기타 공개공지와의 연결
동경도 
총합설계제도

<표 4-32> 공개공지의 유형별 디자인지침 사항과 제도

(2002년) 제도가 신설되어 다이마루유지구가 지정되었다. 동경의 도심지

정비를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을 다양하게 완화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켰

으며, 이러한 제도신설 외에도 기존 총합설계제도에서 관통통로, 아트리

움 등 내부공지의 공공공간 인정, 특정가구 운용기준과 고도이용지구 지

정기준에서 용적률 완화 시 유도용도29)를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

또는 추가되었다. (그림 4-17의 ③)

2) 제도 내 디자인지침

29) 동경도 ‘도시개발제제도 활용방침’에 따라 도심구역 내에 활기창출을 위해서 문

화/교류/상업/생활지원/산업지원시설을 유도한다.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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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

① 야외광장과의 연결갯수, 보행자네트워크 특정가구 운용기준

② 보행자네트워크, 높이
동경도 
총합설계제도

③ 실내공간의 확보비율 고도이용지구 
지정기준④ 최고한도 및 도심 육성용도의 유도

위치 
및 규모

위치, 면적, 시설 등 지구계획

D

조성요건
기타 공개공지와의 연결 (단차, 경사로, 연
결갯수, 접도길이) 동경도 

총합설계제도용적률 
완화

기타 공개공지와의 고저차

위치 
및 
규모

지
상 

지상 보행네트워크
다이마루유지구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

지상 통로/보행자통로 지구계획

지
하 

지하 보행네트워크
다이마루유지구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

지하 보행자통로 지구계획

앞서 공개공지를 4개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위 <표 4-32>

와 같이 정리하였다.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조성요건, 용적률 완화, 위

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디자인지침 내의 주요 고려사항과

제도를 정리해 보았다.

각 유형에서 고려하는 항목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공개공지 A, D, C,

B의 순서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항목의 개수와 공개공지의 중요도가

비례한다는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민간에 의해 가장 많이

조성되는 공개공지(A 유형) 이외에도 실내 및 야외의 건물 간 관통통로

(B 유형), 건물 내의 실내개방공간(C 유형), 지상·지하의 연결보행로 등

(D 유형)도 비중있게 디자인지침 내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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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요건과 관련하여 공개공지의 폭, 인접 공개공지 또는 도로와의 단

차, 접도길이, 공지율의 최저한도 등 공개공지가 갖추어야 할 최소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량적인 조성기준 이외에 특히 실제로 이용자에

의해 활용가능한 유효폭, 기타 공개공지와의 연결을 고려한 사항 등 정

성적인 조성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개공지의 실효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공개공지에 녹지를 확보하거나, 쾌적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조성한 경우 등 개별 공개공지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한 경우와 인접 대

지와의 단차, 고저차, 연결갯수 등을 고려하여 연결성을 도모하거나 네

트워크 형성 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한다. 이 때 용적률 완화에 의해

조성된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육성용도30)를 도입하도록 하여, 지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이마루유지구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의 지상과 지하의 보

행네트워크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지구계획’에 정비해야 할 지구시설로

지정이 되어 법적 규제에 의해 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 동경도 ‘도시개발제제도 활용방침’에 따라 도심구역 내에 활기창출을 위해서

문화/교류/상업/생활지원/산업지원시설을 유도한다.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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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가이드라인 내 나카도오리 벽면위치 제한

제 2 절 과정적 측면

1. 조성과정 사례 분석

1) 마루노우치 나카도오리

마루노우치 나카도오리는 2002년에서 2007년에 걸쳐 재정비되었다.

나카도오리와 관련된 디자인 지침은 ‘다이마루유지구 마을만들기 가이

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과 ‘지구계획’에 마련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벽면위치 제한(그림 4-18)과 나카도오리의 활기형

성형 마을만들기(중간영역)에 의한 가로와 건물과의 관계 설정(그림

4-19) 등에 관한 지침이 수립되어 있다. 민간은 이 가이드라인을 반영하

여 차도와 보도가 일체성을 갖도록 자연석 포장재로 재정비하였으며, 가

로수를 식재하고 플랜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자를 위한 유도블

럭을 설치하였고, 우수기에 빗물이 지하로 잘 환원될 수 있도록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벤치나 스톨 등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였

다. 또한, 치요다구가 수립한 ‘지구계획’에서 법제도화된 벽면위치 제한

항목은 보행로와 차도의 단차를 해소화하고, 보행로를 확폭을 하는 것으

로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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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가이드라인 내 나카도오리 중간영역 

나카도오리 정비사업에는 이렇게 ‘가이드라인’과 ‘지구계획’의 2가지

법제도 및 지침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동경도의 ‘건축심의’ 시 심사자료

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현재 나카도오리는 민간에 의해 일체적으로 정비

되었으며, 차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미츠비시 지쇼’31)에

31) 일본의 대규모부동산 회사. ‘다이마루유지구’에 30동 이상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

으며, ‘미츠비시 동경 UFJ 은행’이나 ‘미츠비시상사’, ‘미츠비시전기’ 등 미츠비시

그룹의 주요 본사가 모여있어, 마루노우치 일대는 「미츠비시 village」라고 불리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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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나카도오리 정비사업에 적용된 제도, 내용 

<그림 4-21> 나카도오리의 공공공간

의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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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지구계획 내 OAZO 계획

2) 마루노우치 OAZO

마루노우치 OAZO는 2004년 9월 13일 새롭게 오픈되었다.

나카도오리와 관련된 디자인 지침은 ‘가이드라인’, ‘지구계획’, ‘총합설

계제도’에 마련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상과 지하의 보행네트워크 내에 OAZO가 포함되

어 있다. 이를 반영하여 지하통로와 지상의 관통통로를 조성하여 보행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지구계획에서는 ‘광장 1, 2호’와 ‘보행자통

로 1, 2, 3호’, ‘공공실내공간 1호’와 같이 지구시설로 지정되어(그림

4-22), 내외부를 아우르는 광장인 ‘오오히로바’와 실내관통통로가 일체된

아트리움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총합설계제도에서 수립한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에 따라 마루노우치 OAZO가 조성된 가구

전체의 용적률을 270% 할증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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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마루노우치 OAZO에 적용된 제도, 내용  

<그림 4-24> 마루노우치 OAZO의 공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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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다이마루유지구 관련 조성, 관리조직 

2. 주체 분석

앞서 살펴본 정비사례 분석을 통해, 다이마루유지구의 공공공간 조성

과정에 참여한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해 보았다.

1) 민간

가. 참여조직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한 다이마루유 지구 조성·관리주체는 <그림

4-25>와 같이 크게 5가지 조직이 있다. 민간중심의 조직이 단일 또는

공공과 협력하여 조직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공공간을 조성

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이벤트나 세미나, 문화활동의 공간으

로 가꿔나가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8년 창설되어 2012년 사단법인화된 「다이마루유지구 마을만들기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민간지권자 등이 89명 참가하는 민간마을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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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조성과정에서의 민간 역할  

기 조직으로서 다이마루유지구의 재개발 초기부터 활동해왔다. 이 ‘협의

회’와 JR 동일본의 민간, 동경도와 치요다구의 공공이 함께 관민 마을만

들기조직의 형태로 1996년「다이마루유지구 마을만들기 간담회」를 조성

하였다. 이들은 마을만들기의 기본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 모두 대등한

입장에서 토의를 하였으며, 이러한 논의 끝에 ‘다이마루유지구 마을만들

기 가이드라인’과 ‘디자인 매뉴얼’과 같은 규약을 만들어냈다.「다이마루

유 에리어매니지먼트 협회 (Ligare)」는 2002년 동경도의 NPO인증을 받

아 약 180명의 민간회원으로 구성된 지역관리 조직이다. 다이마루유 지

역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방문객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마을만들기에 참

여할 수 있도록 교류이벤트, 세미나, 문화활동 등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이마루유 환경공생형 마을만들기 추진협회

(ECOZZERIA 협회)」는 민간기업 40사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2007년 창

설된 환경관련 사업추진 조직이다. 「마루노우치 퍼블릭스페이스 매니지

먼트」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하에 2007년 설립된, 공공공간 관리운영조

직이다. 동경역 마루노우치의 지하보행자전용도로와 교코지하통로를 유

지관리하여 활기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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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민간주도에 의한 협정내용과 가이드라인, 디자인매뉴얼 

공공공간 조성과정에서 민간은 조성초기에서 정비까지의 대부분의 과

정에 관여하였다. 협의회 내부검토에 의한 공동의 지침 수립의사의 공유

에서 공공과의 의견조율 및 합의에 의한 지구 정비방향의 설정, 가이드

라인 책정, 계획안 작성과 정비에 이르기까지 민간이 다이마루유지구의

재개발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였다.

다. 민간의 주체의식

① 민간의 자율적인 협정 및 지침수립

민간지권자가 회원으로 소속된 ‘다이마루유 지구 마을만들기협의회’에

서는 회원 간에 공유한 재개발에 관한 개념을 정리한 「다이마루유 지구

마을만들기 기본협정」을 1994년 3월 31일자로 체결하였다. 이 기본협정

은 지권자가 고려해야 할 7가지의 이념을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 근거하

여 다이마루유 지구의 재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5월에는 ‘다이

마루유 환경비젼’을 발표하여 환경공생형 도시모델로 선정하고, 다이마루

유지구를 재구축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렇게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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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사업시 각 단체는 맡은 역할에 따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구역별 사

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다이마루유지구 마을만들기간담회’는

도심에 어울리는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 「디

자인매뉴얼」을 책정하고 있다. 2000년에 처음 다이마루유지구 마을만

들기 간담회에 의해 책정된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은 지구전체의 마

을만들기 방향성을 정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다. 2008년에 새롭게 그

내용이 수정·보완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임할

것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민간기업은 다이마루유 지구가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

는 인식하에 스스로 다양한 협정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나타난 장래상과 규칙을 공유하면서 정비사업에 임하고 있다.

② 민간의 주인의식

미츠비시지쇼의 전무집행임원이자, 다이마루유지구 재개발계획 추진협

의회의 임원인 ‘나가시마 토시오’ 씨는 인터뷰를 통하여,

“ 지역 브랜드로서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생각으로 전체 거리의 책임

디벨로퍼 역할의 임무를 다하며, 하드웨어 정비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레의 두 바퀴처럼 삼아 에리어 매니지먼트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관리

가 장기적인 가치 및 거리의 유지향상에 이어진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었

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주인의식은 다이마루유 지구의 마루노우치 일대 상점가 협의

회인「마루노우치 상점회」의 BID협약 체결과도 이어진다. 상점회는 뉴

욕의 ‘Madison Avenue B.I.D’, 런던의 ‘London Luxury Quarter’와 마루

노우치 나카도오리를 자매 거리로서 연계하고 있다. 이것은 해외 민간단

체와 협약을 맺음으로서 보행공간을 비롯한 공개공지 등의 공공공간을

잘 조성·관리하는 것이 도시이미지는 물론이고 민간에게도 큰 경제효과

로 이익이 환원될 것이라는 자발적 움직임에서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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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마루노우치 상점회와 

뉴욕 Madison Avenue와의 협약 로고  
<그림 4-29>

마루노우치 상점회와 

런던  Luxury Quarter와의 협약 로고  

  

<그림 4-30> 조성과정에서의 공공 역할  

2) 공공

가. 동경도의 역할

동경도는 도시긴급재생지역 및 도시재생특별지구의 지정, 특례용적률

적용구역제도의 창설 및 지정, 건축기준법을 비롯한 법제도 개정 등 ‘다

이마루유지구’ 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다. 동경도는 민간기업이 함께 설립한 ‘간담회’ 내에서 민간과 치요

다구 간의 마찰을 중재하였는데, 민간인 협의회가 원하는 정량적 규제와

구가 원하는 정성적 평가를 함께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32)

32) 이성창, “일본 마루노우치지구에서의 도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

회지』,2006,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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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조성과정에서의 전문가 역할  

나. 치요다구의 역할

치요다구는 도시계획 마스터플랜과 경관조례를 수립하였으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지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약을 규제화시킴으로써,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다.

3) 전문가

전문가는 재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다이마루유 지구 내의 민간기업을

설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민간협의회에 참가하여 도심정

비의 방향성, 지구상, 가이드라인 및 법제도에 대한 견해와 방안을 제시

하였다. 33)

다이마루유협의회 가이드라인 검토회 위원장이자 미쓰비시토지(주) 도

시계획사업실 부실장인 유사겐타로 씨는 “다이마루유지구는 민간 중심의

생각으로 만들어졌다”며 “특히 전문가들이 민간과의 충분한 소통을 함으

로써 성공한 도시를 이끌었다”고 강조하였다.

33) 이성창, “일본 마루노우치지구에서의 도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

계학회지』,2006,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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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공공공간의 심의절차 

3. 제도의 심의절차

기존 건축심의 절차에서는 협의과정에서, 이미 마련된 도시지침에 계

획내용이 맞지 않을 경우 이를 새롭게 수정하는 것은 허가절차를 지연시

킬뿐 아니라 비용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동경도에

서는 ‘도시개발제제도의 활용방침’에서 대규모건축물 등의 건축 등에 관

한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여, 이 단계에서 적용되는 구역별 특

성에 맞는 법제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도록 민간에게 권하고, 이를 최종

협의 단계에서 건축·경관심의의 근거로 삼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형태제한을 완화하여 계획되는 대규모건축물을 대상으로 빠

른 계획단계에서부터 경관형성 방침 등을 나타내, 경관을 포함한 협의나

수속을 신속하게 하기보다 가로와 조화된 질높은 계획으로 유도하기 위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심의근거인 제도 및 지침에 따라 사후 설계내용이

전반적으로 변경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도 적용에 있

어 협력성과 투명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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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다이마루유 지구의 정비와 관련된 지역관리 조직은 조성, 관리 양면에

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민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는 것이 특

징인데, 민간의 자발적인 공공공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이 제도적

으로 뒷받침을 하고, 또한 민관의 협약에 의한 가이드라인에 전문가가

자문 역할을 하며, 이러한 정비활동에 시민도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다

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비방식에는 특히 민간의 주체의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다. 다이마루유 지구와 관련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장래상과 규칙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계획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구정비는 곧 지구전체의 도시이미지 향상과 경제이

익 환원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촉발된 주체의식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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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분석결과 종합

1. 제도적 요인

1) 제도 및 가이드라인 관계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에 확보된 공개공지를 중심으로 한 공개공지

간 네트워크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개발제제도

의 다양한 법제도 내에 이러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한 공개공지 관련

항목이 조성되어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담보하게 되었다. 민관에 의해

수립된 가이드라인은 행정(도시계획이나 경관조례)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지역 규칙을 실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제도 내 디자인지침

도시개발제제도에서는 다양한 공개공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조성요건 내에 공개공지가 갖추어야 할 최소기준과 실효성 관련 항목을

확보하여 질높은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도모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용

적률 완화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 충족해

야 할 기준 내에 공개공지의 네트워크화와 관련된 항목이 마련되어 있으

며, 전체 네트워크의 흐름 상 필수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공개공지에 대

해서는 지구계획 내에서 지구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제제도 내에 마련된 공공공간 정비기법은 크게 공공공간의

조성, 용적률 완화, 용도에 관한 항목이 있다. 공공공간 조성과 관련된

정비지침으로는 지구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주요 공공공간을 정비하도록

지정하는 것 이외에 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보행자네트워크 형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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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공개공지 인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보행의 연속성 또는

기타 공개공지와의 연계성을 도모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하는 특징을 보

이고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제제도 내에 공공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용적

률 완화 또는 용적이전 조항을 마련하였고, 용적률 완화시 원칙적으로

육성용도를 일정규모 이상 조성하거나, 용도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과정적 요인

1) 참여주체

민간은 공공과의 협력에 의해 지구전체의 정비방향을 정리한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고, 이 내용을 공공이 제도화하여 민간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내며, 민간은 공공공간을 조성할 때 이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 때

제도화되지 않은 가이드라인 내 지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공공간 조

성 시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다이마루유 지구의

최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미츠비시 지쇼’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수준높은 공공공간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체의식에서 나온 것이며, 공공

공간의 조성뿐 아니라 활용 면에서도 도심 공공공간의 가치창출을 위해

이벤트를 개최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소프트웨어 면에서 다양한 민

간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다이마루유 지구의 공공공간 정비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된 것은 재개발 초기단계에서 민간의 공공공간 인식변화를 이끌어

낸 전문가의 노력과 공공의 민간과의 협력 노력,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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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공간의 심의절차

심의절차 시 사전협의제도34)를 통해 민간은 각 구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개발제제도 및 민관협력에 의한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다. 이러한 심의절차는 집행과정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하

며, 심의근거인 제도 및 지침에 따라 사후 설계내용이 전반적으로 변경

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시간 및 비용 측면의 절약 효과를 얻

게 된다. 규칙은 지역조직과 행정이 연계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책정하고,

그 운용은 행정 절차(경관조례에 근거하는 사전협의)로 담보하는 형태인

것이다.

3. 분석결과 종합

분석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다이마루유지구의 공공공간이 양적, 질적

인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었던 것은 법제도와 주체 및 과정

이 모두 수준높게 작용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제도의 측면에서는 공공공간의 네트워크화를 유도하는 제도가 세심하

게 수립되어 있으며, 구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지침과 이의 실현을 위

한 법적인 담보, 민간의 개발을 유도하는 수법 등이 잘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주체 및 과정의 측면에서는 공공과 전문가의 협력관계 속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공공공간 정비단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심하게 마

련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심의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다.

34) 부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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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사점 및 한계

서울시 중구와 종로구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 도심 공공공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으로는 ‘서울시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중구 공개공

지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다. 현재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그 지침이

추상적이며, 적용구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

닌다. 서울 도심의 공공공간을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본 사례와

같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도심을 대상으로 각 구역의 성격에 맞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공공공간 조성

뿐 아니라 이들이 네트워크화되어 보행자가 보행의 연속성을 느낄 수 있

도록, 기존 대규모 공공공간이나 교통결절점을 주요거점화하면서 네트워

킹할 수 있는 거시적 보행동선 계획 또한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건축법 제43조와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연면적 합계

가 5,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심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2020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

획’을 그 정비지침으로 삼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의 민간부문 일반유도지

침에서는 저층부용도, 규모 및 형태, 전면성 및 진입부, 건축선, 공개공지

와 전면공지의 활용 등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시 건축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

행지침 등 다양한 제도 내에서 공개공지 확보의 완화, 대지 내 공지 조

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

분 시행지침에서는 대지 내 관통통로, 실내공간 등을 공개공지로 적극적

으로 인정하고 조성하고 있지 않아, 보다 더 다양한 공개공지 인정기준

을 마련하고, 기타 공개공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

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 건축조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내에서

공개공지의 유효성과 녹지조성 등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특례를

주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도심부 활성화를 위한 저층부용도를 확보하

기 위해서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용적률 완화 시 유도용도를 확보

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비기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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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요인뿐 아니라 민간의 주체의식 함양 또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 도심

의 공공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단체인 ‘도시가꿈’의 민간설득 노력

이 있으나 아직까지 민간의 자발적 조성노력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는 선진사례 소개를 통해 공공공간 조

성에 의한 파급효과 등을 민간에게 알려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앞선 제도 측면에서 보았듯이 현재 민간의 자발적 공공공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공공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도 적용을 위한 심의절차 등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공공은

우선적으로 도심부 공공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민간과 협력하

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잘 정비된 공공공간을 방치하는 것

이 아닌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위한 민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경 도심의 ‘다이마루유지구’ 사례를 통하여 공공공간 조

성의 적용제도와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서울 도심의 공공공간 정비에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공공이 민간의 공공공간 조

성을 유도하기 위해 세심하게 수립한 법제도와 민관협동에 의한 가이드

라인, 그리고 민간 주도에 의한 공공과 전문가의 노력 등 법제도와 주체

의 두가지 요소가 잘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동경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는 데 그쳐, 분

석을 통해 도출한 요소를 기준으로 동경과 서울의 제도, 과정을 심도있

게 비교분석하는 등 서울 도심의 공공공간이 지닌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을 좀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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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부쿠로 O O O O

우에노·아사쿠사 O O O O

킨시쵸·카메도 O O O O O

오오사키 O O O O O O

신거점 시나가와 O O O O O O

일반거점지구 업무시설집적지구 O O O O O

<표> 지구별 육성용도 일람표

부 록 1.

도시개발제제도의 육성용도 설정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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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용도

내용 구체적 예시

문화
,교류
시설

새로운 도심문화를 
육성하고 알리는 시
설 및 국내외 다양
한 사람과 정보가 
교류하고 새로운 가
치를 창조하는 시설

회의시설 : (국제)회의장, 부회의실 등

홀 : 다목적홀, 기타

문화시설 : 극장, 미술관, 도서관, 역사건축물 등 보전활용
시설, 기타

숙박시설 : 호텔, 여관, 기타

공개 목적시설 : 쇼룸, 미디어센터, 기타

교육시설 : 대학, 비지니스스쿨, 컬쳐스쿨, 기타

스포츠클럽, 레크리에이션시설, 기타

상시 일반에게 개방되는 건축물부분: 실내관통통로, 기타

상업
시설

도심주변에 거주하
거나 도심을 방문하
고 도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
활, 활동을 지원하
고 활기, 매력을 창
출하는 시설

물품판매 점포 : 백화점, 슈퍼마켓 등

음식점

안테나숍

상업기능을 보완하는 전문점, 쇼핑몰, 상업어뮤즈먼트 시
설 등

생활
지원
시설

도시생활, 도시활동
을 쾌적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시
설

의료시설 : 병원, 진료소

서비스시설 : 우체국, 은행 지점, 여행대리점, 보험대리점, 
기타

일용품 판매 목적 점포 : 편의점, 기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무소, 관공시설, 기타

산업
지원
시설

새로운 산업, 기업
의 창출육성 목적시
설  및 선진기술산
업 등 

기업지원시설 : SOHO, 인큐베이트오피스, 상담센터, 기타

연구개발시설 : 연구소, 기술개발센터, 정보센터, 기타

<표> 도심구역의 육성용도 내용, 구체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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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고도이용지구지정기준의 할증용적률, 용도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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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특정가구운용지침의 할증용적률, 용도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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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도시개발제제도의 활용

동경도경관계획(2011.4)

대규모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개성을 살린 경관유도

도시개발제제도35) 등의 활용

1. 대규모건축물 등의 건축 등에 관한 사전협의제도

① 목적

일반적인 형태제한을 완화하여 계획되는 대규모건축물 등에 대해, 빠른 계획단

계에서부터 경관형성 방침 등을 나타내, 경관을 포함한 협의나 수속을 신속하게

하기보다 가로와 조화된 질높은 계획으로 유도하기 위함

② 사전협의 대상

사전협의가 필요한 것은 다음 제도를 활용하여 건축 또는 계획된 건축물 등임

· 도시계획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고도이용지구

· 도시계획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특정가구

· 도시계획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2의 도시재생특별지구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시가지재개발사업

· 도시계획법 제12조의 5 제3항의 재개발 등 촉진구를 정하는 지구계획 (이하

‘재개발 등 촉진구’)

· 건축기준법 제59조의 2의 총합설계( 도가 허가하는 건축물에 한함. 단 구,시

등이 소관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당해 시, 구와 협의하여 도의 경관계획과

정합성을 가지도록 함)

· 도시계획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3의 특례용적률적용지구

③ 사전협의의 주체와 시기

35) 도시개발제제도 : 공개공지의 확보 등 공공에 공헌하는 건축계획에 대해, 용적률

이나 경사제한 등 건축기준법에서 정하는 형태제한을 완화해주어, 시가지환경 향

상에 기여하는 양호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특정가구, 재개발 등 촉진

구를 정하는 지구계획, 고도이용지구 및 총합설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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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의 대상수법 등 협의 주체 협의 시기

시가지재개발사업 및 고도
이용지구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
(사업자 또는 시,구)

· 민간개발과 연락협정회의의 30일 
전까지

특정가구 사업자
· 동경도특정가구운용기준에 근거
한 신청서제출 30일 전까지

도시재생특별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사업자)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37조에 근
거한 도시계획제안의 30일 전까지

재개발 등 촉진구 사업자
· 동경도재개발 등 촉진구를 정하
는 지구계획운용기준에 근거한 기
획제안서제출 30일 전까지

총합설계 사업자 · 허가신청 30일전까지

특례용적률적용지구 사업자
· 특례용적률 한도지정신청의 30일
전까지

PFI법에 근거한 사업
PFI 수법에 근거한 사업
(경관기본축 및 경관형성특
별지구 내에 한함)

당해사업을 활용하는 
행정

· 업무요구수준서(안) 책정 전까지

철도역 구내 등 개발계획 사업자
· 철도역 구내 등 개발계획에 관한 
지도기준에 근거한 검토위원회의 
30일 전까지

사전협의의 주체와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④ 협의방법

아래 표와 같은 순서를 거쳐, 도시계획결정, 사업계획결정 등의 수속을 따르도

록 한다.

가령 대규모건축물 등의 건축 등에 관한 사전협의가 끝난 계획에 대해서는 경

관법에 근거한 경관계획구역 내의 신고 첨부도서 등의 간소화가 가능하다. 또한

‘다이마루유 지구’에 대해 상기 도시개발수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재개발

검토회36)의 30일 전까지 사전협의를 한다.

36) 개별건축검토회 : 오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락쵸지구의 개별 개발계획에 관해,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이나 지역 공헌 등에 대해, 지도·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검토회. 동경도 도시정비국 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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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건축물 등의 건축에 관한 사전협의제도> 



- 97 -

Abstract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for Redevelopment of Public

Spaces in Downtown Tokyo

-Focused on Dai-Maru-Yu Area-

Jung Soyun

Graduate School Program in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ity Center area as the center of the city, creating a positive and

integrated image space is important. City Center pedestria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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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and outside of the building, which is open to the general public

in determining the quality of the urban environment and the image is

an important public space. Selected by case evaluation of the

composition of a successful public space of downtown Tokyo, Japan,

as a designation for the 'Dai-maru-yu',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ctivate the public space inside and outside of the building.

'Dai-maru-yu' area is the central business and commercial district

of Tokyo, Japan. Redevelopment through the exterior of the building,

as well as public announcements made various public spaces, such as

inside buildings public space and pedestrian. And to take advantage

of a variety of event space, including shelter, it provides a high level

of urban design to the citizens of a comfortable urban space is.

The analysis was divided into institutional aspects and process

aspects of this study, the composition factors for successful building

internal and external public spaces that make up the core network of

'Dai-maru-yu'area in Tokyo. In other words, the composition of the

success factors 'Dai-maru- yu' public space to the legal aspects of

advanced devices in the city, or to excellence in the process of

composition that it was to.

First of all, Urban design guidelines and review proces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statute applied to look at the legal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 ordinances. In the process perspective,

involved principal and the role public spaces in the composition

process, and establish a favorable public space out procedures to

identify the success factor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s the successful maintenanc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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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pace that can be because of the law,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processes work well engaged.

In the legal aspects of the Japanese system is involved in the

design of the public space provides a variety of guidelines and

incentives. Administrative guidelines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as well as the composition of public space law to raise,

and provide incentives to induce private local unique characteristics of

public space maintenance by relaxing restrictions on the floor area

ration and the volume of relocation. To establish specific design

guideline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zone, and has the

consistency of each other. And in order to accomplish this, make

some changes in the law are reflected. In addition, these guidelines as

a reference in landscape or architectural deliberations of the

pre-consultation stage is utilized to facilitate the maintenance process.

By actively on urban design awareness and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however, finally was able to successfully

organizing. Both sides in the composition and utilization under the

institutional support of the public, private organizations involved in

‘Dai-maru-yu' area. Professionals and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area management and have a sense of ownership by private

companies, and various agreements, guidelines, etc., and to establish

it and to sha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ity Center Urban Design

in Korea, more delicate legal devices as well as it can be operated in

a high level of urban design guidelines and review process should be

established. And to encourage private voluntary urban design,

procedural flexibility and professional design manpower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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