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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중심업무지구 가로활성화 관점에서 본 대형 오피스 

저층부의 설계 기법

- 서울 도심부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 학교 학원 건축학과 정 주 

지도교수 박 소 

  변화하는 우리 도시의 경제구조와 소비문화 등에 응하여 최근 형 

오피스의 층부 설계 기법은 여러 에서 이 시 와 차이를 보인다. 

70년 , 80년  오피스의 표 인 층부 설계 개념은 건축주의 엄을 

드러내는 단층의 로비공간과 권 인 공간구성으로 이용계층을 제한하

려는 의도로 계획하는 경향이 있었고, 결과 으로 이는 가로와의 단 을 

래했다고 볼 수 있다. 90년  들어 다변화된 소비문화의 확산과 서비

스시설의 수요 증가로 오피스 층부에 상업시설이 다양하게 확 되기 

시작했으며 보행자는 내부공간으로 쉽게 근할 수 있었다. 이후 건축의 

공공성까지 고려한 근래의 형 오피스에는 극 으로 내부공간의 공유 

방식을 고민한 층부가 계획되었다. 새롭게 시도된 층부는 내･외부 

경계를 허물고 건물과 주변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근래의 오피스  기업이미지 제고나 상업성의 극

화를 넘어 가로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도심부의 형 오피스의 

층부 설계기법을 심층 분석하여 구체 인 공간조성의 특성과 한계를 

도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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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상은 심업무지구에서 층부를 극 으로 활용하여 주변 가

로환경을 개선했다고 평가 받는 서울 도심부의 건축물이다. 상의 범

는 을지로와 종로에서 최근 5년 안에 완공된 연면  50,000㎡ 이상의 

형 오피스로 총 두 채의 건축물을 선정하 다. 연구를 해 1) 상지 

선정과 기 자료 수집을 한 문헌 연구 2) 도면  3D 작업을 통한 입

체 인 공간 분석 3) 장 찰 4) 설계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 다. 

분석의 틀은 문헌연구와 장 찰을 통해 규모가 다른 세 가지 항목으

로 구성하 다. 1) 가구(街區)는 블록의 규모에서, 2) 지는 그보다 작은 

필지의 규모에서 여건을 분석하기 한 항목이다. 3) 건축물은 의 여

건을 바탕으로 층부의 설계요소를 세부 으로 살펴보기 한 항목이

다. 가구(Block)차원에서부터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에 이르는 분석의 

범 에서 층부의 각 계별 요소를 입체  에서 다각도로 세 히 

분석해 본다. 

  본 연구는 건물의 외부공간뿐 아니라 내부공간 역시 가로에 향을 주

는 주요한 요소로 보았다는 , 그래서 분석의 범 가 결국 가구(Block)

차원에서부터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에 이르는 층부 각 계별 요소

를, 평면과 3D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여 입체  에서 다각도로 분

석했다는 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나아가 본 연구는 “건축물의 공공성 

확보”와 “가로환경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인 기법”에 한 가이드

라인을 한 기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주 요 어  : 오 피 스 ,  층 부,  설 계  기 법 ,  가 로 활 성 화

학   번 : 2 0 1 3 - 2 3 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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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변화하는 우리 도시의 경제구조와 소비문화 등에 응하여 최근 형 

오피스의 층부1) 설계 기법은 여러 에서 이 시 와 차이를 보인

다. 60년 , 70년  오피스는 최 의 업무공간을 확보하려는 기능주의  

과 기업의 엄을 드러내고자 하는 권 주의  에 기 하여 계

획하는 경향이 있었고, 결과 으로 이용계층을 제한하며 가로와의 단

을 래했다. 

1) 본 연구에서는 층부의 범 를 고층으로 향하는 동선의 출발 으로서 기능

으로 공공 인 성격을 띄며, 시각 으로 보행자가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구분 인 부분을 층으로 설정한다. (최소  등(1999), 고층사무소건

물의 층부와 가로와의 연계성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15권 1호,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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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공간에 한 사회  인식이 두되었던 80년  반을 지나 90년

 들어, 산업구조의 변화와 다변화된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오피스 층

부의 공간구성과 성격이 크게 변화했다.1) 수평･수직으로 넓어진 임 공

간에 다양한 상업시설이 배치되었고 근을 한 수직동선과 별도의 출

입구가 만들어지면서 도시가로와의 연계성이 향상되었다.

  이후, 건축의 공공성이 제고되는 근래에는 사회  요구에 부응하려는 

건축주와 건축의 공 인 가치에 주목하는 설계자에 의해, 극 인 내부

공간의 공유 방식을 고민한 층부가 계획되었다. 새롭게 시도된 오피스

의 층부는 내･외부 경계를 허물고 건물과 주변의 원활한 소통을 도우

며 도시공간을 변화시키고 있다. 

  사유화 개념이 강한 오피스에서 공공성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실 시

키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도시와의 연계를 한 다양한 디자인 

개념이 시도되었으며 결과 으로는 가로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

선되었다는 에서 근래의 형 오피스 층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래의 오피스  기업이미지 제고나 상업성의 극 화

를 넘어 가로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도심부의 형 오피스의 

층부 설계기법을 심층 분석하여 공간조성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는 가로활성화 에서 오피스 층부의 최신 경향을 살펴보고 그 의의

와 한계를 조명해 보기 한 작업으로서, “건축물의 공공성 확보”와 “가

로환경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인 기법”의 가이드라인을 한 기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1) 이윤지(2012), 테헤란로변 건축물 층부 용도변화에 따른 가로활성화에 

한 연구, 서울 학교 석사 논문, p. 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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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상은 서울의 구도심이자 심업무지구인 을지로와 종로에 

치하며 최근 5년 안1)에 공한 연면  50,000㎡ 이상의 형 오피스 

 공  역과 극 인 소통을 하며 가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문가

의 평가를 받은 건축물로, 페럼타워(2010)2), 미래에셋 센터원(2010)3)(이

하 센터원)을 선정하 다. 

  공간  범 가 서울의 구도심인 이유는 강남과 여의도권역과 달리 옛 

도시구조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부정형 필지가 많고 연 하는 도로의 폭

이 상 으로 좁아 가로와 건축물 두 역의 계성이 다른 두 권역보

다 요하며4) 같은 이유에서 건축물이 가로환경에 미치는 향이 다른 

두 역에 비해 더 크다고 단되었기 때문이다. 선정된 두 건축물 모두 

가장 번화한 지역에 과감히 공공  공간을 제시한 을 높이 평가받아 

2011 한국건축문화 상과 제 29회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수상하 다. 

  본 연구의 흐름은 이론  고찰, 층부 설계 기법, 공간조성 특성 도출

의 순서로 진행하 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도심부 형 오피스 

층부의 개념을 정리하고 오피스 층부의 시 별 변화 과정을 가로활성

화 에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가로, 층부, 건축물 외부환경 각

각의 범 에서 활성화 방안 연구와 평가  분석 요소 도출 연구를 정리

하여 상을 선정하고 분석의 틀을 작성하 다. 상은 공간, 규모, 시간, 

내용  범 를 기 으로 선정하 다. 분석의 틀은 상 건축물의 환경 

 여건을 분석하기 한 항목과 설계 기법을 분석하기 한 항목으로 

구성하 다. 분석의 틀을 기반으로 상 건축물의 층부 설계 기법을 

가구, 지, 건축물의 각기 다른 스 일의 항목에서, 장 찰과 도면분

1) 2010년 - 2014년

2) 서울특별시 구 수하동 66번지, 동국제강(주), 연면  : 55,695㎡

3) 서울특별시 구 수하동 67번지, (주) 로스타, 미래에셋맵스아시아피시픽부

동산공모일호투자회사, 연면  : 168,050㎡

4) 이종 (2004), 형 오피스 층부와 가로와의 계에 한 연구, 서울 학교 

석사 논문,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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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3D모델링, 설계자 인터뷰1) 등을 통해 분석하 다. 분석한 결과를 토

로 이 의 것과 차별화 된 가로활성화에 기여하는 층부의 공간조성

의 특성과 한계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 의 도출하 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

1) 설계자 인터뷰, 오피스 설계과정에 실무자로 직  참여했던 건축가를 선정

- 페럼타워, 임은규, 이사, (주)간삼건축

- 미래에셋 센터원, Peter Choi,  부사장, dmp종합건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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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행연구 고찰

2.2 가로활성화

2.3 도심부 대형 오피스의 저층부

2.4 대상의 선정

2.5 분석의 틀

2. 이론적 고찰

2.1 선행연구 고찰

2.1.1 저층부의 시대별 변화 양상과 요인 연구

  이경화(2007)는 1990년  후반 이후의 서울 고층사무소 층부에서 나타

나는 변화와 그 원인을 8개의 건축물을 분석하여 도출했다.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 타용도의 면 이 증가하고 성격이 복합화 되었다. 2) 

층부가 수직･수평으로 팽창하 다. 3) 기업의 문화마 의 향으로 

층부에 문화공간이 등장했다. 4) 외국자본에 의해 상업성을 높이는 방향으

로 변화했다. 5)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심의의 범 가 내부로 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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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저자 연구명 년도

가로
오피스
저층부

이윤지
테헤란로변 건축물 저층부 용도변화에 따른 가로활성화에 
관한 연구

2012

이미영
도심 재개발사업의 보행계획 변천에 관한 연구
 :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2014

- 이경화 서울 고층사무소건축 저층부 변화에 관한 연구 2007

[표 2-1] ‘저층부의 시대별 변화 양상과 요인 연구’ 선행연구

  이윤지(2011)는 서울시 테헤란로의 120개 건축물을 상으로 1980 

-2000년까지 10년 단 로 로변 층부 용도의 변화와 그 배경을 도출

하 다. 연구에 따르면 2000년  들어 공용공간이나 융･일반업무시설

의 용도가 매･서비스 시설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보 고, 그 배경

에는 1) 서비스시설의 수요 증가 2)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층부 랜

차이즈업체 임  양상 3) 시장상황을 반 한 용도 규제의 완화가 있다. 

  이미 (2014)은 도심재개발 사업을 통해 1960년 부터 2010년 까지의 

보행계획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도시, 블록, 건물, 가로, 용도를 분석의 

틀로 설정하고 계획과 실제 실행된 결과를 시 별로 비교분석하 다. 연

구에 따르면 1) 보행축과 오  스페이스의 연결성이 차 향상되었고 2) 

보차분리가 분명해졌으며 3) 건물간의 수평･수직 연결성이 강조되고 4) 

상업시설이 상층과 지하에서 지상층으로 모이는 방향으로 변화하 다. 

2.1.2 활성화 방안 연구

  활성화 방안에 련된 연구는 세 가지의 범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가로의 활성화 방안이며 두 번째는 가로와 오피스 외부환경의 

계 안에서의 활성화 방안 세 번째는 가로와 오피스 층부와의 계 

안에서의 활성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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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로1)

  제인 제이콥스(1961), 얀겔(1971), 리엄 화이트(1980), 카 로 지테

(1965), 크리스토퍼 알 산더(1977), 르웰린 데이비스(2000)의 연구는 

2.2.1 가로활성화  4) 가로활성화 방안에서 자세히 언 한다. 각기 다

른 에서 가로 활성화를 돕는 방안을 제시하 다.

  유규상(2011)은 가로공간 활성화를 해서는 보행자의 심리  특성을 

고려해 가로공간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간 인지 특성에 

주목하여 “보행자가 다양한 자극을 하고 흥미롭게 경험한 가로환경에

서는 주 으로 단한 보행시간 역시 길어질 것이다.”라는 가설과 네 

가지의 세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 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회상 보

행시간과 가로활성화 간의 한 계를 확인하 고 보행자의 시간 인

지에 향을  수 있는 설계요소를 도출하여 제시하 다.

  2) 가로 - 오피스 외부환경

  김도년, 배웅규(2009)는 도심재개발구역 내 부설주차장 련 인센티

와 소공원 련 인센티 를 받은 형 건물을 상으로 그 실태와 활용

방향을 검토하여 건물 면공간의 조성방법을 제안하 다. 옥외주차장  

확보된 다양한 공지를 계획 으로 유도하고 개발하여 기존가로와 기업 

건물의 면공간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동주(2008)는 부산 공개공지에 한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

의 공개공지 설계방안에 착안한 쾌 한 도시가로환경 조성을 한 다섯 

가지의 공개공지 설계지침  실 방안을 제시하 다. 

  김선태, 양우 (2000)은 도심에 치한 14개의 업무용 건축물에 조성

된 공개공지를 상으로 조성 황을 악하고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공개

공지의 계획 방향을 제시하 다. 연구는 공개공지를 건물과 가로의 사이

공간이라는 에 을 두고, 공개공지를 개별 인 요소로 분석하기 보

다는 이와 하는 각각의 요소와의 계 속에서 분석하 다.

1) 가로활성화 방안의 선행연구는 2.1.1 가로활성화  4) 가로활성화 방안에서 

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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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2014)은 가로활성화를 한 노천카페거리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방향을 모색했다. 분석을 해 국내 노천카페 집지역의 운 황

을 조사하고 외국의 노천카페 가이드라인에 의한 성공 인 사례를 살펴

보았다. 사례분석  외국의 상지는 미국의 뉴욕, 구의 뉴캐슬, 호주

의 시드니이며, 분석의 틀  ‘설치  운 기 ’에서 각 사례의 디자인지

침에 의한 가로와 건물 외부환경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3) 가로 - 오피스 층부

  윤한섭, 김성홍(2003)은 테헤란로 고층사무소 층부 내･외부공간의 

연결과 공공공간 면 비율, 층부 실의 용도를 조사, 분석하여 테헤란로 

고층사무소 공공공간의 특징을 도출하고 활성화를 한 방안을 제시했

다. 1) 지면 과 층부의 공공공간 면 을 산출하여 비율을 비교하

고 한, 2)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층부의 실용도를 조사하여 비교

하 다. 이후 3) 공간구문론을 이용하여 층부 내부와 외부와의 공간

계를 분석하 다. 

  이종 (2004)은 도심내 연면  20,000㎡이상의 규모오피스빌딩의 층

부 사드(facade)를 심으로 건물과 가로와의 계를 한정하고 공간 , 

시각 , 시간  계에서 가로와 층부의 연속성을 고찰하 다. 이를 바

탕으로 도심부 재생을 한 공공공간의 활성화 방안을 층부에 을 

두고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1) 개별 쾌  요소의 한계 2) 건물과 가로

와의 연결을 단 시키는 요소의 제거 3) 공공공간의 조성, 유지, 리.

  하 상, 신은경, 김세용(2008)은 주상복합 층부의 공공공간을 가로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요한 요소로 인식하 다. 물리  요소인 블록구

조, 네트워크체계, 연결장치의 유형을 분석의 틀로 설정하고 3곳의 사례

지를 선정하여 도면 분석과 방문조사를 통해 연계성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상복합 층부의 근성 향상 한 방안을 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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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저자 연구명 년도

가로

-

유규상 도시가로 보행자의 시간 인지에 관한 연구 2011

Jane Jacobs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2010

Jan Gehl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 2003

William H. 
Whyte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1980

Camillo Sitte 도시·건축·미학 2000

Shinohara 
Osamu

경관계획의 기초와 실제 1999

Richard 
Hedman et al.

도시설계의 기본원리 2002

오피스
외부환경

김도년, 
배웅규

도심부 대형 민간 건축물의 건물전면공간 조성실태와 
통합적 활용방안 연구 : 서울시 도심부 을지로·세종로 
지역을 중심으로

2009

전무형
가로활성화를 위한 노천카페거리 디자인가이드라인에 관
한 연구 : 뉴욕, 뉴캐슬, 시드니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2014

우동주
도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의 설계 지침에 
관한 연구

2008

김선태, 
양우현

도심 가로변 공개공지의 중간영역적 특성 분석과 활성
화 계획방향 제안

2000

Llewelyn 
Davies

Urban design compendium 2000

오피스
저층부

이종준 대형 오피스 저층부와 가로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4

하영상, 신은경, 
김세용

도심지 주상복합건물의 저층부 공공공간과 가로의 연
계성에 관한 연구

2008

윤한섭,
김성홍

테헤란로 고층사무소 건물 저층부의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

2003

[표 2-2] ‘활성화 방안 연구’ 선행연구

2.1.3 평가 및 분석 요소 도출 연구

  평가  분석 요소 도출 연구는 분석의 틀을 구성할 평가 요소를 구축

하기 해 참고해야 할 선행연구들이다. 가로  오피스 층부의 활성

화에 향을 주는 요소  인자를 도출한 연구들에 집 하 다. 연구는 

크게 가로, 층부의 외부환경, 층부로 역을 구분하고 각각의 역이 

만나 형성하는 계를 고려하여 1) 가로 2) 가로-오피스 외부환경 3) 가

로-오피스 층부 4) 층부 이 게 네 가지의 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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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로

  서한림, 박소 (2007)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근린주거지 보행환경을 

상으로 근린주거환경의 형태  특징, 보행유발목 시설, 보행경로, 교통

결  등과 같은 물리  보행환경 요소의 내용을 우리나라 기성주거지

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리하 다. 한 장 찰  GIS 분석을 통해 

사례 상지에서의 물리  보행환경 요소별 특성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기

인 보행실태를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조사하여 상지의 물리 인 

보행환경 요소가 어떻게 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그 특성을 간 으

로 도출해냈다. 

  이재원(2006)은 가로공간을 구성하는 구조  인자 이외에 가로활성화

인자를 국가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도출했다. 한국과 일본의 

가로  가로공간의 구조비율에 의해 흥미로운 이미지를 갖는 곳을 상

으로 국가별로 업무지구 다섯 곳, 상업지역 다섯 곳을 선별하 고, 상

기록과 실측  목측을 병행하여 조사하 다. 

  최원석(2012)은 활성화가 입증된 서울 신사동의 가로수 길을 상으로 

공간  특성을 분석하고 설문과 경 인지맵을 통한 이용자들의 의식을 

종합한 뒤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도시활성화와 경 을 이루는 물리  

요소 사이의 상 성을 악했다.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작동  경 ’으

로 분류되는 ‘복합용도와 거리의 삼투성’, ‘단일 용도의 이용’, ‘ 층부의 

연속된 상 이 주는 생기 있는 분 기’, ‘내･외부의 형태가 개방된 건축

물’ 등이 활성화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2) 가로 - 오피스 외부환경

  임동 , 박청호, 구자훈(2014)은 공개공지를 구성하는 물리  측면의 

요소들이 이용자 활동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 다. 이를 

해, 독립변수는 물리  특성, 가로와의 계, 입지유형, 건물 층부 시

설유형으로 분류하고, 종속변수는 총이용인원, 건물내부이용인원, 외부이

용인원, 선택  활동인원, 사회  활동인원으로 분류하여 향 계 모형

을 설정했다. 결과 으로 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이용률에 향을 미치

는 공개공지의 물리  요소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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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구, 왕상민(2010)은 부산 역시 센텀지역  서면지역의 공개공지

를 심으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공개공지의 주요 설계요소를 추출

하고 공개공지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 후 제시된 개선안에 해 일반

인  문가들을 상으로 공개공지 계획에 있어서 우선시되어야 할 다

섯 가지1) 주요 인자를 추출하 다. 분석방법으로는 ‘의미분별법’을 통한 

심리  평가와 ‘인자분석’, ‘다 회귀분석’을 용하 다. 

  이종화, 최일(2001)은 공개공지의 실태조사와 이용행태 분석을 토 로 

성공 인 공개공지의 특성  실패한 공개공지의 특성을 추출해 내고,  

각 요인에 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활성화된 공개공지를 조성하기 

한 ‘공개공지 설계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안하 다.

  3) 가로 - 오피스 층부

  최소 , 박상 , 권종욱(1999)은 가로와 고층사무소건물을 효과 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층부 디자인 요소와 연계성 결정요인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추출하 다. 가로와 고층사무소건물의 연속성을 공간 , 시각 , 

시간  측면에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가로와 층부 구성요소와의 연

계성은 기능  요소, 시각  요소, 공간 역  요소로 살펴보았다. 하지

만 연계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결정요인을 유형화시키고 개별  요소로 

각각 분리하여 평가하 다는 한계가 있다. 환경과 여건 그리고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연계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을 반 하

지 못했다.

  이미선, 심재 , 손명기(2007)는 고층 고 도 지역의 도시 환경 질  

개선을 한 평가기 을 제시하 다. 층부 평가 요소는 보행의 질  

요소와 층부의 구성요소를 고찰하고 두 요소의 연 성이 높고 동시에 

근성, 쾌 성 등과 같은 규제 목 에 부합하는 요소를 추출하는 방식

으로 선정하 다. 

  

1) 편의성(Convenience), 친근성(Intimacy), 쾌 성(Amenity), 근성(Accessibi

   -lity), 개방성(Openess) (김종구(2010), 공개공지 주요 설계요소 제어에 의한 

보행자의 심리  평가, 한교통학회지 제28권 제6호,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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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로 - 오피스 층부

  박정우, 최무 (1994)은 부의 개구형식과 벽의 단면형상과의 계

에서 추출되는 원형들을 분류하고 정리하 다. 상은 1984년부터 1993

년까지 발표된 규모에 제한이 없는 사무소건축물이다. 연구는 3가지의 

원형(변면형, 돌출형, 함몰형)을 기본틀로 하여 모두 12가지의 유형을 추

출하고 그들의 변형과 조합을 사례별로 조사하여 개구형식의 어휘들을 

정리했다.

  차홍년(2005)은 고층 오피스 건축물의 공공성 향상을 한 이공간 

연구에 을 두고, 오피스 건축에서의 공공성  이공간에 한 이

해를 바탕으로 오피스 건축물의 유형  특성을 악했다.

  서지 , 고성룡(2011)은 상업 건축물의 사드 디자인을 결정하는 요소

들을 분류하고 유형화된 틀을 이용해 기존 상업건축물 사드를 분석하

여 문제 을 고찰하 다. 데이빗 더배로우, 모센모스타 비(2009)와 김

래, 남일(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질서표 요소, 건축구성요소, 조형

요소로 디자인 결정요소를 정리하 다.

  최종인(2013)은 이론  고찰을 통해 진입부의 캐노피를 유형화했다. 

캐노피의 분류 기 은 1) 층부의 형태 유형, 2) 진입부 형태 유형 3) 

캐노피공간 구성 방식 4) 연결 방식과 조합 변형으로 하 고 각 기 을 

세분하여 총 스물한(21)가지의 캐노피 결합 유형을 도출하 다. 

  황병수(2005)는 테크놀로지가  공공공간 실내디자인의 공간과 형

태에 미친 향을 살펴보았다. 60년  이후의 해외 공공공간 실내건축디

자인이 테크놀러지 발 에 따라 변화한 공간과 형태의 표 특성을 문헌

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리하 고 이 과정에서 재료의 특성과 그 재

료를 이용한 표 방법  효과 역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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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저자 연구명 년도

가로

-

서한림, 박소현
주거지 내의 물리적 보행환경 특성에 관한 기초연구 
 : 서울 북촌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7

이재원 가로공간의 활성화 인자에 관한 연구 2006

최원석
가로경관요소와 가로활성화와의 상관성 분석
 : 신사동 가로수 길을 대상으로

2012

오피스
외부환경

김종구, 왕상민
공개공지 주요 설계요소 제어에 의한 보행자의 심리적 평가 
: 부산광역시 센텀지역 및 서면지역 공개공지를 중심으로

2010

임동현, 박청호, 
구자훈

공개공지의 물리적 요인과 이용자 활동 유형에 관한 연
구 : 강남구 테헤란로 제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을 중심으로

2014

이종화, 최일
공개공지 조성실태 및 이용행태 분석에 기초한 공개공지 
세부설계지침 설정에 관한 연구

2001

오피스 
저층부

이미선, 심재현, 
손명기

고층건축물의 저층부 가로 형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2007

최소영, 박상현, 
권종욱

고층사무소건물의 저층부와 가로와의 연계성에 관한 연
구 :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1999

정경재, 조경수
초고층건축의 도시 LANDMARK 형성에 필요한 기단부 
복합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

2010

김경민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상업가로변 저층부 디자인에 관한 
연구 : 테헤란로 지역을 중심으로 

2012

-

윤효진, 김주연, 
이종세

사옥 저층부 공간디자인과 기업이미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2014

차홍녕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고층 오피스빌딩 저층부의 전이공간
에 관한 연구

2005

서지영, 고성룡
상업건축 파사드 디자인 결정요소의 유형적 분석 연구
 : 진주시 신개발지 상업 건축물의 정면을 중심으로

2011

박정우, 최무혁 사무소 건축의 현관개구부 구성형식에 관한 연구 1994

최종인
업무시설 진입부 캐노피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 테헤란로에 위치한 사례를 중심으로 

2013

강무길
고층 사무소 건축의 저층부 외관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
구 : 1990년대 이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2005

황병수
현대 실내건축디자인의 공간과 형태에 미친 테크놀로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 : 1960년대 이후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2006

[표 2-3] ‘평가 및 분석 요소 도출 연구’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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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들은 도심부의 보행계획과 형 오피스 층부의 시 별 변화 

양상  원인을 분석했다는 , 가로와 층부의 상호보완  계를 논

의하고 이러한 에서 가로활성화 인자를 도출하여 방안을 제언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1) 가로활성화 인자를 분석함에 있어 공간

 범 를 건축물 외부의 물리  요소로 한정하여 가로와 계한 층부 

내부의 요소를 살피지 못했다는  2) 분석 요소를 단순하게 유형화시키

고, 활성화 기여도에 있어 각 요소의 복합 인 작용을 배제한 채 개별

인 작용만을 다루었다는  3) 평･입･단면만을 통한 평면 인 분석 방식

과 제한된 분석 범 , 세 하고 다각 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 가로활성화의 인자로서 분석의 공간  범 를 건

축물 외부에 국한하지 않고 층부 반으로 확장하고 2) 분석의 범 를 

가구(Block)로부터 건축물 마감재료에 이르는 다양한 계로 설정하며 

3) 층부의 각 계별 요소를 입체  에서 다각도로 세 하게 분석

하고 4) 인자의 복합 인 작용과 상의 배경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한

다는 에서 이  연구와 차이를 갖는다.   

2.2 가로활성화

2.2.1 가로와 가로활성화의 정의

  가로의 사  의미는 ‘시가지( 街地)의 넓은 도로’로 도시에 형성된 

큰 길을 뜻한다. 일반 으로 통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개념

에 가까운 도로(road)보다는 복합 인 개념을 지닌다. 

  가로(street)의 어원은 라틴어의 ‘포장하다(pave)’라는 의미인 ‘strerene'

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경계가 정해진 표면(delimited surfaces)의 의미를 

내포1)하고 있으며 어근인 ’str-‘은 건물과 연계된 도시  의미를 지니고 

1) 조홍정(2001), 부산 가로공간의 질 개선에 한 연구, 부산 역시 정책보고서,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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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 즉, 가로는 시설된 길과 연변의 건물 모두를 함축하는 용어로서 

길과 연변 건물들에 의해 한정되는 장소  성격을 갖는 3차원 인 공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로의 활성화는 길과 건물에 의해 한정되는 공간 내의 활성화

를 뜻하는 것으로 경계를 이루는 건물과 길의 역할이 주요하다. 이를 구

체 으로 건물의 일체  연속성과 투과성, 건물 층부의 용도와 가로와

의 계 속에서 보행자들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펀터(John Punter, 1991)와 몽

고메리(John Montgomery, 1991)가 정의하는 장소화로 가로의 활성화를 

보완한다. 그림과 같이 활동 기능(활동), 물리  속성(형태)과 념(이미

지)이 첩되어 가로가 장소화 되는 것을 가로활성화로 정의한다.

[그림 2-1] 존 펀터와 존 몽고메리의 장소 다이어그램3)

1) 유규상(2011), 도시가로 보행자의 시간 인지에 한 연구, 한양 학교 석사 

논문, p. 5

2) 1층의 용도를 층부로 확  (정민우(1993), 가로변 소규모 상업 건축물의 외

부 형태 요소의 특성에 한 연구, 서울 학교 석사 논문)

3) Matthew Carmona et al., 강홍빈 외 6명 역(2009), 도시설계 : 장소 만들기

의 여섯 차원, 도서출  가, p. 185



16

2.2.2 보행자의 활동 유형1)

  가로의 활성화는 보행자의 활발한 활동에 의해 평가된다. 얀겔의 연구

를 통해 옥외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정리하면 필수  활동

(necessary activities), 선택  활동(optional activities), 사회  활동

(social activiteis) 다음 세 가지의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필수  활동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활동을 말한다. 학교나 직장에 가

는 일, 쇼핑을 하는 일, 버스나 사람을 기다리는 일 등 개 꼭 해야만 

하는 일상 인 활동으로 크건 작건 간에 참여가 요구되는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해야만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활동범 에 한 물리  환경의 

향은 미약한 편이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독립 이다. 머무름이 없는 목

지를 향한 이동의 성격이 강해 다른 활동들과 비교해 ‘걷기’와 한 

련이 있다. 

  선택  활동은 보행자가 원하고 시간과 장소가 허락하는 조건에서만 

발생하는 활동이다. 우호 인 환경에서만 선택 으로 이루어진다는 에

서 필수  활동과는  다른 활동이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해 걷

는다거나, 길거리를 서성이거나 잠시 앉아 햇볕을 는 등의 행동을 말

한다. 이러한 활동은 물리  요소인 장소와 날씨가 사람들의 취향에 맞

춰 조성될 경우에만 발생하는 활동으로 특히 외부의 물리  조건과 

한 계를 갖는다. 선택  활동은 옥외에서 즐거움을 찾는 부분의 활

동이며 동시에 ‘걷기’뿐 아니라 ‘머무름’과도 한 련이 있어 가로활

성화에 매우 요한 활동 유형이다.  

  사회  활동은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야기되는 모든 활

동이다. 아이들의 놀이, 인사와 화들, 여러 종류의 집단활동, 그리고 사

회  활동  가장 범 한 행동인 수동  2)이 사회  활동에 포

함된다. 이러한 활동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거나 움직이는 등의 직

1) Jan Gehl, 김진우 외 역(2003),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 푸른솔, p. 17-24

2)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보거나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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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로써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때문에 선택  활동과 필수  활동

이 좀 더 나은 조건아래 이 진다면 간 으로 사회  활동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거리와 도심에서의 사회  활동은 부분 다수의 모르는 

사람들을 보거나 듣는 수동  이기 때문에 일반 으로 피상 인 특

징을 갖지만 제한된 활동조차도 매우 흥미로울 수 있다. 

  옥외공간의 환경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필수  활동만이 일어난다. 필

수  활동이 거의 동일한 빈도로 일어나 보행자의 지속 인 유입이 일어

나고 옥외공간의 물리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을 때 활동시간이 늘어나

는 경향을 보인다. 더불어 그 장소와 상황이 사람들로 하여  멈추어 서

거나 앉거나 음식을 먹거나 놀이를 하는 등의 머물러 있는 상황을 유도

하게 될 경우 범 한 선택  활동과 이에 따른 사회  활동이 발생한

다. 열악한 수 의 거리와 도시공간에는 오직 제한된 활동만이 일어나게 

되지만 좋은 환경에서는 이와는  다른 폭 넓고 다양한 인간 활동이 

가능하다. 때문에 원활한 선택  활동을 유발하기 해 가로를 구성하는 

물리  구성요소들을 보행자 에서 조성하고 리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환경의 질

열악하다 양호하다

필수적 활동

선택적 활동

사회적 활동

[표 2-4] 옥외공간의 질과 옥외활동 발생률의 상관관계1)

1) 자료 : Jan Gehl, 김진우 외 역(2003), 게서,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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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가로공간의 활성화 인자

  1) 이재원(2006)1)은 가로공간 활성화에 향을 주는 유형의 인자를 도

출하고 이를 구조물과 시설물로 분류하 다. 각각의 형태, 종류, 재질, 색

채  배치 등에 을 두고 살펴보았고 가로공간 활성화 인자와 그 특

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대분류 소분류 내  용

구조물
연도건물 높이, 형태, 재질, 색채

보도 형태, 재질, 색채

시설물

휴게시설 벤치, 파골라, 야외탁자, 정자

위생시설 화장실, 음수대, 휴지통

조명시설 가로등, 공원등

정보시설 안내판, 공중전화

교통시설
포장, 볼라드, 버스･택시정류장, 계단, 
자전거스탠드

행사시설 깃대, 부스, 장식

수경시설 장식화분, 가로수, 환경조형물, 수경시설

관리시설
맨홀, 배전판, 전봇대, 소화전, 감시카메라, 
옹벽, 담장, 문주

[표 2-5] 가로공간 활성화 인자 분류2)

구 조 물

･ 연도(沿道)건물 : 가로공간을 형성하는 표 인 수직  요소이다. 건

물은 일반 으로 면과 형태에 의해 지각되며 건물의 계되는 요한 

특성은 형태, 질감, 색채 건물상호간의 연속성 등이 있다. 특히 건물은 

건물과 건물사이의 공간의 계  건물높이와 마주하는 건물과의 

계에서 오는 공간이미지가 요한 의미를 지닌다.

1) 이재원(2006), 가로공간의 활성화 인자에 한 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통권 제 64호 Vol. 10 No. 2, p. 102-104

2) 출처 : 이재원(2006), 게서, p. 102 정리, 

   이 택(2000), 가로의 미학, 경북 학교 출 부, p. 3-4, 

   유복모(1996), 경 공학, 동명사, p. 216-2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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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 가로 안에서 차도를 배제한 보행자공간만을 의미하는 가로공간

의 표 인 수평  요소이다. 계되는 특성은 보도의 폭과 보도면의 

형태, 재질, 색채, 재료나 모양, 주변 환경과의 조화이며, 특히 보도면

의 평탄과 구배 등에 의한 보행의 편리성과 유모차, 휠체어 등의 보행

자 용 이동물의 이동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시 설 물

･ 휴게시설 : 가로의 개성을 시각 으로 인지할 수 있는 표 인 시설

물이다. 휴게시설은 보행자들의 휴식과 소통을 한 순기능 이외에 가

로공간의 이미지를 표출하는 부가기능의 비 이 높아 설계 시 디자인

요소가 가장 많이 고려되어야 하며 동시에 배치의 성과 그 방법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 생시설 : 보행자의 생리 인 욕구를 처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

로 휴게시설의 보조 인 역할을 하는 인자  가장 요한 인자이다.

･ 조명시설 : 표 인 인공의 수직  요소이다. 야간에 가로를 밝히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주간에 가로공간의 특징을 부여하기도 한다.

･ 정보시설 : 정보를 달하는 방식이 형태, 색채, 재질, 종류 그리고 배

치방법 등의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 된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가 도

시 가로공간의 얼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가로활성화와 한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교통시설 : 보행자나 차량의 이동의 편의와 구분을 해서 설치되는 

시설로서 설치물과 구조물의 간자 역할을 하며 다양하게 사용된다. 

특히 보차도의 경계를 나 는 볼라드의 경우 연속되는 배치로 가로공

간의 리듬을 만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앉을 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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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시설 : 상업 이거나 락 인 성격이 강한 지역과 도시의 주도

인 공서가 집한 지역의 가로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부각시키거

나 상징성을 제고하기 해 행사시설을 설치하여 가로공간을 활성화시

키는 주요한 인자로 활용한다. 가로공간에 강한 성격을 부여한다.

･ 수경시설 : 인공물이 주는 경직된 느낌을 완화시키고 쾌 함을 주는 인

자다. 휴식처의 성격이 강해 보행자를 유도하고 머무를 수 있게 한다. 

･ 리시설 : 복잡한 도시가로공간에서 도시의 생활기반을 편리하고 효

율 으로 유지하기 한 시설이다. 계획 인 배치와 디자인으로 가로

공간의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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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공간 로젝트(The Project for Public Space, 1999)’는 성공

인 장소를 만드는 핵심 속성으로 안락함과 이미지, 근과 연계, 이용과 

활동 그리고 사회성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1) 네 가지의 속성을 바탕으

로 세부 인 무형의 특성과 측정방법을 표로 정리하 다. 무형의 인자들

이라는 에서 앞에서 언 한 이재원(2006)의 인자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중요한 특성 무형의 특성 측정 방법

안락과 이미지

안전 착석 가능성 범죄 통계

매력 보행 가능성 위생시설 등급화

역사 녹화 정도 건물 상태

즐거움 청결도 환경자료

접근성과 연계성

가독성 근접성 교통 자료

보행 가능성 연계성 교통수단 선택

신뢰성 편리함 대중교통 이용

연속성 접근성 보행자 활동

주차장 사용 패턴

이용과 활동

현실성 활동 재산 가치

지속 가능성 유용성 임대료 수준

특별함 축하 토지 이용 패턴

특이성 활력 소매점 판매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 토착성 지역 사업 소유 정도

재미 지역 생산의 질

사회성

협동 잡담 거리생활(street life)

근린성 다양성 사회적 네트워크

재산 관리 스토리텔링 지속적 이용

자부심 친근함 자원봉사 정도

환영 상호 활동 여성, 어린이, 노인의 수

[표 2-6] 성공적인 장소의 중요한 특성2)

1) Matthew Carmona et al., 강홍빈 외 6명 역(2009), 게서, p. 186

2) 출처 : The Project for Public Space, 1999(Matthew Carmona et al., 강홍빈 

외 6명 역(2009), 게서,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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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가로활성화 방안

  가로를 활성화시키기 한 이상 인 공간조성 방식을 제안했던 연구를 

토 로 가로활성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1961)1)는 가로의 성격과 분 기는 곧 

그 도시의 성격과 분 기로 직결된다는 입장을 기본에 두고2) 성공 인 

도시 지구의 바탕이 되는 속성으로 가로에서의 안 을 강조하 다. 제

이콥스의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 인 거리 공간에 감시의 

길을 거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3) 그리고 이런 감시를 한 기본 인 

필요조건으로 2) 상당한 수의 상 을 비롯한 공공장소들이 지역의 보도

를 따라 드문드문 박  있어야 한다. 특히, 3) 녁이나 밤에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체나 공공장소들이 지속 으로 제공되어야 하며,4) 사람들이 

다양한 시간 에 가로 공간에 나타나야 한다.

  2) 얀겔(Jan Gehl, 1971)5)은 크게 두 가지 범 에서 옥외공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먼 , 도시계획과 부지계획 범 에서 옥외활동의 발

생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 다. 하지만 이것은 실질 으로 한 공간에 

사람들을 모으기 한 방안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제조건이 될 뿐 

공공 환경의 질  수 을 높이는 직 인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고 보았

다. 따라서 두 번째 세부  계획 범 에서 옥외환경을 구성하는 각 요소

들과 디테일에 주목하여 단순히 사람들을 모으는 공간을 넘어, 범 한 

사회  활동과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그 공간 속

1) Jane Jacobs, 유강은 역(2010), 미국 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2) “어느 도시의 가로가 흥미롭게 보인다면 그 도시는 흥미롭다, 가로가 따분해 

보인다면 그 도시는 따분하다.” (Jane Jacobs, 유강은 역(2010), 게서, p. 

53)

3)  제이콥스는 안 한 가로를 한 세 가지 특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공  공간과 사  공간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해야 한다.

･ 건물의 정면을 가로에 두어 사람들의 시선이 가로를 향하게 해야 한다. 

･ 보도에 이용자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

4) Jane Jacobs, 유강은 역(2010), 게서, p. 62

5) Jan Gehl, 김진우 외2명 역(2003),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 푸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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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트랜드, 에딘버러(Edinburgh)의 주거계획 퀘벡(Quebec)의 몬트리올 주거지역

[그림 2-2] 구름다리와 계단3)

에서 서성이고 오래 남아 있게 하는 공간조성을 한 디자인 방안을 제

시하 다. 주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집 시 킬  것 인가  분 산 시 킬  것 인가 1)

･ 건물과 기능을 배치할 때 공공장소들을 집시키고 모든 기능을 거리

를 향하게 하는 동시에 짧은 사드를 사용하여 짧은 거리 내에 많은 

가게를 배치하고 보행자의 이동거리와 체험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한다. 

･ 체와 디테일 모두를 볼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을 만든다. 가로 공간의 

크기를 2-3m로 축소하고 건물에 테라스를 두어 큰 공간 안에 작은 공

간을 만든다. 

･ 보행자들의 시선이 요하기 때문에 가 이면 가로와 동일한 층에 

로그램을 집 시킨다. 공간을 들여다 볼 수 없다면 사람들은 사용하

지 않는다.2)

･ 1층에 은행과 사무실을 두는 것은 피한다.

･ 통행로를 여러 층으로 분산시키지 않는다. 분산될 경우 같은 층으로 

모일 수 있도록 곳곳에 연계수단을 마련한다.

1) Jan Gehl, 김진우 외2명 역(2003), 게서, p. 111-166

2) 사람은 동일 층에서 20-100m 범 를 인지할 수 있다. 수평 으로 50-100m 떨

어져 있는 활동이 3m ･아래에 치한 곳의 활동보다 인지하기 쉬우며 따라

서 근 가능성도 더 높다.(Jan Gehl, 김진우 외2명 역(2003), 게서, p. 131)

3) 구름다리와 발코니 근로는 사람과 이벤트를 분산시키지만, 계단은 사람들

을 거리로 모은다.(Jan Gehl, 김진우 외2명 역(2003), 게서,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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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로 올려다보기 D에서 내려다보기

C로 올려다보기 C에서 내려다보기

B로 올려다보기 B에서 내려다보기

A로 올려다보기 A에서 내려다보기

[그림 2-3] 가로와 건물의 층에 따른 시각적 인지1)

1) 출처 : Jan Gehl, 김진우 외2명 역(2003), 게서, p. 132



25

걷 기 1)

･ 길이 어느 정도 구부러져 있어서 그 공간이 폐쇄 으로 느껴지고 걸어

야할 범 가 앞에 한꺼번에 보이지 않으면 같은 거리라도 그 여정이 

더 짧게 느껴진다.2) 

･ 왕래를 목 으로 하는 보행자의 경우 가장 안 한 경로 신에 가장 

짧은 경로를 따른다. 직각의 보행로보다는 짧은 거리의 보행로를 계획

한다.[그림 2-4] 특히, 시야에 목 지가 있는 경로는 거리를 짧게 함과 

동시에 곧장 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길과 작은 장이 교 로 치해 심리 으로 걷는 거리를 짧게 느끼게 

한다. 이때 휴먼 스 일을 유지하기 해서는 상 으로 작은 공간은 

더 작게 만들어 줘야 큰 공간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는다. 

･ 큰 공간을 가로질러야 할 때 넓은 면 을 지나는 것보다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더 편안하다. 가장자리에 아 이드를 두어 야간의 

어둠과 날씨로부터 보호한다. 

･ 바닥단차는 최소화 하는 것이 좋지만 피할 수 없다면 내리막으로 시작

하는 것이 더 좋으며 보행자는 계단보다는 경사로를 더 선호한다.  

[그림 2-4] 코펜하겐 광장의 보행자 경로 조사3)

1) Jan Gehl, 김진우 외2명 역(2003), 게서, p. 174-190

2)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허용거리는 약 400-500m이다. 500m의 곧고 지루한 길

은 매우 길게 느껴진다.(Jan Gehl, 김진우 외2명 역(2003), 게서, p. 179)

3) 출처 : Jan Gehl, 김진우 외2명 역(2003), 게서,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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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 추 어  서 기 1)

･ 활동은 공  공간을 찰하기 쉬운 경계 역에서 앙 쪽으로 커져 나

간다. 장의 외곽이나 건물 사드를 끼고 있는 경계 역에 보행자들

이 쉽게 머무르고 앙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해야 한다.

･ 건물의 사드를 따라 반 그늘진 장소를 제공 / 열주들, 어닝(awning), 

니취(niche), 삽입된 출입구, 포치(porch), 베란다, 식물 등

･ 기 어 서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 / 기둥, 나무, 가로등, 볼라드

(bollard) 등

･ 불규칙한 사드와 다양한 시설물 디테일의 디자인이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 광장의 조사, 이탈리아 아스콜리 

피세노(Ascoli Piceno) : 멈춰 서 있는 

사람들은 광장의 경계영역 주위에 모이는 

경향이 있다.

[그림 2-5] 멈추어 서 있을 수 있는 구역2) 

[그림 2-6] 앉을 수 있는 불규칙한 파사드3)

1) Jan Gehl, 김진우 외2명 역(2003), 게서, p. 191-200

2) 출처 : Jan Gehl, 김진우 외2명 역(2003), 게서, p. 192

3) 출처 : Jan Gehl, 김진우 외2명 역(2003), 게서,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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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 기 1)

･ 에지 효과(edge effect)2)를 고려하여 사드를 따라 공간의 경계에 앉

을 자리를 만든다. 가  기 어 앉아 등 쪽이 보호되도록 계획한다. 

  공간 속의 작은 공간, 니취(niche)나 모퉁이, 친 함과 안 함을 제공

하는 곳, 좋은 미기후를 제공하는 곳에 앉을 자리를 제공한다.

･ 계단이나 주춧 , 디딤 , 낮은 벽, 상자와 같은 이차 인 좌석3)을 효

율 으로 이용한다. 

보 기 ,  듣 기 4)

･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야의 한계가 공간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5)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이용자가 찰할 수 있도록 배

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 보행자 지역의 조명은 즐김과 안 의 느낌을 주며 사람들과 이벤트를 

보기 한 조명이어야 한다. 충분한 조도와 직사되는 빛이 바람직하다. 

따뜻하고 다정한 빛이어야 한다. 

･ 혼합된 교통을 피해 소음을 낮춘다. 배경 소음이 60dB 이하일 때 화

를 진행할 수 있으며 45-50dB일 때 다른 사람들의 부드러운 목소리까

지 들을 수 있다.

1) Jan Gehl, 김진우 외2명 역(2003), 게서, p. 201-210

2) 사회학자 데얼크 데 용에(Derk de Jonge)가 머무름을 해 숲이나 해변의 

가장자리나 산림이 개발된 곳의 가장자리가 개방된 들 이나 해변에 비해 선

호된다는 찰결과에 의해 정의한 용어이다.(Jan Gehl, 김진우 외2명 역

(2003), 게서, p. 194)

3) 좌석의 역할만을 하는 벤치와는 구분되는 용어로 주용도 외에 좌석의 역할을 병

행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Jan Gehl, 김진우 외2명 역(2003), 게서, p. 208)

4) Jan Gehl, 김진우 외2명 역(2003), 게서, p. 211-216

5)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시계거리를 련시켜 함께 연구하는 것이 명하다. 이

벤트를 보기 한 최  거리 70-100m, 얼굴 표정을 보기 한 최 거리 

20-25m(Jan Gehl, 김진우 외2명 역(2003), 게서,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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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치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분주한 길가에 치하

여 물리 으로나 시각 으로 근이 가능하다.

･ ‘사회공간'의 일부로 존재 길에서 공간을 구획해서 분리하면 그 공간은 

고립되고 이용이 어든다.

･ 은 바닥면의 높이차 인도보다 하게 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공간은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다.

･ 앉을 자리 계단이나 낮은 벽처럼 공간과 통합될 수도 있

고, 벤치나 좌석처럼 앉기 한 독립된 장치

일 수도 있다.

･ 이동식 좌석 선택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장소의 개성과 

특성을 표 하기도 한다.

  3) 리엄 화이트(William H. Whyte, 1980)1)는 사진과 비디오카메라

를 이용해 뉴욕 오 스페이스의 시간에 따른 공간 이용 패턴을 분석했

다. 화이트는 선호에 의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장소가 붐비지 않아 앉을 

곳이 한 시간 에 사람들의 공간이용 패턴을 분석했다. 한 남성보

다는 여성이 공간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더 까다롭다고 보고 여성의 비율

을 의미 있게 찰했다.

  화이트는 부분의 공공공간에는 앙이 아닌 그 경계 부 에 공간

으로 잘 구획된 ‘부분장소’들이 있으며 이곳에서 주로 만남이 이루어짐을 

밝혔다. 그리고 친교가 잘 이루어지는 공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

했다.2)

1) William H. Whyte(1980),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The 

Conservation Foundation

2) Matthew Carmona et al., 강홍빈 외 6명 역(2009), 도시설계 : 장소 만들기

의 여섯 차원, 도서출  가, p. 3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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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사람들이 만나 대화를 나눈 

장소, Seagram building Plaza1)

[그림 2-8] 경계부의 부분장소,

Seagram building Plaza

  4) 카 로 지테(Camillo Sitte, 1965)2)는 가로체계에서 공간의 요감

(spatial enclosure)을 요시했으며 사람들의 시선이 무한 로 퍼지지 않

는 장소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낀다고 보았다. 때문에 이상 인 가로는 

완 히 닫힌 공간이어야 하며 체험하는 공간의 범 가 명확하게 한정될

수록 그 공간이 주는 시각 인 장면은 더욱 짜임새를 갖추게 된다고 주

장하 다.3) 즉, 1) 닫힌 공간의 연속성에 의해 시각  단 이 없는 가로

계획을 지향하면서 오 제로 홀로 서 있는 건물형을 거부했다. 한 2) 

요감을 높이고 지형이나 주변 여건, 도시경 효과, 그리고 지역 상황에 

따른 시각  흥미 요소를 통해 계속해서 변화하는 장면을 제공하는 불규

칙한 흐름의 가로계획을 강조했다.4)

1) 시그램 빌딩 라자에서 사람들이 만나 화를 나  장소를 나타낸 그림이

다. 소수의 사람만이 앙에서 화를 나 고 부분의 사람이 경계부에서 

화를 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출처 : 상, William H. Whyte,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Direct Cinema LTD., 1979)

2) Camillo Sitte ; Collins and Collins(1965), City planning according to 

artistic principles, Random House, p. 61

3) Matthew Carmona et al., 강홍빈 외 6명 역(2009), 게서, p. 261-262 

4) Matthew Carmona et al., 강홍빈 외 6명 역(2009), 게서,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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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크리스토퍼 알 산더(Christopher Alexander 외, 1977)와 그의 연구

진들은 보행자 가로를 작동시키기 한 방법으로 가로와 건물의 경계부

에 한 고민이 잘 드러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했다.

･ 건물의 입구는 집합을 형성할 수 있게 배치한다.[그림 2-9] 모두가 다

함께 보이고, 각 입구가 다른 모든 입구에서 보이도록 한다. 더불어 모

든 입구를 거의 비슷한 형태로 계획한다.1)

･ 도나 기후로 인해 주요 동선을 외부에 계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

물 간 통로로 통과 가능한 가로를 내부에 설치한다. 지름길이 되도록 

배치하며, 크게 열린 입구로서 외부의 공공 가로와 가능한 연결시킨다. 

가로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창, 앉는 장소, 창구, 내어 만든 입구들을 

설치하여 건물의 주요 기능이 에 띄도록 한다.2)

･ 공동실을 가로에 면한 넓은 테라스나 을 향해서 개방시킨다. 테라

스는 가로보다 조  높게 하여 가로를 내려다 볼 수 있도록 한다.3) 

･ 행동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 행동을 하게하는 자극제가 된다. 가로를 

향해 내부를 완 히 개방한 열린 면을 배치한다. 보행자들이 그 열린 

면을 통해 내부의 활동을 보면서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시각을 통한 소

통의 기회를 높인다.4)

･ 보행자 가로를 따라 있는 건물에는 건물 간 이동뿐만 아니라, 방과 방

사이의 이동도 옥외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많은 입구와 층으로부

터 가로에 직결되는 노천계단을 설치하여 계단과 가로가 기능 으로도 

연속성을 갖게 한다.5) 

1) Christopher Alexander, 한근배 역(2010), 건축･도시 형태론 II, 태림문화사,  p. 47-48

2) Christopher Alexander, 한근배 역(2010), 게서, p. 45

3) Christopher Alexander, 한근배 역(2010), 게서, p. 173

4) Christopher Alexander, 한근배 역(2010), 게서, p. 251-254

5) Christopher Alexander, 한근배 역(2010), 게서, p. 39,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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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단부(Building Edge)는 선 는 두께가 없는 경계면이 아닌 공

간 인 지역, ‘장소’, ‘물체’로서 분명하게 다 야 한다. 사람을 멈추어 서

게 하려는 장소를 조성할 때는 건물의 단부를 오목하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외부의 경계를 따라 각 지 에 앉거나 기 고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지붕으로 덮인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1)[그림 2-10] 

[그림 2-9] 한눈으로 넘겨보는 창구2) [그림 2-10] 건물의 단부 처리3)

･ 활동이 있는 곳에서 사람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지 은 망이 좋은 

요지가 될 만큼 조 은 높고, 동시에 활동하기에 유리할 정도의 낮은 

지 이어야 한다.4)[그림 2-11]

[그림 2-11] 계단좌석과 공공장소5)

1) Christopher Alexander, 한근배 역(2010), 게서, p. 236-238

2) 출처 : Christopher Alexander, 한근배 역(2010), 게서, p. 47

3) 출처 : Christopher Alexander, 한근배 역(2010), 게서, p. 39, 229

4) Christopher Alexander, 한근배 역(2010), 게서, p. 125-126

5) 출처 : Christopher Alexander, 한근배 역(2010), 게서,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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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르웰린 데이비스(Llewelyn Davies, 2000)는 ｢Urban Design 

Compendium, 2000｣에서 건물 면의 활력 정도로 디자인 성능을 평가

하는 척도를 제시했다.[표 2-7] 데이비스는 활기찬 면부를 조성하기 

해 “리듬을 타라(Get the rhythm right)”고 주장한다. 이것을 해 1)

공벽을 이고 빈번한 출입구와 창문을 통해 활력을 주어야 하며, 2) 가

로 경 에 수직 인 리듬을 부여 할 수 있도록 면의 폭을 넓지 않게 

해야 하고 한 3)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활기찬 용도를 지상층에 배치하

여 가로와의 교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1)

A등급

･ 100m마다 15동 이상의 건물 ･ 맹벽이 없는 입면

･ 매우 다양한 기능 및 토지이용 ･ 건물 표면에 깊고 많은 굴곡

･ 100m마다 25개 이상의 출입문과 창문

B등급

･ 100m마다 10-15동의 건물 ･ 한두 개의 맹벽

･ 100m마다 15개 이상의 출입문과 창문 ･ 건물 표면에 약간의 굴곡

･ 적당한 범위에서 다양한 기능 및 토지이용 ･ 좋은 재료와 세련된 디테일

C등급

･ 100m마다 6-10동의 건물 ･ 건물 표면에 아주 적은 굴곡

･ 다소의 기능 및 토지이용 다양성 ･ 보통 수준의 재료, 디테일이 없는 전면

･ 반 이하의 입면이 맹벽

D등급

･ 100m마다 3-5동의 건물 ･ 거의 평평한 건물 표면

･ 단조로운 기능 및 토지이용 ･ 거의 없는 디테일

･ 주로 맹벽

E등급

･ 100m마다 1-2동의 건물 ･ 평평한 건물 표면

･ 매우 단조로운 기능 및 토지이용 ･ 디테일이 없고 볼 만한 것이 전혀 없음

･ 거의 전체가 맹벽

[표 2-7] 건물입면의 활력척도2)

1) 유규상(2011), 게서, p. 29

2) Llewelyn Davies(2000), Urban design compendium, English Partnerships/ 

Housing Corporation, London,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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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ncy Market, Boston, USA

 : 100% 활동 인 장소

 Poundbury, Dorset

 : 길가에 도 있게(frequent) 

  배치된 문과 창들

 공공 역에서 맹벽의 

 노출은 피해야 한다.

         [그림 2-12] 건물입면의 활력척도1)

1) Llewelyn Davies(2000), Urban design compendium, English Partnerships/ 

Housing Corporation, London,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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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심부 대형 오피스의 저층부

2.3.1 저층부의 정의

  형 오피스와 같은 고층건물의 층부는 일반 으로 건축물의 바닥과 

가로가 맞닿는 수직･수평  요소의 결합공간인 기 층을 의미한다. 하지

만 도시 환경과 건축물 계획의 차별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일률 으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1) 따라서 앞선 연구들은 각각의 목 에 부

합하는 각기 다른 기 을 용하여 층부를 정의해 왔다. 

  선행연구들을 토 로 논의되어 왔던 층부 범 의 기 을 정리하면 

[표 2-8]과 같다.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아래의 세부기 을 개별 으

로 선정하여 층부를 정의하지 않고 복수의 기 을 선정하여 이를 충족

시키는 공통범  내에서 층부를 정의하 다.

기준 세부 기준

수치적 영역 층수

시각적 인지
- 형태

접근성
시계 범위

- 용도

[표 2-8] 저층부 범위의 기준2)

  1) 층수

  수치  기 으로 층부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최소 (1999)은 최  지상 

5층, 지하 2층3)으로 층수를 개별 인 기 으로 선정하여 층부를 정의하

면서 동시에 형태, 용도, 층고가 각기 다른 건축물에 일률 으로 용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 했다. 때문에 개의 경우 층수를 개별 인 기 으로 

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각  인지와 근성에 의해 복합 으로 정의되는 

공간범 를, 이해가 쉬운 일반 인 수치로 나타내기 하여 활용한다.4)

1) 이미선(2007), 고층건축물의 층부 가로 형성과 평가에 한 연구, 한건축

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제27권 제1호, p. 696

2)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세부기 을 개별 으로 선정하여 층부를 정의하지 

않고 각각의 기 을 충족시키는 공통범 에서 층부를 정의했다.

3) 최소 (1999), 고층사무소건물의 층부와 가로와의 연계성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 논문집, 15권 1호,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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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태

  고층부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하단부의 매스(mass) 형태 혹은 사드

의 의장 인 요소의 차이로 층부를 구분하는 기 이다. 외부에서의 시

각 인 인지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비교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지

만 구별 인 매스를 모두 층부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1) 

매스형태에 따른 층부의 구분은 층부의 유형  ‘기단형’  ‘돌출형’

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며 ‘일체형’  ‘분리형’에서는 의장 인 요소의 차

이가 있어야 형태  구분이 가능하다.

일체형 기단형 돌출형 공유형 분리형

[그림 2-13] 고층건축물 저층부의 유형2)

  3) 시계 범

  의 시각  특성을 기 으로 상황에 따른 가시성을 고려해 층부를 

구분하는 기 이다. 얀겔(Jan Gehl, 1971)은 근성에 있어서 시각  인지

력을 가장 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동일 층에서는 시계 범 가 20-100m

로 비교  멀리 떨어진 곳도 인지하고 근이 가능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수직으로 3m의 차이만 있어도 인지가 어려우며 특히 3, 4층 에서 지상층

과의 이 에 띄게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시각  인지를 통해 

가로에서 근이 가능한 1, 2층을 고층건물의 층부로 보았다.3) 

4) 김경민(2012)은 층부를 약 5층까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각  폐쇄

감에 의해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의된 것이다.

1) 최소 (1999), 게서, p. 54

2) 출처 : 이윤지(2011), 테헤란로변 건축물 층부 용도변화에 따른 가로활성화

에 한 연구, 서울 학교 석사 논문, p. 22

3) 이윤지(2011), 게서,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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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우리 눈의 시계영역1)

  4) 용도

  각 층을 유하고 있는 용도의 성격과 근성에 따라 층부를 구분하

는 기 이다. 90년  이후 고층건축물 지상층에 상업  성격의 로그램

이 집 되면서 상부층과 층부의 용도가 명확하게 분리되었다. 상업  

로그램은 보행자의 근을 유도하면서 가로와 건물의 연계성을 높이는 

공 인 성격이 강한 용도로 상층부에 자리한 사 인 성격의 업무공간과 

성격에서도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이경화(2007)는 용도를 기 하여 지

상 벨에서 근이 가능한 1층을 포함하며, 업무시설, 주차장, 공용시설 

외 타용도를 포함한 층을 층부로 정의하 다.2)

  본 연구에서는 가로와의 연계성에 을 두고 의 기 을 복합 으

로 용하여 공통범  안에서 층부를 정의한다. 층부는 인간이 바라

보는 시각  범  내에 존재하며 시각  인지를 통해 근이 가능한 가

로와 연계된 역이어야 한다. 

  즉, ‘ 층부’는 가로의 수평  동선과 건물의 수직  동선이 교차하는 

지 으로 시각 으로는 보행자가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구별되는 

건물의 층을 말한다. 동시에 시각  인지에 의해 근이 가능하여 기

능 으로 공 인 성격을 띄는 역이며 그 범 는 건물 내부와 내부 기

능과 련된 외부공간을 포함한다.

1) 출처 : 한국조경학회(2004), 도시경 계획  리, 문운당, p. 23

2) 이경화(2007), 서울 고층사무소건축 층부 변화에 한 연구, 서울시립 학

교 석사 논문,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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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도심부 대형 오피스 저층부의 변화1)

  우리 도시의 경제구조와 소비문화 흐름에 응하며 오피스 층부의 

공간구성과 성격은 가로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변화

해 온 양태와 그 요인을 시 별로 살펴보고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지 의 

형 오피스 층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1960-1970년

  1960년  후반, 교의 조흥은행본 (1966)으로 시작된 형 오피스의 

등장은 1970년 에 경제개발로 자본을 축 한 기업에 의해 본격화되었

다. 민간기업의 주도하에 건설된 이 시기의 오피스 층부는 최소의 비

용으로 최 의 업무공간을 확보하려는 기능주의  에 따라 주로 단

순한 평면의 단층으로 설계되었다. 국제주의  단조로움으로 높게 뻗은 

수직 사드는 층부에 권 인 느낌까지 가미하며 외부와 배타 인 

계를 형성했다. 

[그림 2-15] 1980년의 조흥은행본점2) [그림 2-16] 삼일빌딩 정면3)

1) 이종 (2004), 형 오피스 층부와 가로와의 계에 한 연구, 서울 학교 

석사 논문

   이경화(2007), 서울 고층사무소건축 층부 변화에 한 연구, 서울시립 학

교 석사 논문

   이와 같은 논문을 참고하여 정리하 다.

2) 출처 : business watch

3) 출처 : 공유가치를 생각하는 도시계획가들의 모임, cafe.naver.com/urban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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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80년

  1980년  반부터 형 오피스에 공공의 심이 집 되면서 도시에서

의 맥락 , 사회  역할이 요구되었다.1) 형 오피스에 한 논의가 외

부형태와 계획에만 머물 던 60년 와는 다르게, 외부공간과의 연계에 

한 인식이 시작되었고, 요구를 반 한 디자인 개념으로서 ‘선큰가든’, 

‘아트리움’ 그리고 ‘지하통로’가 형 오피스의 층부에 처음으로 등장하

며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다. 하지만 층부 변화에 따른 가로와의 연계

성이 업무공간 이용자에 국한되어 있으며 내부의 공간구성이 기존의 방

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2-17] 대한교육보험빌딩 도면과 아트리움2)

  3) 1990-2000년

  1990년 에 들어서 2000년 까지 층부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임 를 목 으로 하는 형 오피스가 일반화되었고 소

비문화의 확산과 용도규제의 완화로 층부 임 공간에 다양한 상업시설

이 들어서게 되었다. 상업시설은 기업의 문화마  차원에서 계획된 문

화시설과 함께 수평 수직으로 확장하며 층부의 공간구성을 재편했다. 

구도심의 층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신축보다는 주로 기존 오피스의 용

도변경과 개보수를 통하여 구 되었다는 이 특징 이다.[그림 2-18, 19]

1) 이종 (2004), 게서, p. 17

2)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 www.auru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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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더 익스체인지 빌딩 저층부1) [그림 2-19] OPUS11 저층부2)

  2) 2010년

  2010년 는 그 어느 때보다 건축에서의 공공성이 강하게 두되었다. 

특히, 1997년 건축법 개정으로 심의범 가 건축물 내부로까지 확장되면

서 구도심에 신축되는 형 오피스 층부에 많은 향을 주었다. 더욱

이 리미엄 임  오피스의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과 공공에 기여하고자

한 건축주의 의지가 설계과정에서부터 반 되어 가로와 극 으로 소통

하는 오피스의 층부가 등장했다. 새롭게 시도된 설계 기법을 통해 오

피스의 층부는 내･외부에서 다양한 공공공간을 확보하 고 동시에 사

역의 경계를 많은 부분에서 허물었다.

[그림 2-20] 미래에셋 센터원 외부계단 [그림 2-21] 미래에셋 센터원 퍼블릭룸

1) 1980년에 완공(구 코오롱 빌딩)된 후 2001년에 층부가 리모델링 되었다.

(출처 : boomup.chosun.com) 

2) 1986년에 완공(구 서울투자 융사옥)된 후 2008년에 층부가 리모델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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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권역 강남권역 구도심권역

전면도로 폭원
42.5㎡

 (여의도 44.5㎡, 마포 34.9㎡)

40.8㎡
 (강남구 44.9㎡, 서초구 30.4㎡)

29.1㎡
 (종로구 30.3㎡, 중구 28.4㎡)

[표 2-9] 오피스권역 접도 폭원 비교1)

2.4 대상의 선정

 2.4.1 대상 선정의 논리

  1) 공간  범

  서울의 3개의 오피스 권역  구도심이자 심업무지구인 을지로와 종

로에 치한 건축물로 한정한다. 강남과 여의도권과는 달리 옛 도시구조

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부정형 필지가 많고, 연  도로의 폭이 상 으

로 좁아 가로와 층부와의 계가 더욱 하기 때문이다. 한 도심

재개발 지역이라는 특성상, 건물 발주자인 민간 사업자에 의해 연 하는 

도시환경의 인 라 구축이 이루어져 가로환경에 직 인 향을 주는 

사업이 빈번하게 시행되기 때문이다.

  2) 규모의 범

  연면  50,000㎡ 이상의 형 오피스 빌딩으로 한다. 1) 옛 도심부의 

부정형 필지를 합필하여 새롭게 주변의 인 라를 구축하고 2) 리미엄  

오피스로서 사회  요구에 의한 공  성격과 건물의 가치를 제고하기 

한 상업  성격이 동시에 구 될 수 있는 규모라고 단되었기 때문이다. 

  3) 성격의 범

  임 형 오피스로 한정한다. 사옥의 특성이 극 화되어 폐쇄 인 층

부를 계획하는 용 오피스에 비해, 임  오피스는 건물의 가치 제고를 

해 건물의 활성화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상업  성격이 강하며 개방

인 층부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1) 출처 : 이종 (2004), 게서,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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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간  범

  층부의 변화 양상을 10년 단 로 끊어 살펴보았다. 2010년 의 건축

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 해 2010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안에 공

된 신축 건축물로 제한한다. 

  5) 내용  범

  공  역과 극 인 소통을 하며 가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문가의 

평가를 받은 상으로 한정한다.

2.4.2 대상 건축물 선정

  상 선정의 논리  공간, 규모, 시간  범 에 따라 상을 선정하면 

표와 같이 총 12개의 상이 선정된다. 이  가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문가의 평가를 받은 페럼타워(2010), 미래에셋 센터워(2010)을 분석의 

상으로 선정한다.

건축물명 주소 연면적(㎡) 준공

1 페럼타워 서울 중구 수하동 66 52,949 2010

2 LG광화문빌딩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92 53,510 2010

3 CJ제일제당센터 서울 중구 쌍림동 292 80,400 2010

4 트윈트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53,592 2010

5 미래에셋 센터원 서울 중구 수하동 67 168,001 2010

6 시그니처타워 서울 중구 수표동 99 99,994 2011

7 리더스뷰남산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6 66,648 2011

8 더케이트원타워 서울 종로구 중학동 19 83,819 2012

9 AIA 타워 서울 중구 순화동 216 51,377 2013

10 그랑서울 서울 종로구 청진동 70 175,200 2014

11 KT올레플렉스 서울 종로구 청진동 235-1 51,119 2014

12 광화문D타워 서울 종로구 청진동 272 106,213 2014

[표 2-10] 2010-2014 도심부 신축 대형 오피스1)

1) 출처 : 김완 , 손은경(2010), 오피스 시장동향 분석  장기 망, 하나

융그룹, p. 24, 이제구(2012), 서울 오피스시장 수 망  고려사항, KIS 

Credit Monitor,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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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럼타워는 아트리움과 공개공지를 소통과 순환의 길로 오 하고 건물 

깊숙이 끌어드려 가장 번화한 지역에 과감히 공  공간을 제시했다는 

을 높게 평가받아 2011 한국건축문화 상 공건축물부문 우수상, 제 29

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일반건축물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센터원은 한빛 장을 기부채납하고 면의 퍼블릭룸을 통해 개방공간

을 자청함으로써 종로와 명동사이의 끊어진 상권을 연결하는데 기여했다

고 평가받아 페럼타워와 함께 2011 한국건축문화 상 공건축물부문 우

수상, 제 29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일반건축물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림 2-22] 

페럼타워1)

[그림 2-23] 

센터원2)

[그림 2-24] 

대상 건축물의 위치3)

1) 출처 : www.edaily.co.kr

2) 출처 : www.savills.co.kr

3) 출처 : naver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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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석의 틀

2.5.1 분석의 방법

  분석은 해석에 필요한 상 건축물 반에 걸친 배경과 각각의 설계 요

소들을 확인하고 분류･정리하는 작업이다. 분석의 상은 이 과는 다른 

디자인 개념으로 가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평가받는 상 건축물 페럼타

워와 센터원이다. 조사항목은 크게 가구  지의 입지와 여건, 층부 

반에 걸친 설계 기법이며, ‘2.2.3 가로공간의 활성화 인자’와 ‘2.1.3 평가 

 분석 요소 도출 연구’의 평가  분석 요소들을 종합하여 조사항목을 

분석의 틀로 구체화한다. 분석은 도면분석을 통해 공간의 구성과 규모  

로그램의 배치를 살피고 문헌 조사를 통해 환경의 입지여건과 배경을 

확인하며, 장조사를 통해 설계 요소 평가  실태를 악한다. 끝으로 

설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설계과정에서의 고민과 배경을 살펴본다.

[그림 2-25] 분석의 방법

2.5.2 설계 기법 분석의 틀

  분석의 틀은 규모와 계가 다른 세 가지 항목으로 크게 분류 한다.   

1) ‘가구’는 블록 단 의 항목으로 건축물이 놓인 주변 일 의 환경과 여

건을 분석하기 한 항목이다. 세부항목은 규모와 토지용도 등을 악하

기 한 ‘필지군’, 같은 블록 안에 치한 건물들의 특성을 악하기 

한 ‘건물군’, 가로의 성격과 네트워크를 악하기 한 ‘가로 체계’ 그리

고 지 단 의 공원과 장 등을 분석하기 한 ‘생활편의시설’ 항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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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설계 기법 분석 항목의 도식

로 구성되어 있다. 2) ‘ 지’는 건물이 치한 지 그리고 지와 연

하는 주변 환경에 한 분석 항목이다. 지 항목에서 가장 요하게 다

루는 세부 항목은 ‘연 가로’로 연 하고 있는 가로의 질과 활성화에 

향을 주는 주요 물리  요소들을 다룬다. 그 밖에 보행 근동선, 차량 동

선, 건물 입지, Openspace 항목으로 구성된다. 3) ‘건축물’은 건축물 반

에 걸친 설계 기법을 분석하기 한 항목이다. 가로활성화의 에서 

가로와의 연계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형계획, 공간구성, 로그램, 동

선, 마감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하 다.

[그림 2-26] 설계 기법 분석 항목

  분석 항목을 블록에서부터 

건물의 층부 내부까지의 연

계성을 고려하며 분석하기 

해 근 흐름에 따라 보행자가 

인지하는 순서에 따라 나열했

다. 순차 인 분석과정에서 ‘가

구’와 ‘ 지’는 주로 여건을 분

석하기 한 항목으로, ‘ 지’

와 ‘건축물’은 설계 기법 분석

을 한 항목으로 성격이 구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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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내용

가구(街區) 필지군 토지용도유형 상업, 업무, 주거 등
규모 필지의 평균 크기

건물군 용도 상업, 업무, 주거 등
규모 높이, 건폐율, 용적률
배치 건물정면방향
연식 건물군이 완공된 년대

가로체계 성격 가로의 장소성
네트워크 연계 네트워크
보행환경 보행공간의 쾌적성, 가로정비 상태

Amenity - 공원, 화단, 주차장 등

대지 연접가로 보행자 활동 필수, 선택, 사회적 활동
규모 폭, D/H 비
포장 마감 종류와 질
식재 및 조경 가로수 간격, 화분, 공공조형물
주차 및 차량 불법 주차 대수
편의시설 휴게 및 위생시설
야간안전시설 조명, CCTV, 감시하는 시선
악천후 보행시설 강한 볕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

보행 접근 동선 목적 업무, 프로그램 이용, 통과

외부연계시설 외부 계단, 선큰가든, 캐노피

외부연계프로그램 지상층 및 직접 연계된 프로그램

바닥 단차 가로와 출입구 사이의 단차

바닥 마감 가로와 진입부 사이의 바닥 마감

차량 동선 지점요소 지하주차장 출입구, Drop off

연결요소 도로, 보차도

건물 입지 - 건축물 배치

openspace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를 포함한 모든 공지
대지 내 조경 공공조경

건축물 조형계획 매싱(Massing) 저층부 매싱

조합요소 선큰가든, 캐노피, 아트리움, 회랑

공간구성 규모 저층부 층수 및 층고, 면적
성격 구분 공적, 사적공간의 배치
코어 코어의 배치
보이드공간 보이드공간 계획

프로그램 임대 문화공간, 음식점, 편의점, 기타 서비스

편의시설 화장실, 흡연구역
문화시설 전시관, 공연장

공공전시시설 공공 전시 공간

동선 수직연계시설 공용코어 및 에스컬레이터, 계단

수평연계시설 출입구, 통로, 복도

마감 재료 물성, 규격, 형태, 색채, 질감

패턴 표현 방식과 그에 따른 느낌

구성 및 배치 다른 표현방식이 입면에 배치되는 구성

[표 2-11] 설계 기법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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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페럼타워

3.2 미래에셋 센터원

3.3 소결

3. 오피스 저층부 설계 기법 분석

3.1 페럼타워

3.1.1 개요

  동국제강(주)의 사옥이자 임 용 오피스인 페럼타워는 2010년 7월 구 

사옥의 자리에 세워졌다.1) 건축주는 공공성 확보를 한 서울시의 지침

에 따라 폐쇄 인 공간 구성을 지향했던 기의 의도를 내려놓고 일반인

이나 입주 고객 구나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목표로 문화

시설을 제안했다.2) 이러한 건축주의 의도에 맞춰 설계자는 ‘길’을 개념어

로 선택하고 지를 통하는 ‘길’ 안에 문화 술 로그램을 만들어 시

1) 동국제강(주)은 1974년부터 청계 등학교를 원형 그 로 보존하며 구 사옥으

로 활용하 다. 2007년 신사옥 신축을 해 철거했다.

2) 설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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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자연스러운 근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페럼타워를 설계했다.1) 페

럼타워는 아트리움과 공개공지를 소통과 순환의 길로 오 하고 문화공간

을 건물 깊숙이 끌어들 다. 가장 번화한 지역에 공 공간을 극 으로 

제시했다는 평을 받아 2011 한국건축문화 상에서 공건축물부문 우수

상을 제 29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일반건축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주소 서울 중구 수하동 66

소유 동국제강㈜ 대표 김영철

설계 간삼파트너스, 백선디자인연구소

시공 GS건설㈜

구분 신축

사업비 1400억(시공비)

용도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준공년도 2010.7

대지면적 3,749.4㎡

건축면적 2,069.81㎡

건폐율 55.20%

연면적 55,694.62㎡

용적률 1002.59%

지상층수 28 층

지하층수 6 층 

공공영역 B2 – 지상 3층

[표 3-1] 페럼타워 건축물 개요2)

1) 출처 : 상, 홈스토리, 랜드마크 스토리(Landmark Story), 1회, 2014(홈페이

지 게시)

2)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www.auru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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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가구

[그림 3-1] 2005년 을지로 2가 블록 위성사진1)

[그림 3-2] 2014년 을지로 2가 블록 위성사진2)

1) 출처 :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서비스

2) 출처 :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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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페럼타워 가구에서의 대지의 위치

[그림 3-4] 페럼타워 저층부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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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내용

가구
(街區)

필지군
토지용도유형 일반상업지역

규모 필지 / 필지군 3,745㎡ / 76,380㎡

건물군

용도 업무, 상업, 금융

규모 연면적 80,000㎡ 이상 30여 층의 대형 오피스

배치 주로 대로변을 향해 정면 배치

연식 80년대와 2010년도

[표 3-2] 페럼타워 가구 분석(필지군, 건물군)

  [그림 3-3] 페럼타워가 치한 가구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주로 상업시설

과 업무시설이 분포되어 있다.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곳을 제외하고는 

연면  80,000㎡ 이상의 형 오피스가 들어서 있고 특히 가구의 모서리

를 유하고 있어 가구 내 필지와 건물군에 의해 인지되는 스 일이 매

우 크다. 페럼타워의 필지는 가구의 앙에 치해 있다. 로변을 하

고 있지 못하며 로변을 향하고 있는 오피스들의 배면 혹은 측면에 둘

러싸여있다.

  [그림 3-4] 가구 내 층부의 용도는 주로 상업시설과 융시설, 업무

시설로 이루어져있다. 업무시설은 폐쇄 인 성격이 강해 가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융시설은 업무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가로에 시간  연속성

을 확보해주지 못한다.1)

1) 이종 (2004), 게서,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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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페럼타워 가로 및 도로체계와 Street Amenity

[그림 3-6] 페럼타워 주차장과 오피스의 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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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내용

가구
(街區)

가로체계

성격 업무적 목적 보행, 통과 보행, 여가 보행

네트워크
관광문화의 축(젊음의 거리 - 청계천 - 한빛광장 
- 카페거리), 을지로입구역

보행환경
보행로가 종종 끊기는 2차선의 아스팔트 도로
오피스의 주차장과 화단이 연접, 공동화 현상

생활편의시설
(Amenity)

- 청계천, 한빛공원, 을지로입구역(2호선), 주차장, 화단

[표 3-3] 페럼타워 가구 분석(가로체계, 생활편의시설)

  [그림 3-5] 가구에는 ‘문화 의 축’1)이 지난다. 인사동에서 시작된 

축이 ‘ 음의 거리’와 가구 안의 한빛 장 - 카페거리 - SKT타워 조경

쉼터를 지나 명동으로 이어진다. 을지로 7길은 문화 의 축에 의해 통

과  여가 보행의 성격이 짙다. 남 문로 10길 역시 을지로입구역과 한

빛 장의 연결로인 동시에 식당가가 조성되어 있어 통과  보행의 성격

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 밖의 가로는 업무  목  보행의 성격이 

강하며 선택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가구는 높은 용 률의 업무시설이 많아 차량의 유입이 많지만 청계천

로에서의 차량진입이 통제되고 문화의 축을 심으로 보행 주의 가

로가 계획되고 있어 차량에 방해받지 않는 비교  양호한 보행환경이 조

성되어 있다. 하지만 남 문로 10길과 같이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나 기존에 가로가 아니었던 삼일 로 13길에서는 보행로가 없는 취

약가로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림 3-6] 용 률이 높은 업무시설과 식당가로 인해 유입되는 차량을 

수용할 주차공간이 많고 조경을 한 화단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주차

장과 화단은 야간에 공동화 상을 야기하며 안 하지 못한 보행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1) ‘서울시 기본경 계획’은 서울 도심 특유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서울을 재생시

키기 한 목 으로 서울시에 의해 수립되었다. 이를 해 본 계획은 동서로 

발달되었던 서울도심을 남북으로 활성화하는 새로운 4  축을 지정하 다. 

이  ‘ 문화의 축’은 제 2축이며 인사동과 명동을 잇는다. (출처 : 도시의 

계와 질서를 바로 세운다, Design Seoul, vol. 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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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대지

[그림 3-7] 페럼타워 가로환경과 접근

[그림 3-8] 페럼타워 Openspace와 야간안전시설 및 차량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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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내용

대지

연접가로

보행자 활동 유형 필수적 활동, 선택적 활동

규모 10m 폭, 2차선

포장 도로 : 아스팔트, 보도 ; 불록, 아스팔트

식재 및 조경 없음

주차 및 차량 불법주차 : 삼일대로 13길, 을지로 5길

편의시설 삼화빌딩(카페, 베이커리), 교원내외빌딩(편의점, 카페)

야간안전시설 가로등, 카페

악천후 보행시설 없음

보행 접근 
동선

목적 업무, 프로그램 이용, 통과

외부연계시설
나무계단(3층 문화공간), 지하계단(선큰가든 - 편의
점 - 화장실), 조경 및 휴게공간(캐노피 - 부출입구), 
상업임대, 지하1층 지하철 연결

외부연계프로그램 정면 초콜릿 전문점(토이셔), 카페(폴바셋)

바닥 단차 정면 진입 단차 500mm

바닥 마감
300x300 콘크리트 보도블럭, 콘크리트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차량 동선

지점요소 남측 진입 - 서측 중앙 Drop off - 좌측 지하주차장

연결요소
보차도 : 아스팔트, 도로와 단차 없음 
필지 내부 도로 : 필지 연접 보도와 같은 블록 마감

건물 입지 -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동서로 배치, 정면 동쪽

openspace
대지 내 공지 주출입구의 정면과 북측

대지 내 조경 작고 오래된 건물군과 면하는 북측

[표 3-4] 페럼타워 대지 분석

  연 가로는 10m 폭의 2차선 차로와 콘크리트 블록으로 마감된 보행로

로 조성되어 있다. 건물의 높이에 비교해 도로 폭이 좁으며 연 한 곳에 

식재  조경공간이 없고 불법으로 주차된 도로와 악천후 보행시설이 없

는 열악한 가로환경으로 둘러싸여있다. 특히 남 문로 10길과 삼일 로 

13길은 보행로조차 구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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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연접가로, 을지로 5길 [그림 3-10] 연접가로, 삼일대로 13길

[그림 3-11] 을지로 2가 삼일대로 13길1) [그림 3-12] 을지로 2가 유도지침2)

  남 문로 10길은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보행환경이 개선되지 못했

다. 삼일 로 13길은 기존의 청계 등학교부지에 막  남 문로로 연결

되지 않았던 길이었으나 재개발 시 ‘202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

계획’[그림 3-12]에 의해 일부 부지를 길로 할애하여 삼일 로 13길을 

확장했다.  하지만 부지 던 곳에 새롭게 길이 조성되어 남 문로에서 진

입하는 입부에 보행로가 갖춰지지 못하는 등 보행환경이 양호하지 않

다.[그림 3-10]

1) 을지로 2가 삼일 로 13길, 2005년(출처 :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서비스)

2) 출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20년 목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구역

별 개발유도지침, 서울특별시,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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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야간 북측 선큰플레이스1) [그림 3-14] 야간 북측 조경과 나무계단2)

[그림 3-15] 외부연계 프로그램, 카페 [그림 3-16] 차량 출입구, 삼일대로 13길

  연 건물의 배면과 하지만 보행자의 유입이 많은 북측에 조경과 공

지를 두고 외부연계시설을 배치하여 지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흐름이 

건물 내부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 다.

1) 출처 : 김양미, [Remarkable Building] FERRUM TOWER, CONCEPT, 142

호, 2011.1, p. 68

2) 출처 : 김양미, [Remarkable Building] FERRUM TOWER, CONCEPT, 142

호, 2011.1,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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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내용

건축물 조형계획

매싱
(Massing)

역 ‘ㄴ’자 형, 일부를 들어올려 저층부는 ‘ㅣ’자형, 끝선이 
날렵한 기단형 저층부, 일자형 정면

조합요소
배면 캐노피, 선큰플레이스, 나무계단
선큰플레이스와 나무계단을 맞물려 배치, 나무계단 3층 연결

[표 3-5] 페럼타워 건축물 분석(조형계획)

3.1.4 건축물

  1) 조형계획

  페럼타워의 정면은 명동을 향하는 남쪽이다. 하지만 층부 계획에 있

어서는 보행자의 근이 용이한 동서방향으로 주출입구를 배치하 다.

  [Isometric 북동측] 페럼타워는 층부의 조형형태가 업무공간인 상층부와

는 구별된다. 층부의 주출입구인 동측을 넓고 높은 일자형으로 계획하

고 투명한 유리로 마감하여 경계를 흐리며 개방감을 높 다.

  [Isometric 북서측] 북측은 오랜 건물의 배면과 마주하는 곳이다. 건물 매스

를 들어 올리고 수직연계장치와 선큰 이스를 두었다. 조경을 따라 

지를 횡단하는 통과보행이 가능하며 연계장치를 이용해 건물 내부로 진입

할 수 있다. 공연을 기반으로 한 외부 장으로 계획했지만 재는 흡연장

소로 이용되고 있다.

  [Isometric 남서측] 남측은 열악한 삼일 로 13길과 하는 면이다. 건물의 

배면이 되는 왼쪽 매스를 들어 올려 차량 진입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올

린 높이에 맞춰 입면을 안으로 어 넣어 카페공간을 만들었다. 상

으로 뒤로 린 카페가 도드라져 보이는 동시에 차량출입구는 에 거슬

리지 않는다. 이러한 조형형태는 야간에 카페에서 나오는 빛에 깊이를 

주어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돕는다.

  [Isometric 남동측] 건물의 배면인 서측은 차량진입동선과 부출입구가 있

는 곳이다. 모서리의 매스를 들어 올려 차량진입동선을 만들고 부출입구

에서 Drop off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 다. 부출입구는 뒤로 어 넣고 

길게 돌출된 캐노피를 두어 입구성을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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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metric 북서측 부출입구 캐노피

Isometric 북동측 북동측에서 바라 본 정면 저층부

Isometric 남서측 남측 상업임대시설 입면

Isometric 남동측 남동측 정면

[그림 3-17] 페럼타워 조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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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내용

건축물 공간구성

규모
지하 2층 - 지상 3층, 5개 층, 
공용 / 전체면적 : 7,815 / 11,178㎡

성격 구분 같은 로비를 공유하면서 남쪽은 공적공간 북쪽은 사적공간

코어 북쪽에 메인 코어배치,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공용코어

보이드공간
지상 1층에서 3층까지의 로비공간과, 지하 2층에서 지상 2
층까지 공용코어 공간을 보이드공간으로 처리, 1, 2층에서 
공간이 중첩되도록 배치

[표 3-6] 페럼타워 건축물 분석(공간구성)
  

  2) 공간구성

[그림 3-18] 페럼타워 저층부의 성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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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럼타워의 층부는 성격의 구분이 명확하다. 건물의 배면인 북쪽에 

메인코어를 배치하여 사 인 공간을 만들고 정면인 남쪽에 공용공간을 

배치했다. 이 두 공간은 가운데 로비공간을 사이로 경계를 두고 있다. 공

간이 성격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되어 공용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비

교  자유롭게 내부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독특한 은 북측 2, 3층에 

외부연계장치와 연결된 복도형 시공간이 배치되어 있다는 이다. 사

공간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동선을 발생시킨다.

[그림 3-19] 페럼타워 1층 평면 성격 구분1)

1) 출처 : 김양미, [Remarkable Building] FERRUM TOWER, CONCEPT, 142

호, 2011.1,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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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페럼타워 보이드공간

  페럼타워 층부 공간구성은 보이드공간의 활용이 특징 이다. 5개 층

의 공용공간을 두 개의 수직  열린 공간으로 묶어 시각 인 연계가 가

능하도록 했다. 이 두 개의 공간은 지하2층-지상2층 규모의 ‘공용코어공

간’1)과 1층-지상 3층 규모의 ‘공용로비’공간이다. 두 개의 열린공간은 1, 

2층에서 하고 있어 넓고 다채로운 열린 공간을 조성한다.

1) 설계과정에서 1층의 로비가 지하 두 개 층의 식당가와 열린 공간으로 연계

될 경우 식당가의 식취가 로비에 좋지 않은 향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되기도 했다.(설계자 인터뷰) 하지만 결과 으로 사선형 에스컬 이터와 함께 

깊이 있고 역동 인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정 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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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내용

건축물

프로그램

임대 지하 두 개 층 고급 식당가, 1층 노천카페와 판매점

편의시설 공개공지의 흡연구역, 접근이 용이한 화장실

문화시설 외부의 나무계단에서부터 진입이 가능한 공연장

공공전시시설 전면 내부의 공공전시, 복도형 전시시설의 공공전시

동선

수평연계시설
일직선상의 출입구, 남･북의 공공공간 연결 통로, 상업임대
공간, 지하철 연결 통로

수직연계시설
사선 배치된 에스컬레이터, 투명한 엘리베이터, 복층의 로
비공간, 외부 계단, 코어 유형

[표 3-7] 페럼타워 건축물 분석(프로그램, 동선)

[그림 3-21] 공용코어공간1) [그림 3-22] 로비공간2)

  3) 로그램

  페럼타워는 설계과정에서 공공성확보를 한 서울시 건축심의 원회의 

제안을 극 으로 수용했다. 공용공간을 5개 층으로 구성하고 문화시설

을 심으로 다양한 로그램을 배치하 다. 램 를 따라 문화시설로 연

계되는 복도형 시시설 로그램이 인상 이다.

1)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 www.aurum.re.kr

2)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 www.auru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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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페럼타워 층별 프로그램 배치

  로그램을 층별로 살펴보면 근이 용이한 1층은 카페  상업시설 

등 상업임 시설, 2층은 임  가능한 비즈니스 회의실, 3층은 특별한 목

을 가지고 근하는 문화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 1, 2층은 

고  식당가가 조성되어 있다. 로그램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최상

의 근성을 확보했다. 화장실은 각 층별로 직 인 노출은 피하면서 

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했다.1) 로 지하 1층의 화장실은 선큰 이스 

 편의 과 연계되는 곳에 배치되어 있다.

1) 출처 : 설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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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동선

[그림 3-24] 페럼타워 동선

  수평연계시설과 수직연계시설로 나 어 볼 수 있다. 먼  수평연계장

치는 1층을 횡단할 수 있도록 한 일직선상의 메인 출입구와 로비, 사

공간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공공공간을 횡단할 수 있도록 한 2, 3층의 

릿지 마지막으로 을지로입구역  주변 오피스와 연결되는 지하통로를 

통해 진입하는 지하 1층 출입구가 있다.1)[그림 3-28]

1) 지하 1층 출입구는 계단과 에스컬 이터를 타고 근하게 되어 있지만 같은 

층 에서의 근이라고 단하여 수평연계시설로 분류했다.



65

[그림 3-25] 사선 에스컬레이터1) [그림 3-26] 나무계단과 복도형 전시시설2)

[그림 3-27] 누드 엘리베이터3) [그림 3-28] 지하통로 출입로

1) 출처 : CA Press, Ferrum Tower, 동국제강(주), 2011, p. 51

2) 출처 : CA Press, Ferrum Tower, 동국제강(주), 2011, p. 41

3) 출처 : CA Press, Ferrum Tower, 동국제강(주), 2011,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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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연계시설은 지하2-지상2층을 연계시키는 사선 에스컬 이터[그림 

3-25]와 투명한 드 엘리베이터[그림 3-27]가 공용코어로 배치되어 있

다. 공용코어는 보이드로 열린 공용코어공간에 투명하게 자리하고 있어 

이용자의 움직임을 다양한 공간에서 인지할 수 있게 하며 역동 인 분

기를 조성한다. 그 밖에 선큰 이스로 연결되는 외부계단, 외부 나무계

단과 연계된 복도형 시시설[그림 3-26]이 있다.

[그림 3-29] 복도형 전시시설 동선1)

  [그림 3-30] 복도형 전시시설 단면2) [그림 3-31] 복도형 전시시설

1) 출처 : CA Press, Ferrum Tower, 동국제강(주), 2011, p. 132

2) 출처 : CA Press, Ferrum Tower, 동국제강(주), 2011,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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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내용

건축물 마감

재료 투명, 불투명, 반사 유리, 내 외부 금속(유니온 스틸), 목재

패턴
두 유리와 금속을 배열한 패턴, 세로로 촘촘하고 세장한 목
재 패턴

구성 및 배치
사적공간 - 불투명 및 반사유리를 이용한 패턴, 공적공간 - 
투명한 유리를 이용한 커튼월 처리

[표 3-8] 페럼타워 건축물 분석(마감)

  5) 마감

  페럼타워의 외부마감은 소수의 특정재료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유형을 

만들고 공간의 특성에 맞춰 합한 유형의 마감을 배치하 다. 각각의 

유형은 투과율의 상 인 차이가 존재하며 투과율이 높은 마감유형을 

공  성격이 큰 공간에 배치하 다.

[그림 3-32] 페럼타워 외부마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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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기단부 알루미늄시트 마감1) [그림 3-34] 저층부 정면2)

  재료의 투과성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두 재료의 비성을 이용하여 

입구와 임 공간(카페) 입면의 투명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림 3-35] 페럼타워 1층 마감재료3)

1) 출처 : CA Press, Ferrum Tower, 동국제강(주), 2011, p. 26

2) 출처 : CA Press, Ferrum Tower, 동국제강(주), 2011, p. 28

3) 출처 : 김양미, [Remarkable Building] FERRUM TOWER, CONCEPT, 142

호, 2011.1,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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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래에셋 센터원

3.2.1 개요

  미래에셋증권의 사옥이자 임 용 오피스인 센터원은 2010년 12월 청계

천 연 부지에 완공되었다. 센터원은 개발투자그룹인 (주) 로스타에 의

해 시행된 사업으로 임 오피스가 가지는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공공의 공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했다.1)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

획에 근거한 건축심의 원회의 요구와 공공성을 확보하고자했던 설계자

의 노력으로 이 보다 극 인 층부 디자인이 도입되었다. 선이 아닌 

공간  경계( 이공간)를 만들어 근성을 높힌 센터원은 공공성의 철학

이 디자인에 잘 반 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페럼타워와 함께 2011 한국

건축문화 상에서 공건축물부문 우수상을 제 29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일반건축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2)

주소 서울 중구 수하동 67

소유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설계 (주)진아건축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금호산업(주), ㈜한미파슨스건축사사무소

구분 신축

사업비 1조(총 사업비)

용도 판매시설, 업무시설

준공년도 2010.12

대지면적 9,097.3㎡

건축면적 5,094.78㎡

건폐율 56.0032%

연면적 168,050㎡

용적률 1,182.1063%

지상층수 32 층

지하층수 8 층 

공공영역 B2, 지상 1층, 일부의 2, 3, 36층

[표 3-9] 센터원 건축물 개요3)

1) 청계천 복원 이후 처음 시행되는 청계천변의 도심재생 로젝트로 지리  가

치와 규모, 사업의 의미에 근거해 한 사회  역할이 요구되었다.

2)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www.aurum.re.kr

3)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www.auru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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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가구

[그림 3-36] 센터원 가구에서의 대지의 위치

[그림 3-37] 센터원 저층부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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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센터원 가로 및 도로체계와 Street Amenity

[그림 3-39] 센터원 주차장과 오피스의 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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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내용

가구
(街區)

필지군

토지용도유형 일반상업지역

규모
필지 / 필지군 9,097㎡(기부채납 포함 13,897㎡) 
/ 76,380㎡

건물군

용도 업무, 상업, 금융

규모 연면적 80,000㎡ 이상 30여 층의 대형 오피스

배치 주로 대로변을 향해 정면 배치

연식 80년대와 2010년도

가로체계

성격 업무적 목적 보행, 통과 보행, 여가 보행

네트워크
관광문화의 축(젊음의 거리 - 청계천 - 한빛광장 
- 카페거리), 을지로입구역

보행환경
보행로가 종종 끊기는 2차선의 아스팔트 도로
오피스의 주차장과 화단이 연접, 공동화 현상

생활편의시설
(Amenity)

- 청계천, 한빛공원, 을지로입구역(2호선), 주차장, 화단

[표 3-10] 센터원 가구 분석

  [그림 3-36] 센터원의 체 부지는 13,897㎡이며 청계천과 연 하는 

가구의 심에 치해 있다. 따라서 건물의 정면의 방향이 확실하며 페

럼타워에 비해 주변 건물군의 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그림 3-37] 센터원의 가구는 페럼타워와 같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일

반상업시설과 형 업무시설이 가구를 이루고 있다. 교일 에 융시

설이 몰려 있고 남 문로 10길을 따라 상업시설이 집되어 있다. 융

시설은 업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상업시설 역시 업무시설의 근로자를 

상으로 하는 음식 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가구는 업무지구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림 3-38, 39] 문화의 축을 심으로 주변 가구와 수직  네트

워크가 형성되고 을지로입구역에서부터 남 문로 10길을 따라 수평  보

행흐름이 나타난다. 근무자가 빠져나가는 야간에 공동화 상이 나타나

며 넓은 주차공간과 오피스의 화단이 야간의 보행환경을 악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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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대지

[그림 3-40] 센터원 가로환경과 접근

[그림 3-41] 센터원 Openspace와 야간안전시설 및 차량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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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내용

대지

연접가로

보행자 활동 유형 필수적 활동, 선택적 활동

규모 10-13m 폭, 2차선(을지로 7길 : 16m 폭, 2차선)

포장 도로 : 아스팔트(을지로 7길 : 블록 포장), 보도 : 블록

식재 및 조경 을지로 7길 : 한화빌딩의 화단

주차 및 차량 불법주차 : 삼일대로 13길, 을지로 5길

편의시설
한빛광장 벤치, SKT타워(조경, 벤치), 삼화빌딩(카페, 
베이커리)

야간안전시설 가로등, 카페

악천후 보행시설 대지 내 횡단 가로

보행 접근 
동선

목적 업무, 프로그램 이용, 통과

외부연계시설
선큰가든, 지하와 2층 외부 계단, 지하 연결 외부 
계단, 지하1층 지하철 연결, 상업 임대

외부연계프로그램
카페거리 카페(café Mamas, coco bruni, Brown 
Bench, artisee), 2층 주점(느린마을)

바닥 단차 진입단차 거의 없음 (카페거리 300mm 미만)

바닥 마감
300x300 콘크리트 보도블럭, 콘크리트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차량 동선

지점요소
대지 중앙에 위치, 동서에서 진입 - 중앙에 Drop 
off - 남측 지하주차장

연결요소
보차도 : 보행로와 같은 블록 포장, 도로와 단차 없음
필지 내부 도로 : 필지 연접 보도와 같은 블록 마감

건물 입지 - 북측 대지 4800㎡ 기부채납, 정면 북측

openspace
대지 내 공지 북측의 한빛광장, 중앙정원

대지 내 조경 한빛광장 일부, 중앙정원, 동측 을지로7길 

[표 3-11] 센터원 대지 분석

  연 가로는 을지로 7길을 제외하고 10m 폭의 2차선 차로와 콘크리트 

블록으로 마감된 보행로로 조성되어 있다.[그림 3-43] 을지로 7길은 종

로의 ‘ 음의 거리’으로부터 청계천을 지나 내려오는 문화의 축을 이

루는 길이다. 기존에 한화빌딩의 화단과 주차장에 면해 있어 열악한 환

경이었으나 센터원에 의해 카페거리[그림 3-44]가 조성되어 보행친화

인 장소가 되었다. 16m 폭의 차로 역시 가로의 성격에 맞춰 보행로와 

유사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마감되어 있다.[그림 3-42] 

  센터원으로 근하는 근동선은 청계천을 따라 내려오는 문화의 

축 동선과 을지로입구역에서 지하도를 따라 근하는 필수  보행동선이 

가장 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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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연접가로, 을지로 7길 [그림 3-43] 연접가로, 삼일대로 13길

[그림 3-44] 을지로 7길 카페거리 [그림 3-45] 대지 내 횡단가로

  지를 가로지르던 남 문로 10길이 장조성을 해 사라지고 신 

지 내 횡단가로가 새롭게 조성 다. 횡단가로는 보･차가 구분되어 있

으나 마감이 유사하여 보행친화 인 느낌을 다. 보행자는 악천후를 피

해 지를 횡단할 수 있고, 차량은 횡단뿐 아니라 앙의 Drop off를 지

나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그림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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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2005년 한빛광장 위성사진1) [그림 3-47] 2014년 한빛광장 위성사진2)

[그림 3-48] 장통교에서 바라본 한빛광장 [그림 3-49] 야간의 한빛광장

  지는 청계천과 좁은 가로를 두고 하고 있다. 좁은 가로에 높은 건

물이 주는 압감을 이고 문화의 축을 따라 이동하는 보행자가 머

무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기 해 지 면부에 4,800㎡의 규모

의 장을 조성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 했다.3) 센터원은 장을 조성하

여 가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용 률 인센티 를 받아 더 넓은 

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1) 출처 :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서비스

2) 출처 :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서비스

3)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근거로 서울시 건축심의 원회가 요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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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내용

건축물 조형계획

매싱
(Massing)

대지선에 맞춘 외곽선, 로비와 코어, 상업임대시설을 제외
하고 필로티로 들어올림, 기단형 저층부

조합요소 선큰가든과 2층 외부 계단, 캐노피, 중정, 회랑

[표 3-12] 센터원 건축물 분석(조형계획)

3.2.4 건축물

  1) 조형계획

  [Isometric 남서측] 센터원 층부의 반 인 조형형태는 아래가 열린 

‘ㅁ’자 형태로 정이 있다. 정과 하는 1층 심부에 동서로 통하

는 가로가 지난다. 

  [Isometric 북동측] 북측은 청계천과 장을 마주하는 정면이다. 지 경계

에 맞춰 일자형 정면을 계획하 다. 을지로 7길과 하는 오른쪽 모서리

는 깊게 어 넣어 선큰 이스, 분리된 상업임 시설 그리고 2층으로 

연결된 외부계단을 배치했다. 인 모서리의 천정에는 정면 공용로비(퍼

블릭룸)의 천정과 같은 구조의 캐노피를 설치하여 조형을 완결시켰다. 

사선의 캐노피는 역동 인 분 기를 조성하며 보행자의 시선을 모은다. 

재 헬스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3층의 포디움은 뒤로 어 분리된 매스

로 인식되게 계획하 다.

  [Isometric 남동측] 동측의 을지로 7길은 문화의 축이 지난다. 통과보행

이 많은 연 가로의 특성에 맞춰 카페거리를 조성하 다. 북측에 있는 1층 

카페는 완 히 분리된 매스로 계획하여 퍼블릭룸보다 더 작은 스 일로 

보행자를 맞이하게 했다. 길에 연 한 카페는 뒤로 어 회랑을 두었다. 노

천카페의 느낌을 주는 동시에 악천후에 보행자가 머물 곳을 제공한다. 

  [Isometric 북서측] 페럼타워와 가로를 공유하는 서측은 1층에 특별한 

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에서 을지로 5길로 근하는 동

선을 고려해 북서쪽의 모서리를 어 넣어 회랑을 만들었다. 햇볕과 비

를 피할 수는 있지만 회랑이 연속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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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metric 북서측 을지로 5길 셋백(set back)된 1층 모서리

Isometric 북동측 캐노피공간의 외부계단

Isometric 남서측 차량 진입 횡단가로

Isometric 남동측 카페거리 회랑

[그림 3-50] 센터원 조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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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내용

건축물 공간구성

규모 지하 2층 - 지상 2층, 일부의 3층, 36층

성격 구분
층으로 분리했지만 공적로비(퍼블릭룸)를 지나 2층의 사적
로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배치

코어
공용 엘리베이터 코어(지하7-3층 주차장, 지하2･1 식당가, 
지상 1･2층)

보이드공간
지하1･2층 중앙의 보이드공간, 지상 1･2층이 연계되는 퍼
블릭룸, 캐노피공간

[표 3-13] 센터원 건축물 분석(공간구성)
  

  2) 공간구성

[그림 3-51] 센터원 저층부의 성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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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원은 선이 아닌 공간의 경계를 만들며 가로에서부터 이공간을 

거쳐 건물의 사 인 공간에 도달한다. 센터원이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한 

한빛 장은 가로와 건물의 1차  이공간이다. 장을 지나 건물에 진

입하면 공용로비인 ‘퍼블릭룸’이 다시 한 번 내･외부공간의 이공간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로비가 있는 2층 면부가 사 공간

과 공 공간이 첩되어 있는 이공간이 된다. 가로에서부터 사 공간

까지 경계를 느끼지 않고 단계별 근이 가능하도록 공간의 성격구분이 

계획되었다.

[그림 3-52] 센터원 보이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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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원의 보이드공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  수 있다. 1) 면부의 

공공로비와 비즈니스로비를 묶어주는 퍼블릭룸 2) 선큰 이스와 2층 

연계시설이 있는 캐노피공간 3) 지하 1, 2층을 엮어주는 보이드공간. 이

들 공간  퍼블릭룸과 캐노피공간은 내･외부 공간의 계에 한 고민

이 집약된 공간으로 층부의 핵심 공간이다.

  

  퍼블릭룸은 내･외부의 이공간으로 계획되었다. 12m의 높은 천정고

와 백색 메탈 임･유리마감으로 개방감과 투명성을 높 고 투명한 일

자형 면과 넓게 열리는 정면의 입구를 통해 장으로부터 보행자의 자

유로운 유입을 유도한다. 공 공간으로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

하다.

[그림 3-53] 센터원 보이드공간1)

1) 출처 :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www.auru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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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퍼블릭룸 내부1) [그림 3-55] 지하 1층 보이드공간2)

[그림 3-56] 캐노피공간 외부계단 [그림 3-57] 캐노피공간 선큰플레이스3)

  캐포피 공간은 퍼블릭룸과 같은 외부에서 시도된 내･외부의 이공간

이다. 캐노피는 내･외부가 모두 한 공간 안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주

기 해 퍼블릭룸의 천정과 같은 골조를 사용하여 제작했다. 캐노피공

간은 선큰 이스와 2층으로의 연계동선 그리고 지내의 횡단 가로가 

얽 있는 공간으로 장통교를 지나 근하는 문화의 축 보행자들에게 

역동 인 첫인상을 안긴다.

1)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 www.aurum.re.kr

2)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 www.aurum.re.kr

3)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 www.auru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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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내용

건축물 프로그램

임대
지하 식당가, 카페거리 4개의 노천카페, 2층 주점, 3층 헬
스장, 36층 식당

편의시설
선큰가든 외부의 화장실, 로비 원형계단 뒤의 화장실, 카페
거리 화장실, 전면부의 환기구 벤치

문화시설 로비 원형계단과 연결된 KF 갤러리

공공전시시설
전면 내부의 공공전시, 2층 화장실 옆 센터원 모형전시, 2
층의 휴게장소

[표 3-14] 센터원 건축물 분석(프로그램)

  3) 로그램

[그림 3-58] 센터원 층별 프로그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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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원 층부의 로그램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문화의 축

을 따라 걷는 보행자를 상으로 머무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방향

으로 계획되었다. 카페거리로 조성되는 을지로 5길과 횡단가로에 4개의 

카페가 배치되었다.[그림 3-59] 캐노피공간1)의 외부계단 2층에 주 (느

린마을)을 두었고 근이 쉬운 캐노피공간 지하의 선큰 이스에 화장

실, 약국, 뷰티샵과 같은 보행자를 한 편의시설을 배치했다.[그림 3-60] 

을지로입구역과 연결된 지하도와 만나는 지하 1층 지 에도 카페(FIKA)

와 편의 을 두어 보행자의 근이 용이하도록 했다.[그림 3-62] 그 밖

에 지하 두 개 층에는 문식당가를, 퍼블릭룸을 통해 근하는 2층에는 

문화시설(KF 갤러리)을 두었다. 이용이 다소 제한되는 3층 임 시설은 

헬스장으로, 망 로 계획되었던 36층은 재 스토랑(FARO)으로 운

되고 있다.2)

[그림 3-59] 야간 카페거리(cafe mamas) [그림 3-60] 선큰플레이스 외부 공용화장실

1) 캐노피공간의 극 인 수직연계장치에 의해 층부의 입체  활용이 가능

하다.

2) 36층은 서울시 건축심의 원회의 요구에 따라 공공시설인 망 가 계획되

었다. 재도 법 으로 망 로 지정된 곳이나 식당으로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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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내용

건축물 동선

수평연계시설
캐노피 외부 계단, 로비 에스컬레이터, 로비 원형계단, 공용 
엘리베이터

수직연계시설
일직선상의 출입구, 2층 상업임대시설 연결 통로, 지하철 
연결 통로

[표 3-15] 센터원 건축물 분석(동선)

  4) 동선

[그림 3-61] 페럼타워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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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을지로입구역 지하도 입구 [그림 3-63] 캐노피공간 입체적 동선

[그림 3-64] 퍼블릭룸 원형계단1) [그림 3-65] 퍼블릭룸 에스컬레이터

  센터원에서 가장 역동 인 동선은 캐노피공간의 동선이다.  아래로 

향하는 외부 계단이 있어 2층과 지하 선큰 이스로 진입이 가능하며 

을지로 5길에서 근하는 횡단 가로 동선도 캐노피공간을 지난다. 건물 

내부에서도 2층의 주 으로 연결되는 수평  동선이 있어 내･외부에서 

다각도로 노출되는 입체  동선이 형성된다.[그림 3-63] 

  퍼블릭 룸에는 비즈니스 로비와 식당가로 연결해주는 5 의 에스컬

이터[그림 3-65]와 이와는 조 인 형태의 원형계단이 수직  연계를 

돕는다. 원형계단은 2층의 KF 갤러리로 연계된다.[그림 3-64]

1)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 www.auru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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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내용

건축물 마감

재료
유리와 백색 금속, 검은 석재 타일, 회색 대리석, 목재, 세
장한 검은색, 은색 금속

패턴
저층부는 유리, 백색 금속, 석재타일 조합에 의한 개방감이 
다른 4가지의 패턴 / 상층부는 멀리언 차이에 의한 3가지
의 패턴

구성 및 배치
저층부는 백색 금속의 간격의 차이로 개방감을 조정, 공적
공간일수록 넓은 간격

[표 3-16] 센터원 건축물 분석(마감)

  5) 마감

  센터원의 외부 마감 역시 페럼타워의 경우처럼 소수의 특정재료를 다

양하게 조합하여 유형을 만들고 공간의 특성에 맞춰 합한 유형을 배치

하 다. 마감은 로그램을 경계로 배치되었다. 외부에서도 로그램이 

건물에 어떻게 분할 배치되어 있는지 쉽게 인지할 수 있다.

[그림 3-66] 센터원 상층부 외부마감 유형1)

1) 출처 : (주)진아건축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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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 센터원 퍼블릭룸 외부 마감1) [그림 3-68] 마감의 대조2)

  센터원 상층부는 커튼월 마감에 멀리언을 합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

라 유형을 분리하 다. 층부는 유리와 백색 메탈 그리고 석재타일을 

이용하여 총 네 가지 마감유형을 만들고 로그램을 경계로 배치하 다. 

3.3 소결

  가로를 지나 건물로 근하는 시 스의 순서에 따라 가구, 지, 건축

물의 규모에서 가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형 오피스 

층부의 설계 기법을 분석하 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페럼타워의 복도형 시시설과 같이 이 의 

오피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 개념이 시도되는 경우도 있었

고 센터원의 외부 계단과 같이 이 에도 시도되었던 디자인 개념이 좀 

더 발 된 형태로 구 되는 경우도 있었다. 결과 으로 이 의 오피스와 

비교해 보다 극 으로 가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층부가 조성되어 

1)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 www.aurum.re.kr

2)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 www.auru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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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는 1) 도심부에서

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해 세세하게 계획된 서울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

과 기본계획에 근거한 서울시 건축심의 원회의 강력한 요구 2) 이러한 

사회  역할에 부응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의 로그램 컨셉을 제시하는 

건축주의 수용력 3) 건물의 상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성의 가치를 

실 하기 해 노력했던 설계자의 노고1)가 바탕이 되었다는 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설계요소들이 닫힌 상태로 개별 인 요소로 작동하기보다 여러 

요소들이 서로 복합 인 계 안에서 구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가로활성화에 한 기여도를 요소별 유형화를 통해 개별 으

로 평가하기 보다는, 분석된 결과를 종합 인 에서 새로운 틀을 통

해 해석할 필요가 있었다.2) 

  다음 장에서는 다른 오피스에서 나타나는 설계 기법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틀을 설정하여 이를 해석한다. 결과 으로 

상건축물이 지닌 공간조성의 특성을 도출해 그 의의를 밝히며 동시에 

상 오피스의 설계 기법이 안고 있는 한계 에 해서도 논의해본다.

  

1) 각 오피스의 설계자 모두 건축의 공공  가치의 실 에 한 극 인 의지

가 있었다.

2) 최소 (1999)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연구의 한계 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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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피스 저층부의 설계 기법 해석

4.1 해석의 방법

4.2 공간조성 특성의 의의와 한계

4.3 논의점과 제언

4.4 소결

4.1 해석의 방법

  설계 기법 분석의 틀을 통해서 환경과 여건, 개별 인 설계 요소들을 

세세하게 악하고 그 활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분석의 과정

에서 설계요소들은 닫힌 상태에서 개별 으로 작동하기보다는 다양한 요

소들과 상호작용하며 계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때문에 분석

된 결과를 해석하기 해서는 요소 간의 계에 주목하여 연 된 요소별

로 분류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했다. 계의 측면을 고려해 설계 기법 

분석 결과를 복합 으로 살펴 분류했고, 결국 세 가지 측면에서 ‘공간조

성의 특성’을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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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구분

가로와 저층부의 

배치와 경계

인프라 구축

매스의 분절

유연한 경계

가로공간의 

입체화

외부 수직 연계장치

수직공간의 연계 : 보이드공간

다층적으로 교차하는 동선

프로그램의 성격별 층 배치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소비공간을 이용한 가로의 장소화

편의 및 문화시설 강화

[표 4-1] 가로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상 저층부 공간조성의 특성

  ‘가로와 층부의 배치와 경계’, ‘가로공간의 입체화’, ‘활성화 련 

로그램’ 의 세 가지 특징과 세부구분을 기 으로 설계 기법을 해석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 앞으로의 논의 을 도출해 본다.

4.2 공간조성 특성의 의의와 한계

4.2.1 가로와 저층부의 배치와 경계

  1) 인 라 구축

  구도심지역은 도심재개발 지역이라는 특성상, 건물 발주자인 민간 사

업자에 의해 연 하는 도시환경의 인 라 구축이 이루어진다. 상 건축

물들 역시 건축물과 연 하는 가로나 장을 조성함으로써 가로활성화에 

기여한다. 

  페럼타워는 교원내외빌딩, 하나은행빌딩과 사이에 가로 없이 착되어 

있었던 부지의 일부를 서울시 요구에 따라 가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했

다.1) 삼일 로 13길이 남 문로와 연결되어 통과보행이 가능해졌고, 길

과 연 하는 교원내외빌딩에 카페가 배치되어 장소에 활기가 더해졌다.  

1) 서울시의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삼일 로 13길이 계획되었고, 페럼타워 

심의 과정에서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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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원의 부지는 청계천을 마주하고 있다. 청계천과 연 하고 있는 가

로의 폭이 15m에 미치지 못하는 좁은 가로이기 때문에 청계천에 근 하

여 형 오피스가 들어서게 될 경우 보행자들에게 압감을 주는 수변공

간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센터원은 4,800㎡에 이르는 규모 부지

를 장으로 조성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 했다. 기부채납에 의한 용 률 

인센티 로 건물의 높이가 더 높아졌지만 결과 으로 정형 장을 통해 

청계천 연 가로를 기 으로 D/H1)비를 0.67까지 올릴 수 있었다.2) 보행

자에게 요감을 느끼게 하는 장을 제공했고 동시에 장을 통해 가로

변의 장소성도 환시켰다.3) 장통교에서 큰 어려움 없이 건물 체를 인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보행자에게 열린 시계를 확보해 주고 있다.

[그림 4-1] 미래에셋 센터원 한빛광장 D/H비

1) - 요감을 측정하기 한 거리와 건물 높이의 비이다. (서한림(2013), 주거지 가로

환경에서의 보행경로 분포와 선택  보행행태 특성, 서울 학교 박사 논문, p. 72)

   - D/H의 계에서 D=가로폭, H=건물의 높이이다. D/H<1 일 때 근 하고 소한 

느낌이 들며 D/H=1일 때 높이와 간격에 균형을 이룬다. (Yoshinobu Ashihara, 

Exterior Design in Architecture(건축의 외부공간), 김정동 역, 기문당, 1995, p. 52

2) D/H=0.5~2일 때 친 감이나 흥미로움이 있는 공간이 된다. (이재원(2006), 가

로공간의 활성화 인자에 한 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통권 제64호 Vol. 19 No. 2, p. 107

3) 장 서측에 카페가 들어서는 등 가로변의 용도와 성격이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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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된 장은 청계천을 이용하는 객들과 음의 거리에서부터 

문화의 축을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한

다. 넓은 장에서는 센터원 1층의 공용로비인 퍼블릭룸의 넓게 열린 

문1)이 한 에 인지되며 보행자를 유도한다.

  의 경우들은 큰 공간을 할애하여 은 시야를 확보해주고 공 인 공

간을 조성해 주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지만, 센터원의 장은 보행자들

이 머무르거나 선택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에서 

한계가 있다. 뉴욕의 시그램 빌딩 라자(Seagram building Plaza)에서 

보행자들의 활동을 살폈던 리엄 화이트(1980)에 따르면 활성화된 장

의 경계 부에는 공간 으로 잘 구획된 ‘부분장소’들이 있으며 이곳에서 

주로 만남이 이루어진다.2) 센터원의 장은 경계부가 잘 조성된 장이

기보다 앙에 힘이 실린 장에 가까우며 규모도 커 경계에 앉아 장

을 지나는 사람들의 모습과 활동을 찰하기 어렵다. 한 센터원의 경

우 장을 조성하고도 주변의 가장 주요한 Amenity인 ‘청계천’과 잘 연

계되지 못했다는 3)과 ‘ 음의 거리’에서 장통교를 거쳐 장으로 유입

되는 동선의 진입부에 지나친 조경공간을 두어 보행자의 시야를 가두었

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4)

  2) 매스의 분  : 건물 표면에 깊고 많은 굴곡5)

  통도시공간에서 ‘공간을 규정하는 건물’과는 다르게 ‘나 홀로형 건물’

은 명확한 공간 유형이 아닌 형태가 없는 공간 유형으로 주변 환경을 변

1) 퍼블릭룸 면 주출입구 좌우로 개폐가 가능한 문이 설치되어 있다. 날이 좋

은 날 문을 개방하여 출입구의 폭을 넓힐 수 있다.

2) 참조 : [그림 2-7, 8] p. 29

3) 설계과정에서 청계천과의 연계를 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시행에 어

려움이 있어 설계에 반 하지 못했다.(설계자 인터뷰)

4) 참조 : [그림 3-48] p. 76

5) 다양한 느낌을  수 있는 돌출부를 통한 사드 표 을 권고하고 있으며 

‘Much depth and relief in the building surface’ 항목을 건물입면의 활력척

도에서 가장 높은 등 인 Grade A frontage에서 언 하고 있다. (Llewelyn 

Davies(2000), Urban design compendium, English Partnerships, The 

housing corporation,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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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킨다.1) 특히, 삼일빌딩(1971)과 교원내외빌딩(1986)으로 표되는 과

거의 기능주의  건물은 단순한 평면과 수직으로 떨어지는 사드로 내･

외부를 구분하며 주변을 ‘건물을 세우고 남은 의미 없는 공간’으로 만든다. 

  상 건축물  페럼타워와 센터원은 이러한 한계를 이기 해 연

가로와 유입동선의 성격에 맞춰 조형형태를 결정하 다. 두 건물의 층

부 조형은 부분 인 매스의 조 과 부가 인 요소들이 첨부되어 표면에 

깊고 많은 굴곡이 존재하는 비정형으로 계획되었다. 결과 으로 이러한 

굴곡은 보행자를 유도하거나 보행자가 머무는 공간을 만들어내며, 동시

에 인간 척도의 규모로 층부의 매스를 분산시켜 보행자에게 요감을 

주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그림 4-2] 페럼타워의 매스 분절

  센터원은 매싱의 분할과 추가 으로 표면의 마감방식을 다르게 하여 

매스를 분 시키는 방법으로도 스 일을 조 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해 

구성한 다양한 패턴은 각기 다른 개방감과 분 기를 만들어내지만 체

으로 일체감이 유지된다는 에서 매싱의 분할과는 차이가 있다. 한, 

상 인 기 을 고려해 스 일을 조 했다. 12m 높이의 면부는 장

과 함께 있을 때 스 일상 문제가 없다. 하지만 캐노피 아래의 공간에서

는 12m의 높이가 지나치게 크게 느껴지는데 이 을 고려해 외부계단을 

두어 공간의 크기를 분 했다.2) 

1) Matthew Carmona et al., 강홍빈 외 6명 역(2009), 게서, p. 132

2) 참조 : [그림 3-56] p. 82, 기 설계에는 캐노피 아래에 외부계단은 없었다. 

하지만 선큰 이스와 함께 캐노피공간에서 느껴지는 거 한 공간감을 덜어

주기 하여 계단을 계획하 다. (설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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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센터원 마감을 이용한 매스 분절과 외부 계단을 통한 스케일을 조절

  카 로 지테(1965)가 언 한 완 하게 닫힌 가로공간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지만 개별 인 건물의 조형계획으로서 주변 환경과 소통을 시도하

고, 지의 경계에 근 하게 건물을 배치하여 건물간의 간격을 임으로

서 ‘나 홀로형’ 건물을 극복하려고 했던 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건

물의 각 면과 연 가로의 개별 인 소통만 있을 뿐 주변의 다른 건물, 

혹은 가로공간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주변의 

건물들을 곧 재개발될 상으로 단하고 주변 건물과의 계를 고려하

지 않은 채 층부를 계획했다는 이 한계의 주된 원인이다.

  3) 유연한 경계

  가로와 건물이 이루는 경계의 설정은 보행자가 인지하는 두 공간의 연

계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기제이다. 두 건축물은 가장 많은 보행자가 출

입하는 주출입구와 정면부의 경계를 유연하게 설정하여 건물의 개방성을 

강조한 공간조성의 특성을 보인다. 

  페럼타워의 정면은 유리의 물성을 효과 으로 살려 개방감을 높 다. 층

부의 회색빛 칼라 린트강 의 두꺼운 임으로 비 40m, 높이 12m 틀을 

만들고 그 안을 모두 유리로 마감하 다. 불투명한 임과 조되어 유리의 

투명함이 강조된다. 더욱이 유리를 잡아주는 임을 내부에 두어 외부에서 

유리벽면이 평면으로 깔끔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벽이 없는 것 같은 모호한 

느낌을 주며 시각  연계를 통해 경계를 유연하게 만들었다.1)[그림 4-4]

1) 하지만 로이코 을 한 유리를 사용하여 반사도를 낮추지는 못했다. 코 을 

입힌 유리를 사용한 이유는 재료 사용의 유행과 연 이 깊다. 내부의 개방성

을 의도 으로 이기 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설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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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페럼타워 정면 파사드1)

  

  센터원은 면에 ‘퍼블릭룸’이라는 이공간을 두어 장과 오피스 내부

의 경계를 유연하게 계획하 다. 퍼블릭룸은 공용로비로 보행자들도 자유롭

게 드나들 수 있는 진입공간이다. 공용공간의 특성에 맞춰 주출입구 양 으

로 각각 개폐가 가능한 문을 두어 출입구를 확장할 수 있게 하 고 면을 

유리와 하얀 메탈 임으로 마감하여 투명한 개방감을 살렸다. 투명한 마

감과 12m의 높은 천정고는 2층의 비즈니스 로비공간과 비를 이루며 사

공간과는 분리된 느낌을 다. 한 퍼블릭룸과 일직선상에 있는 정면 모

서리의 캐노피가 퍼블릭룸의 천정과 같은 구조로 설치되었다. 내･외부공간

이 같은 구조 안에 덮여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2)[그림 4-5]

[그림 4-5] 퍼블릭룸과 캐노피의 골조구조3)

1) 김양미, 게서, p. 66

2) 출처 : 설계자 인터뷰

3) 출처 : 네이버 블로그 ram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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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경계면에서의 진입단차 역시 가로와의 연계성 

차원에서 요한 요소이다.1) 

  페럼타워의 지는 비교  평탄한 평지이기 때문에 지형에 따른 진입부

의 높이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층부의 정면인 동측이 500mm 낮아 

약간의 단차가 발생한다. 때문에 정면을 제외한 모든 진입부는 가로에서 

건물 내부까지 단차가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턱도 없다. 정면의 경우 

500mm 높이의 단차는 300mm깊이, 3단의 계단으로 연결했다. 계단은 

계를 만들며 가로와 명공지의 역을 확실하게 구분한다는 한계가 있지

만 면부 반에 거쳐 계단을 길게 두어 근성을 높이고 시각 으로 느

껴지는 단의 높이를 상쇄시켰다.[그림 4-4] 한 을지로입구역에서 진입하

는 남측에는 완만한 경사면을 만들었고 주출입구와 같은 높이로 정면을 

7.5-8m를 확보해 가로와의 경계 이후에 충분한 완충공간을 만들었다.

  센터원 역시 비교  평탄한 평지이기 때문에 지형에 따른 진입부의 차

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남측으로 오르는 경사면이 있어 동측 카페거

리에서 단차 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 상승하는 가로와의 높이 차이를 최

한 일정하게 유지하기 해 계단식으로 끊어 올라가는 회랑을 만들었

다. 회랑 바닥이 가로보다 조  높아 공간은 구분되어 있지만 가로에서 

한 단(최  300mm)만 오르면 진입할 수 있도록 단차를 조 했다.2)

  상들은 보안에 민감하고 사 인 성격이 강한 오피스에서 공공로비와 

과감한 입면의 시도로 개방감을 높이고 보행자를 건물로 했다는 

에서 이 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층부의 활용에 있어서 

보행자들에게 완 히 자유로운 유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는데 

1) - 이미선(2007)은 지구단 계획에서 제시하는 물리  규제요소의 건축물 1층 

바닥높이 항목을 근거로 ‘ 층부 평가 요소’에 지상 벨을 근성, 편리성, 

연속성을 확보하기 한 규제 요소로 설정하 다.  

   - ) 삼일빌딩(1971)은 면가로의 주차장과 1m가 넘는 단 차이로 인하여 건

물과 가로와의 극  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종 (2004), 게서. p. 14)

2) 참조 : [그림 3-44]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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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공공간의 제한된 활용은 공 ･사  역의 배치  근 동선

과 한 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 페럼타워와 센터원의 공적･사적 영역의 배치

  먼  센터원은 단면으로 공 역과 사 역이 구분된다. 하지만 

근 동선이 1층의 공 역을 거쳐 2층의 사 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VIP의 출입을 해 1층 퍼블릭룸의 보안이 강화된다. 리자는 보안을 

해 사진촬 과 같은 방문객의 활동을 일부 제한하며 장과의 연계를 

해 설치한 문을 극 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한 공용공간 안에 앉

을 곳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시설과 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1) 감시

의 상을 이기 해 선택  활동이 일어날 수 없는 분 기를 조성하

여 보행자의 출입을 간 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뉴욕의 ‘The IMB Plaza’는 내부 공용로비에 보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

와 앉을 곳을 제공했다. 때문에 원활한 선택  활동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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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럼타워는 공 역과 사 역을 평면으로 구분하고 출입이 가능한 

로비를 사이에 두고 공유한다. 사 역의 앞인 로비 일부에 보안요원이 

배치되지만 2, 3층의 공용공간은 사 역과 분리되어 있어 보행자는 센

터원의 경우보다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부출입구를 통해 근하

는 VIP의 동선은 사선에스컬 이터에 의해 보행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

아 로비에서의 보행자 활동 역시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 건축물과 차이를 보이는 로 청진지구의 그랑서울을 살펴보면 공

역과 사 역이 평면상에서 구분되며 근동선역시 분리되어 있다. 

의 두 경우와 다르게 공유하는 역이 없어 공 역에서 보안을 목

으로 보행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없다. 하지만 유연한 경계를 통해 

근하여 유할 수 있는 역이 일부 역으로 제한된다는 단 이 있다.

4.2.2 가로공간의 입체적 확장1)

  상 건축물들은 다음의 설계 기법을 통해 가로공간의 입체  확장을 시

도하 다. 1) 외부에 극 인 수직유도장치를 두어 가로의 흐름을 건물 내

부로 유입시키고 2) 내부의 보이드공간을 통해 시각 인 연계와 인지를 가능

하게 하여 근을 유도하 다. 한, 3) 다층 으로 보행자의 이동이 가능하

게 하여 보행 흐름을 만들고 4) 로그램을 성격별로 여러 층에 배치하여 활

성화된 가로에서처럼 다양한 선택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했다.

  1) 외부 수직 연계장치

  지로 근하는 여러 동선들을 고려해 입체 이며 다채로운 출입방식

을 갖춘 건축물은 보행자가 상을 쉽게 인지하고 편리하게 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때문에 인지와 근이 어려운 2층과 지하에 치한 상업

시설에 직  연결되는 수직연계장치가 설치될 경우 출입방식이 입체 으

로 다양해지며 인지와 근이 보다 쉬워진다.

1) 가로공간의 입체  확장을 내부 공간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페럼타워

를 심으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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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두 가지 가 외부 수직 연계장치의 효과를 잘 보여 다.1) 명

동에 치한 OPUS11(1986)은 구 서울투자 융사옥으로 2008년에 

인 리모델링을 통해 2층과 1층 부분의 로비공간을 상업임 시설로 

변경했다. 1층의 로비가 축소되어 2층으로 연결되던 에스컬 이터가 사

라지고 신 외부에 별개의 연계장치가 설치되었다. 덕분에 외부에서 2

층의 음식 을 쉽게 인지하고 근할 수 있게 되었다. 무교동의 더 익스

체인지 서울(1980)도 비슷한 변화를 보인다. 구 코오롱 빌딩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빌딩은 2001년에 층부를 리모델링했다.2) 1층과 2층에 상업

임 시설을 배치하고 2층으로 연계되는 외부연계장치를 따로 붙여 넣어 

보다 쉽게 2층으로 근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이후 두 건물의 2

층으로 사람들의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특히 더 익스체인지 서울

의 경우 층부의 활성화 향으로 건물의 자산가치도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다. 페럼타워와 센터원 역시 이러한 을 고려해 가로의 보행자를 2, 

3층의 내부로 유도하기 한 수직 연계장치를 극 으로 시도했다.

  페럼타워의 지하 1층의 선큰 이스는 보행자가 많은 남 문로 10길에 

연 해 있다. 보행방향의 연속선상에 2700mm 폭의 넓은 계단이 있어 보

행과정에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선큰 이스 에는 돌아 올라가는 복

도형 시시설이 독특한 공간감을 주며3), 동시에 선큰 이스 쪽으로 돌

출되어있어 계단을 통해 내려가는 지하로의 입구성을 강조해 다.4) 북측 

외부에는 3층의 문화공간으로 연계시켜주는 ‘나무계단 길’이 있다. 나무계

단 길은 복도형 시시설과 만나 독특한 단면공간과 미술품을 람하며 3

층으로 오를 수 있게 하는 연계장치이며, 상징  디자인 개념인 ‘길’5)이 

1) 참조 : [그림 2-18, 19] p. 39

2) 2001년 모건스탠리가 625억에 건물을 매입하고 층부 용도 변경과 입면 리

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자산가치를 상승시켰다. 2004년에 싱가포르투자청에 

40% 상승한 가격으로 매각되었고 2011년 ‘더 익스체인지 서울’로 32년 만에 

명칭이 바 었다. (출처 : dongA.com, 매일경제, 연합뉴스)

3) 참조 : [그림 3-26] p. 65, [그림 3-29~31] p. 66

4) 참조 : [그림 3-13] p. 56

5) 지를 통하는 길을 만들고 길 안에 문화 술 로그램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길 안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동선 체계를 만들었다.(본부장 김태성, 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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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과감하게 시도된 설계 요소이다. 유입동선이 가장 많은 한빛 장을 

향하고 있고 필로티1)로 띄어진 휴게공간 안쪽에 선큰 이스와 첩되

어 있다. 지하에는 지하철에서 지하1층으로 바로 연결해주는 지하 연결통

로가 있다. 이 통로는 지하철 뿐 아리나 센터원과 삼화빌딩 등 주변 건물

의 지하와도 연결되는 독특한 인 라이다. 출입구보다 낮은 벨에서 에

스컬 이터를 통해 지하 1층으로 진입할 수 있고 내부로 진입하면 좌측에 

사선으로 방향성이 강한 에스컬 이터나 정면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공용로비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그림 4-7] 센터원 선큰플레이스2) [그림 4-8] 센터원 캐노피 아래 외부 계단3)

  센터원의 지하 식당가는 캐노피 아래의 선큰 이스를 통해 진입이 

가능하다. 4m에 달하는 넓은 폭의 계단을 따라 내려갈 수 있다.[그림 

4-7] 각으로 돌출된 캐노피가 ‘ 음의 거리’에서 유입되는 보행자의 유

도를 돕는다. 한 지하철과 연결되는 지하통로를 통해서도 근이 가능

하다. 계단과 램 를 통해 지하 1층으로 진입한다. 선큰 이스로 연결

되는 계단 바로 에는 내부를 통하지 않고도 직 으로 2층에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 3m 폭의 외부계단이 있다. 캐노피의 철골구조가 만들

어 내는 독특한 공간감[그림 4-8]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해주는 이 계단

은 로마의 스페인 장과 같이 수직연계장치인 동시에 보행자가 계단에 

1) 필로티로 띄어진 매스에 의해 인간 척도가 조 되고 입구성이 강조된다.

2)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 www.aurum.re.kr

3)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 www.auru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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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완공 후 오랜 시간 

연합뉴스가 2층 임 공간을 사 인 업무용도로 사용하면서 의도한 로 

계단이 활용되지 못했다. 2014년 8월에 주 (느린마을)이 입 하면서 활

용도가 높아졌다.1)  

   독특하고 과감한 개념을 도입하고 입구성을 강조하면서 외부에서의 

수직 이동을 자극했다는 에서 상의 다양한 수직 연계장치들은 의미 

있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설계의도에 맞게 잘 작동되고 있는지 

실태를 악해 보면 몇 가지의 한계가 지 된다. 먼 , 페럼타워의 나무

계단은 무 안쪽에 배치되어 있어 가로에서 인지가 어렵고 출입 가능 

여부와 계단의 목 지를 확인 할 수가 없다. 디자인과 공간으로 가로의 

보행자를 유도하지 못하고 건물 이용자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한

계가 있다. 센터원의 경우에도 외부계단은 독특한 공간감을 경험하게 하

는 매력이 있지만 연계장치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인지할 수가 없다. 최

근에 주 이 들어와 계단에 항아리를 시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고 배

(banner)를 통해 로그램을 알리고 있지만 이 역시 설계 기법을 통한 

유도방식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그림 4-9] 느린마을 항아리 디피 [그림 4-10] 그랑서울 중앙 에스컬레이터

1) 연합뉴스가 나간 뒤 2014년 8월에 주 이 입 했다. 주 은 길게 뻗은 계단 

상부에 주 을 상징하는 항아리를 규칙 으로 배치하여 보행자에게 2층 공간

의 용도를 알리고 볼거리를 제공해 가로로부터 보행흐름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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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랑서울 앙 에스컬 이터의 사례1)를 통해 수직 연계장치에 편의성

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도 한계로 지 할 수 있다. 5-6m 높이의 계단

을 보행자가 선택  활동을 해 오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보행자가 

노력을 감안할 정도의 매력 인 공간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계시

설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얀겔의 주장처럼 지상층을 벗어나는 

층으로는 사람들이 쉽게 이동하지 않는다. 쉽게 인지하거나 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연계장치와 목 지를 확실하

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간과 배치를 효과 으로 구성하거나 근이 쉽도

록 연계장치에 편의성을 더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수직공간의 연계 : 보이드(void)공간

  기존 건축물에서도 단면 설계에 의한 열린 보이드공간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종로타워(1999)는 표 인 사례로 2층의 평면을 일부 잘라내어 1

층 공용로비의 층고를 높이고 그곳에 계단이나 에스컬 이터와 같은 수

직동선장치를 배치했다. 교보생명빌딩(1984)은 4개 층이 아트리움에 감

싸여 있는 더욱 극 인 수직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2) 1-2층은 수직

선상에서 뒤로 려 더 넓은 공간에서 아트리움을 공유하고 있고 에스컬

이터가 있어 수직 인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들에서 시

도된 수직  열린 공간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 , 공유하는 

층수가 제한 이다. 부분이 종로타워와 같이 두 개 층에 머문다. 교보

생명빌딩의 경우에도 아트리움 안에 있는 층수는 네 개 층이지만 의 

3, 4층은 외부 입면과 같은 마감으로 아트리움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공

1) 그랑서울에는 지상에서 지하의 식당가로 연결되는 3개의 연결통로가 있다. 

앙 장의 에스컬 이터를 통해 근이 가능하며 로변의 가로공간의 계단

과 종로5길에 연 한 선큰 이스를 통해서도 근이 가능하다. 이  활발

하게 이용되고 있는 연계장치는 앙 장에 있는 에스컬 이터이다. 장의 

앙에 치해 가로변에 있는 다른 두 연계장치에 비해 인지하기 어렵지만 

6m가 넘는 높이를 계단이 아닌 에스컬 이터를 통해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

다는 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단된다. 지하로 진입하는 내려가는 동

선은 다른 두 곳의 계단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유독 올라가는 동선은 을 서

서라도 앙의 에스컬 이터를 타고 오른다.

2) 참조 : [그림 2-17]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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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 공간을 공유하는 각 층의 

시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유하는 공간을 각층에서 함께 볼 

수 있다는 것뿐이지 공유하는 공간을 통해 다른 층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공간이 5개 층에 달하는 페럼타워는 기존의 사례들의 단 을 보완

하는 차별화된 보이드공간을 계획했다. 페럼타워 보이드공간의 특징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개의 열린 공간이 있다. 

1층 로비에서부터 3층 문화시설까지 연결된 공용로비 열린 공간과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연결된 공용코어 열린 공간, 이 두 개의 열린 공

간이 공공공간 안에 있다. 두 번째, 이 두 공간이 지상 1, 2층에서 하

고 있다. 기존의 ‘ㅣ’자형 열린 공간이 아닌 합된 공간으로 사선으로 

더 넓은 시야를 확보 할 수 있고 다채로운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열린 공간이 건물의 다양한 로그램에 둘러싸여 있다. 한 쪽에 

치우쳐 배치되어 있었던 앞선 사례들과는 다른 으로 각각의 층에서 마

주하고 있는 곳의 로그램과 활동을 바라볼 수 있다.1) 각 층이 시각

으로 연계되면서 서로를 인지할 수 있고 보다 역동 인 분 기가 조성된

다.2) 네 번째, 열린 공간에 인지가 가능한 수직연계동선이 있다. 공용코

어 공간에 사선으로 엇갈려 배치된 에스컬 이터와 투명한 유리로 마감

된 ‘ 드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용자들의 수직이동이 열린 공간 안에서 

쉽게 인지된다.3) 이러한 특징들은 결국 시각  연계의 가능성을 높이고 

역동 인 움직임을 노출시킴으로써 보행자를 지상층을 벗어난 공용공간

으로 유도하도록 돕는다.

1) 참조 : [그림 3-22] p. 62

2) 페럼타워의 북측은 사 역, 남쪽은 공 역이며 동측과 서측은 이 둘을 

이어주는 동선이 지난다. 네 면 모두 열린 공간을 통해 맞은 편 혹은 연 한 

공간을 바라볼 수 있다.

3) 참조 : [그림 3-21] p. 62, [그림 3-25]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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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럼타워의 경우보다 극 이진 않지만 센터원 역시 선큰 이스와 

그 의 캐노피로 외부의 열린 공간을 만들어 활용했다. 지하 1층에서부

터 지상 2층까지 세 개 층에 달하는 공간을 다양한 내･외부 수평동선과 

노천카페로 공간을 둘러싸고 주변으로 수직동선을 배치하여 시각  연계

가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페럼타워의 층부 내부공간은 수직공간을 시각 으로 연계시키고 움

직임에 역동성을 더했다는 에서 매우 바람직한 층부의 내부공간 조

성 사례로 평가한다. 하지만 가로와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외부 수직 

연계장치와 유연한 경계에서 지 된 한계 에 의하여 내부 공간이 설계

자가 의도한 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1)

[그림 4-11] 페럼타워 보이드공간의 특징

1) 재 페럼타워의 리자들은 꾸 히 이용되는 층부의 회의공간과 문화시

설을 잘 이용되지 않고 있는 복도형 시시설과 로그램으로 묶어 활성화시

킬 계획을 비 이다. 층부의 활성화에 외부의 나무계단으로부터 이어지

는 복도형 시시설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고 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설

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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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층 으로 교차하는 동선

  열린 공간 안에서 입체 으로 교차하는 동선은 공간을 역동 이게 만

들고 각 층으로 보행자의 근을 유도한다.

페럼타워 센터원

[그림 4-12] 다층적으로 교차하는 동선

  페럼타워의 표 인 입체  동선은 앙의 보이드공간에 배치되어 있

다.1) 먼 , 1층의 주출입구에서 부출입구로 횡단하는 동선이 지난다. 그

리고 그 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연결되는 에스컬 이터가 상･

하향이 사선으로 엇갈려 지난다. 사선으로 열린 공간을 가로지르는 각 

층의 에스컬 이터들이 깊이 있는 공간감을 만들어 내며 드엘리베이터

와 함께 매우 역동 인 분 기를 조성한다. 한 열린 공간의 외곽에 회

의실  문화시설과 복도형 시시설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지난다. 2층

은 부출입구 상단에 북카페 - 업무시설 코어 - 복도형 시시설을 연결

1) 참조 : [그림 3-25~28]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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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통로가 지나고 3층은 주출입구 에 복도형 시시설과 문화공간이 

연결된 통로가 지나는데, 특히 보이드공간의 통로는 주출입구와 부출입

구를 통해 건물로 진입한 이용자에게 정면에서 인지되는 요소로서 역동

 분 기 조성과 상부 층으로의 유도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이

게 한 공간 안에 세 종류의 동선체계가 다층 으로 교차하고 있다. 한 

복도형 시시설과 선큰 이스로 내려가는 계단에서도 입체 으로 교

차하는 동선을 찾을 수 있다. 복도형 시시설은 반시계방향으로 감아 

올라간다. 복도형 시시설의 입인 나무계단과 그 를 지나는 시시

설의 램 는 같은 수직선상에 있지 않고 돌출되어있어 수평선상에서 동

선이 다양하게 교차한다.1) 

  센터원은 캐노피 아래공간에서 다층 인 교차동선이 나타난다.2) 선큰

이스로 내려가는 계단동선, 2층 상업임 시설로 오르는 계단동선, 1

층 앙에서 동서로 횡단하는 동선, 건물 내부 2층에서 오피스로비와 2

층 상업임 시설을 동서로 연결하는 동선이 서로 얽 있다. 더욱이 이 

동선들은 모두가 각기 다른 특성3)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보행자는 독

특한 공간감과 다채로운 진입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 퍼블릭룸에는 3

의 상향 에스컬 이터와 2 의 하향 에스컬 이터 그리고 오 제와 같은 

원형 계단이 있다. 이들은 서로 교차하고 있지는 않지만 속성의 차이가 

분명한 동선이 한 공간 안에 있어 특별하다. 먼  주출입구와 가까운 안

쪽에 상향 에스컬 이터 3 를 설치하여 내려가는 동선보다 강한 방향성

을 다.4) 오른편에는 에스컬 이터와 비5)를 이루는 곡선형의 원형계

단을 두어 공간을 풍요롭게 한다. 

1) 참조 : [그림 3-30] p. 66

2) 참조 : [그림 3-62, 63, 64, 65] p. 86

3) 내･외부의 차이, 계단과 평지의 차이, 폭 비의 차이 등 각각이 다른 특성을 

지닌다.

4) 퍼블릭룸에서는 오피스로비로 올라가는 동선이 요했기 때문에 더 많은 수

의 에스컬 이터를 설치했다. (설계자 인터뷰)

5) 에스컬 이터-직선형, 원형계단-곡선형 한 에스컬 이터-빠름-업무용로비

로 연결, 원형계단-여유-KF갤러리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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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럼타워와 센터원의 캐노피 아래 공간의 경우 다층 으로 교차하는 

수평･수직 동선이 평･단면  치에 균형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고 한 공

간 안에서 시각 으로 인지하기 쉽도록 고루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센

터원 퍼블릭룸의 동선들은 열린 공간 안에서 동선이 교차하지 못하고 있

고 다각도로 동선의 흐름을 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 인 에스

컬 이터 동선과 큰 차이가 없다.  

  4) 로그램의 성격별 층 배치 

  80년  후반 오피스에 상업시설을 포함한 타용도가 층부를 넘어 수

직으로 확장했었지만 일반인의 근을 유도하지 못해 실패했고, 90년  

이후 층부에 수직으로 확장했던 타용도가 응집되었다.1) 층부에 응집

된 타용도는 성격과 이용자의 특성에 맞춰 계별로 구분되었고 최 의 

층수에 배치되었다. 

  페럼타워는 상 으로 좁은 건축면  안에 다양한 시설을 넣어야 했

다. 따라서 수직 으로 배치계획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용도의 성격과 

이용자들의 근 방식을 고려해 수직선상에서 배치하 고 그 결과 층별

로 성격이 구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출입구를 가지고 근

이 쉬워야하며 외부에 극 인 노출이 필요한 카페와 같은 임 상업시

설은 1층에 치시켰다. 식당가는 리미엄 등 으로 특별하게 기획하여 

지하 두 개 층에 배치하 고 신 노출이 잘되도록 공간구성과 근방식

을 다양하게 계획했다.2) 외부의 손님들을 맞이하는 공간인 비즈니스센터

와 책을 볼 수 있는 북카페는 2층에 배치하여 1층과 비교해 조용한 분

기를 조성하 다. 비즈니스센터의 경우 이용자가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

1) 구 서울투자 융사옥(1986)의 하늘공원과 같이 상층부에서 시도되었던 다양

한 수직  용도 배치가 일반인 근이 여의치 않아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분산되었던 타용도가 응집하 고 수직  용도의 배치가 더욱 확고해졌다.(이

경화(2007), 게서, p. 91)

2) 지하식당으로 연결되는 외부 선큰 이스와 정면부의 외부 계단, 을지로입

구역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지하출입구가 계획되었고 인지가 쉬운 내부 열

린 공간 안의 에스컬 이터와 투명한 엘리베이터가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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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부로의 극 인 노출 신 1층 공용로비에서 쉽게 근할 수 있게 

계획하 다. 이용자의 목 성이 가장 뚜렷한 문화집회시설은 3층에 배치

하 다. 목 성이 강해 외부에 공간을 극 으로 알리지 않아도 이용자

의 근이 가능하다. 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공간 코어는 엘리

베이터만 연결되어 있고 신 외부에서부터 연결된 복도형 시시설을 

통해 시된 작품을 감상하며 근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페럼타워 센터원

[그림 4-13] 프로그램 성격별 층 배치

  센터원도 유사한 방식으로 로그램을 층별로 구분하여 배치했다. 지하 

두 개 층에 식당가와 서비스 시설, 노출이 필요하고 근이 쉬워야 하며 

동시에 보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카페를 1층 문화의 축

에 배치하 다. 2층에는 KF(한국국제교류재단) 갤러리를 공용로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퍼블릭룸에서 원형계단을 타고 근하도록 

했다. 카페거리 에는 천정고가 높은 상업시설이 배치되어 있고 캐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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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외부계단을 통해 연결된다. 헬스장1)과 스카이라운지2)는 각각 3층

과 36층에 배치되었다. 강한 목 성을 가진 이용자를 상으로 하는 공간

이기에 공용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해 근할 수 있도록 했다.

  두 건물의 로그램 배치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로그램을 제공하며 

운 의 차원에서도 최 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입체

 확장의 에서 본다면 한계도 있다. 먼  보행자에게는 로그램이 

잘 인식되지 않는다. 로그램에 목 성이 확실한 사용자만 근하다보

니 특별하게 공간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없다. 때문에 그 공간으로의 

근성을 높이기 해 설치한 과감한 연계시설들이 사실상 제 로 활용되

지 못한다. 더욱이 공간의 형태나 디자인에 의한 방법으로 외부에 공간

이 알려지지 않아 찾아오는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근이 제한되기도 한

다. 알 산더(1977)는 공동실을 가로에 면한 넓은 테라스나 을 향해

서 개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부에서도 로그램을 어렵지 않게 인

식할 수 있어야 연계시설들이 제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설계 시 의

도했던 가로공간의 수직  확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4.2.3 프로그램 활용

  1) 소비공간을 이용한 가로의 장소화

  90년  소비문화의 확산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오피스 빌딩 층부에 

소비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임 공간이 최 로 확장했다. 때문에 근래

의 오피스 층부에 상업공간이 계획되는 것 자체가 차별 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건축물에서의 소비공간을 공간조성의 

특성에서 다루는 이유는 단순한 소비시설의 배치가 아닌 소비공간의 조

성을 통해 연 한 가로에 장소성을 형성시켰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1) 설계단계에서는 트 이딩룸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재는 헬스장으로 사용

되고 있다. 헬스장은 외부인도 가입만 하면 사용이 가능한 로그램으로 트

이딩룸에 비해 공 인 공간이다.

2) 서울시 건축 원회심의에 의해서 망 로 계획된 곳이다. 재는 스카이라

운지로 이용되고 있지만 법 인 기능은 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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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원에 연 한 을지로 7길은 문화의 축이 지나는 곳으로 설계자

의 제안에 따라 카페거리로 변경 계획되었다.1) 총 네 개의 카페임 공간

이 다른 방식의 공간으로 연 하여 설계되었다. 캐노피 아래 치한 소

비공간(cafe Mamas)은 본 건물과 완 히 분리된 작은 스 일로 설계되

었다. 음의 거리에서 진입하는 보행자들을 안락하게 맞이하며 캐노피 

아래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지의 앙에 치한 소

비공간(Brown Bench)은 안쪽에 치해 보다 조용한 분 기이며 캐노피 

아래 공간에 테라스를 두어 선큰 이스와 캐노피가 만들어내는 큰 공

간감을 느낄 수 있게 조성되었다. 나머지 두 개의 소비공간(coco bruni, 

artisee)은 1층을 어 넣어 만든 회랑에 배치되었다. 회랑 아래 각각 외

부공간을 확보하여 노천카페로 운 하고 있다. 세련된 건물의 외 과 함

께 이 곳의 카페들은 음의 거리의 상업공간과는 차별화된 정갈한 분

기를 조성한다. 카페들은 밤에도 계속 운 되며 야간에도 보행이 가능한 

운치 있는 가로환경을 만들었다.2) 

  페럼타워의 연 한 가로  새로 조성되어 상 으로 가장 열악한 삼

일 로 13길3)에 카페가 배치 다. 카페공간은 면이 회색 칼라 린트강

으로 마감된 남측 층부 입면에서 1층 높이의 공간만 setback되어 조

성되었다.4) 카페의 유리 사드와 면의 조경이 회색 강 과 조되어 

더욱 돋보인다. 센터원의 경우처럼 소비공간이 가로변의 분 기를 개선5)

시켰고 보행자를 유도했으며 가로의 시간  연속성6)도 확보했다. 

1) 서울시에서 미디어조경가로를 계획하고 있었던 곳이다.

2) 센터원이 자리하기 이  을지로 7길은 가로를 따라 길게 늘어진 화단과 주

차장에 의해 심각한 공동화 상이 발생하던 가로 다.

3) 삼일 로 13길은 페럼타워 이 에는 청계 등학교 건물(동국제강 구사옥)에 

의해 단 되어 있었지만 페럼타워 신축을 해 구사옥이 철거되면서 삼일

로 13길이 남 문로로 연결되었다. 기존 건물과 완충공간 없이 배면을 며 

착해 있었던 교원내외빌딩과 하나은행본 에 의해 가로환경이 열악하다.

4) 참조 : [그림 3-17] p. 58  ‘남측 상업임 시설 입면’, [그림 3-33] p.68

5) 교원내외빌딩도 2010년도에 리모델링을 통해 삼일 로 13길에 상업공간을 

마련했다.

6) 최소  등(1999), 게서,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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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소비공간의 조성은 상업공간의 배치를 넘어 연 하는 가로공간

을 물리  변화 뿐 아니라 보행자의 활동과 가로에 한 이미지까지 변

화시켜 가로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소비공간의 조성은 소비공

간의 집 을 제하여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센터원의 카페거리는 

카페들이 서로 연계되어 활동이 활발하고 가로공간을 장소화 시키지만 

공공공간의 심이 되는 공용로비(퍼블릭룸)와 연계되어있지 않아 퍼블

릭룸의 활용도를 크게 축소시켰다.1) 한 소비공간이 카페거리에 집  

되어 있어 야간에 안 하지 못한 가로공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2) 편의  문화시설 강화

  상 건축물은 화장실, 편의 과, 휴게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외부로 노

출시켜 가로의 보행자들이 쉽게 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2) 

  센터원은 퍼블릭룸과 선큰 이스에 공용화장실을 배치했다. 특히 선

큰 이스에 비치된 화장실3)은 공공을 한 화장실로 외부에 치한다. 

선큰으로 연계된 계단을 통해 내려갔을 경우 왼쪽 벽면 안내 을 통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벽면을 따라 화장실까지 캐노피를 두어 

비를 피해 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 지하1층의 각 출입구와 가

장 가까운 곳에 편의 과 뷰티샵을 배치하여 근성을 높 다. 보행자들

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편의 과 뷰티샵을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

도록 노출시켜 건물 내부공간이 보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했다. 

1) 퍼블릭룸과 연계되어 카페임 공간의 출입구가 두 개 이상이 되면 카페운

자가 동선을 리하기 힘들게 된다는 이유에서 가로를 향해 하나의 입구만을 

가진 개별 공간으로 설계하 다.(설계자 인터뷰)

2) Willian Whyte는 층부의 쉼터공간(sitting), 음식 (food), 상 (retailing), 

화장실(toilet)을 외부공간의 필수 요소로 보았다. (Whyte, Willian H.(1980),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Washington, D.C, p. 10-23, 54-59, 

76-81

3) 참조 : [그림 3-60]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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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럼타워 역시 지하 1층 식당가의 출입구인 선큰 이스 정면에 편의

을 두어 쉽게 인지하고 근이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편의  바로 인

한 곳에 화장실을 배치했다. 편의 을 이용하는 외부인들이 쉽게 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 시물1)을 투명한 유리로 마감된 정면 출

입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하 다. 건물을 지나는 보행자들에게 쉽게 인지

되며 쉽게 내부로 근해서 자세히 볼 수 있다. 나무계단 길을 따라 3층

의 문화공간으로 가는 내부 동선 곳곳에도 작품이 시되어 있다.2)

  두 상은 제한된 이용자를 한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제공했다는 

에서는 한계가 있다. 두 경우 모두 근이 가장 빈번한 공용로비에서는 

화장실이 감추어져 있으며3), 공용으로 마련한 화장실도 지하에 있어 사

실상 근이 쉽지 않다. 공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

하 식당가의 이용자를 우선으로 고려한 시설이다. 두 상의 경우와 비

교해 가로에 보다 극 으로 기여한 사례로 청진지구의 ‘그랑서울’을 들 

수 있다. 그랑서울은 로와 인 한 건축물 정면에 화장실을 배치하고 

건물 입구에 안내 을 부착하여 보행자가 쉽게 인지하고 근할 수 있도

록 배려했다.

 

[그림 4-14] 그랑서울 개방화장실

1) 페럼타워에는 내･외부로 서울시 심의를 거친 유명작가의 작품 40여 이 곳

곳에 시되어 있다. (Landmark Story '페럼타워 편‘ 2011년 2월 11일, 

Home story에서 반 )

2) 참조 : [그림 3-31] p. 66

3) 페럼타워는 설계과정에서 의도 으로 로비에서 잘 보이지 않은 곳에 배치했

으며, 센터원은 코어의 치와 원형계단에 의해 의도치 않게 가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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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논의점과 제언

  최근 신축되어 가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오피스의 

공간조성 특징을 밝히고 가로활성화 에서의 의의와 한계를 조명해보

았다. 이를 토 로 최근동향의 형 오피스 건축이 가로와의 계 안에

서 지니고 있는 논의 을 도출한다.

  1) 제한된 공공성과 선택  활동의 부재

  오피스는 사옥의 특성상 완 히 자유로운 유는 매우 어렵다. 특히나 

센터원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 공간과 공 공간이 공유하는 면 이 넓

을수록 보안 리의 범 가 넓어져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보안 리 역을 피해 공공성을 최 한 확보할 수 있는 공 ･사 공간의 

배치가 신 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한 센터원의 퍼블릭룸과 같은 공공공간이 활성화되기 해서는 보안

리의 범 를 벗어날 수 있는 공간배치와 함께 선택  활동을 유발할 

요소가 필요하다. 센터원의 설계자가 감을 받았던 뉴욕의 ‘The IBM 

Plaza’에는 아트리움 안에 다양한 가 (kiosk)와 앉을 곳이 있어 보행

자들의 다양한 선택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경계부에서의 낮은 시각 , 근  연계성

  가로환경의 입체화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내･외부의 연계성

이다. 페럼타워의 경우 내부에 과감한 열린 공간과 연계동선을 계획했지

만 외부에서 시각 으로 인지하기가 어려워 결국 목 을 가지고 근한 

소수의 이용자들에게만 활용되고 있다. 근이 가능하기 해서는 시각

 연계가 제되어야 한다. 로그램을 외부로 노출시킬 디자인  안

이 필요하며 특별한 매력을 느끼는 공간이나 로그램이 아니라면 에스

컬 이터와 같이 연계장치에 편의를 더해 근이 쉽도록 배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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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높은 소비공간 의존도

  가로활성화를 한 방법으로 소비공간에 한 의존도가 높다. 유럽과 

미국 도심지의 장과 같이 장소와 디자인으로 보행자를 모아 가로를 활

성화시키기 보다는 상업  성격의 임 공간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에 지

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머무름을 한 장소나 선택  활동을 

유발하는 요소가 소비  활동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경계부

와 외곽을 심으로 장소를 조성하고 청계천 의 문화활동을 장으로 

끌어들이는 등 디자인과 문화컨텐츠를 통한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4 소결

  상 오피스 층부의 세 가지 특징을 기 으로 층부의 설계 기법을 

해석하 다. 여러 측면에서 이 의 오피스와는 차별화 된 방법으로 가로

공간과의 연계를 시도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었지만 폐쇄 인 업무공간

이 가지는 한계와 설계 요소들의 부조화로 인한 한계가 지 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서 의의와 한계를 바탕으로 가로와의 계 안에서 도심부 오피

스가 지니고 있는 논의 을 도출하 다. 이를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구분 세부구분 페럼타워 센터원 의의 한계 논의점과 제언

가로와 저층부의 

배치와 경계

인프라 구축 기부채납 가로조성 기부채납 광장조성
･민간 자본이 가로 인프라 구축에 직
접 참여, 저층부와 연계하여 가로환
경을 크게 개선

･경계부를 살리지 못해 보행자가 머무는 광장과 장소
를 만들지 못함

･주변의 Amenity 특히, 청계천과 연계되지 못함
･제한된 공공성과 선택적 활동의 부
재

 -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배치와 관
계 형태에 의해 보안관리의 영역이 
결정, 공공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배치를 고려

 - 퍼블릭룸과 같은 공공공간이 활
성화되기 위해서는 선택적 활동을 
유발할 요소가 필요 

매스의 분절 조형적 분절
조형적 분절 

마감 분절

･조형, 마감을 이용한 분절로 진입부
의 스케일을 조절하고 연접하는 가
로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

･독립적인 조형계획에 의해 연결된 연속성이 없음

･완전하게 닫힌 가로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위요감을 
주지 못함

유연한 경계
정면 유리파사드

단차 없는 진입부

퍼블릭룸

(내･외부 전이공간)
단차 없는 진입부

･개방성이 높은 입면과 공공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용로비, 단차가 거의 없
는 진입부를 이용해 보행자가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쉬운 물리적 환경
을 조성

･사옥의 특성상 완전히 자유로운 점유는 불가

･페럼타워 -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비교적 자유로운 점유가 가능, 유리파사드의 코팅에 
의해 내부 공간의 개방감 축소 

･센터원 - 보안요원에 의한 제한된 활동, 퍼블릭룸에 
활동을 일으킬 프로그램 및 시설이 부재 

가로환경의 

 입체화

외부 수직 

연계장치

나무계단

+복도형 전시시설 

선큰플레이스 계단

지하 연결 통로

외부계단

선큰플레이스 계단

지하 연결통로

･다양하고 과감한 외부 수직 연계시설
을 설치하여 지상층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층으로의 접근이 가능한 물
리적 환경을 조성, 가로와 건물을 입
체적으로 연계하는 주요한 수단을 
제공

･사람들은 지상층을 벗어나는 층위로 쉽게 이동하지 않음

･수직 연계시설에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편의성을 주
지 못함

･연계시설이 디자인 및 공간적 요소로 접근을 유발하
지 못함 ･경계부에서의 낮은 시각적, 접근적 

연계성

 - 시각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접근
도 가능, 프로그램을 외부로 노출
시킬 디자인적 대안이 필요

 - 특별한 매력을 느끼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면 연계장치에 편
의성을 더할 필요가 있음

수직공간의 연계 : 

 보이드공간

로비공간 

공용코어공간

캐노피 아래 공간 
퍼블릭룸 
지하 중앙 공간

･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과 동선들이 
시각적으로 공유되도록 열린 공간을 
제공

･가로와 저층부 경계의 연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
하여 내부에 조성된 공간과 동선이 제대로 활용되
지 못함다층적으로 

 교차하는 동선

로비 횡단 출입구

사선 에스컬레이터 

누드 엘리베이터

복도형 전시시설

퍼블릭룸 에스컬레이터 
원형계단 
외부계단
선큰플레이스 계단
카페거리
횡단 가로

･열린 공간 안에서 동선이 여러 층에 
거처 교차,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
하고 다양한 위치에서 시각적 연계
와 보행자 유도

프로그램의 

 성격별 층 배치

지하 고급 식당가 

1층 상업임대시설 

2층 회의실, 북카페

3층 문화시설

지하 식당가
1층 카페거리
2층 주점, KF 갤러리
3층 헬스장 
36층 스카이라운지/전망대

･사용과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
고 이용자에게 많고 다양한 프로그
램을 제공

･지상층을 벗어난 프로그램이 공간적으로 외부에서 
인지되지 못함

･목적 접근이 강한 프로그램이 높은 층에 배치되고 
외부에 공간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일반 보행
자의 접근이 어려움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소비공간을 

이용한 

가로의 장소화

삼일대로 13길 카페 
관광문화의 축 카페거리

2층 주점

･저층부뿐 아니라 연접하는 가로환경
의 분위기 개선에도 큰 영향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을 만들고 시
간적 연속성을 확보해 야간에도 안
전한 가로를 조성

･소비공간의 집중에 의해 소외되는 공간이 발생

･센터원 - 카페거리와 퍼블릭룸의 연계부재 

･높은 소비공간 의존도

 - 활성화가 디자인에 의해 계획된 
공간이나 가로에서의 활동 및 문화
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 소비공간을 
통한 상업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짐

 - 편의시설도 소비공간 이용자를 
우선하여 계획

편의 및 

문화시설 강화

편의점

화장실 

공공전시

화장실

편의점

뷰티샵

환기구벤치

･보행자가 건물을 통해 적극적으로 편
의시설을 제공받고 공공공간에서 다
양한 문화시설을 경험

･제한된 이용자를 위한 화장실과 편의시설

･센터원 - 접근이 가장 빈번한 메인 공용로비에서 화
장실을 찾기 어려움 

･지하공간의 화장실이 비교적 접근이 쉽게 되어 있으
나 지하 식당가 이용자가 우선으로 고려됨

[표 4-2] 오피스 저층부의 설계 기법 해석 요약

116



117

5.1 연구의 요약 및 정리

5.2 연구의 의의와 한계

5. 결론

5.1 연구의 요약 및 정리

  본 연구는 도심부의 표  업무시설인 형 오피스의 층부가 가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는 에 주목하여 극 인 

디자인 개념이 도입된 최근 오피스를 상으로 설계 기법을 분석하고 분

석된 결과를 통해 형 오피스 층부의 공간조성 특성을 도출하 다. 

이어 설계 요소간의 부조화 혹은 사용자와의 이해 계를 통해 발생하는 

한계를 정리하여 결과 으로 가로활성화 에서 형 오피스 층부 

설계 시 고민해야 할 논의 을 제시하 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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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한된 공공성과 선택  활동의 부재

  상 오피스는 민간 자본이 가로 인 라 구축에 직  참여하여 층부

와 연속선상에서 가로활성화에 기여했다. 매스의 분 을 통해 진입부의 

스 일을 조 하고 개방성이 높은 입면과 출입이 자유로운 이공간을 

두어 보행자가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쉬운 물리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

다. 하지만 한빛 장과 같이 기부채납에 의한 인 라가 머무는 장소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옥의 특성상 공공공간이 자유롭게 유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면서 결국, 오피스 공용공간의 공공성이 제한되고 선택  활

동을 유발하는 요소가 부재하다는 논의 을 낳았다. 

  2) 경계부에서의 낮은 시각 , 근  연계성

  두 오피스는 다양하고 과감한 외부 수직 연계시설을 설치하여 가로와 

건물을 입체 으로 연계시키는 주요한 수단을 제공하 다. 한 열린 공

간과 다층 으로 교차하는 동선, 다양한 로그램을 통해 가로가 오피스 

내부에서 입체 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직 연계시설의 

편의성 부재와 지상층을 벗어난 로그램이 공간 으로 외부에서 인지되

지 못하는 등 내･외부의 경계에서 연계성이 제 로 확보되지 못하는 한

계를 보 다. 경계부에서의 시각 인지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별

성을 갖는 내부 공간이 결국 제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3) 높은 소비공간 의존도

  상 오피스는 카페거리 조성과 공공 시공간을 효과 으로 사용하여 

활성화 련 로그램의 독특한 활용을 보여주었다. 단순한 소비공간 배

치가 아닌 장소성을 구축하여 층부뿐 아니라 연 하는 가로환경의 분

기 개선에도 큰 향을 미쳤다. 한 복도형 시시설이라는 처음 시

도되는 과감한 문화시설을 도입하여 건물 내부로 보행자를 끌어들이기 

한 노력을 보 다. 하지만 결국 소비공간을 제외한 다른 장치들은 

리자의 활용의지와 디자인의 결함으로 제 로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성

공 인 최근 오피스에서도 이 처럼 소비공간만이 가로 활성화에 직

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한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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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가로활성화에 기여하는 극 인 디자인 개념이 도입된 최

근 오피스를 상으로 설계 기법을 분석하 다. 1) 가로활성화 인자로서 

분석의 공간  범 를 건축물 외부에 국한하지 않고 층부 반으로 확

장하여 살폈다는  2) 분석의 범 를 가구(Block)에서부터 건축물 내부

의 마감재료에 이르는 다양한 계로 설정하여, 층부 각각의 요소를 

입체  에서 다각도로 분석했다는  3) 인자 상호간의 작용과 상

의 배경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했다는 에서 이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오피스 층부의 설계 기법을 분석하여 층부의 공간조성 특성과 한

계를 도출하고 더 나아가 형 오피스 설계 시 공공성 확보와 가로활성

화를 해 고민해야 할 논의 을 조명한 본 연구는, “건축물의 공공성 

확보”와 “가로환경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인 기법”의 가이드라인을 

한 기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연구의 상이 최근경향을 종합하여 정의하기에는 그 수가 

고, 더욱이 같은 가구 안에 치해 있어 여건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

다는 한계가 있다. 2014년 말, 피맛골을 보존하려는 독특한 성격의 가구

에 완공되어 극 인 방식으로 가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그랑서울’

을 연구의 상으로 함께 분석해 본다면 다양한 설계 기법들을 통해 더

욱 깊이 있는 논의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1)

1) 그랑서울은 2014년 말에 완공된 건축물로 오피스의 특성상 정보공개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건물의 활용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결국 

두 상 건축물들과 같은 계로 분석할 수 없다고 단하여 상에서 제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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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Methods for Lower Levels of City Center 
Office buildings :

A case study of Euljiro, Seoul through street revitalization aspects

Joung, Joo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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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Responding to changes of economy of our city and consumer cultures, the 

design methods of lower levels of large office buildings show various 

differences from that of past office buildings. In the 1970s and 1980s, 

typical design methods of lower levels of office buildings tended to limit 

users through one-story lobbies and authoritative space composition, showing 

authority of the building owner. However, this resulted in severance from 

street. In the 1990s, commercial facilities were expanded in the lower levels 

of office building due to the spread of diversified consumer culture and 

increased demand for service facilities. Thus, pedestrians could enter into the 

inner space more easily. Since then, sharing methods of inner space have 

been taken into account for the construction of lower levels in the large 

office buildings that considered public nature. The new lower levels 

smoothed communications between the building and surrounding, by pulling 

down inside and outside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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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draw specific features of space compositions by 

analyzing design methods of lower levels of the downtown large office 

buildings that especially are appraised for not only maximization of 

commercial viabilities and corporate image improvement but also 

revitalization of streets. 

  The study objects are the buildings in downtown center business quarter 

of Seoul that are appraised for improvement of the surrounding street 

environments through actively utilizing lower levels. The office buildings 

larger than 50,000㎡ gross area built within last 5 years in Euljiro and 

Jongno were selected for the scope of objects. For this study, 1) reference 

research for object selection and data collection 2) three-dimensional space 

analysis through blueprints and 3D works 3) observation of building sites 4) 

interviews with designers were executed. 

  The framework of analysis is organized into three categories based on 

size through reference research and observation of building sites. 1) District 

is an analysis item to see environments and conditions in terms of block, 2) 

ground is an analysis item in terms of smaller scale of site. 3) Building is 

an analysis item to scrutinize design aspects of lower levels based on above 

conditions. Ranging from district to finishing materials for interior, aspects 

for each rank of lower levels are analyzed in terms of three-dimensional 

perspective

  This study has two special points. First, it shows that not only exterior 

space but also inner space affects to street. Second, aspects ranging from 

block to finishing materials for interior are analyzed in three-dimensional 

perspectives by visualizing blueprints and 3D diagrams. Furthermore,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fundamental work for guidelines of “securement of 

public nature of buildings” and “design methods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street environment”.

Keywords : office lower level, design, city center, street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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