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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과거 경제발전 시기였던 1970년대부터 지어진 각종 도시 인프라 시

설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실정

이다.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활용하기 위해서

는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이기에 현대

화를 할 시에 효과적인 재생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교통위주의 도시정책에서 보행위주의 도시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이 이

루어지고 있다.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물길을 되살린 청계천, 철도를 지

하화하고 상부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 경의선 숲길 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이고, 해외에서는 고가철로를 유지하면서 공원으로 조성한 

뉴욕 하이라인 파크,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 보스턴 빅딕 파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 인

프라를 활용한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인

프라를 활용한 도시재생이 주변 도시공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 연구는 인프라 재생이 주변 도시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시계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분

석하였다. 또한 인프라 재생이 일어난 길과 일어나지 않은 길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인프라 재생의 유무에 따라서 

용도와 도시공간 개선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인프라 

재생이 일어난 길은 연남동 경의선 숲길으로, 인프라 재생이 일어나지 

않은 길은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대상지로 설정하였다. 



도시공간에 일어난 변화는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 용도, 신·증축, 소

유권의 변화로 설정하였고, 인프라 재생의 유무에 따른 도시공간 개선

의 차이는 공시지가, 추정매출액, 추정유동인구수의 증가로 설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용도혼합도를 독립변수로, 도시공간 개선효과를 종속변

수로 설정하여서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도시 인프라 재생으로 주변 도시공간에 일어난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용도의 변화와 소유권의 변화는 인프라의 개선시기(Phase 

3)부터 급증한 반면, 신·증축의 변화는 마지막 시기인 경의선 숲길 조

성시기(Phase 4)부터 급증하였다. 사람들은 지역이 개발된다는 공표가 

있었음에도 투자를 하지 않다가, 실질적으로 지하철 노선이 추가되고, 

상부공간이 공원화 되었을 때 비로소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인프라 재생이 일어난 길(경의선 숲길)과 일어나지 않은 길(걷

고 싶은 거리)에서의 주요 용도 차이를 비율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경

의선 숲길에서는 생활밀착형 용도들(주거, 게스트하우스, 체력단련장 

등)의 비율이 높았고, 걷고 싶은 거리에서는 소비관련형 용도들(일반음

식점, 학원, 노래방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의

선 숲길에서는 숲길과 맞닿은 전면부에서 우세한 용도들이 이면부보다 

많았던 반면, 걷고 싶은 거리에서는 전면부와 이면부에 따른 차이가 없

이 우세한 용도의 비율이 비슷했다. 숲길로 조성되었을 때가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용도의 다양성이 전면부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재생이 일어난 길(경의선 숲길)과 일어나지 않

은 길(걷고 싶은 거리)에서 용도혼합도와 도시공간 개선효과의 상관성

을 분석한 결과, 두 길 모두 공시지가와 추정매출액에 있어서는 용도혼

합도가 증가할수록 각각의 값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추정유

동인구수에서는 경의선 숲길은 용도혼합도가 증가하여도 유동인구수가 

증가하지 않았지만, 걷고 싶은 거리는 증가하였다. 인프라 재생으로 조

성된 숲길 경관의 유무에 따라서 유동인구수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한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공간 개선에 영향을 주는 세부용

도도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공시지가 측면에서는 경의선 숲길에서는 걷

고 싶은 거리와 다르게, 사무소와 외식업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공시지

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정매출액 측면에서는 경의선 숲길

은 서비스업 비율이 감소하고 외식업 비율의 증가할수록, 걷고 싶은 거

리에서는 외식업 비율이 감소하고 도소매업 비율이 증가할수록 매출액

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정유동인구수 측면에서는 

경의선 숲길은 유동인구수에 영향을 주는 용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걷고 싶은 거리는 도소매업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유동인구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 노후 인프라 시설을 활용한 재생에 대한 연구가 많

지 않은 상황에서, 인프라 재생이 일어난 공간과 일어나지 않은 공간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인프라 재생만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

서 의의를 가진다. 

인프라 재생을 통해서 조성되는 넓은 상부공간을 활용해 적절한 경

관을 조성해주면, 용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일정한 유동인구수를 유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프라 재생은 주변 도시공간에 보다 다양한 용

도가 들어설 수 있게 하고, 기존의 낙후되어 있는 도시공간을 활성화시

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주요어 : 인프라, 도시재생, 용도혼합도, 도시공간 변화, 도시공간 개선

학  번 : 2015-2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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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

에서 경제발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고속도로, 고가도로, 철로 등 

각종 도시 인프라 시설의 건설이 이루어졌다. 1971년에 개통된 경부고

속도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 차량위주의 교통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지어진 수많은 도시 인프라 시설들이 노후화되면서 높은 유

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경관미를 훼손시키고 필요성까지 저하되면서 

인프라 자체의 기능이 폐지되거나 물리적인 형체에 대한 철거 또는 지

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101개의 고가

도로 중 약 30%인 26개를 철거하고 있다.1) 우리나라도 과거 교통위주

의 도시정책에서 보행위주의 도시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이다.

 국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보행친화적인 도시정책이 이루어지

고 있었다. 미국 뉴욕 하이라인 파크(the High Line)와 보스턴 빅딕 파

크(Boston Big Dig Park)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2009년에 

개장한 하이라인 파크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폐선되고 20년 

이상 방치된 고가 철로를 도심 공원으로 재생시킨 사례이다. 재생 이후 

하이라인 파크는 매년 500만명의 사람이 방문하는 뉴욕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2005년에 개통된 보스턴 빅딕 파크는 기존의 고가도로를 지하

화하하면서 차선의 수를 늘려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부공간을 공

원화 한 사례이다. 재생 이후, 차량 통행시간은 62% 감소했으며, 단절

됐던 공간의 연결성이 회복되었다.2) 

1) 서울 고가차도 8곳 내년부터 추가 철거, <동아일보>,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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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남동 경의선 숲길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완료된 인프라 재생사

업으로, 기존에 지역을 관통했던 철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경의선 숲길은 마포구 주도하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공원화로 인해서 한 세기 동안 마포구

를 물리적으로 단절시켰던 공간이 이어지고 관광지로서의 성격을 가지

게 되었으며, 홍대입구역에 경의선 역과 공항철도 역이 추가로 개설되

면서 일대 하차인원에 큰 증대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도 도시 인프라 시설들 중에서 준공된 지 30년이 넘는 시

설들이 많고, 이들의 철거 또는 재생 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프

라 재생이 일어남에 따라 주변 도시에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2) 교통지옥 해결한 美보스턴…해법은 5.6㎞ 지하고속도로, <매일경제>, 20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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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교통 인프라 시설 재생 사례로 최

근 조성이 완료된 연남동 경의선 숲길을 대상으로 도시 인프라 재생의 

과정과 그 인프라 재생이 주변 도시 공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남동 경의선 숲길 조성 전후로 일어나는 건축물의 속성 변

화인 용도·신증축·소유권 변화를 필지 단위에서 살펴보고 이를 시계열

적으로 분석하여, 사람들이 인프라 재생이 일어남에 따라 어떤 시기에 

급격히 반응하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인프라 재생의 영향을 살피기 위해서 인프라 재생이 일어난 

연남동 경의선 숲길과 인프라 재생이 일어나지 않은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발생한 용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경의선 숲길과 걷고 싶은 거리의 주변 건축물 용도를 기반으

로 용도혼합도를 블록단위로 산출하고, 주변 도시공간 개선효과와의 상

관 정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숲길로 재생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용도에 따라서 도시공간이 특히 개선되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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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3. 연구의 내용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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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및 분석의 틀

2.1. 도시 인프라 시설

2.1.1. 정의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는 도로, 철로, 다리, 에너지, 상하수

도 같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국민의 안전과 삶

의 질, 그리고 국가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우

리나라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은 일반적으로 국가 소유로서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거나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편의와 복지 및 공익을 제공한다. 국가가 만들거나 관리하

고 있는 시설들 중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이 연관되어 있고 사회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보고 있다.3)  

 OECD에서는 “현대도시의 능률적인 기능수행에 필요한 본질적인 

것으로 상수도와 하수시설의 공급, 고속도로, 교통시설, 에너지 공급망, 

정보통신시설 등을 비롯하여, 시민의 적정한 생활유지와 관련 있는 사

회서비스 시설, 즉 교육 및 의료시설, 여가시설, 공원녹지, 공중보건 및 

복지, 법, 질서유지, 행정과 관련된 기반시설 등도 포함”하는 매우 광범

위한 개념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있다.

 도시 인프라 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언급되어 있으며, 도시 인프라 

시설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

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기반

으로 보다 큰 단위로 대분류를 하면 인프라 시설은 교통시설, 공급시

설, 방재시설로 나뉠 수 있다.4)

3) “사회기반시설”,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구미서관, 2016
4) 황건욱·이상구·장우식·한승헌, “저탄소 도시조성을 위한 인프라시 설 분석 체계 개

발”,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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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세분류 시설 접근성

교통 시설
도로 O
철로 O

주차장 O

공급 시설
상수도 -
하수도 -

지하공동구 -

방재 시설
하천 O

유수지 -
저수지 -

<표 2-1> 도시 인프라 시설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로 분류된 3개의 시설들 중에서 사람들의 시

설 접근성이 높고, 이 시설들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한 교통시

설을 도시 인프라 시설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1.2. 도시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으로 1970년대에 인프라 건설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철근콘크리트 건조물은 준공된지 30년이 넘으면 노후화

된 인프라 시설이라고 평가받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에 해당하는 인

프라 시설이 전체의 9.6%이며, 10년 후에는 21.5%로 늘어날 전망

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인프라 

시설의 예라고 할 수 있는 하수관로의 48.3%, 도시침수 저감시설의 

50.8%, 교량의 34%, 지하철의 35.6%가 20~30년이 넘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도시 인프라 시설 자체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과거 70년대의 시민

수준에서 40년이 지난 지금의 시민수준은 달라졌기 때문에, 도시 인프

라 시설을 바라보는 시선 및 눈높이 수준도 달라졌다. 대다수의 인프라 

시설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의 지속적인 현대화를 통한 유지 및 보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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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철거하는 과정에서 인프라를 

활용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진다. 최근 교통위주의 도시정책보다는 보

행위주로의 도시정책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인프라 시설을 지하화하

고 상부공간을 보행로, 공원 등 시민친화적인 시설로 전환하는 재생사

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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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뉴욕 하이라인 파크 구간
자료: http://www.thehighline.org/visit

2.2. 도시 인프라 시설 재생 사례

2.2.1. 뉴욕 하이라인 파크

 뉴욕 하이라인 파크는 뉴욕시에 있는 약 2.33km 길이의 공원이다. 

뉴욕 맨해튼의 갠스부르가에서 시작해서 34번가까지 이어지는 이 철로

는 기존에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이용된 고가철로였다. 하지만 지금은 

철길과 함게 식물 및 야생화가 조성되고 다양한 공연과 예술작업이 벌

어지는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였다. 뉴욕 하이라인은 1933년에 고가철

로로 건설되고 이용되다가, 1980년 마지막으로 운행을 마치고 나서부

터는 방치되었다. 하이라인 주변 건물주들은 이용되지 않고, 도시의 흉

물이기도 하였던 고가철로를 철거하길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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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하이라인의 철거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 주민 모임에서 보존

론자들을 중심으로 하이라인 친구들 (Friends fo The High Line)이 결

성됐다. 보존론자들의 주장은 당시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에게 호응을 

받았으며, 뉴욕시, 지주, 건물주,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율해

나갔다. 그리고 2004년, 철로의 형태를 유지한 채 공원으로 기능을 바

뀌는 계획으로 전환되었고, 2009년 공원으로 조성된 1구간이 개장하였

다. 뒤이어 2011년에는 2구간이 개장하였다. 

도심을 관통하는 선형 고원이 조성됨에 따라 하이라인 파크에는 연

간 500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기업들의 본사 및 미술관들이 하이라인 

주변으로 위치를 옮기는 등 부동산 개발이 활발해지고, 결과적으로 주

변지역 전체가 재생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림 2-2> 뉴욕 하이라인 파크
자료: https://www.nycgovpark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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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보스턴 빅딕 파크

 보스턴 빅딕(Boston Big Dig) 프로젝트는 1959년에 개통되었던 6

차선의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대신 지하로 고속도로를 통과하게 하고, 

상부 공간을 5.6km의 선형공원으로 재생시킨 사례이다. 보스턴 빅딕 

프로젝트로 인해 도로로 단절되었던 보스턴 시내가 연결되었고, 시민들

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보스턴 빅딕의 상부공간은 단순히 공원으로만 조성된 것이 

아니다. 전체의 75%는 공원으로 쓰이도록 공공용지로 조성되었고, 

25%는 상업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용 부지로 조성되었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가 재생된 사례였기 때문에 당초의 5배가 넘는 

공사 비용과 오랜 공사 기간을 필요로했으며, 이는 시민들에게 세금부

담, 소음, 교통 체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그림 2-3> 보스턴 빅딕 파크 
자료: https://cityworksinc.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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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토라노몬 힐스

 토라노몬 힐스(Toranomon Hills) 프로젝트는 일본 도쿄의 상업

지구인 신바시 지구와 토라노몬 지구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부지를 

고층건축물로 재생시킨 사례이다. 1989년에 도시계획법에 입체도로제

도가 신설되면서, 도로부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부지 재

개발은 모리빌딩 주식회사가 맡게 되었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로가 

관통하는 데크 위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다.5)

 부지 아래로 도로가 다니기 때문에, 도로의 통행량에 따른 진동

을 고층 건물이 견딜 수 있는 높은 건설 기술이 요구되었지만, 고층

건물이 완료된 이후에는 기존의 쇠퇴하였던 주변 도심지역이 되살

아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토라노몬 힐스 주변으로 상징가로도 신설되

어 적극적으로 주변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4> 토라노몬 힐스 
자료: http://www.realestate-tokyo.com

5) 이정형, 도쿄재생, (승재헌, 201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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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소결

 도시 인프라 시설 재생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도시 인

프라 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은 위치적으로 뛰어난 교통시설이 자리했

던 곳이 재생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인프라 재생사업이 이루어진 곳

은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아, 유동인구수가 많고, 재생사업의 영향도도 

기존의 일반적인 도시재생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프라 시설 공사를 통해 단기간에 넓은 면적의 상부

공간이 조성되기 때문에 공원이나 복합상업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다. 조성되는 상부공간을 주변 지역에서 필요로 했던 시설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쇠퇴했던 주변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효과적인 재생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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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연구 

2.3.1. 선행연구 요약

 Tajima(2003)는 보스턴 빅딕 사업으로 고속도로가 공원으로 변

모되었을 때, 공원으로의 근접성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이익을 헤

도닉 가격모형으로 추정하였다. 그는 지가 데이터를 평가한 결과, 

공원으로의 근접성은 지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고속도

로와의 근접성은 지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채훈(2009)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인프라 시설 재생사례

라고 할 수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보행자 네트워크의 변화

와 건축물 용도의 변화를 연구하였는데, space syntax를 이용하여, 

보행 네트워크를 확인한 결과, local integration의 통합도가 향상되

었고, 보행량 변화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건축물의 주용도 

변화와 점포수 변화인 것을 확인하였다. 

 윤희연(2013)은 화물 철로의 재생인 뉴욕 하이라인 파크 조성 

전·후 기간의 부동산 가격영향을 분석한 뒤, 재산세를 산출하여 비

용 편익을 검토하였다. 하이라인 준공 후의 주변 부동산 가격의 상

승정도에 따른 이익은 공사비와 관리비를 상회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김종혁(2013)은 경관 측면에서 도시 인프라 시설의 재생을 살

펴보았는데, 서울시에 존재하고 있는 고가도로를 대상으로 하여, 고

가도로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경관개선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

하였다. 이에 따르면 고가도로 개당 연간 63~133억원의 편익이 발생한

다는 것을 밝혔다. 

장유경(2013)은 청계천 고가의 철거와 물길 복원이 청계천 지역 지

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도시·지역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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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에 수변특성을 추가하였으며, 종속변수는 공시지가를 소비자 물가

지수로 보정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청계천, 교통시설, 공원까

지의 거리가 멀수록 지가는 상승하고, 청계천의 수질이 맑은 곳일수록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경훈·유석연(2014)은 ‘웨스트첼시 특별목적지구’ 사례를 살펴봄으

로써, 뉴욕 하이라인 선형공원화에 따른 주변부 도시관리계획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특성으로는 예술 관련 용도의 장려와 건축물의 입면을 전

시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점, 공원 인접부 주거용도의 비중을 줄이고, 입

면의 형태를 규제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문제를 예방했다는 점, 인접 건

축물들의 용적률을 제어하여 특색있는 경관을 창출한점 등이다. 

김진경·손용훈·이재준(2015)은 기존의 도로였던 공간을 광장으로 재

생시켰을 때 주변 상업지역에 일어나는 업종변화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지를 광장연접지와 이외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을 하였

다. 연구결과, 광장이 조성된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 식음시설 중심으로 

업종이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광장조성 이후 광장연접지가 

이외의 지역보다 지가 및 임대료의 상승이 크게 나타난 것에 따른 것

으로 분석된다.   

2.3.2. 선행연구의 종합

도시 인프라 시설을 활용한 재생에 따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재생사업이 일어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방법론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특히 인프라 재생은 인접한 지역의 지가, 용도, 재산세, 경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주변 도시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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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석의 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본 도시 인프라 재생은 기존의 일반적인 재

생과는 다르게, 인프라 시설의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각

적인 변화 커서 사람들이 느끼는 재생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 인프라 재생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 어떤 도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들이 더 많이 분포하고, 어떤 용도가 

증가했을 때 주변 도시의 가치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따라서 인프라 재생이 일어남에 따라 주변에 발생하는 변화를 시

계열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인프라 재생이 일어난 길과 일어나

지 않은 길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인프라 재

생의 유무에 따라서 용도와 도시공간 개선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

지 분석하였다.

2.4.1. 연구문제 설정

 본 연구에서는 도시 인프라 시설 재생이 용도 변화, 신·증축 변

화, 소유권 변화 등 주변 도시공간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변화하

게 된 용도혼합도는 도시공간의 개선효과인 공시지가, 매출, 보행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인프라 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은 도시공간 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가? 또한 변화의 공간·시간적 패턴 차이가  

            발생하는가?

가설 1. 경의선 숲길 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용도변화, 신·증축 변화, 소유권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  

           고, 이는 공간·시간적인 패턴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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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인프라 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은 일반적인 도시재생과  

           차이가 있는가?

가설 2-1. 경의선 숲길 재생사업과 일반적인 재생사업은 주변 도시  

             공간의 용도분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용도혼합도는 도시공간 개선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칠 것이며, 경의선 숲길 재생사업과 일반적인 재생사업  

             은 용도혼합도에 따른 도시공간 개선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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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자료의 분석 및 방법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도시 교통 인프라 재생사업이 주변 도시에 미치

는 영향과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 범위

를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공간적 범위로는 홍대입구역부터 가좌역까지 

이어지는 연남동 구간 중, 주변에 건축물들이 포함된 블록이 접해있는 

약 900m의 구간을 설정하였다. 이중 용도의 변화가 불가능한 아파트가  

포함된 블록을 제외한 23개 블록들(노란색 표시)과 그에 속하는 건축

물·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2-5> 경의선 숲길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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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과의 비교 대상지로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대상지를 

설정하였다. 마포구는 1998년 이 거리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2000년 기본설계를 마친 뒤, 기존에 있던  2002년에 판잣집들을 철거

하고 홍대입구 전철역 부근을 넓은 보행로로 조성하는 1차 사업을 완

료했다. 걷고 싶은 거리 사업으로 인해서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홍대 

문화환경 또한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와 

경의선 숲길은 홍대입구역과 접해있고, 공공의 돈이 투자돼서 조성된 

보행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숲길의 유무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절

한 비교 대상지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걷고 싶은 거리(약 500m)와 

접해있는 11개 블록들(노란색 표시)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필지를 연구

대상지에 추가하였다. 

<그림 2-6> 걷고 싶은 거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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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공표시기
Phase 1

공원화 
공표시기
Phase 2

교통 인프라 
개선시기
Phase 3

경의선 숲길 
조성시기
Phase 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의선
지화화
착공

- - -
공원화
계획
수립

-
공항
철도
개통

-

경의선
개통/
2단계 
공사
착공

-
2단계
공사
완료

전체
공원
조성

<표 2-2>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시간적 범위

 3장에서 경의선 숲길 재생과정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시간적 

범위는 경의선이 지화화를 시작한 2005년부터 경의선 숲길을 완공

한 2016년까지를 범위로 하였다. 12년의 시간을 3년 단위로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기간의 이름을 명명했으며, 주변 도시공간에서 

생기는 변화를 관찰했다. 건축물의 용도, 신·증축, 소유권 변화를 개발 

공표 시기(2005~2007: phase 1), 공원화 공표시기(2008~2010: Phase 

2), 교통 인프라 개선시기(2011~2013: Phase 3), 경의선 숲길 조성시

기(2014~2016: Phase 4)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건축물의 용도 현황

은 특성 상 특정년도로 한정하여, 2007, 2010, 2013, 2016년으로 지정

하여서 조사하였다.

 반면 4장에서 연남동 경의선 숲길 재생에 따른 주변 도시공간 

개선효과를 분석할 시에는 공시지가, 추정매출액, 추정유동인구 등

의 자료와 함께 분석하였는데, 자료 제공처에서 추정매출액과 추정

유동인구는 비교적 최근의 자료만 확보하고 있어서 2016년 이후부

터를 시간적 범위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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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자료출처 자료단위
용도혼합도 건축데이트 민간개방 시스템 연구자가 별도 계산
공시지가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필지 단위

추정매출액 서울시 블록 단위
추정유동인구 서울시 길 단위

<표 2-3> 변수의 자료출처 

3) 자료의 수집 방법

 연남동 경의선 숲길 재생사업 전 후로 건축물 속성에 일어난 변

화와 경의선 숲길과 걷고 싶은 거리의 용도 비교를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에

서 필지별 건축물관리대장을 조회하였다. 

 또한, 연남동 경의선 숲길 주변 건축물들의 용도가 기존의 주거

에서 상업 및 업무시설 등 비주거 용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용도혼합도 증가는 그 건축물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늘려주어 

결과적으로 도시공간의 개선 및 부동산 가치의 증가가 일어날 것으

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의 개선을 개별공시지가, 발생하

는 매출액, 그리고 주변 유동인구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필

지단위로 정보가 제공되며, 2016년 1월 1일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열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단

위로 상관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블록에 포함된 필지들의 공시지가

들의 평균을 내어서 블록의 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

 



- 21 -

<그림 2-7> 공시지가의 필지 단위

 발생하는 매출액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추정매출액 자료를 활

용하였다. 추정매출액은 신용카드의 매출을 기반으로 카드와 현금의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되었으며, 추정매출액 자료는 블록 단위로 제

공된다. 계절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출액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매출액은 또한 블

록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각 블록을 동등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각 블록의 면적으로 나누어서 ㎡당 발생하는 매출액을 산정

하였다. 



- 22 -

동교동 일대 A블록 연남동 일대  B블록

<표 2-4> 추정매출액의 블록 단위

 
주변 유동인구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길 단위 추정 유동인구 자료

를 활용하였다. 길 단위 추정 유동인구는 유동인구 추정 위치 포인트를 

길마다 지정한 후, 포인트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추

정되었으며, 데이터는 길 단위로 제공된다. 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201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추정 유동인구의 평균값을 활용하

였다. 길 단위로 제공되는 유동인구 자료를 블록단위로 활용하기 위해

서, 각 블록을 감싸고 있는 길들의 평균 유동인구 값을 최종적으로 활

용하였다. 

동교동 일대 A블록의 길 연남동 일대 B블록의 길

<표 2-5> 추정유동인구의 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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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분석 방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건축물

의 종류는 1호부터 29호까지 총 29가지다. 이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의선 숲길이 속한 용도지역

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20가지에 

이른다. 대부분의 용도들이 지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경의선 숲길과 걷고 싶은 거리의 주요 용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용도를 최대한 포함하여 17개의 용도

로 구성하였으며, 두 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종교시설과 노

유자시설을 제외한 15개의 용도를 바탕으로 비교표를 작성하고 차

이점을 분석하였다. 

 4장인 용도혼합도에 따른 도시공간 개선효과에서는 상관분석을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를 간소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15개에 이르던 

세부용도를 주거, 사무소,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5개로 축

약하였다(표3 참고). 먼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용도인 주거와 사

무소를 구분하였으며, 매출이 발생하는 용도를 크게 외식업, 서비스

업, 도소매업으로 나누었다. 또한 4장부터는 필지가 아닌 블록을 기

준으로 모든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블록의 용도혼합도와 함께 분석한 도시공간 개선효과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공시지가, 추정매출액, 그리고 추정유동인구이

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가치의 개선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

다. 단어의 의미 자체가 부동산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 대

상지들이 단순히 주거용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상업용도도 들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부동산 주변의 유동인

구도 그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부동산의 용도혼합도가 증가하면 공시지가, 매출액, 유동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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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의선 숲길과 걷

고 싶은 거리에서 그 추세의 차이가 있을 지를 분석하고, 두 거리에

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부 용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1 단독주택 O
2 공동주택 O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O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더. 러.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제외)
6 종교시설 O
7 판매시설 △(나. 다.)
8 운수시설 -
9 의료시설 △(나. 제외)
10 교육연구시설 △ (마. 제외)
11 노유자시설 O
12 수련시설 O
13 운동시설 O
14 업무시설 △(가.)
15 숙박시설 -
16 위락시설 -
17 공장 -
18 창고시설 O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 나. 사.)
20 자동차 관련 시설 △(가. 나. 아.)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마. 아.)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23 교정 및 군사 시설 △(가. 라.)
24 방송통신시설 O
25 발전시설 O
26 묘지 관련 시설 -
27 관광 휴게시설 -
28 장례식장 -
29 야영장 시설 -

<표 2-6>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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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세분류
1 주거 주거
2 음식점 일반음식점
3 휴게음식점
4 소매점 소매점
5 사무소 사무소
6

근린생활시설

스튜디오
7 게스트하우스
8 학원
9 미용원
10 부동산
11 종교시설
12 노유자시설
13 의원
14 제조업소
15 체력단련장
16 위락시설 노래방, 당구장
17 유흥시설 클럽, 단란주점

<표 2-7> 건축물 대장에 표기된 용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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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분류 세부 포함 용도
1 주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2 사무소 사무소, 종합설비사무소 등
3 외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4 서비스업
게스트하우스, 이용원, 미용원, 의원, 

부동산중개업, 체육도장, 파출소, 사진관, 
게임제공업소, 수리점, 노래연습장 등 

5 도소매업 편의점, 의류점, 장비대여점 등

<표 2-8> 간소화된 용도 분류 

주거 사무소

외식업 도소매업

<표 2-9> 용도별 예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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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의선 숲길 재생과정

3.1. 경의선 숲길 재생

  최근 완공된 경의선 숲길 사업은 가좌역에서 연남동, 대흥동, 공

덕동을 지나서 용산문화체육센터까지의 경의선 철로를 총 연장 6.3km, 

폭 10~60m의 선형공원으로 변화되는 사업이다. 경의선 숲길은 크게 

홍제천부터 용산문화체육센터까지 이어지는 공원구간(4.4km)과, 경의선 

및 공항철도 역사구간(1.9km)으로 이루어져 있으며6), 사업 구간은 크

게 새창고개, 와우교, 연남동 3개의 구간으로 사업 년도 별로 나뉘어서 

개발되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다. 경의선 

숲길 공원은 경의선의 지하화로 생긴 상부 유휴부지를 한국철도시설공

단이 무상제공하게 됨에 따라, 시가 공사비 457억원을 들여 10만 2008

㎡을 공원화 하였다.

각각의 사업구간은 테마를 지니면서 조성되었는데, Zone 1(효창역~

공덕역~대흥로)은 시간이 흐르는 길로 구상되었으며, 직장인들에게 휴

게쉼터를 제공하는 목적이며, 철길의 흔적이 느껴지는 상징광장이 조성

되었다. Zone 2(대흥로~서강역~홍대입구역)는 꿈이 피어나는 길로 구

상되었으며, 대학문화와 연계된 각종 이벤트 및 전시공간으로 계획되었

다. 마지막 Zone 3(홍대입구역~홍제천)는 여유가 묻어나는 길로 구상

되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http://www.gyeonguil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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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남동 경의선 숲길의 모습
  

<그림 3-2> 경의선 숲길 전체 사업구간

 경의선 숲길은 인프라 시설을 재생시킨 사례이기 때문에, 도심 

속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원이 입지하게 되었고, 이는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이 선형 공원을 관광 차원에서 방문하게 하였다. 특히 3개의 구

간 중 본 연구의 대상지인 연남동 구간은 연남동과 센트럴파크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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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연남동 구간 마스터플랜 

된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며, 주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의 연남동 구간이 개발되기 전의 홍대입구역은 2호선만 연

결되어 있었고, 현재 선형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구간은 경의선 

철로가 있었으며, 정차하는 역이 없이 통과하는 구간이었다. 그리고 

철로로 인해서 한 세기동안 마포구는 동과 서로 갈라져 있었다. 하

지만 지하공간에 공항철도가 들어서는 계획이 생기게 되면서, 기존

의 경의선 철로도 동시에 지하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상부공간

의 소유주인 철도시설공단이 서울시가 무상으로 상부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원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연남동 구간은 특히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면서 공원 설계가 이루어

졌는데, 홍대입구역에서 시작하여 동교로에서 끝나는 구간은 포장면의 

비율이 높아서, 앉음벽 등의 시설설치가 많이 이루어졌다. 반면 동교로

에서 시작하여 성미산로에서 끝나는 구간과 성미산로에서 가좌역까지

의 구간은 주변에 주택이 많은 상태여서 녹지의 비율을 높였고 물길을 

조성하였다. 

 특히 인프라 재생 과정에서 홍대입구역에 추가적인 노선이 지나게 

되면서, 그 지역을 방문한 사람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지하철 하차인

원의 큰 증대가 있었는데, 2010년에 서울메트로 관할 역 중 하차인원 

순위 8위였던 홍대입구역은, 2010년 말에 공항철도가 개통되면서 5위

로, 2012년 말에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2위가 되면서 전체 역 중에서 

강남역 다음으로 하차인원이 많은 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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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홍대입구역 하차인원의 변화 

         
<그림 3-4> 경의선 숲길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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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변 도시공간 변화

 주변 도시공간의 변화는 경의선 숲길의 지하화로 도시 인프라 재

생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진 시기부터 최근 공원화가 완료된 시점까

지 12년간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12년을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눈 후 

각 시기별 변화를 합해서 표시하였다. 

3.2.1. 용도 변화

 연구 대상지의 건축물대장들을 3년 주기로 4개의 시기인 2007

년, 2010년, 2013년, 2016년으로 나누어 용도별 연면적 변화를 분

석한 결과, 대상지 내 건축물들의 총 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2007년 57%에 이르던 주거 면적은 2016년 49%까지 

떨어진 반면 외식업 면적은 2007년 8%에서 2016년 16%로 약 2배 늘

어났다. 사무소, 서비스업, 도소매업은 1% 정도의 증감률을 보이며 비

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구분 2007 2010 2013 2016

주거 46,595
(57.3)

45,883
(55.8)

47,052
(55.7)

43,135
(49.5)

사무소 10,688
(13.1)

11,047
(13.4)

11,071
(13.1)

12,301
(14.1)

외식업 7,028
(8.6)

7,802
(9.5)

9,068
(10.7)

14,039
(16.1)

서비스업 9,027
(11.1)

10,362
(12.6)

10,315
(12.2)

10,694
(12.2)

도소매업 7,966
(9.8)

7,116
(8.7)

6,940
(8.2)

7,061
(8.1)

합계 81,304
(100)

82,210
(100)

84,446
(100)

87,230
(100)

<표 3-1> 시기별 건축물 용도 및 연면적 변화 (㎡, %)



- 32 -

 Dot 방식으로 표시한 지도를 분석해보면, 개발 공표 시기인 

Phase 1 때는 주로 대로변에 치중되어서 용도변화가 일어났으며, 

음식점 및 사무소로의 변화가 많았다. Phase 2 때는 대로변과 함께 

경의선 숲길 내부로도 용도변화가 확대되는데, 음식점 및 사무소와 

다세대주택으로의 용도변화가 일어났다. 교통 인프라 개선 시기인 

Phase 3 때는 기존의 시기들보다 용도변화가 2배 늘어났으며, 경의

선 숲길 전면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사무

소로의 용도변화는 감소하고, 음식점 위주로 용도변화가 편중되었

다. 경의선 숲길 조성시기인 Phase 4 때는 기존보다 3~4배의 용도

변화가 일어났으며, 홍대입구역 반경 250m내에서 블록단위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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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공표시기
Phase 1

공원화 공표시기
Phase 2

14건 17건
교통 인프라 개선시기

Phase 3
경의선 숲길 조성시기

Phase 4

33건 56건

<표 3-2> 시기별 발생한 용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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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신·증축 변화 

 신·증축 변화는 개발 공표 시기인 Phase 1, 공원화 공표 시기인 

Phase 2, 교통 인프라 개선 시기인 Phase 3때까지 7~9건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마지막 경의선 숲길 조성 시기인 Phase 4 때는 26

건으로 기존의 3배 이상의 건축행위가 일어났다. 이는 경의선 숲길이 

조성된다는 계획이 발표되어도, 직접적인 건축물에 대한 투자로 인한 

변화는 공원이 실질적으로 조성이 되서 주변 환경이 개선되었을 때 발

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Dot 방식으로 표시된 지도를 분석해보면, Phase 1 때는 신축이 

대부분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Phase 2 때 신축은 주로 경

의선 숲길 주변에서 발생하고, 증축은 기존의 대로 주변에서 일어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통 인프라가 개선된 Phase 3 때는 신축 

활동 위주로 변화가 일어났는데, 경의선 숲길을 전면으로 마주보는 

건축물들에서 대부분 변화가 일어났다. Phase 4 때는 증축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증축활동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기존의 다세

대·다가구 주택들이 옥탑방을 추가로 건설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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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공표시기
Phase 1

공원화 공표시기
Phase 2

신축 6건 / 증축 1건 신축 5건 / 증축 4건
교통 인프라 개선시기

Phase 3
경의선 숲길 조성시기

Phase 4

신축 8건 / 증축 0건 신축 7건 / 증축 19건

<표 3-3> 시기별 발생한 신·증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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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소유권 변화

 소유권 변화는 Phase 1 때와 Phase 2 까지는 9건의 변화 수준

을 유지하다가, 교통 인프라 개선 시기인 Phase 3 때부터 24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그리고 경의선 숲길 조성시기인 Phase 4 때는 33

건으로 기존보다 약 4배 정도의 소유권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ot 으로 표시된 지도를 보면, 소유권 변화는 개발이 공표된 시

기인 Phase 1 때부터 활발하게 경의선 숲길 전면과 이면에서 발생

하게 된다. Phase 2 때는 경의선 숲길 전면보다는 이면에서 소유권 

변화가 많이 일어났으며, Phase 3 때는 기존보다 3배 정도의 소유

권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소유권이 변화된 뒤 음식점과 소매점

으로 용도가 변화하였다. 마지막 Phase 4 때는 Phase 3 때보다 경

의선 숲길에 접한 건축물들 위주로 소유권 변화가 선적으로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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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공표시기
Phase 1

공원화 공표시기
Phase 2

9건 9건
교통 인프라 개선시기

Phase 3
경의선 숲길 조성시기

Phase 4

24건 33건

<표 3-4> 시기별 발생한 소유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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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의선 숲길 재생에 따른 주변 도시공간 개선효과 

4.1. 분석 개요

 4장에서는 과거의 경의선 철로가 재생과정을 거치며 연남동 경

의선 숲길로 재탄생됨에 따라 주변 도시공간에 일어난 개선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연남동 경의선 숲길 재생으로 변화하게 된 

철로 상부공간인 경의선 숲길 공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홍대입

구역과 맞닿아 있고,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비슷한 조건이지

만, 숲길이 아닌 일반적인 보행로로 조성된 홍대 걷고 싶은 거리와 

함께 비교분석을 하였다. 

 비교분석의 내용은 3장에서 분석한 도시공간 변화인 용도변화, 

신·증축변화, 소유권변화를 통해서 변화된 용도들을 필지단위로 경

의선 숲길과 걷고 싶은 거리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서 숲길로 조성

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용도의 차이점을 규명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에서 표시된 17개의 용도들 중 경의선 숲길과 

걷고 싶은 거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종교시설과 노유자

시설을 제외하고 15개의 용도로 비교분석을 하였다. 두 길에서 나타

는 용도의 비율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난 용도

는 표시하지 않고, 차이가 많이 나는 용도를 표시하였다. 

 또한, 블록 단위에서 블록의 용도혼합도와 부동산가치와의 상관

성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특정용도가 숲길과 그렇지 않은 길에서 

도시공간 개선효과가 크고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용

도혼합도를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각각 부동산가치의 요

인이라고 볼 수 있는 공시지가, 매출액, 유동인구로 설정하고 각각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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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용도의 차이

 용도변화는 건축물대장에서 표시된 17개의 용도들 중 경의선 

숲길과 걷고 싶은 거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을 제외하고 15개의 용도로 비교분석을 하였다. 두 길에서 

나타는 용도의 비율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용도의 비율 차이가 많이 나

는 용도들을 위주로 표시하였다. 

4.2.1. 길 단위 용도비교

 분석결과, 경의선 숲길은 걷고 싶은 거리보다 주거와 게스트하우

스, 체력단련장 등 생활밀착형 용도들이 다른 용도들보다 우위에 있었

다.  

주
거

음식점
소
매
점

사
무
소

근린생활시설

위
락
시
설

유
흥
시
설

주
거

일
반
음
식
점

휴
게
음
식
점

소
매
점

사
무
소

스
튜
디
오

게
스
트
하
우
스

학
원

미
용
원

부
동
산

의
원

제
조
업
소

체
력
단
련
장

노
래
방, 
당
구
장

클
럽, 
단
란
주
점

시
설 
수

473 89 28 105 133 5 29 7 10 9 5 6 4 2 0

비
율

52.27 9.83 3.09 11.60 14.70 0.55 3.20 0.77 1.10 0.99 0.55 0.66 0.44 0.22 0.0

<표 4-1> 경의선 숲길의 용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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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걷고 싶은 거리는 일반음식점, 학원, 노래방 등 소비와 관련

된 시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용도인 휴게음식점, 소매점, 

사무소 등은 두 길에서 모두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
거

음식점
소
매
점

사
무
소

근린생활시설

위
락
시
설

유
흥
시
설

주
거

일
반
음
식
점

휴
게
음
식
점

소
매
점

사
무
소

스
튜
디
오

게
스
트
하
우
스

학
원

미
용
원

부
동
산

의
원

제
조
업
소

체
력
단
련
장

노
래
방, 
당
구
장

클
럽, 
단
란
주
점

시
설 
수

212 255 36 128 120 3 12 14 14 13 4 1 0 15 1

비
율

25.57 30.76 4.34 15.44 14.48 0.36 1.45 1.69 1.69 1.57 0.48 0.12 0.0 1.81 0.12

<표 4-2> 걷고 싶은 거리의 용도구성

4.2.2. 전면·이면 단위 용도비교

 추가적으로 전면과 이면부에 따라 용도의 구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의선 숲길의 전면부는 이면부보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소매

점, 미용원, 부동산, 위락시설 등의 비율이 우세했고, 이면부는 전면부

보다 게스트하우스 업종의 비율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용도들의 비율이 전면부에서 우세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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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음식점
소
매
점

사
무
소

근린생활시설

위
락
시
설

유
흥
시
설

주
거

일
반
음
식
점

휴
게
음
식
점

소
매
점

사
무
소

스
튜
디
오

게
스
트
하
우
스

학
원

미
용
원

부
동
산

의
원

제
조
업
소

체
력
단
련
장

노
래
방, 
당
구
장

클
럽, 
단
란
주
점

시
설 
수

98 32 14 41 42 2 0 2 5 5 1 1 0 1 0

비
율

40.16 13.11 5.74 16.80 17.21 0.82 0.0 0.82 2.05 2.05 0.41 0.41 0.0 0.41 0.0

<표 4-3> 경의선 숲길의 전면부 용도구성

일반음식점 소매점

<표 4-4> 경의선 숲길의 전면부 우세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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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음식점
소
매
점

사
무
소

근린생활시설

위
락
시
설

유
흥
시
설

주
거

일
반
음
식
점

휴
게
음
식
점

소
매
점

사
무
소

스
튜
디
오

게
스
트
하
우
스

학
원

미
용
원

부
동
산

의
원

제
조
업
소

체
력
단
련
장

노
래
방, 
당
구
장

클
럽, 
단
란
주
점

시
설 
수

375 57 14 64 91 3 29 5 5 4 4 5 4 1 0

비
율

56.73 8.62 2.12 9.68 13.77 0.45 4.39 0.76 0.76 0.61 0.61 0.76 0.61 0.15 0.0

<표 4-5> 경의선 숲길의 이면부 용도구성

게스트 하우스

<표 4-6> 경의선 숲길의 이변부 우세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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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싶은 거리의 전면부는 일반음식점과 스튜디오, 부동산, 위락시

설의 비율이 이면부보다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
거

음식점
소
매
점

사
무
소

근린생활시설

위
락
시
설

유
흥
시
설

주
거

일
반
음
식
점

휴
게
음
식
점

소
매
점

사
무
소

스
튜
디
오

게
스
트
하
우
스

학
원

미
용
원

부
동
산

의
원

제
조
업
소

체
력
단
련
장

노
래
방, 
당
구
장

클
럽, 
단
란
주
점

시
설 
수

42 121 9 54 43 2 2 5 2 6 0 0 0 11 0

비
율

14.14 40.74 3.03 18.18 14.48 0.67 0.67 1.68 0.67 2.02 0.0 0.0 0.0 3.70 0.0

<표 4-7> 걷고 싶은 거리의 전면부 용도구성

일반음식점 노래방

<표 4-8> 걷고 싶은 거리의 전면부 우세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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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걷고 싶은 거리의 이면부는 주거, 게스트하우스, 휴게음식점, 

미용원 등의 비율이 전면부보다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주
거

음식점
소
매
점

사
무
소

근린생활시설

위
락
시
설

유
흥
시
설

주
거

일
반
음
식
점

휴
게
음
식
점

소
매
점

사
무
소

스
튜
디
오

게
스
트
하
우
스

학
원

미
용
원

부
동
산

의
원

제
조
업
소

체
력
단
련
장

노
래
방, 
당
구
장

클
럽, 
단
란
주
점

시
설 
수

170 134 27 74 77 1 10 9 12 7 4 1 0 4 1

비
율

31.95 25.19 5.08 13.91 14.47 0.19 1.88 1.69 2.26 1.32 0.75 0.19 0.0 0.75 0.19

<표 4-9> 걷고 싶은 거리의 이면부 용도구성

휴게음식점 미용원

<표 4-10> 걷고 싶은 거리의 이면부 우세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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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용도의 차이 소결

건축물 대장에 표기된 용도를 기반으로 경의선 숲길과 걷고 싶은 

거리의 용도 차이를 세분화해서 살펴본 결과, 두 거리에서는 유의미한 

용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우선, 경의선 숲길과 걷고 싶은 거리는 우세한 용도의 유형부터 차

이가 났는데, 경의선 숲길은 주거, 게스트하우스, 체력단련장 등 일상적

인 삶과 관련된 용도가 주를 이룬 반면, 걷고 싶은 거리는 일반음식점, 

학원, 노래방 등 소비 행위와 관련된 용도가 주를 이루었다. 

경의선 숲길에서는 대부분의 용도가 전면부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였

다. 전면부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소매점, 미용원, 부동산, 노래

방 등 7개의 용도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이면부에는 게스트하우스의 비

율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걷고 싶은 거리에서는 반면 전면부와 이면부의 용도들이 대등하게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전면부에는 일반음식점, 스튜디오, 부동산, 노래

방 등 4개 용도의 비율이 높았고, 이면부에는 주거, 휴게음식점, 게스

트하우스, 미용원 등 4개의 용도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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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용도혼합도와 도시공간 개선

4.3.1. 용도혼합도

 연남동 경의선 숲길 일대는 경의선 숲길의 조성과 홍대상권의 

확대로 인해 용도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건

축물 중 기존에는 주거기능을 담당하던 건축물들이 점차 음식점, 소

매점 등의 비주거기능을 담당하는 건축물들로 바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용도혼합 패턴을 관찰하기 위해 경의선 

숲길에 접한 블록들의 용도혼합도를 분석하였다. 용도혼합도는 기존

의 주거지역이 상업 및 업무시설로 바뀌는 점을 고려하여, 비주거시

설 비율로 산정하였다. 이때 용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층별 속한 용도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이용자들이 용도

혼합의 정도를 연면적의 크기보다, 시설의 수에 중점을 두고 인식하

기 때문이다. 

      비주거시설비율 주거및비주거시설의전체수 개
비주거시설수 개

× 

 4장에서는 연구의 기본적인 단위를 블록 단위로 잡고, 경의선 

숲길 공원에 접한 23개의 블록의 용도혼합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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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주거
시설 수

비주거
시설 수

전체 
시설 수

용도
혼합도

1 동교동 154번지 37 79 116 68.10
2 동교동 153번지 44 47 91 51.65
3 동교동 152번지 7 25 32 78.13
4 동교동 152번지 17 27 44 61.36
5 동교동 150번지 32 27 59 45.76
6 동교동 148번지 23 28 51 54.90
7 동교동 113, 147번지 39 25 64 39.06
8 동교동 147번지 28 19 47 40.43
9 연남동 358, 373번지 11 42 53 79.25
10 연남동 258, 259번지 24 32 56 57.14
11 연남동 258번지 9 12 21 57.14
12 연남동 257번지 24 9 33 27.27
13 연남동 256, 257번지 16 16 32 50.00
14 연남동 256, 257번지 21 11 32 34.38
15 연남동 252번지 29 10 39 25.64
16 연남동 252번지 21 7 28 25.00
17 연남동 249번지 10 6 16 37.50
18 연남동 249번지 16 2 18 11.11
19 연남동 246번지 7 0 7 0.00
20 연남동 246번지 17 2 19 10.53
21 연남동 246번지 12 0 12 0.00
22 연남동 246번지 16 0 16 0.00
23 연남동 246번지 12 6 18 33.33

<표 4-11> 경의선 숲길의 블록별 용도혼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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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선 숲길 인접 블록의 용도혼합도를 분석한 결과, 23개 블록의 

평균 용도혼합도는 38.59%였다. 상업화가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중에는 용도혼합도가 50~60% 사이에 존

재하는 블록이 5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40%의 용도혼합

도의 블록이 4개로 많았다. 특히 블록의 상업화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용도혼합도 50%를 넘는 블록은 9개로 전체 블록의 약 40% 수준이었

다.  

<그림 4-1> 경의선 숲길의 용도혼합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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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상에서 살펴보면, 홍대 입구역 3번출구(검은색 원)와 근접한 

블록들, 동교로 및 연남로와 접한 블록들은 용도혼합도가 높은 반면, 

대명아파트를 지나서 1차로인 동교로 29길과 접한 블록들은 아직까지 

용도혼합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 경의선 숲길의 블록별 용도혼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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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주거
시설 수

비주거
시설 수

전체 
시설 수

용도
혼합도

1 동교동 170번지 20 58 78 74.36
2 동교동 169번지 8 61 69 88.41
3 동교동 164번지 16 85 101 84.16
4 동교동 163번지 2 71 73 97.26
5 서교동 330번지 20 28 48 58.33
6 서교동 331번지 16 60 76 78.95
7 서교동 347번지 29 71 100 71.00
8 서교동 346번지 42 80 122 65.57
9 서교동 346번지 44 18 62 29.03
10 서교동 345번지 4 32 36 88.89
11 서교동 345번지 11 53 64 82.81

<표 4-12> 걷고싶은 거리의 용도혼합도 

 걷고싶은 거리의 인접 블록의 용도혼합도를 분석한 결과, 비주거시

설비율이 80~90%인 블록이 4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70~80%인 블록이 3개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경의선 숲길보다 상업화

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경의선 숲길과 다르게 비주거용

도시설 비율이 50%를 넘는 블록이 전체의 90%로 상대적으로 상업화

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3> 걷고 싶은 거리의 용도혼합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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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상에서 살펴보면, 걷고 싶은 거리는 경의선 숲길보다 상업화

가 훨씬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 11개 블록의 평균 용

도혼합도는 약 74.43%로, 경의선 숲길보다 2배의 상업화가 이루어졌다

고 볼 수 있다. 용도혼합도가 50%보다 낮은 블록은 1개에 불과했으며, 

특히 홍익로와 접한 블록은 거의 100%에 육박했다. 

<그림 4-4> 걷고 싶은 거리의 블록별 용도혼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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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용도혼합도와 공시지가

 용도혼합도가 증가하면, 그 블록에 주거시설이 감소하고, 업무 

및 상업시설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산포도에 따르면 용도혼합도와 공시지가는 정(+)적인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용도혼합도와 공시지가의 상관계수

는 r=0.839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1%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림 4-5> 경의선 숲길의 용도혼합도와 공시지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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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용도혼합도 공시지가

용도혼합도

Pearson 상관 1 .836**

유의확률 (양측) 　 .000

N 23 23

공시지가

Pearson 상관 .836** 1

유의확률 (양측) .000 　

N 23 23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4-13> 경의선 숲길의 용도혼합도와 공시지가의 상관계수 

 
 용도의 혼합도가 증가하면 공시지가가 증가하는 것은 확인되었

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가 블록에 포함되었을 때, 경의선 

숲길 주변의 공시지가가 증가하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

의선 숲길 블록의 공시지가는 주거의 비율이 감소할수록, 사무소, 

외식업, 도소매업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 54 -

상관관계

　 공시지가 주거
비율

사무소
비율

외식업
비율

서비스업
비율

도소매업
비율

공시지가

Pearson 
상관 1 -.836** .615** .686** .403 .637**

유의확률 
(양측)

　 .000 .002 .000 .057 .001

N 23 23 23 23 23 23

주거
비율

Pearson 
상관

-.836** 1 -.773** -.789** -.544** -.702**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7 .000

N 23 23 23 23 23 23

사무소
비율

Pearson 
상관 .615** -.773** 1 .416* .137 .435*

유의확률 
(양측)

.002 .000 　 .048 .532 .038

N 23 23 23 23 23 23

외식업
비율

Pearson 
상관 .686** -.789** .416* 1 .414* .351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48 　 .049 .101

N 23 23 23 23 23 23

서비스업
비율

Pearson 
상관

.403 -.544** .137 .414* 1 .270

유의확률 
(양측) .057 .007 .532 .049 　 .213

N 23 23 23 23 23 23

도소매업
비율

Pearson 
상관 .637** -.702** .435* .351 .270 1

유의확률 
(양측)

.001 .000 .038 .101 .213 　

N 23 23 23 23 23 23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4-14> 경의선 숲길의 공시지가와 용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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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선 숲길과 다른 성격을 띄는 걷고 싶은 거리에서도 용도혼합

도와 공시지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 0.743의 강한 상관계수가 

산출되었으며,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6> 걷고 싶은 거리의 용도혼합도와 공시지가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용도혼합도 공시지가

용도혼합도

Pearson 상관 1 .743**

유의확률 (양측) 　 .009

N 11 11

공시지가

Pearson 상관 .743** 1

유의확률 (양측) .009 　

N 11 1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4-15> 걷고 싶은 거리의 용도혼합도와 공시지가의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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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마찬가지로 세부용도와 공시지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공시지가는 주거의 비율이 감소할수록, 도소매업의 비율이 증가

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의선 숲길과 비교해보았을 

때 주거의 감소와 도소매업의 증가라는 점은 같았지만, 사무소비율

과 외식업비율 요인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숲길로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쾌적한 경관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 경관을 누리려는 사

무실과 외식업 및 상품을 구매하는 도소매업 등 다양한 용도가 들

어설수록 그 일대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반면 일반적인 거리는 

경관보다는 판매하는 상품이 중요시되는 도소매업이 들어설수록 부

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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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공시지가 주거
비율

사무소
비율

외식업
비율

서비스업
비율

도소매업
비율

공시지가

Pearson 
상관 1 -.743** .512 .329 .244 .811**

유의확률 
(양측)

　 .009 .107 .323 .470 .002

N 11 11 11 11 11 11

주거
비율

Pearson 
상관 -.743** 1 -.605* -.724* -.558 -.559

유의확률 
(양측)

.009 　 .048 .012 .075 .074

N 11 11 11 11 11 11

사무소
비율

Pearson 
상관 .512 -.605* 1 .116 .348 .230

유의확률 
(양측)

.107 .048 　 .734 .294 .497

N 11 11 11 11 11 11

외식업
비율

Pearson 
상관

.329 -.724* .116 1 .148 .064

유의확률 
(양측) .323 .012 .734 　 .664 .853

N 11 11 11 11 11 11

서비스업
비율

Pearson 
상관

.244 -.558 .348 .148 1 .340

유의확률 
(양측) .470 .075 .294 .664 　 .306

N 11 11 11 11 11 11

도소매업
비율

Pearson 
상관

.811** -.559 .230 .064 .340 1

유의확률 
(양측) .002 .074 .497 .853 .306 　

N 11 11 11 11 11 1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4-16> 걷고 싶은 거리의 공시지가와 용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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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용도혼합도와 추정매출액

  용도혼합도가 증가하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주거시설이 감

소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상업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용도혼합도와 

추정매출액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산포도에 

따르면 용도혼합도와 추정매출액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용도혼합도와 공시지가의 관계처럼, 뚜렷

한 상관관계가 보이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용도혼합도와 추정매출액은 r=0.466의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귀무가설 상관관계가 없다’를 기각시키면서 상관관계가 존재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유의수준 1%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온 공시지가보다는 약한 상관성이다. 

 산포도를 관찰해보면, 특정 블록에서의 매출액이 매우 강하게 

나왔는데, 이는 특정블록이 큰 길과 맞닿아 있는데다가, 블록의 면적에 

비해서 블록에 속한 건축물들이 밀도 있게 지어졌으며, 업종이 외식업

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추정매출액이 크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특정 

블록의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해보면 용도혼합도와 추정매출액도 

r=0.77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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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경의선 숲길의 용도혼합도와 추정매출액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용도혼합도 추정매출액

용도혼합도

Pearson 상관 1 .466*

유의확률 (양측) 　 .025

N 23 23

추정매출액

Pearson 상관 .466* 1

유의확률 (양측) .025 　

N 23 23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4-17> 경의선 숲길에서의 용도혼합도와 추정매출액의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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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비관련시설들 중 어떤 업종의 비율이 높을 때, 블록의 

소비관련시설들의 평균 추정매출액이 증가하는지를 추가적으로 분

석하였다. 매출액은 상업시설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5개의 

시설 분류 중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주거와 사무소를 제외하고, 소

비관련시설인 외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서비스업(학원, 

의원, 미용원, 체력단련장, 부동산중개업, 숙박업, 위락·유흥시설 

등), 도소매업(편의점, 휴대폰판매업, 의류점, 약국, 문구점 등)을 요인

으로 설정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경의선 숲길에서는 전체 23개의 블록 중에서 추정매

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4개의 블록을 제외한 19개의 블록을 기

준으로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외식업비율과 추정

매출액은 0,443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 도소매업과 추정매출액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서비스업의 비율은 낮을수록 전체 블록의 추정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경의선 숲

길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

비스업보다는 경관을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외식업에 보다 지출하

려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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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추정

매출액
외식업
비율

서비스업
비율

도소매업
비율

추정
매출액

Pearson 
상관

1 .443 -.517* .042

유의확률 
(양측) 　 .058 .023 .864

N 19 19 19 19

외식업
비율

Pearson 
상관

.443 1 -.159 -.667**

유의확률 
(양측) .058 　 .515 .002

N 19 19 19 19

서비스업
비율

Pearson 
상관

-.517* -.159 1 -.630**

유의확률 
(양측)

.023 .515 　 .004

N 19 19 19 19

도소매업
비율

Pearson 
상관 .042 -.667** -.630** 1

유의확률 
(양측)

.864 .002 .004 　

N 19 19 19 19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4-18> 경의선 숲길의 추정매출액과 소비시설유형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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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길과 속성이 다른 걷고 싶은 거리 또한 산포도를 살펴보면, 

용도혼합도와 추정매출액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r= 0.588의 강한 상관관계가 나왔지만, 유의한 상관계수는 아닌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8> 걷고 싶은 거리의 용도혼합도와 추정매출액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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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용도혼합도 추정매출액

용도혼합도

Pearson 상관 1 .588

유의확률 (양측) 　 .057

N 11 11

추정매출액

Pearson 상관 .588 1

유의확률 (양측) .057 　

N 11 11

<표 4-19> 걷고 싶은 거리의 용도혼합도와 추정매출액의 상관계수 

 

또한 걷고싶은 거리에서 어떠한 용도의 비율이 증가할 때 추정매출

액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의류점, 편의점 등이 포함된 도소매

업과의 상관계수가 0.484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이는 걷고싶은 거리가 경의선 숲길과는 다르게 경관이 추가적으

로 조성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방문객은 소비하는 행위 자체에 집중

하였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외식업과 추정매출액은 유

의하지는 않지만 부의 상관관계가 산출되었는데, 이는 걷고 싶은 거리

의 포화된 외식사업이 도소매업쪽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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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추정

매출액
외식업
비율

서비스업
비율

도소매업
비율

추정
매출액

Pearson 
상관

1 -.455 .109 .484

유의확률 
(양측) 　 .159 .749 .132

N 11 11 11 11

외식업
비율

Pearson 
상관

-.455 1 -.569 -.854**

유의확률 
(양측) .159 　 .068 .001

N 11 11 11 11

서비스업
비율

Pearson 
상관

.109 -.569 1 .057

유의확률 
(양측) .749 .068 　 .867

N 11 11 11 11

도소매업
비율

Pearson 
상관

.484 -.854** .057 1

유의확률 
(양측) .132 .001 .867 　

N 11 11 11 1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4-20> 걷고 싶은 거리의 추정매출액과 소비시설유형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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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용도혼합도와 유동인구수

 블록의 용도혼합도와 주변 추정유동인구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경의선 숲길의 산포도에 따르면 용도혼합도와 유동인구는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용도혼합도와 유동인구는 r=0.358의 상관

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로변에 위치하여 유동인구수가 높게나온 특정블

록을 제외하고 다시 상관분석을 돌려보면, 약 r=0.2의 약한 상관계수가 

산출되었다. 

 산포도에 따르면, 경의선 숲길에서는 용도혼합도와는 거의 무관하

게 추정유동인구수가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의선 숲길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주변 블록의 용도에 중점을 두고 이동하는 것이 아

니고, 숲길의 경관을 중점에 두기 때문에, 용도와 무관하게 유동인구수

가 일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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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경의선 숲길의 용도혼합도와 추정유동인구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용도혼합도 추정유동인구

용도혼합도

Pearson 상관 1 .358

유의확률 (양측) 　 .094

N 23 23

추정유동인구

Pearson 상관 .358 1

유의확률 (양측) .094 　

N 23 23

<표 4-21> 경의선 숲길의 용도혼합도와 추정유동인구의 상관계수

 
 따라서 건축물에 포함된 용도에 따른 유동인구를 추가적으로 분석

한 결과를 보아도, 추정유동인구와 상관성이 있는 용도가 없으며, 모두 

상관계수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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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추정
유동인구

주거
비율

사무소
비율

외식업
비율

서비스업
비율

도소매업
비율

추정
유동인구

Pearson 
상관 1 -.358 .281 .132 .288 .371

유의확률 
(양측)

　 .094 .195 .549 .182 .082

N 23 23 23 23 23 23

주거
비율

Pearson 
상관

-.358 1 -.773** -.789** -.544** -.702**

유의확률 
(양측) .094 　 .000 .000 .007 .000

N 23 23 23 23 23 23

사무소
비율

Pearson 
상관

.281 -.773** 1 .416* .137 .435*

유의확률 
(양측) .195 .000 　 .048 .532 .038

N 23 23 23 23 23 23

외식업
비율

Pearson 
상관 .132 -.789** .416* 1 .414* .351

유의확률 
(양측)

.549 .000 .048 　 .049 .101

N 23 23 23 23 23 23

서비스업
비율

Pearson 
상관 .288 -.544** .137 .414* 1 .270

유의확률 
(양측)

.182 .007 .532 .049 　 .213

N 23 23 23 23 23 23

도소매업
비율

Pearson 
상관

.371 -.702** .435* .351 .270 1

유의확률 
(양측) .082 .000 .038 .101 .213 　

N 23 23 23 23 23 23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4-22> 경의선 숲길의 추정유동인구와 용도의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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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걷고싶은 거리의 산포도를 보면, 명확하게 용도혼합도와 

추정유동인구가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약 0.559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다만, 산포도에 따르면 경의선 숲길과는 다르게, 용도혼합도가 증가

할수록, 추정유동인구가 증가하는 모양새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의

선 숲길과는 다르게, 방문객들이 용도에 중점을 두고 이동을 한다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10> 걷고 싶은 거리의 용도혼합도와 추정유동인구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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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용도혼합도 추정유동인구

용도혼합도

Pearson 상관 1 .559

유의확률 (양측) 　 .074

N 11 11

추정유동인구

Pearson 상관 .559 1

유의확률 (양측) .074 　

N 11 11

<표 4-23> 걷고 싶은 거리의 용도혼합도와 추정유동인구의 상관계수

 반면 걷고 싶은 거리는 추정유동인구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

는 용도가 있으며, 그것은 도소매업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의선 

숲길과는 다르게 걷고 싶은 거리는 사람들이 특정 용도에 목적을 가지

고 방문함을 확인할 수 있다. 



- 70 -

상관관계

　
추정

유동인구
주거
비율

사무소
비율

외식업
비율

서비스업
비율

도소매업
비율

추정
유동인구

Pearson 
상관 1 -.559 .198 .251 .174 .807**

유의확률 
(양측) 　 .074 .560 .457 .609 .003

N 11 11 11 11 11 11

주거
비율

Pearson 
상관 -.559 1 -.605* -.724* -.558 -.559

유의확률 
(양측)

.074 　 .048 .012 .075 .074

N 11 11 11 11 11 11

사무소
비율

Pearson 
상관

.198 -.605* 1 .116 .348 .230

유의확률 
(양측) .560 .048 　 .734 .294 .497

N 11 11 11 11 11 11

외식업
비율

Pearson 
상관

.251 -.724* .116 1 .148 .064

유의확률 
(양측) .457 .012 .734 　 .664 .853

N 11 11 11 11 11 11

서비스업
비율

Pearson 
상관

.174 -.558 .348 .148 1 .340

유의확률 
(양측) .609 .075 .294 .664 　 .306

N 11 11 11 11 11 11

도소매업
비율

Pearson 
상관 .807** -.559 .230 .064 .340 1

유의확률 
(양측) .003 .074 .497 .853 .306 　

N 11 11 11 11 11 1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4-24> 걷고 싶은 거리의 추정유동인구와 용도의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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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점

패션잡화점

<표 4-25> 걷고 싶은 거리의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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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용도혼합도와 도시공간 개선 소결

4.3장에서는 인프라 재생이 일어남에 따라 주변에 일어나는 개선효

과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도시공간 개선효과는 공시지가, 매출액, 유동

인구 등 크게 3개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모두 블록단위로 재산출한다

음 사용하였다. 

첫 째, 공시지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의선 숲길과 걷고 싶은 거리 

모두 용도의 혼합도가 증가할 때 공시지가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세부용도 측면에서는 공통적으로 주거의 비율이 감소할수록, 

도소매업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공시지가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경의선 

숲길에서는 추가적으로 사무소와 외식업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공시지

가가 증가하였는데, 숲길이 있는 곳에서는 외관과 경치가 비교적 중요

한 사무소와 외식업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땅의 가치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 째, 추정매출액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의선 숲길과 걷고 싶은 거

리 모두 공시지가 때보다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세부용

도 측면에서는 경의선 숲길에서는 서비스업의 비율이 감소할수록, 그리

고 유의하지는 않지만 외식업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매출액이 오르고, 

반면 걷고 싶은 거리는 유의하진 않았지만, 외식업의 비율이 감소하고 

도소매업 비율이 증가할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셋 째, 추정유동인구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의선 숲길은 용도혼합

도와의 상관성이 거의 없고, 걷고 싶은 거리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상관

계수가 높게 나온 점에서, 숲길일때는 경관의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용

도를 보고 보행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반 보행로일 때에는 용도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용도 측면에서 경의선 숲길은 유동인

구가 높은 용도가 나오지 않았지만, 걷고 싶은 거리는 도소매업이 증가

할 때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이 점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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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도시의 노후 인프라 시설을 활용한 재생이 일어남에 따

라 주변에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도시 인프라 재생이 주

변 도시공간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어떠한 개선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도시 인프라 재생이 일어난 곳

(경의선 숲길)과 일어나지 않은 곳(걷고 싶은 거리)의 비교를 통해서 

인프라 재생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장에서는 도시 인프라 재생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인프라 재생에 

따른 주변 도시공간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인프라는 사람들의 시설접근성이 높은 교통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

였다. 교통 인프라의 예시인 고가도로, 철로, 고속도로 등은 노후화와 

필요성 저하 등의 이유로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철거, 지하화가 되는 

행태를 보이며, 기존의 교통 인프라 시설이 자리잡고 있던 상부공간을 

활용하여 공원이나 복합상업시설 등으로 재생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또

한 재생에 따른 주변 도시공간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인프라 재

생이 주변 부동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존 도시 인프라

에서 새로운 용도로의 전환이 사람들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활용하여서 경의선 숲

길의 재생에 따라서 주변 부동산들의 속성에 일어난 변화를 분석하였

다. 인프라 재생이 오랜 시간동안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계열

적으로 인프라 재생이 일어나는 과정에 따라 주변 부동산들의 속성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부동산들의 속성은 용도, 신·증

축, 소유권 변화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시기별 큰 속성변화가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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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용도의 변화와 소유권의 변화는 인프라의 

개선시기부터 급증한 반면, 신·증축의 변화는 마지막인 경의선 숲길 조

성시기부터 급증하였다. 사람들은 지역이 개발된다는 공표되었을 때도 

투자를 하지 않다가, 실질적으로 지하철 노선이 추가되고, 공원화가 되

었을 때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다.

4장에서는 변화된 부동산의 속성과 도시공간 개선 측면에서의 관련

성을 살펴보았다. 4.1장에서의 용도의 차이에서는 경의선 숲길을 통한 

재생은 생활밀착형 용도들이 우위에 있었고, 걷고 싶은 거리에서는 소

비관련형 용도들이 우위에 있었다. 또한, 경의선 숲길에서는 숲길과 맞

닿은 전면부가 이면부보다 우세한 용도들이 많았다. 반면, 걷고 싶은 

거리는 전면부와 이면부 모두 우세한 용도들이 비슷했다.  

4.2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건축물의 용도를 블록 단위로 통합하여

서 블록 단위의 용도혼합도를 산출하였으며 상업화의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용도혼합도와 도시공간 개선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도시공간 개

선은 크게 블록의 공시지가, 블록에서 발생하는 월 매출, 블록 주변에

서 일어나는 월 평균 유동인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경의선 숲길과 걷고 싶은 거리에서 각각의 상관성이 차

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길 모두 공시지가와 추정매출액은 산포

도를 통해 용도혼합도가 증가할수록 각각의 값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였다. 반면, 추정유동인구수에서 경의선 숲길은 용도혼합도가 증가하여

도 유동인구수가 증가하지 않았지만, 걷고 싶은 거리는 증가하였다. 숲

길을 지날 때와 평범한 보행로를 지날 때 사람들의 인식차이가 있는 

것인데, 경의선 숲길에서는 주변의 용도보다는 숲길의 경관 때문에 유

동인구수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경의선 숲길과 걷고 싶은 거리에서 주거, 사무소, 외식업, 서

비스업, 도소매업 등 5개 용도 중에서 어떠한 용도가 공시지가, 추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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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 추정유동인구와 상관성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경의선 숲길에서

는 걷고 싶은 거리와 다르게, 사무소와 외식업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공

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성된 경관에 따라서 주변 도

시공간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용도도 다른 것이다. 추정매출액 측면

에서도 차이가 발생했는데, 경의선 숲길은 서비스업 비율의 감소와 외

식업 비율의 증가가, 걷고 싶은 거리에서는 외식업 비율의 감소와 도소

매업 비율의 증가가 추정매출액 증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

다. 마지막으로 추정유동인구수에서는 경의선 숲길의 유동인구수에 영

향을 주는 용도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 반면, 걷고 싶은 거리에서는 도

소매업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유동인구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두 길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목적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

다. 경의선 숲길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용도보다는 숲길 그 자체

의 경관을 중시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길 자체보다

는 주변 용도에 보다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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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 의의와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도시 노후 인프라 재생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프라 재생이 일어남에 따라 주변 도시공간에서 일어

나는 변화 및 그에 따른 개선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가진다. 도시 인프라 재생이 일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를 시계

열적으로 세분화해서 분석하였고, 발생한 개선효과를 기존의 공시지가

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추정매출액과 추정유동인구 자료

를 추가하여 개선된 부동산 가치에 보다 폭넓게 접근하였고, 용도혼합

도와 부동산가치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프라 재생이 일어난 공간과 일어나지 않은 공간에 대

한 사람들의 인식이 다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숲길을 방문한 사람들

은 경관가치를 높게 인식하여서 경관과 관련된 용도에 대한 소비가 높

았고, 유동인구수는 용도의 복합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

다. 반면, 일반적인 보행로에서는 특정용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소비

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따라서 유동인구수도 용도의 복합정도가 올라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숲길로 재생된 길과 일반적인 길에서 방문한 목

적에 따른 인식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차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도

시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부공간을 활용하여 적절한 경

관을 조성해주면, 용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일정한 유동인구수를 유지

하게 된다는 점은, 인프라 재생이 일어난 주변 도시공간에 보다 다양한 

용도가 들어설 수 있게 하고, 기존의 낙후되어 있는 도시공간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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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연남동 경의선 숲길 주변 도시공간 개선효과를 분석할 

때 공간적인 배경을 경의선 숲길과 접한 블록만 분석에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보다 뚜렷하게 연남동 경의선 숲길의 개선효과를 보려면 경의

선 숲길로부터 보행권인 400m내에 속하는 모든 블록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인프라 재생으로 형성된 용도혼합도와 도시공간 개선효

과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상관관계를 활용하여서 연관관계만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경의선 숲길과 걷고 싶은 거리를 비교할 때 두 길의 

길이가 다르다는 점이다. 선행적으로 경의선 숲길을 분석했고 후에 걷

고 싶은 거리를 추가하였는데, 걷고 싶은 거리의 조성길이가 약 500m

라서 900m인 걷고 싶은 거리와 다소 길이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걷고 

싶은 거리에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분석한 건축물의 

수는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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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Urban Space Transition 

by the Effect of Urban Regeneration 

Using Old Infrastructure Facility

Park, Joo Young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many infrastructure facilities that were built in economic 

development period are aging, their application plans are being actively 

discussed. Big budget is needed to maintain and utilize old infrastructure 

facilities. As infrastructure facilities are essential for both everyday life and 

economic life, effective regeneration is needed when modernizing the 

facilities. 

In Korea, the paradigm shift has begun from traffic oriented urban 

policy to pedestrian oriented urban policy, while doing urban regeneration 

using old infrastructure facilities. Cheonggyecheon, which removed the 

highway and revived the waterway, and Gyeongui line forest, which 

created the upper space as a park, are typical examples. In overseas, New 

York High Line Park, which maintained railways and created a par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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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ton Big Dig Park, which made underground expressway and created 

the upper space as a park are the typical examples.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urban regeneration using infrastructure facility is actively taking 

place, research on the effect of urban regeneration using infrastructure 

facility on the change of surrounding urban space is insuffici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t up a hypothesis that infrastructure 

regeneration affects the surrounding urban space, and analyzed how it 

changes in a time series. Also, the study hypothesized that there will be a 

difference between the streets where infrastructure regeneration occurred 

and that did not occur, and analyzed how there is a difference in 

building uses and urban space improvement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infrastructure regeneration. The target area is set as Gyeongui 

line forest for presence of infrastructure regeneration and Hongik 

University pedestrian-friendly street for absence of infrastructure 

regeneration.

The change in urban space was set as the change of building use, new 

construction, expansion and ownership based on the building register, and 

the difference in improvement of urban space with and without 

infrastructure regeneration was set as increase in official land price, 

estimated sales, and estimated flow population.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hanges that took place in the surrounding 

urban space through the urban regeneration using infrastructure facility is 

that, changes in building use and ownership surged from the period of 

improvement of the infrastructure (Phase 3), while the change of new 

construction surged from the period of formation of Gyeongui line forest 

(Phase 4)。People did not invest, even though there was a public 

announcement that the area was being developed, but they did not invest 

until the subway line was added and the upper space was created as 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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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atio of building uses, difference between 

the street where the infrastructure regeneration occurred (Gyeongui line 

forest) and that did not take place (Pedestrian-friendly street), it was 

found that in the Gyeongui line forest the proportion of life-friendly uses 

(residential, guest house) were high while in the Pedestrian-friendly street, 

the proportion of consumption-related uses (general restaurants, institutes, 

karaoke) were high. Also, in the Gyeongui line forest, the prevailing uses 

were more at the front part than those of the back side. While in the 

Pedestrian-friendly street, both front part and the back side had the 

prevailing uses. When the Gyeongui line forest was formed, a bias 

between front part and the back side occurred. 

The results of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mixed land use and 

urban space improvement show that, the values of official price and 

estimated sales of both roads increased with increasing mixed land use. 

On the other hand, in the estimated flow population, at Gyeongui line 

forest, the flow population did not increase even though the mixed land 

use increased, but at the Pedestrian-friendly street increased. It can be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erms of the flow population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the forest road scenery created by the 

infrastructure regeneration. In ad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detail 

land use in Gyeongui line forest affecting the improvement of urban 

space. In terms of official land price, it was analyzed that the official 

price increases as the ratio of office and restaurant industry increases. In 

terms of estimated sales, it was analyzed that in Gyeongui line forest 

when service industry ratio decreases and the restaurant industry ratio 

increases, the estimated sales increased while in the Pedestrian-friendly 

street, when ratio of food service decreases and the wholesale and retail 

trade ratio increases estimated sales increased. In terms of estimated flow 

population,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no land use which influenced the 

flow population of the Gyeongui line forest, whil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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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estrian-friendly street, the flow population increases as the ratio of 

wholesale and retail trade increase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shows concrete effects of 

infrastructure regeneration onl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pace 

where the infrastructure regeneration has occurred and the space where 

the regeneration has not occurred in the situation where there is not 

much research about the urban regeneration using old infrastructure 

facility.

When a wide range of upper space is formed by infrastructure 

regeneration, and when creating an appropriate landscape using its upper 

space, as flow population maintain constant without being bound by the 

land use, infrastructure regeneration can be expected to enable a wider 

variety of uses in surrounding urban spaces and revitalize existing urban 

spaces that are underdeveloped.

Keywords : Infrastructure, Urban Regeneration, Mixed Land Use, Urban 

Space Transition , Urban Space Improvement

Student Number : 2015-2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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