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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이태원동 유엔사 이전적지 복합시설조성지구 설계
n밀화] 진행된 도시 속에서 도시 환l의 기회 요소로서 이전적지 c발은 단순
한 c발의 수익 창출 이상의 의미를 ]진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 속 이전적지는 토
지의 큰 x모를 차지하n 있어 c발로 인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따라서 이전적지 c발에 관하여 위치적 잠재력, 주변 도시의 이슈 등을 함께 n려하
n 세심한 m획p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여 c발 m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0(,년 4월 조성m획이 n시된 유엔사 이전적지도 마찬]지로 대도시에서 발생
한 이전적지이다& 유엔사 이전적지는 이태원동p 한남동 b은 우리나라 최n의 문
화·소비 장소와 인접하n 있으며, 미래 용산o원화] 진행될 용산미v기지와 녹사
평대로를 lm로 이웃하n 있다& 이 ]운데 위치한 대상지는 단순한 c발의 이익을
쫓는 방향 보다 위치적 이점p 중요성을 기반으로 주변 지역p 연m되는 장소로 c
발하여 용산t 전반에 g친 도시 환l을 향상시킬 필요] 있다n 판단하였다&
위치적 잠재력을 기반으로 도시적 맥락에서 대상지를 바라 보았을 때, 미래 용산
o원p 주변 지역의 주e지 및 문화·소비장소를 연k하는 중간영역으로 대상지를
c발하n자 하였다& 성i이 다른 두 도시 간의 연k성 확보를 위해 대상지에 두 ]
지 기능을 담도록 하였다&
y중 첫째는 녹지 체m의 연장을 위한 시작점이다& 주변 관련 m획을 n찰한 k
p 한남y린웨이, 용산o원화 등 장기적인 용산t c발 방향에서 시]지 내에 부족
한 녹지를 보완하는 t상이 다수였다& y 방법으로 유엔사 이전적지의 c발은 위의
장기적 m획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추로 언급된다& 따라서 미래 용산o원의 녹지 체
m] 시]지 내부로 발산할 수 있도록 물n를 트는 시작점의 기능을 도입하n자 하
였다& 하지만 대상지 c발의 ]장 큰 목표는 평택미v기지 이전재원 마련을 위해 수
익성 확보] ]장 큰 이슈였n,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높은 용적률을 달성하는 n밀
도 c발 m획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제한적 요인 속에서 녹지 o간을 할애하는 h은
]장 큰 p제였다& 연t의 m획 및 설m에서 제안한 방안은 대x모 녹지 o간보다
보행 중심의 선형의 녹지를 넓은 폭으로 할애하여 용산o원p 시]지 간의 연k성
을 확보함p 동시에 다양한 행위] 선형 녹지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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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녹지 축은 n밀도 복합시설조성지t 내에서 녹지와 관련된 휴식, 이동, 운동
등p b은 기능을 제o하n, 인접 시설의 용도 및 주변 도시의 문화적 맥락p 더불
어 다양한 활용 방식을 창조할 h이며, kp적으로 용산o원p 주변 시]지를 연k
하는 선형의 녹지 o간으로 작동할 h이다&
두 번째는 주변의 다문화 지역p 용산o원을 연k하는 문화·소비의 플랫폼 기능
이다& 기존 도시와 오랫동안 단’되어 있던 미v기지] 성o적인 o원화] 진행되
기 위해 주변 도시와 연m성을 a화하n 상호작용 하는 p정은 두 도시 조직의 지속
적 상생에 필수적이라 판단하였다& 용산o원 동측 시]지는 해방촌, l리단길, 이태
원e리 등의 다문화를 기반으로 한 e리] 형성되어 있다& 이들p o원의 연m성 확
보를 위해 많은 설m l기에서 제안하n 있는 단순한 선( )적 처방(연k s각)으로
는 부족하다n 판단하였n, 문화·소비의 플랫폼으로서 면( )적인 장소를 용산미
v기지 인접 지역(대상지)에 우선적으로 형성시키n자 하는 큰 y림을 y렸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o식적인 대상지 c발 m획에서 제외된 녹사평대로)-길 방면의 잔
여 필지들을 통합하여 ]로친화적 상업시설을 재t성하였다& 상업시설의 위치·형
태·x모에 있어서 주변 맥락p 유사하도록 m획하여 신x 복합시설지t의 이질성
을 줄이n자 노력하였다& 또한, 대x모 업무시설의 저층부는 복합문화시설로 조성
하여 문화적 플랫폼을 형성시키n자 하였다& 여러 종류의 시설 저층부는 해당 o간
에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보행 녹지 축을 매c로 상호 연m되는 효p
를 기대하며 배치를 k정하였다& 이로 인해 대상지 전반에 g쳐 문화·소비 플랫폼
을 형성시키n, 용산o원p 지속적인 문화적 상생 효p를 얻n자 하였다&
대상지의 t체적인 c발 m획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상지의 c발 방향
에 대한 큰 y림을 우선적으로 y려 보았다는 점에서 연t의 의미] 있다& u토부에
서 제시하는 확정된 c발 t상 없이 불확실성 속에서 연t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타
당성 측면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 y러나, 바꾸어 말하면 c발 m획 이전에 대상지
의 위치적 잠재력을 보여주며, n밀도 복합시설조성지t c발 속에서 oo성을 우
선적으로 확보하n자 큰 y림을 선험적으로 t상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n
판단된다& 대상지 주변 지역의 c발 t상에서 대상지의 c발 방향에 대해 언급하n
있었n 올해 4월에 이어 (0월 관m 기관 협의를 e쳐 조성실시m획이 n시되었으
나, t체적인 c발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까운 시기에 대상지 c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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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c발 m획을 수립함에 있어 본 연t] 기본 t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h이다&
또한, 오늘날 수익성이 주] 되는 이전적지의 n밀도 c발을 행태를 견철하며,
대x모 이전적지를 복합시설조성지t로 c발함에 있어 도시 전반에 g친 환l c선
의 기회 요소로서 m획하는 방안을 t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연t의 의미] 있다& 특
히 대x모 o원 주변의 복합시설지t c발이라는 측면에서 oo성p 용적률 확보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t체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h
이다&
하지만 연t자] 제시한 대안은 용적률·f폐율p b은 c발 수치에 있어서 대상
지 c발 ]능 최대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수익성 측면에서 부족한 m획
안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제안한 m획 및 설m 요소를 통해 용산o원p 시]지
의 연m성 확보, 두 도시 조직의 상생 효p, 지역 주민의 생활w 내 녹지 o간 확보,
신x 상업시설 기존 소x모 상w 간의 상생 효p, 이용객을 위한 문화 o간 제o 등
의 각종 사회적 효p를 감안해 볼 때 설득력 있는 대안이라 사료된다&

주요어 : 이태원, 유엔사, 군사 이전적지, 복합용도 4R, 용산:원, ::성, 보행
녹지 축, 2로형 상업시설, 복합문화:3
학T : 2014-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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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w. 서론
제1절. lPu c경R 목x
-. 대상지 ~발의 필요성
-.-. 도시환경 ~선의 기회
고밀화u 진행된 도시 속에서 환경~선의 기회 요소는 장소의 기능 및 요구의 변
화( 산업방식의 변화( 혹은 정책에 의해 계획되는 이전적지의 ~발이다. 포화상태로
~발이 진행된 도시 속에서 ~발 u능한 토지 확보u 어렵다는 점· 소규모 환경 ~
선으로는 공적 인프라에 대한 ~선 효·u 작다는 점은 이전적지의 ~발이 도시 환
경 ~선의 좋은 기회임을 설명해 준다. 따라서 대규모 공w 확보와 ~발이라는 측
면에서 이전적지는 큰 u치를 지닌다.
도시 속에 위치한 이전적지는 대부분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규모u
어떠한 형태로 ~발되던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이전적지에 ~발에 관하여 세심한 계획· 장기적 관점이 요구된다. 대상지 내
의 ~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도시 속의 대규모 ~발지로서 주변 지역· 상생하
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또한( 기회 요소로서 도시 전반에

친 환경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위치적 잠재력을 면밀히 파악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
로 ~발되어야 한다.

-... 기회 요소로서 이태원동 유엔사 이전적지
서울 대도심 중 하나인 용산구에 위치한 유엔사 이전적지는 .,-1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되었다. .,-1년 0월 조성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올해 말 실시계획을 승인할 계획으로 u까운 시기에 ~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엔사 부지는 물리적인 위치상으로 이태원동( 한남동( 보광동을 아우르는 주요
지점이자( 대규모 ~발 u능지로서 일대의 도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판단된다. 유엔사 이전적지는 녹사평대로를 경계로 용산미군기지 동쪽에
인접하고 있다. 또한( 북측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소비의 장소들%해방촌(
경리단길( 이태원거리( 엔틱u구거리&· 이웃하고 있다. 위치적 잠재력· 더불어 향
후 용산공원이 조성될 경우를 생v해 보았을 때( 대상지는 단순한 복합시설지구 보
다는 용산공원· 주변 시u지를 연결하여 용산구 전반의 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필
요u 있다. 이를 위해 대상지는 다양한 기능을 담은 장소로 ~발될 필요u 있다.
- 1 -

O그림 -)-P 대상지 주변 맥락 다이어그램 6 녹지 네트워크

그중 첫 번째 기능은 용산구의 녹지 체계를 시u지 내부로 발산시키는 시작점이
다. 용산구의 일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대규모 공원들이 집중되어 있다. 넓
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공원이 외곽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이태원동( 한
남동( 보광동의 주거생활권 내부에는 녹지u 전“하다. 다수의 대상지 주변 지역 관
련 계획-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태원동( 한남동 주거지 내부에 녹지 공w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 방법으로 유엔사 이전적지의 ~발은 장기적 녹지 네트워크 관
련 계획의 시발점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녹지계획을 차치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향상을 위해 대규모 ~발 u능지로써 대상지는 생활권 내에 깊숙히 침투
하여 녹지 공w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 요소임은 분명하다. 용산공원의 녹지체계를
한남재~발촉진지구 ~발 계획 중 한남그린웨이 안( 용산공원기본계획 중 복합시설조성지
구 기본구상( 유엔사 조성실시계획%-,월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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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생활권 내부로 확산시킬 수 있는 게이트웨이로써 대상지는 주요한 지점에 위
치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녹지공w 확보( 보행친화적 복합시설조성지구 등의 ~
발이 필요하다.

O그림 -).P 대상지 주변 맥락 다이어그램 6 문화 및 소비 네트워크

두 번째는 대상지 주변의 특색있는 다문화 거리들· 연계되는 문화 및 소비 네트
워크의 중w영역이다. 기존 도시와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미군기지u 성공적인
공원화u 진행되기 위해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상호작용 하는 ·정은
공원· 주변도시의 문화 및 소비자원의 지속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연계성 강화를 위한 첫 단계로 문화와 소비 장소로서 대상지 일대를 바라보아야 한
다. 대상지 북측은 해방촌( 경리단길( 이태원 거리( 엔틱u구거리와 같은 특색있는
다문화 거리u 형성되어 있다. 이들· 공원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녹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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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에 의한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한 물리적 연결을 추구하는 선% &적인 처
방은 단절y을 y소시키기에 부족하다.. 이런 처방· 더불어 v 거리의 문화 및 소
비 네트워크u 한 곳에 모여 면%

&적인 장소를 형성하고( 이 장소u 다시 용산공원

의 흐름 속으로 유입될 수 있는 중w영역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대상지는
북쪽의 문화 및 소비 네트워크의 흐름· 용산공원의 중w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문화 및 소비 네트워크의 중w영역의 성격을 u진 장소로 ~발될 필
요성이 있다.
이처럼 대상지는 미래의 용산공원· 동쪽 도시들을 연결하는 주요한 위치이자
기능이 다른 두 도시 조직을 융합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대상지 자체
의 ~발 여건뿐만 아니라 용산구의 도시 환경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 위해 n용산
공원· 주변 시u지의 연계성 확보o라는 공적 u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될 필
요성이 있다.

.. 대상지 계획의 문제
..-. 유엔사 이전적지 관련 계획
국토교통부는 용산 미4군기지의 국u공원 조성을 위해 미군 평택 이전재원을 마
련하기 위해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 세 곳%유엔사( 수송부( 캠프킴&을 일반상업지
역으로 민w~발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3년 기준으로 이전에 투
입되는 비용은 1조 1(5,1억 원으로 측정되었다.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본체부지 주변 /~ 산재부지를 고밀도 ~발한다는 계획
을 제시하였다./
산재부지 중 이태원동 유엔사 부지는 .,-1년 0월 u장 먼저 조성계획이 발표되
었고 /~의 부지 중 u장 먼저 ~발이 예상된다. 용산공원기본계획 복합시설조성지

용산공원 국제 설계경기에서 많은 작품들은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으며( 그 중
MEIJ4%-등 당선작& 작품에서는 세 u지 컨셉 중 n문화의 치유o라는 하나의 ~념으로 다루
고 있다. 이에 대한 처방전으로 녹사평대로에 n오작교o라는 교v에 의한 선% &적인 연결 방
식을 제시하고 있다. 사이트 경계선이 주어지는 설계 경기로 인해 미군기지 외부에서 그 해
답을 찾는 작품은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및 설계
안은 부재하다. 본 연구는 미래 용산공원· 동측 시u지의 연계성 확보 측면에서 기존 대안
보다 적극적 태도를 취하며( 용산공원 경계선 외부에서 그 해답을 모색하려는 의도u 포함되
어 있다.
.

/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
- 4 -

구 기본구상에서 대상지는 국제교류기능· 쇼핑관광 거점이라는 대규모 용도~발
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용산공원· 주변 시u지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계
획을 세우고 있다.

.... 현재 유엔사 이전적지 ~발 구상· 쟁점
유엔사 이전적지의 ~발 방식은 n기부 대 양여o의 민w~발을 추진하고 있다. 토
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결· 부지 전체 면적의 약 42"를 상업용도로 활용하고( 나머
지 -0"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원( 녹지( 도로 등의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
기로 하였다.0
대부분의 이전적지의 ~발에 관한 쟁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계획 수
립·정에서 발생하는 부지의 활용 용도 및 ~발방식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전비용
을 확보해야 하는 국방부는 이전적지의 ~발에 따른 도시공w의 파급효·에 대한
관심보다는 비용확보를 주로 고려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민w~발용지로 매v하
는 경우u 대부분이다.1 대표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결국 사업의 채산성 확보를 위해 민w의 ~발용지로 활용하게 되어 부지의 활용방
안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도시의 공공환경에 관한 질적 향상의 ‘표보다는
고밀도 ~발을 통한 수익성에 치중하여 환경 ~선의 기회 요인으로 역할을 하는데
미미한 결·를 보인다.
유엔사는 이전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복합시설조성지구 계획· 용산공원· 시
u지 연계성 확보라는 두 u지 ‘표u 공존한다. 민w~발 방식· 42"의 상업시설
용지라는 밀도 높은 계획은 두 도시 조직 w의 연계성 확보라는 공적 ‘표와 대비된
다. 이는 공공의 u치에 부합하는 부지 활용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n대규모 복합시설용도o와 '용산공원· 시u지 연계
성 확보o라는 공익을 조화시키는 방안이 철저히 계획되어야 한다.

0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임창호 외 0( 군 이전적지 재~발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5권 0호(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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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및 설계의 ‘적
/.-. 이전적지로서 공공적 u치 추구
대상지는 대규모 용도복합구역으로 ~발됨· 동시에 앞서 언급한 용산공원· 그
린 및 문화·소비 네트워크 흐름을 연결하는 중w지점으로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u 있다. 현재 유엔사 이전적지의 ~발 ‘표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은 산재부지의
상업화 ~발을 통한 이전재원 마련이다. 하지만 수익성이라는 일차적 ‘표를 y안
하더라도 대상지는 위치상의 중요성을 염두하여 공공의 성격을 잃어서는 안 될 것
이다. 따라서 고밀도 상업지역 ~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지의 단편적인 활용에
대해 견철하며( 대상지u 복합시설조성지구로 ~발됨· 동시에 도시 속에서 수행하
여야 하는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하는데 연구 및 설계의 궁극적인 ‘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대상지의 공공의 역할은 아래 두 u지와 같다.

/... 용산공원의 녹지 체계 확산을 위한 중w영역
대상지는 용산공원의 녹지 체계u 생활권으로 확산되기 위한 게이트웨이로써 계
획되어야 한다. 용산공원기본계획 중 유엔사 기본 구상은 보행 녹도를 통한 용산공
원· 시u지의 결합을 제시하고 있다.2 한남뉴타운의 기본계획에서도 마찬u지로
한남동 일대와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자 축을 제시하고 있다.3 용산구의 녹지 분
포 현황에서 생활권 내 녹지는 전“한 상태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
된다. 본 연구 역시 마찬u지로 용산공원의 녹지체계u 생활권으로 침투하기 위한
초석으로 녹지 공w이 필요하다고 생v한다. 따라서 고밀도 복합시설 내에서 한남
동 일대와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보행 녹지 축을 설정하고( 보행 축· 연계되는 생활
권 내의 녹지공w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두 u지의 녹지
체계 요소u 고밀도 복합시설조성지구 내에서 유기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 a55)-,..

3

서울시( 서울시보 제/.0,호( .,-0.
- 6 -

/./. 용산공원· 인접 도시의 융합을 위한 문화 및 소비 네트워크
현재 대상지 북측은 오랫동안 축적된 문화 및 소비 자원들의 네트워크u 형성되
어 있다. 이 네트워크를 용산공원· 연결하는 ·업은 주변 도시의 문화 및 소비의
맥락을 유입시켜 용산공원· 주변 시u지 사이에 부드러운 경계를 형성시키는 초석
이 될 것이다. 유엔사 주변은 해방촌( 경리단길( 이태원 거리( 엔틱u구거리 등의 다
문화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상권이 u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vv의 u로는
주변 u로공w·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연결되어 있으며( 위치적으로 대상지는 해당
네트워크의 남쪽 끝에 자리한다. 해당 네트워크를 용산공원· 연장선상에서 바라보
았을 때 대상지는 중w지점에 위치한다. 이러한 지역 맥락 속에서 대규모 복합시설
의 조성은 지역적 특성· 상반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대규모 복합시설의 내부
중심적 공w은 외부 공w· 단절을 초래하기 때문이다.4 현실적으로 대상지의 사유
화 ~발이 불u피한 상황 속에서 대상지에 도입되는 용도와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
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이러한 ~발· 동시에 대상지의 위치적 잠재
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 구상이 더불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연구
의 보다 큰 ‘적이다. 따라서 대상지 내에 문화공w을 조성하여 다수의 이용자의 접
근을 장려하며( 상업시설의 경우 형태적으로 주변 상권· 공w적 언어를 함께하며
전체적 맥락에서 이질성을 보이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세부적인 ‘적이다. 이를
통해 수익적 구조보다도 주변지역의 문화 및 소비 자원· 연계되는 방향의 ~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강호( 도시 내 스트릿 쇼핑’의 외부u로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6 미국( 일본· 한국의 스
트릿 쇼핑’ 사례비교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권 제1호( .,-0( a5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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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lPu dt 및 내s
-. 공w적 범위
-.-. 대상지 위치 및 일반~요
용산공원 산재부지 ~발 계획 중 하나로서 현재 조성계획이 u장 먼저 고시된 구
역이다. 주변 지역에는 이태원 거리%이태원관광특구&와 엔틱u구거리u 근접하고
있고( 녹사평대로를 경계로 하여 서쪽에 미군기지u 인접하여 있다. .,-2년까지 용
산미군기지 이전을 ‘표로 이전재원 마련을 위한 대상지의 계획안이 필요하다.

유엔사 부지 %.,-1년 0월 조성계획 고시&
) 위치 6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0번지 일대
) 면적 6 총 1-(31/t %약 -1(24. 평&
) 용도지역지구 6 일반상업지역( 조망u로미관지구 %고도제한 3,m&

O그림 -)/P 조성계획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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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 대상 구역
유엔사는 오랫동안 도시 안에서 섬처럼 지속되어 온 장소이다. 유엔사 부지를 제
외한 주변의 도시 지역은 지속해서 발달하여 빈틈없이 대상지 주변을 채웠다. 유엔
사 부지u 급격한 ~발의 변화를 맞이할 경우 유엔사 경계를 따라 자생하던 소규모
의 도시조직은 ~발된 용지와 대비되어 도시의 이질적인 부분으로 남게 될 것이다.
또한( 대상지 ~발 계획에서 제외된 잔여 도시조직은 ~발 후에도 대상지와 주변 도
시 w의 경계를 유지하여 미래 용산공원· 주변 시u지에서 대상지로의 접근성을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지 경계부의 잔여 조직에 대해서는 재~발의 입장을 표
명하며( 이를 통합하는 계획 및 설계를 진행한다.

유엔사 부지
) 면적 6 총 1-(31/t %약 -1(24. 평&

엔틱u구거리 상업지역 %잔여 조직_-&
) 면적 6 0(5/2t %약 -(051 평&
%약 .0~ 필지( .종일반주거지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구역&

저층주거지역 %잔여 조직_.&
) 면적 6 1(1,1t %약 -(224 평&
%약 0.~ 필지( .종일반주거지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구역&

:RaieR] ?oeV] 부지 %잔여 조직_/&
) 면적 6 2(40-t %약 .(,3/ 평&
%단일 필지( 숙박시설( /종일반주거지역&

기본계획 및 설계 대상 면적
) 면적 6 25(,/1t %약 .,(5-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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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그림 -)0P 기본설계 범위

.. 내용적 범위
대상지에서 계획에서 달성해야 하는 용도 결정( 시설의 양적 도입이 우선시 되는
방향이 아니라( 대상지u 용산구의 전반에

친 도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용산공원· 동측 시u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n녹지 및 문화·소비 네
트워크의 중w 영역o으로써 도입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도출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계획 및 설계를 진행한다. 하지만 용도 선정( 용도별 규모 산정( 시설의 배치는 대상
지의 계획에서 w·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대상지의 ~발 계획은 조성계획만 고
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대상지 용도와 규모에 관하여 언급되지 않은 상황
이다. 따라서 계획의 범위에 대상지의 용도와 규모 구상이 포함되며( 이를 기초로
용도를 배치하고 도출된 설계 요소를 도입하여 설계안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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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lPu 진행R정
O표 -)-P 설계 진행·정
연구 흐름

‘적

주요 내용

· 대상지 및 주변지역 관련 계 · ~발 계획 현황
획 검토
-. 이론적 고찰 및
문제점 분석

· 군이전적지 ~발

· 기본 ~념 정립

· 대상지 ~발의 문제점 고찰

·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 녹지 및 문화소비 네트워크

· 대상지의 계획 및 설계 방향
설정

결절점으로서 도입 u능한
계획 요소 도출

· 민w~발지역의 공공성 확
보 방안 분석
..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대규모 복합시설지구 내의 · 해외 선진사례 조사 및 분석
외부공w 확보 방안

· 국내 사례 조사 및 분석

· 대규모 복합시설지구와 주
변지역·의 공생 방안

/. 유엔사의 역할 규명 6 · 대상지 공공성 확보 방안

· 대상지 설계 여건 분석

대상지 분석 및

· 대상지 주변 지역 연계 방안

· 설계 요소 도출

설계·제 도출

· 세부 공w별 설계 이슈 도출

· 공w별 설계 기준 설정

· 대상지의 용도 설정
· 설계 ~념 정립
0. 기본 구상

· 용도별 규모 산정

· 계획 및 설계 전략 모색· · 설계 ~념 및 전략 제시
전략의 구체화 작업

· 설계 요소 의미 서술
· 대략적 배치 계획 구상

1. 기본 계획 및 설계

· 기본 구상에 따라 대상지의
기본 계획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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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deVc G]R_
· 세부 설계안 작성
· 세부 단면도 및 투시도

제2장. t계의 이f적 Y찰
제1절. [d계획 U토
-. 유엔사 관련계획5
국토교통부는 산재부지 /·%유엔사( 수송부( 캠프킴& 중 일차적으로 유엔사 이전
적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p유엔사 부지 실시계획 승인·고시q
를 .,-1년 -,월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당초 부지의 개발 높이 등과 관련하여 대
상지의 고밀도 개발의 현실적 필요성과 남산 조망과 관련된 도시 경관 재고를 위한
저밀 개발 필요성이 대립하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여 개발방안을 발표하였다. 구체
적인 내용은 P표 .)-]과 같다.
고시된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은 유엔사 부지 전체면적의 -/.."를 공원·녹지·
도로 등의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민y에서 수립
할 건축 및 기반시설계획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용지를 ’두 포함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은 민y에게 매x된 토
지w 향후 공공과 민y의 협의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
기 위함이다. 해당 개발 계획에서 약 -조원의 이전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평택기
지 이전재원 마련이 주요 목표인 대상지의 고밀도 개발 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 녹
지( 공원과 같은 공적 성격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주변 유엔사 부지 조성실시계획 승인%용산공원추진단& 조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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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표 .)-P 유엔사 관련 조성실시계획
구분

내용

~발 주체

· 기부 대 양여의 민w~발

용도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토지이용계획

· 건축시설용지 42.4"(
· 공공시설용지 -/.." %공원 0.-"( 녹지 4.-"( 도로 -.,"&

건축 계획

· 용적률 2,," 이하( 건폐율 2,"이하( 높이 제한 5,m

허용 용도

· 숙박( 업“( 상업( 주거 시설 등

실시계획
고시 도면

자료 6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주변 유엔사 부지 조성실시계획 승인%용산공원추진단& 조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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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기본계획 6 복합시설조성지구 ~발 기본구상-,
공원 외 정비구역 관리 기본구상에서 u장 기본이 되는 공적인 ‘표는 n산재부지
를 통해 용산공원의 네트워크를 기존 시u지로 유입시키도록 하고( 주변부는 이 네
트워크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임“를 수행하는 것'이다.

..-. 복합조성지구 ~발 기본구상
배경 및 ‘표
국토부는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부지는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상 ~발이익을 활
용하여 평택기지 이전비용의 일부를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서 미군기지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용도의
~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본원칙
공원· 시u지의 유기적인 연계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복합시설조성지구는
한강로 및 반포로와 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연결성이 높아 공원조성
의 주요한 진입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즉( 공원이 갖는 휴식 기능을 복
합시설조성지구 내로 유입시켜 공원네트워크와 시u지u 유기적으로 결합하도록
한다.

복합조성지구의 용도 관련
유엔사 및 수송단 부지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지구 중심 기능을 부여하며( 이
태원 관광특구와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결절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교류 기능%국
제기구( 컨벤션센터( 호텔 등&을 u진 복합기능을 도입하도록 한다. 또한( 공원 이용
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이태원 관광쇼핑 기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상업~
발을 장려한다. 녹사평대로변에는 상업공w 조성을 추진하며( 부지 내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보행녹도 또는 녹지를 조성하도록 한다.
대상지는 평택기지 이전재원 마련을 위해 수익적 복합시설~발이 불u피 하다.
하지만 용도와 관련되는 내용 이외에 대상지는 공원의 성격이 연속되는 공w으로
국토해양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 a55)a-,.( a-45)-54에 해당되는
복합시설조성지구의 ~발 및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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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되어야 하는 또 다른 역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복합시설조성지구라는 사적 w
치와 연장된 공원이라는 공적 w치w 적절히 조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P표 .).] 복합시설조성지구 개발 기본구상
배경 및 목표

기본원칙

복합조성지구 용도
·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지구 중심 기능

· 공원과 시가지의 연결
· 기부대양여 개발방식으
· 이태원 관광특구와 용산
로 평택기지 이전비용의
공원을 연결하는 결절점
· 용산공원 동측의 진입부
일부 마련
으로서 국제 교류 기능
역할 수행
· 비용 확보를 담보할 수
· 이태원 관광쇼핑
· 공원과 시가지가 유기적
있는 개발 진행
거점 역할
으로 결합하도록 계획

기능

· 부지 내부를 동서로 관
통하는 보행 녹도

자료 6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 bb55)-,.( bb-45)-5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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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lPu 접근 S점
-. 군이전적지 ~발
-.-. 군이전적지 정의
일반적으로 이전적지는 %구&수도권 정비계획법%-54.&의 제-1조에 의해 규정된
법적 용어로 n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이전한 이전촉진권역 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의 종전 대지o를 뜻한다. ~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에서는 n·밀억제권역 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o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유엔사는 군사시설로 법적으로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
규모 시설이 이전한다는 점( 이전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 계
획적인 관리u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의 이전적지의 의미와 공통점을 지닌다. 이전
적지의 계획상 일반적인 의미는 n도시의 기능· 산업방식의 변화( 또는 정책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이전한 대지o에 포함된다.-- 따라서 군이전적지는 이
를 둘러싼 정책· 사회적 이슈에 따라 n도시 내에서 군사시설이 이전한 대지o라고
할 수 있다.

-... 군이전적지 발생 원인
이전적지는 도시계획정책( 군사적 요인( 사회적 이슈 등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한
다. 이 중 군이전적지는 도시·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군사적 요인에
의해 이전적지 발생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도시·환경적 요인
도시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은 도심의 주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도시
의 확장· 도시 발전의 방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어 도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부
분에 있어 상충한다.

사회·경제적 요인
도시 내에 자리한 군사시설은 지역주민들·의 x등을 불러일으킨다. 군부대에
인접한 도시지역은 ~발이 제한되어 장기적으로 경제적 u치를 하락시키는 주요 원

--

홍경식( 을지로 미극동공병단 이전적지 기본계획 및 설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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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시설에 의한 소음· 환경오염은 주민들의 생
활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이로 인해 지자체( 국방부( 지역주민 w의 끊임 없는 x등
· 논쟁을 거쳐 이전하는 경우u 발생한다.-.

정치·군사적 요인
현재의 군사구조를 정보·기술 집약형의 첨단 군사구조로 전환하려는 구조 ~편
을 위해 많은 병력· 부대u y축되고 있다. 기존의 군사시설이 비효율적으로 분산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의 대단위 통합을 시도한다.

-./. 군이전적지 활용에 관한 쟁점
군사시설 이전재원 확보
군이전적지의 이전재원을 확보하는 ·정에서 v 이해당사자의 입장에 의해 부지
의 활용이 왜곡된다. 먼저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 높은 수익률
을 달성할 수 있는 민w~발용도로 부지를 매v하고자 한다. 지자체는 부지매입비
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w에게 매v하는 경우u 대부분이다.

채산성 확보를 위한 ~발
두 이해당사자의 이전재원 마련· 부지매입 비용 경y을 위해 민w에게 매v된
군이전적지는 수익성 위주의 고밀도~발을 도모하게 된다. 이런 ·정에서 민w~발
업체는 공익을 고려하지 않아 도시기반시설의 ·도한 공급( 도시경관훼손 등의 부
작용을 초래한다.-/

-.

홍경식( 을지로 미극동공병단 이전적지 기본계획 및 설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4.

-/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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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표 .)/] 군사시설 이전적지 개발사업의 단계별 쟁점과 문제점-0
단계

내용

쟁점

문제점

합의
형성

· 기지반환의 필요성 · 국방부 : 이전협상을
· 공공성을 도외시한
제기
통한 군사시설 이전
각 협의기관의 이해
비용 조달
· 사업추진단계 및 과
관계에 따른 갈등 유
정에 대한 기본적 합 · 지자체 : 부대이전에
발
의 형성
따른 부담 최소화

계획
수립

· 국방부 : 비용확보
· 다수의 이전적지가
측면의 접근
· 개발기본계획의 작성
민간개발용지로 매각
· 구체적 사업추진단계 · 지자체 : 부지매입비
· 부지활용 용도 및 개
및 일정 수립
용의 부담으로 부지
발방식의 제한
활용방향 왜곡

집행

· 수익성 위주의 주거
· 개발계획에 따른 재
부지의
매각이라는
기능 대체
·
원조달
획일적인 재원조달 · 다양한 재원조달방안
· 부 지 조 성·개 발 및
방식
의 제도적 마련이 필
활용·관리
요

.. 민y개발의 한계
도시의 확산과 더불어 도시 중심부를 밀도 높게 개발하는 움직임은 이미 오래전
부터 진행됐다. 민y개발업자는 고층빌딩을 중심으로 도시의 요충지에 건물을 헐어
내고 개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양적인 고층·고밀도 개발은 지역·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 새로운 사회
적( 환경적 문제를 발생시킨다.-1 따라서 도시 속 이전적지의 개발은 수익성뿐만 아
니라 지역 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임창호 외 0( 군이전적지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
/,권 0호( bb4/)42.
-0

이주현( 맥락적 마케팅 전략을 고려한 복합용도건축물의 계획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
교 대학원 주 환경학과 박사학위논문( .,,5( 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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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사 이전적지 ~발의 문제점
l l 유엔사 ~발은 위의 일반적인 군사 이전적지의 ~발· 마찬u지로 기부 대 양여
의 민w ~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유엔사 실시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용역 업체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민w ~발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기지 이전재원 마련을 위해 높은 수익성· 분양성을 위주로
하는 ~발 비전을 u지고 있었다. 이러한 수익적 구조의 ~발 계획은 자칫 단편적인
토지 활용에 치우쳐 연구 배경에서 언급하였던 대상지의 위치적 잠재력을 잠식할
우려u 있다.
l l 그 원인은 두 u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대상지에 도입되는 시설의 용도는 분
양성을 우선 순위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용역 업체의 용도 관련 인터뷰에서 공실률
발생이 적고 분양성 확보에 용이한 오피스텔 혹은 주거시설 도입을 중점적으로 검
토하고 있었다. 이러한 용도는 공w 자체u 주거권을 기반으로 하여 사적인 성격이
강해져 녹지 및 외부공w을 조성하더라도 지역 주민· 방문객에게는 침범할 수 없
는 베타적 공w으로 자리한다.-2 둘째( 높은 수익성을 위해 고층·고밀의 ~발 계획
으로 인해 외부공w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망u로미관지구의 5,m
이하의 높이 제한 속에서 수익성을 위한 일반상업지역 내의 법적 용적률%2,,"&달
성 계획은 밀도 높은 중층 시설을 다수 배치될 것이다. 대상지의 위치적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u능한 많은 외부공w의 확보u 필요한 시점에서 위와 같은 조건들
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l l 본 연구는 대상지의 상업적 ~발 형태를 부정하는 시v이 아닌( 용산공원 주변의
대형 복합시설 ~발 u용지로서 도입되어야 할 시설의 용도와 그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 ‘적이다. 적합한 용도를 u늠해 보고( 같은 용도를 ~발하더라도 대
상지의 위치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의 형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물리적으로 부족한 외부 공w을 조직하여 대상지 전반에 녹지 공w을
할애하는 것이 두 번째 ‘적이다.

하영상 외 .( 도심지 주상복합건물의 저층부 공공공w· u로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
도시설계학회지( 제5권 제0호( .,,4( a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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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h]조h 및 g석
-. 사례 대상지 선정 배경
유엔사 이전적지는 제한된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 같은 도시 ~발이 u져다 주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
대지의 사유공w· 도시 인프라의 관계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주변 지역·의 연
계를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민w~발지라는 조건 속에서 사유지의 ~발 여건· 외
부 공w 및 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함께 고려하여 도시 전반의 환경의 질을 도모
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시u나와역 복합시설조성지구 재~발 프로젝트는 대규모 복합시설조성지구 속
에서 외부 공w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행전용공w( 공~공지의 할애 등을 통해 도
시적 맥락에서 해당 지역의 구심적 역할 달성한 사례이다.
마루노우치 나카도리 업“시설은 고밀도로 계획되는 업“시설 단지 속에서 저층
부에 u로친화적 상업시설의 유도와 u로공w의 계획적인 설계로 지역 내의 공공성
을 확보한 사례이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nE:큐브 커넬 워크o는 대상지 내·외부의 u로와의 연계성
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소비의 ‘적 이외에도 도시 내 일상적 공w으
로 자리 잡은 사례이다.

- 20 -

.. 시나u와%IYi_RgRhR&역 복합시설조성지구 ~발 사례
시나u와 지구는 교통 요충지에 철도 이전적지를 업“시설을 중심으로 한 ~발
사례이다. 지역 교통 중심지로서 토지의 고밀도 이용· 도시 기능의 향상을 ‘적으
로 ~발되었다.-3 부지 면적은 약 /1(120t이고( .,,/년에 완공되었다. 전체 대지는
두 ~의 구역으로 구분된다. IYi_RgRhR I_eVcTiej지구는 상업( 업“( 공용시설로 구
성되어 있으며( IYi_RgRhR GcR_U :ommo_지구는 업“( 주거시설로 구성된다. 두
구역 사이는 대규모 센트럴 u든이 대지 전체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O그림.)-P 시나u와 복합시설조성지구 위치도

이정형 김진욱( 도시건축시스템에 의한 복합용도건축물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
학회 제..권 제--호( .,,2( a.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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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u와%IYi_RgRhR& 센트럴 u든%:V_ecR] GRcUV_&
I_eVcTiej와 GcR_U :ommo_지구 사이에 조성된 센트럴 u든은 폭 01m( 길이
0,,m( 면적 .,(,,,t에 다다르는 광대한 보행자 공w이다.-4 대지의 북쪽· 남쪽은
vv 0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그라운드 레벨을 동일하게 맞춰 센트럴 u든 내부로
접근하기에 용이하도록 조성되어 있다. 중앙을 향해 점차적으로 레벨이 하강하며
센트럴 u든 중앙 부분은 I_eVcTiej와 GcR_U :ommo_ 두 지구 건물의 지하 -층 레
벨· 접하고 있다. 센트럴 u든· 면한 v 지구 건축물의 공~공지는 디자인 u이드
라인을 통해 센트럴 u든· 통합하여 조성되었다. 센트럴 u든 내에는 빌딩 사잇 바
람을 완충하기 위한 .5,그루의 나“u 식재되어 있다. 이는 미기후 조절의 효· 뿐
만 아니라 지구 내를 보도로 이동하는 이용자들에게 어메니티 및 휴식공w을 제공
한다. 해당 보행자 공w에서 v 건물로 수직 이동할 수 있는 폴리u 배치되어 있어
입체적인 이동이 u능하다.
O그림.).P 시나u와 센트럴 u든 전경

자료 6 hhh.S]og.[RaR_eho.Tom

홍연 외.( 일본 입체복합건축 외부공w 계획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 a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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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대규모 복합시설지구의 ~발 중심에 지역의 공익을 고려한 시나u와 지구의 센
트럴 u든%:V_ecR] GRcUV_&은 해당 지역만의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다.-5 센트럴 u
든의 중심부로 x수록 선큰%df_kV_&되는 공w 양 옆으로 u로친화적 상업시설이 배
치되어 다수의 이용자들의 접근을 유도한다. 해당 상업공w의 전면부는 w헐적인
플리 마켓이 열리는 등 다수의 이용자를 위한 이벤트u 발생한다. 이는 사유지와 외
부 공공공w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복합시설이 공공성을 제공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또한( 녹지공w을 바탕으로 휴식·운동·이동 등의 선택적 행위u 발생하
고( 보행공w의 넓은 폭을 바탕으로 모임·놀이와 같은 사회적 행위를 담아낸다. 복
합시설지구 내에서 u장 중심이 되는 중요 공w을 이와 같이 공적 성격이 강한 장소
로 제공한 점은 수익적 구조의 고밀도 ~발 행태와는 다른 v도의 ~발 방식을 제공
한다. 또한( 유엔사 이전적지 ~발 실시계획에서도 이와 같은 대상지 중심부를 관통
하는 보행· 관련된 기반시설을 계획 중에 있으므로 시나u와의 센트럴 u든의 설
계 기법들은 선행 사례로서 착안할 u치u 있다.
O그림.)/P I_eVcTiej 상업시설 저층부의 공적 활용 6 플리마켓

성이용 이상호( 입체복합시설 선큰 스페이스의 장소 정체성에 관한 연구 6 일본 도쿄 도시
재생 입체복합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집 제.2권 제-.호( .,-,( a-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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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노우치 나카도리 6 고층업“지구 공공성 확보 방안.,
마루노우치 나카도리 업“지구는 고층건물이 밀집되는 지역 내에서 저층부 공w
· u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조성한 지역이다. 그 결· 건물
외부에서 이용자의 행위u 활발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조성된 성공적인 사례이
다..- 민관에 의한 통합적인 디자인 지침에 의해 사유지 건물의 ~발 계획을 조정하
여 공적 인프라인 u로와 건물 전면공w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O그림.)0P 마루노우치 나카도리 위성사진

이하 내용은 !이상” 김도년( 도시공공환경의 계획요소로써 건물전면공w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1권 제4호( .,,5." 의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루노우치 나카도리 사
례를 요약·정리하였다.
.,

이상” 김도년( 도시공공환경의 계획요소로써 건물전면공w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지( 제.1권 제4호( .,,5( 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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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w영역의 규정
디자인 지침에서는 u로와 인접하는 건물의 전면부와 대지 내의 공지와 같은 민
w영역· 도로( 광장 등· 같은 공적영역에 이르는 보행자의 활동이 발생하는 영역
을 중w영역으로 규정하였다. 중w영역에 대한 디자인 지침은 중w영역의 물리적
요소와 질적 성능수준..%이상” 외 -( .,,5& 기준을 정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확
보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중w영역의 물리적 디자인 u이드라인
O그림.)1P 나카도리 중w영역 평면 예시

자료 6 이상” 외-( 도시공공환경의 계획요소로써 건물전면공w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1권 제4호( .,,5( a-/,( 재구성.

중w영역의 물리적 디자인 지침은 첫째로 차량통행을 일방으로 유도하여 보도를
확폭하는 것이다. 이는 보행 친화적 u로를 형성하고 다양한 이벤트u 발생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둘째로 건물 외관의 투·성을 확보하고 건물 사이에 코너광장

성능기준%GVcWocmR_TV :cieVciR& 6 실제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으로 유연성
을 갖는 기준을 말한다%이상”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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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_Vc IbfRcV&을 조성함으로써 ~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투·성이 확보된 저층
부는 보행자에게 친밀y을 주며 건물 사이의 일련의 코너광장은 보행자 네트워크u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로 건축물· 보행자 도로u 접하는 건축물
의 벽면선을 직선으로 유지함으로써 보행자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조성하였다. 건물
전면을 지나u는 기능 동선상에서 직선화된 벽면선은 시v적 ~방성· ‘표지점의
인지성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대면하는 건물 저층부
의 w격을 휴먼스케일의 공w으로 조성함으로써 u로를 이용하는데 일체y· 안락
함을 주었다.

O그림.)2P 나카도리 중w영역 단면 예시

자료 6 같은 책( a-/,( 재구성.

질적 성능기준 확보
물리적인 부분 이외에도 공공성을 확보하며 u로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
층부의 용도를 규정함으로써 질적 성능을 확보하였다. 저층부%-F&의 용도는 민w영
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세입자 심사를 통해 음식·판매·서비스 시설들이 입점하
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는 주말· 주중 모두 활력있는 활동이 발생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음식·판매·서비스 시설은 대~ 상점의 외관을 투·성이 높게 조성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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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른 시설들에 비해 보행자와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듯 수익적인 부분
을 w·할 수 없는 민w영역 내에서 전략적으로 기능· 서비스를 집적한 결· 해외
유명브랜드( 뷰티크 시설( 카페 등이 연쇄적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나카도리 내에
조성된 건축물의 u로친화형 상업용도.0 비율은 약 /4.1"%테헤란로의 u로친화형
상업용도 비율 6 4.0"&로 높게 나타났다.%이상” 외 -( .,,5&
O그림.)3P 나카도리 상업시설 전경

자료 6 hhh.mRad.goog]V.Tom

시사점
~발 계획 단계부터 고밀도 ~발지역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접근
했다는데 u장 큰 의의u 있다. 일방통행을 계획을 통한 보도폭 확충( 이로 인해 증
u하는 행위의 종류( 외관 투·성 확보와 코너광장 계획을 통한 u로의 연속성 확
보( 대면하는 건물 w격 휴먼스케일화를 통한 안락함 확보 등은 u로와 사유지의 관
계u 복합시설지구 ~발의 중심이 되어 공공성을 확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엔사 ~발 계획에서 북쪽의 문화소비 네트워크를 대상지로 연장하기 위한 방안으
로 상업시설의 유형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나카토리 지구 단위 계획은 일정
질적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저층부에 입지하는 상업시설의 유형을 공공에서 조율했
다는 점에서 유엔사 상업시설의 배치와 상업유형을 지정하는데 중요한 착안점이 된
다.
이상” 김도년( 도시공공환경의 계획요소로써 건물전면공w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지( 제.1권 제4호( .,,5( a-/-.
./

u로친화적 상업용도 6 서적·의류·잡화·문화용품 등 판매시설( 커피전문점·식당 등( 휴
게음식점( 극장·영화관·소극장·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관련 시설 등%서울시정~발연구원(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중 건축물 관리지침( .,,0( a-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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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인천 송도 E:큐브 커넬 워크 %E: :fSV :R_R] MR]k&
인천 송도에 위치한 커넬 워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u로중심형 도심복합상업
시설이다..1 총 0~의 블록%D-kD0&으로 계획되었으며( 위치상으로 주거지역 사이
에 조성되어 있다.

커넬 워크의 용도 및 프로그램
커넬 워크의 vv의 블록은 서로 다른 다양한 용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단순
한 의류 판매 시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여러 u지 경험을 할 수 있
게 만든다. D-블록은 판매( 전시 시설로서( D.블록은 패션’로서( D/블록은 식음
시설( D0블록은 u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문화시설을 계획했다. 0~의 블록을 u로
지르는 중앙 수로는 경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대( 스케이트장 등의 이벤트 장으
로 활용되어 한 장소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2
O그림.)4P 인천 송도 커넬 워크 위치도

전강호( 도시 내 스트릿 쇼핑’의 외부u로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6 미국( 일본· 한국의
스트릿 쇼핑’ 사례비교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권 제1호( .,-0( a-,,.
.1

홍덕기 박수옥 구영민( 부드러운 경계 공w 조성을 통한 u로경관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지( 제.3권 제4호( .,--( a/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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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역 내 물리적 연속성 확보

주 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w로중심형 상업시설로 조성되어 주변 지역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습을 보인다. 커넬 워크 외부에서 내부w로로 진입하는 접
근 경로의 다양성을 위해 건축물의 매스를 분절하고 필로티를 활용한다..3 이는 내
외부 w로의 삼투성.4을 높여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한다. -층의 의류 판매 상점들
과 건물 사이 접근로는 y선도로와 커넬 워크의 삼투성을 높이는 통로로 기능한다.
결과적으로 상업시설이라는 사적 영역이 주 지역과 함께 어울리며 이용객들의
일상과 통합한다. 또한( 사적영역과 공공공y의 구분이 없어지며 하나의 장소로써
양질의 도시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형태의 w로중심형 도심복합시설은 수익적인
구조에만 치우치지 않고 주변부와 어울리는 방향을 ’색하며 공공성까지 확보한 장
소라고 할 수 있다.
P그림.)5] 커넬 워크 동선 구성

시사점
커넬 워크와 유엔사 이전적지 개발의 w장 큰 차이는 주변의 지역적 맥락에 있
다. 커넬 워크는 유엔사에 비해 주변에 많은 사회적·물리적 컨택스트w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례에서 참고할 부분은 구체적인 설계 방식에 있
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필로티와 매스의 분절을 통해 해당 지역의 내외부 w로와 상
업시설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이용자에게 쾌적함과 편리함을 제공했다. 이러한 부
홍덕기 박수옥 구영민( 부드러운 경계 공y 조성을 통한 w로경관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지( 제.3권 제4호( .,--( b/1.
.3

w로 공y에서 발생하는 활동이 건물을 통해 내부로 침투되어 대상지 내외부 공y의 활력
을 증진시키는 현상을 p삼투성q이라고 표현한다. %ESU;ad_SU(I. F[ff[nY [n Gff[UWe(
9dUh[fWUfgdSl IWh[Wi( ESk( -543( bb2.m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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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운 경계.5와 더불어 블록 내부를 관통하는 수로와 소규모 광장들은 다양한 활동
· 프로그램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수로 변에 조성된 소규모 광장들은 불
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안락함을 제공한다. 좀 더 입체적으로는 블록 상층부를 연
결하는 공중 데크를 도입하여 자연스러운 순환체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커넬 워크
의 물리적 설계 방식은 주변의 주거지역· 연계되는 효·를 u져온다. 커넬 워크 외
부의 u로에서 내부로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도하며 주민· 방문객의 일상적 공w을
형성했다는 점은 유엔사의 대규모 ~발 속에서 주변 지역·의 유기적인 연계성 확
보해야 하는 본 연구의 계획 및 설계 방식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O그림.)-,P 커넬 워크 전경

홍덕기 박수옥 구영민( 부드러운 경계 공w 조성을 통한 u로경관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지( 제.3권 제4호( .,--( 용어 인용.
.5

- 30 -

제3w. [i지 g석
제1절. Tox g석
-. 관련제도 분석
-.-. 이태원 일대 용도지역 현황
대상지는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었으며( 대상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제-·.종일반주거지역( 제/종일반주거지역으
로 구분된다. 대상지 남측으로 청화아파트( 폴리텍대학교( :RaieR] ?oeV]( 용산구청
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의 경우 제/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태원관광
특구 일대는 현재 -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일부 일반상업지역
을 제외하고 준주거지역· 제-·.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토지u 대부분을 차지
한다.

O그림/)-P 이태원 일대 용도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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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구릉지형 위에 노후주거지u 밀집하고 도로 및 공공시설
에 대한 인프라u 열악하여 5,년대 말부터 민w사업자에 의한 재~발이 지속해서
시도된 지역이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기본구상 중 유엔사와 직접 관련되는 사
항은 한남그린웨이%안&· 용산공원%안&을 연결하는 보행 및 녹지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은 앞서 언급한 용산공원기본계획%.,--&의 복합시설조성지구
기본구상에서 n대상지 동서를 관통하는 보행 녹도o로 언급된 바 있다. 두 계획은 ~
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
역이 모두 ~발 계획을 u지고 있다는 점( 그중 대상지의 ~발이 u까운 시일 내에
u장 먼저 현실화될 u능성이 크다는 점은 주변 지역· 연계되는 ~발 계획에 대해
모든 u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용산공원%안&· 한남그
린웨이%안&의 녹지 및 보행 네트워크u 연결되는 지점으로서 적절한 녹지 및 보행로
의 도입이 필요하다.

O그림/).P 한남재~발촉진지구 일반건축지침도

자료 6 서울시( 서울시보 제/.0,호( .,-0( 재구성.

/,

최지영( 한남뉴타운 계획을 위한 그린웨이 설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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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미군기지 산재부지 개발 계획 6 수송부 이전적지와 대상지 관계
수송부 이전적지는 용산미군기지 산재부지 중 다른 한 구역으로 잔여지 개발 계
획 중 w장 마지막 단계에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송부 이전적지는 대상지와
장문로를 경계로 서로 인접하고 있다. 대지의 규’와 지리적 위치w 비슷한 두 부지
는 지역의 맥락과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용산구의 육성방안과 부합하도록 장기적 관
점에서 통합적으로 계획될 필요w 있다. 요구되는 다양하고 밀도 높은 용도를 효율
적으로 배치하고(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외부 공y을 유기적으로 조직하기
위함이다.
-,월에 고시된 유엔사 이전적지 조성실시 계획을 참고해 볼 때 대상지는 일반상
업지역으로 업무·숙박·주 ·상업 시설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용도
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상지는 무엇보다도 문화·소비 네트워크와 직접
적으로 연결되는 장소로서 용산공원과 시w지의 문화적 연계성 확보에 무게 중심을
둔다면 대상지는 주

시설과 같은 베타성이 강한 용도보다 공공성을 확보하기에

다소 유연한 업무·상업·숙박 시설 등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송부 이전적지
는 위의 문화적 네트워크와 물리적인

리w 존재하며( 배후 지역에 중고층의 주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지w 업무·상업·숙박 시설로 개발된다는 w정
하에 향후 수송부 부지는 주

시설을 위주로 하는 개발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

다.

유엔사 이전적지 개발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이후 캠프킴( 수송부 부지를 차례로 개발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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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체계 분석
이태원 일대의 도로체계는 주w선도로인 녹사평대로와 이를 연결하는 보조w선
도로인 이태원로u 주요 교통을 담당하고 있다. 이태원동 내부에서는 보광로 및 대
사관로와 같은 집산도로u 교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지도로와 세% &u로
를 통해 v 주거지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태원동 내부의 주요 집산도로%보광로&를
제외한 나머지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는 대부분 폭이 좁은 u운데 양방통행이 발생
하고 있어 보행환경의 질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저층 주거지들이 겪는 대부분의
주차문제처럼 공영주차장이 차량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주차난이 심v하다.
O그림/)/P 유엔사 일대 도로체계 현황

유엔사 부지는 왕복 .차선· -열 노면주차 시설이 공존하고 있는 비교적 넓은 집
산도로%녹사평대로.2길 및 보광로&에 의해 접근할 수 있다. 해당 도로는 현재 보차
u 분리되어 있으나 넓은 도로 폭에도 불구하고 보행로의 폭은 매우 협소하여 보행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다. 대상지 ~발시 이러한 환경적 문제를 통합하는 계획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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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 체계 분석
O그림/)0P 용산구 녹지 분포 현황

용산구 일대에는 남산공원( 효창공원( 용산u족공원( 동빙고 공원 및 한강 공원
등 비교적 대규모 공원이 있다. 비교적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공원이
구 외곽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이태원동( 보광동( 후암동 등 저층 주거지역의 생활권
내에서는 녹지u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용산공원 주변의 분산된 녹지를 연
계시키고( 용산구 전반에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할 필요u 있다. 하지만 대상지 주변
시u지는 포화 상태의 저층주거지역으로 새로운 녹지 공w을 조성할 수 있는 여유
공w이 부족하다. 대상지는 대규모 ~발 u능지로 녹지의 기능을 접‘시킬 수 있는
기회 요소로 판단되며( 용산공원· 시u지를 연결하는 녹지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용산구 녹지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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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역별 장소성· 문화·소비 네트워크 분석
O그림/)1P 주변 문화·소비 장소 분포 현황

대상지 북측으로는 정체성이 매우 강한 문화·소비의 장소u 거리를 중심으로 네
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대상지 내부로 끌어들이는 ·정은
용산공원· 주변 시u지u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상생하는 첫 번째 단
계u 될 것으로 보인다. v 장소의 지역성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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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역별 장소성
해방촌 및 경리단길
해방촌은 경리단길 초입부에서 녹사평대로를 경계로 반대편에 위치한다. 현재
해방촌 초입%신흥로&은 경리단길· 이태원 일대의 높은 임대료를 피해 넘어온 소규
모 음식점· 카페들이 약 1,,m의 길이로 집중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다양한
대안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외국인 음악축제( 예
술u 축제( 신흥시장 벼룩시장 등의 이벤트u 발생하며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은다.

O그림/)2P 해방촌 및 경리단길 전경 %좌측 6 해방촌( 우측 6 경리단길&

자료 6 hhh.goog]V.Tom

경리단길은 녹사평역에서 경리단까지( 경리단에서 하얏트호텔에 이르는 두 x래
길을 통틀어 일컫는다. 약 1년 전까지만 해도 이태원의 u장자리에 있는 소박한 동
네였던 이곳은 이태원의 문화u 번져나u 이국적인 음식점· ~성 있는 상점들이
다수 모여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아닌 소위 n맛집o이라는 소규모 상점들
이 다세대주택 저층부를 ~조하여 밀집하고 있다.

이태원 거리 일대
이태원 일대는 소규모 상권· 주거시설이 혼재된 장소이다. 현재 이태원 거리 일
대는 다국적 문화를 바탕으로 한 세계 음식점 및 유흥주점( 의류 관련 상u( 엔틱u
구 상점이 이태원 일대의 소규모 상권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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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로 일대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상업시설( 숙박시설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공w상으로 이태원 거리의 상업시설들은 u로를 중심으로 선형으로 배
치되어 있으며( 상업시설들 배후에 주거지u 형성되어 있다.

O그림/)3P 이태원 일대 상u 및 주택유형 현황

자료 6 서울역사 박물관( 이태원 6 공w· 삶( .,-,.

이태원 거리의 u로중심형 소규모 상점들은 녹사평대로변까지 뻗어 나u 북측의
경리단길( 해방촌 일대에 문화 및 소비 장소를 전파하며 초기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
다.

- 38 -

엔틱u구거리
엔틱u구거리는 대상지와 직접 인접하고 있는 보광로 및 녹사평대로.2길에 위치
한 상업 u로이다. ·거 자국으로 돌아u는 외국인들이 사용하던 u구를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중고 u구 상점을 포함한 외국 u구 수입점까지 입점하였
다. w헐적으로 u구거리 축제u ~최되며 플리마켓이 보광로와 녹사평대로 .2길
을 따라 열린다. 현재는 다른 지역%해방촌( 경리단길( 이태원 거리&에 비해 방문객이
y소하고 있다.

O그림/)4P 엔틱u구거리%보광로& 전경

0.-. 문화 및 소비 네트워크
이태원에서부터 발현한 문화 및 소비의 거리는 해방촌( 경리단길 등으로 번져 나
갔다. 이로 인해 v 지역은 동질성을 바탕에 두고 있는 동시에 해당 u로만의 특색
을 u지고 있다. ~성 있는 소규모 상권들이 집적되었으며( v 지역 커뮤니티를 기
반으로 하는 이벤트u vv의 장소를 배경으로 발생한다. 결·적으로 해방촌( 경리
단길( 이태원 거리( 엔틱u구거리는 주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및 소비의
네트워크로서 대상지 북측에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성격이 다른 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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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직%용산공원· 주변 시u지&이 지속적인 상생을 이어 나u기 위해 대상지는 면
% &적인 문화·소비의 플랫폼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변 지역의 문화 및
소비 네트워크를 대상지로 끌어들이는 사항은 필수적이다.
문화 및 소비의 네트워크와 대상지를 연계하는 방안은 두 u지로 제안한다. 첫째
는 녹사평대로.2길 방면으로 저층부에 u로친화적 상업시설을 계획하는 것이다.
주변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상업u로와 유사한 형태로 조성됨에 따라 이질성을 줄
일 수 있으며( 부드러운 경계를 통해 대상지로의 삼투성을 증u시킬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대규모 시설의 내부 중심적 공w으로 주변 시u지와의 단절을 피하고(
외부 u로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시설· 인접한 도시의 구성요소와 소통을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는 주변의 문화 및 소비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문화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열린 공w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변의 u로 공w들은 식음시설 및 유흥
주점 위주의 장소u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상적 문화
를 향유할 수 있는 공w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다양한 이용자층을 배제 없이
수용하는 일상적 문화 향유 공w의 도입이 필요하다.

1. 이용자별 동선 체계
대상지 주변 지역의 동선 체계를 방문객·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분류해 보았다.
이용자에 따른 동선 이용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계획 시 고려할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다.

1.-. 방문객 동선 체계
우선 방문객은 이태원역 주변 이태원로를 시작으로 보행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태원로에는 주요 대중교통· 주차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방문의 ‘적을 u진 이용자
대부분은 이태원로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태원로를 시작으로 남쪽· 동쪽
에 형성된 상업시설· 비슷한 성격을 u진 이태원로 북쪽의 장소들%해방촌( 경리단

홍덕기 박수옥 구영민( 부드러운 경계 공w 조성을 통한 u로경관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지( 제.3권 제4호( .,--( a/0.
/.

전강호( 도시 내 스트릿 쇼핑’의 외부u로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6 미국( 일본· 한국의
스트릿 쇼핑’ 사례비교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권 제1호( .,-0( a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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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로 활동이 발생한다. 이는 방문객의 경우 이태원로의 새로운 지역 정체성
인 다국적 음식 및 유흥주점을 이용하기 위한 ‘적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이태원로 남측의 엔틱u구거리는 방문객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대상지u ~발될 경우 이태원 거리와 북측 장소들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방문객
의 활동이 대상지 방향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이태원 거리 중심부%이태원역 입구들
· 해밀턴 호텔&와 대상지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인 보광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는 엔틱u구거리의 재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보광로와 대상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O그림/)5P 이태원 일대 방문객 보행동선

1... 지역주민 동선 체계
반면 지역주민들은 방문객의 동선을 공유하는 동시에 더 넓은 범위의 동선을 이
용한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미용실( 슈퍼( 제·점( 수선집 등· 같은 업종이 분포
된 u로까지 이용하기 때문이다. 대상지 주변의 업종은 u구 판매 시설을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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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관련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지역주민의 보
행량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대상지u 복합시설공w으로 ~발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광로 일대와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보행 녹도
~발 시 지역주민의 용산공원 접근이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O그림/)-,P 이태원 일대 지역주민 보행동선

2. 광역적 분석을 통한 도입 u능 시설 도출
광역적 분석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사항들을 도
출하였다. 그에 따른 대상지의 용도 및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O표/)-P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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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표/)-P 광역적 분석에 따른 도입 u능 시설
분석 항목

계획 및 설계 이슈

도입 가능 용도

상위계획
및
관련제도

· 대규모 상업시설(이태원 관광쇼핑) 및 국제교
류기능(업무시설, 숙박시설)의 용도는 주변 지
역의 장소성과 대비
· 상위계획의 이질적 용도를 주변 상권(해방촌,
경리단길, 이태원 거리)과 주거지역에 조화시
키는 방안 필요
· 대상지 조닝을 통한 인접도시 성격에 맞는 용
도 배치 필요
· 녹지 네트워크의 결절점으로서 대상지의 물리
적 공간 구현

· 상업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용산공원(안)과
주변도시를 연결
하는 보행녹도
· 소공원 및 진입
광장
· 선형 연결녹지

교통체계

· 저층 주거지역 내의 공영주차장 부족
· 주변 차량 수요
까지 충당할 수
· 과도한 노면주차로 인한 열악한 보행 환경
있는 주차장
· 녹사평대로26길의 불량한 보행 환경
대상지
동쪽
삼거리
교차로
일대의
복잡한
도
·
· 녹사평대로26길
로 체계
의 보행전용도로

문화 및
소비
네트워크

· ‘해방촌-경리단길-이태원 거리-엔틱가구거
리’를 아우르는 문화 및 소비 네트워크 형성
· 가로중심형 소규
· 소비적 측면에서 각 지역은 소규모 상업시설
모 상업시설
이 가로를 중심으로 집적
· 문화시설
· 각 가로에서 발생하는 문화 이벤트를 수용할
·야외 이벤트를
수 있는 공간과 지역 주민의 일상적 문화 향
위한 오픈스페이
유 공간 부족
스
· 다양한 이용자 층위 형성을 위해 대상지와 문
화 및 소비 네트워크의 연계 필요

이용자별
동선 체계

· 이태원로를 시작으로 북측 장소들(해
방촌, 경리단길)에 집중되는 방문객
활동
· 진입광장
· 이태원로와 대상지를 연결하는 주요
방문객
· 가로중심형 소규
도로인 보광로의 중요성
모 상업시설
· 보광로에 형성된 엔틱가구 상권의 활
력을 회복하며, 대상지와 유기적 연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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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 방문객 보행 동선 포함, 보광로 남단 · 보광로변의
지역까지 확장된 활동 범위
공간
· 보광로 삼거리 방면으로 왕성한 지역 · 지역주민을
주민의 활동량
문화공간

녹지
위한

제2절. [i지 현황 g석
-. 대상지 읽기
-.-. 대상지의 ·거
대상지는 -5.,년대 전까지 남산자락의 일부였다. r용산시u도s에서 확인한
바로 -5.3년 전후로 구릉지형에 황학동이라는 명칭을 u지고 주거지역이 형성되었
으며( 대상지 일부는 평탄한 지형으로 다듬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51,년대 중반
이 되어서 평탄화된 지형을 바탕으로 현재의 유엔사령부u 자리 잡게 된다.
O그림/)--P 대상지 변천 ·정

자료 6 서울특별시( 용산공원 6 지난 세기의 기억· 흔적을 넘어( .,-1( 재구성.
- 44 -

-... 지형
유엔사는 ·거 남산 지형 위에 조성된 장소로 기본적으로 북고남저( 동고서저의
지형을 u지고 있다. 현재 고도u u장 높은 청화아파트 부근%'02m&· u장 낮은
녹사평대로.2길 초입부 교차로 부근%'..m&의 고도 차이는 약 .0m이다. 횡선 상으
로 평균 -,"의 경사율을 보인다.

O그림/)-.P 광역적 단면도 BVj 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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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3] 대상지 주변 횡단면도

[그림3-14] 대상지 주변 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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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점 w 연결성 분석
대상지는 오랫동안 군사시설로 자리하면서 대상지를 제외한 주변 토지는 밀도
높게 ~발되었다. 그 결· 대상지를 둘러싼 경계부 도시 조직/0은 대상지와 밀착하
여 빈틈 없이 발달하였고( 주변 지역· 대상지는 연접한 도시 조직에 의해 u로막힌
다. 따라서 주변 시u지와 용산공원( 그리고 대상지 w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계부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큰 ·제로 판단된다.
O그림/)-1P 유엔사 경계부 전경

좀 더 구체적으로 경계부 도시조직· 대상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세한
단면도를 작성하였다.

횡단면도 상에서 대상지 경계부는 엔틱u구 상업시설들· 청화 아파트단지임을 알 수 있
다. 또한 종단면도 상에서는 엔틱u구 상업시설들· 장문로 부근의 -종 근린생활시설들이
대상지의 연결성을 u로막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0

- 47 -

O그림/)-2P 세부 단면도 BVj DRa

..-. 용산미군기지와 대상지
현재 용산미군기지 부지와 유엔사 이전적지 서쪽은 왕복 2차선 녹사평대로에 의
해 u로막혀 연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녹사평대로에서 녹사평대로 .2길로 진입
하는 부근에 육교u 있으나 이용률이 떨어지고( 향후 용산공원이 조성될 경우 두 지
역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O그림/)-3P 용산미군기지와 대상지 단면도 % 8 ) 8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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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대상지로 진입하는 유일한 입구u 위치한 장소이자( 향후 용산공원
및 수송부 이전적지의 ~발이 진행될 경우 대상지를 포함한 세 지역을 연결하는 주
요 접점이자 주요 출입구u 될 u능성이 큰 장소이다. 따라서 u능한 열린 공w으로
서 많은 양의 차량· 이용자 진출입을 처리하며( ~발예정지 w의 연결성을 확보하
는 방안이 요구된다.

.... 청화아파트 단지와 대상지
현재 대상지의 동쪽 대부분은 담을 경계로 청화아파트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아
파트 단지라는 특성상 주민 이외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대상지 동쪽으로 일반인
들의 접근이 제한적이다. 아파트 단지와 대상지를 연결하는 것은 난해한 문제로 예
상된다. 주거 단지라는 사적 공w에 외부인의 진출입을 자유로이 하는 것이 어려우
며( 현재의 경계를 남겨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도 동선 체계상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대상지의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사이의 경계에 대한 물리적인 접점이 필요한 상
황이다.

O그림/)-4P 청화아파트 단지와 대상지 단면도 % 9 ) 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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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사 인접 경계부
현재의 입구를 제외한 대상지의 경계는 대상지와 오랫동안 인접하여 성장해 온
작은 도시 조직들/1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vv의 도시 조직들은 주변의 수요와 ~
발의 여건에 맞게 지속해서 발달하였다. 주변지역· 연계되는 대상지를 ~발함에
이들에 대한 대책은 필수적이다.

O그림/)-5P 대상지 경계부 도시조직

보광로와 녹사평대로.2길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엔틱u구거리%이하 8구역&는
폭이 약 .,m 되는 일렬 필지u /-4m의 길이로 나열되어 있다. 현재 u구상점· 음
식점이 입점해 있는 .0~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일반주거지역 및 한남재정
비촉진지구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대상지 서쪽의 대부분을 y싸고 있어 주변
녹사평대로 .2길의 엔틱u구거리 일부%8구역&( 이태원동 저층주거지 일부%9구역&( 이태
원동 :RaieR] ?oeV]%:구역&이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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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지와 통합적인 계획이 없다면( 이질적
인 도시조직으로 남을 u능성이 크며 자유로운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보광로와 녹사평대로.2길이 만나는 삼거리 부근에 위치한 저층 주거지 일부%이
하 9구역&는 0.~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종일반주거지역 및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도로 후면의 저층주거지의 경우 열악한 주거
환경을 보인다. 블록 내 u로u 정비되지 않아 부정형의 필지u 많고 차량의 접근이
불u능하다. 이 구역은 앞서 언급한 문화 및 소비의 네트워크의 주요 연결지점이 될
수 있는 구역으로 열린 공w으로서 네트워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9구역이 유
지되는 한 물리적으로 위의 네트워크를 수용하는 데 한계u 있다고 판단된다.
8( 9구역의 공통적인 사항은 한남재~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노후
화된 건물· 블록 내부의 u로 정비u 필요하다는 점이다. 재~발의 논의u 발생하
는 지역으로 물리적인 환경~선이 쉽사리 발생하지 않는다. 두 지역은 대상지 경계
의 약 -+.을 둘러싸고 있어 두 블록의 ~발 여부는 대상지의 접근 방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상지로의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대상지를 포함한 8( 9구역의 통합적 계획 및 설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계획 및 설계
를 통하여 주변 지역· 자연스러운 연계를 도모하는 동시에 보광로 u구거리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RaieR] ?oeV] 숙박시설이 위치한 :구역은 대상지와 수송부 이전적지 중w지점
에 있다. 현재 .,-0년을 기준으로 인수·합병%D&8& 시장에서 매물로 처리되고 있
는 단계이다. 기사에 따르면 숙박업소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u :구역을 인수할
u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2 인수u 완료되면 노후화된 호텔의 ~발이 진행될 것으
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대상지와 수송부 부지와의 연결성을 확보하는데 기회 요소
로 판단된다. 현재 :RaieR] ?oeV] 부지로 인해 대상지와 수송부와의 연결성이 저해
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연결 u능한 구w은 -.,m로 협소하다. 따라서 :구역이
새로운 숙박시설로 재~발된다는 u정하에 :RaieR] ?oeV] 부지를 포함하여 대상지
와 수송부 부지와의 물리적 연결방안을 모색한다.

/2

머니투데이 뉴스( hhh.me.To.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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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그림/).,P 수송부 이전적지와 대상지 단면도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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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상지 현황에 따른 종합적 설계 이슈
O표/).P에 대상지 현황 분석에 따른 설계 이슈를 정리하였다. 도출된 설계 이슈
는 다음 0장에서 실질적인 공w을 계획 및 설계하면서 물리적 형태를 잡아 나u는
데 직접 연관되는 내용이다.

O표 /).P 대상지 현황에 따른 설계 이슈 정리
분석 항목

설계 이슈

대상지
자연환경

· 대상지 횡선 방향으로 약 24m의 고도 차이(경사도 평균 10%)
· 대상지의 방향마다 인접하고 있는 토지와 자연스러운 연계를 위해
북고남저·동고서저의 지형을 수용하는 설계 필요

주요 지점
과 대상지
연결성

인접
경계부

용산
미군기지

· 대상지와 용산미군기지 부지 사이 녹사평대로에 의한
접근성 차단
· 두 구역의 입체적 연결 방안 필요
· 녹사평대로 방면 주요 출입구로서 열린 공간을 위한
대안 필요

청화아파
트 단지

· 청화아파트 단지에 의한 대상지 동쪽 경계 단절
· 주거 단지의 사유성 확보와 도시적 맥락의 동선 효율
성 측면을 고려한 경계의 물리적 접점 필요

수송부
이전적지

· 수송부 이전적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구간 협소
· 대상지와 수송부 부지의 통합적 계획 및 설계 필요
·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서울시의 용산구 육성방안과
대상지의 위치상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는 개발 계획
필요

A구역
(엔틱가구
거리)

· 보광로와 녹사평대로26길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엔틱
가구 상점
· 1열 필지가 318m의 길이로 대상지 경계부와 인접
· 개발 시 이질적 도시로 남을 우려
· 자유로운 접근성에 장애요인으로 대책 마련

· 보광로 후면의 노후화된 주거지는 부정형 필지와 접도
B구역
율이 낮은 도로로 인해 대상지로의 접근성 차단
(노후 주거 · ‘문화 및 소비 네트워크’와 ‘지역주민 보행 네트워
지)
크’를 대상지와 연결하는 주요 지점으로 통합적 계획
필요
C구역
(Capital
Hotel
부지)

· Capital Hotel 부지는 대상지와 담을 경계로 인접
· 재개발이 진행 될 Captial Hotel 부지의 통합적 계획
및 설계를 통해 향후 수송부 부지와 연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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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w. [i지 기fP획 및 lP
제1절. 기f Ui
-. 도입u능 용도 구상
-.-. 대상지 용도 선정
대상지의 구체적인 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은 현재 미정이다. 연구 ‘표인 주변
도시조직·의 연결성 확보를 달성하는데 있어 대상지의 구체적 용도를 결정하는 ·
정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n.,/, 서울도시기본계획o( n용산공원기본계획 복합시
설조성지구 기본구상o· 주변 지역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어 결정한다.
서울시는 n.,/, 서울도시기본계획o에서 역사도심 한양도성 안에 수용하기 어려
운 고밀·고층 대형 상업·업“시설 등을 흡수하고 한양도성 및 영등포·여의도와 연
계한 국제기능 등 고차업“ 기능을 집적하는 것으로 용산구의 육성 방향을 설정하
고 있다./3 또한( n용산공원기본계획 복합시설조성지구 기본구상o에서도 대상지의
기능을 이태원 관광특구와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국제업“의 기능· 보행친화적인
이태원 관광쇼핑의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태원 관광특구 지역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업“와 상업의 기능을 도입하
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상지의 용도는 이태원 관광특구의 성격을 반영한 관광
관련 국제업“시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상업문화시설( 국제업“와 다수의 관광
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관광 호텔 수준의 숙박시설을 도입한
다.

-... 국제업“기능
n.,/, 서울도시기본계획o에서 용산구는 한양도성 및 영등포와 여의도와 연계한
국제기능 및 업“기능을 담당하기로 육성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용산국제업“지구
u 지정 해제된 현재 시점에서 대상지에 국제업“기능을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 육
성방안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요소라고 판단된다. 용산국제업“지구를 차치하고 고
밀도로 ~발된 용산구에 대규모 기능을 집적할 수 있는 ~발 u용지u 부족하기 때
문이다.

/3

서울특별시( .,/, 서울도시기본계획( .,-0( a-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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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복합시설조성지구 ~발의 관점에서 프로젝트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업“시설을 널리 도입된다. 미군 기지 이전재원 마련을 위해 수익성
및 분양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업“시설의 도입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중에서도 대상지u 입지한 물리적 여건을 반영하여 관광 및 여행 관련 업“지
구로 ~발되는 것을 u정한다. 대상지 주변은 이태원 관광특구와 연접하고 있어 관
광객의 방문률이 높으며( 이와 관련된 업“를 담당할 수 있는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 상업문화기능
본 연구의 궁극적 ‘표 중 하나는 대규모 ~발지u 주변 시u지에 조성되어 있는
u로 중심 소규모 상권들· 조화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 상업 u로의 유
형 및 규모u 유사한 형태로 상업시설을 계획하며(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하는 문화
적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공w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해당 네트워크u 유기
적으로 연결될 것이며( 주변지역·의 위화y을 y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업및 문화시설은 대상지 외부의 지역주민· 방문객을 타겟으로 하는 성격이 대상
지 내부의 업“ 및 숙박시설· 관련된 상업시설 수요보다 강하도록 계획한다.

-.0. 숙박기능
복합용도~발에서 숙박시설은 빈번하게 포함된다. 숙박시설은 복합용도~발 자
체의 수익성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발의 시너지 효·를 일으킨다. 따
라서 복합용도~발에서 숙박시설은 빈번히 부u적인 용도로 사용된다./4 외래 관광
객· 업“시설의 방문객 왕래u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고급 호텔의 계
획을 지양하고 u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중저u형 호텔을 도입하고자 한다.

조현철( 복합용도~발에서 용도배치에 관한 연구 6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 대학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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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용도별 규모 산정
앞서 언급한 것 처럼 대상지의 구체적인 용도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건축 계획 관련 수치는 언급되어 있다. 기본적인 대상지 건축 계획
을 바탕으로 ~발에 관해 연산할 수 있는 수치들은 O표0)-P와 같다. 용도별 적정 규
모 비율은 유사한 ~발 사례에서 참고하고( 해당 비율을 대상지의 기본적인 수치에
대입하여 대상지의 용도 규모를 대략적으로 산정하고자 한다. 도출된 수치에 최대
한 부합할 수 있는 계획안을 작성한다.

O표0)-P 대상지 관련 건축 계획
구분

수치

비고

대상지 면적

69,035㎡

-

용적률

600% 이하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적률 600%

건폐율

60% 이하

일반상업시설

연면적

414,210㎡

용적률 600% 적용

건축면적

41,421㎡

건폐율 60% 적용

공지면적

27,614㎡

상동

대상지의 용도별 규모 비율은 용산국제업“지구 ~발사업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자 한다. 용산국제업“지구의 ~발은 .,/, 서울도시계획에서 언급하는 용산구 장
기적 육성방안· ‘적을 같이 하며 실시계획을 고려했었던 대안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선정하였다. 규모 면에서 용산국제업“지구 계획은 지구단위의 대규모 프로
젝트임을 y안하여 그중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n중심업“지구 블록o의 ~발 계획을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한 자료는 n용산 I9D ~발 설계단o에서 시행했던 계획안이
다./5

n용산 I9D ~발 설계단o은 %주&삼우종합건축사“소( %주&시아플랜건축( %주&해안건축( %주&
혜원까치종합건축사“소(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
한 자료는 위 업체들의 결·물임을 밝힌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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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표0).P 용산 I9D ~발 설계단 용산국제업“지구 ~발 계획
구분

토지
이용

삽도

비고

- 용산국제업무지구 중앙에 중심업무지구 계획
- 중심업무지구 주변으로 상업지역과 일반업무
의 용도 배치

- 중심업무지구의 용도는 주로 업무, 숙박, 상업
시설로 구성

- 중심업무지구는 주변의 상호보완적인 주변 블
중심
업무
지구

-

럭들과 연계
Site Area : 73,453㎡
Office Gross Building Area : 289,779㎡
Retail Gross Building Area : 23,465㎡
Accomodation Gross Building Area : 77,030㎡
용도별 규모 비율 : 업무(74.3%) 숙박(19.7%)
상업(6.0%)

자료 6 용산 I9D ~발 설계단( 용산국제업“지구 마스터플랜 및 랜드마크 타워.

다른 대상지의 ~발 계획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보다 연구 대상지의 여건· 계획
및 설계 ‘적에 부합하도록 용도별 규모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설계 전략에서도 밝
혔듯이 밀도 높은 ~발이 불u피한 상황 속에서 용산공원· 시u지의 연결성 확보
를 위한 n녹지공wo을 도입해야 하며( 문화 및 소비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v종 시설 저층부 공w은 n복합문화시설o· n상업시설o의 도입을 유도해야 한다. 복
합문화시설의 경우 별도로 제시된 면적이 없기 때문에 업“시설의 저층부%-).층&
에 해당하는 면적을 문화시설로 할애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래 O표0)/P· 같이 용
도 비율을 변경하며 대상지 용도 규모를 산정한다.
그러나 도출된 용도별 규모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정확한 대상지 시설의 용
도( v 시설의 수요와 공실율의 관계( 부동산 시세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연구자u 도출한 수치는 변동할 u능성이 있다.0,
수익성( 공실율· 같은 부동산 u치와 관련된 내용보다 이태원동 및 한남동 일대의 거시
적 도시 맥락에서 대상지의 공적 역할 규명·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안 제시u 주요 ‘적이
다. 연구자u 도출한 수치는 대상지의 대략적인 용도별 규모를 산정해 보고 위의 ‘표를 달
성하는 설계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에 불·함을 밝힌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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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표0)/P 대상지 용도별 규모 산정

구분

용산국제업무지구 중심업무구역
(용적률 600% 기준)

대상지 대입 수치
(용적률 600% 기준)

비율

연면적

비율

연면적

업무시설

74.3%

230,714㎡

72.3%

179,684㎡

상업시설

6.0%

18,631㎡

6.0%

14,911㎡

숙박시설

19.7%

61,172㎡

19.7%

48,960㎡

문화시설

-

-

2.0%

4,971㎡

합계

100%

310,517㎡

100%

248,526㎡

/. 계획 및 설계 ~념 6 G]ReWocm Woc Ci_ki_g KcSR_ IecfTefcV
대상지는 오랫동안 이태원동·한남동·보광동 생활권 일대 내에서 침범할 수 없
는 섬· 같은 공w으로 잊혀져 왔다. 도시 속 섬을 둘러싸고 있던 담장이 허물어지
며 경계를 지우는 행위 자체는 단순한 복합시설지구로의 ~발 이상의 의미를 담아
야 한다. 복합시설조성지구의 ~발 이전에 지역 주민· 방문객을 위한 공공공w으
로서 역할이 요구되며( 위치적 특성을 반영하여 용산공원· 주변 시u지를 연결하
는 매~공w으로 작동해야 한다. 수익적 구조의 단편적인 도시 ~발은 땅의 잠재력
을 w·한 채 유엔사 ~발의 의미를 퇴색시킬 것이며( 빼곡히 계획되는 건물들로 인
해 현재 복잡한 용산구 일대의 고밀화를 u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대상지는 다양한 용도의 시설뿐만 아니라 대상지u 지닌 잠재력을 살려
용산공원· 동측 시u지를 연결해주는 녹지 거점· 이태원 일대의 문화소비자원·
용산공원의 허브공w으로 작동하도록 계획한다. 이에 계획 및 설계의 기본 ~념은 n용
산구의 vv의 도시 구조들을 연결하는 녹지와 문화·소비의 플랫폼%G]ReWocm&o으로
설정한다.

- 58 -

0. 기본 전략
0.-. 녹지 허브 %?dWWn HgT&
용산공원과 동측 시w지를 연계하는 녹지

점으로 대상지를 계획한다. 이태원

동( 한남동( 보광동 일대의 생활권 내에 깊숙히 파고드는 녹지 공y으로 지역 주민
의 일상적 휴식 공y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생활권 내의 녹지 공y으로서 성
격이 다른 두 도시 조직%용산공원과 동측 시w지& y의 경계를 완화시켜 도심에서
용산공원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개발 구상 중인 한
남그린웨이%안&과 같은 생활권역 내 녹지 계획 y의 연결 지점으로 w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0... 문화적 플랫폼 %;glfgdSl HlSffad_&
용산공원과 동측 시w지를 연계하는 문화·소비
는 흩어져 있는 x

리의 소비문화와 다문화를 한 장소로 ’아 새로운 형태의 문화

·소비 장소성을 형성시킬 것이다. x
하며( x

점으로 대상지를 계획한다. 이

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w 발생하기도

리의 다양한 문화w 대상지로 수렴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벤트와 문화를

창출할 것이다. 이는 점차 소비지향적인 장소로 치우치는 이태원 일대에 새롭고 지
속 w능한 장소성을 형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소비의

점으로 녹지

와 시w지w 발생시키는 단단한 경계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이질적인 두 도시 조직
y의 지속적인 상생 w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0./.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의 공생 %Jk_T[ae[e af Ej[ef[nY & FWi FSU[l[f[We&
대상지에 계획되는 시설 측면에서 수익성을 차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시 많은
용적률을 달성하기 위해 대규’ 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대규’ 건축물의 개발은 도
시 내 장벽으로 작용하여 개발 이전에 존재했던 군사시설과 도시구조 y 경계의 또
다른 형태를 양산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상지 내 녹지 공y( 문화소비 공y
으로 최대한 많은 이용자들의 접근과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대규’ 시설과는 다른
차원의 매스 형태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새롭게 계획되는 시설이 기존의 문화·
소비 자원과 이질성을 보이지 않으며 공생하기 위한 형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밀도 복합시설조성지구 개발 계획 속에서 주변 도시와의 공생이 전제 조건
이 되는 위 두 w지 계획 및 설계 전략을 원활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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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의 구체화
1.-. 녹지 허브%?dWWn HlSffad_& 전략 구체화
P그림 0)-] 전략 구체화 다이어그램 6 ?dWWn HgT

보행전용 녹지 축 %?dWWn NSk fad HWVWefd[Sn&
대상지 중심부를 동서 방향으로 관통하는 보행전용 녹지 축을 계획한다. 녹지 축
을 계획하는 이유는 두 w지로 압축된다. 첫째( 위계w 다른 두 w지의 도로%보광로
)녹사평대로&를 연결함으로써 용산공원과 생활권역의 연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
다. 이러한 형태의 보행 녹도는 기존의 녹사평대로.2길과 같은 집산도로보다 용산
공원과 시w지의 연계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시켜( 성격이 다른 두 도시조직이 융합
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둘째( 일직선의 보행 축을 넓은 폭%약 -1_&으로 연결함으
로써 이동을 위한 선적 요소를 넘어 행위를 담는 공y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동의
기능과 더불어 넓은 폭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담을 수 있으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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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지역주민에게는 휴식· 관련된 녹지공w으로 인식되고( 복합시설지구의
방문객에게는 상업 및 문화시설· 더불어 어메니티 공w으로 역할 할 것이다.

녹사평대로 경계 완화 교v
[그림 4-2] 용산공원 공모전 WEST8 당선작

용산공원· 주변 시u지를 연결하
려는 연구의 최종적인 ‘표를 달성하
기 위해 용산공원· 대상지를 구분
짓는 녹사평대로의 연결 방안 제시는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위의 보행 중
심 축의 연장선 상으로 교v을 계획
하여 연결하고자 한다. 현재 용산공
원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MEIJ4의
작품에서 공원 동쪽의 경계영역은 주
변 시u지와 문화적인 소통을 위해
레스토랑( 카페( 친수 공w( 미술 전
시( 밤 문화 활성화 등의 문화적 프로

자료 : 도서출판 조경,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 작품집, 2015, p31.

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0- 만일 해당 계획을 세우고 있는

용산공원· 녹지 및 문화 소비 영역으로서 계획되는 유엔사 이전적지u 교v에 의
해 적극적으로 연계될 경우 지속적인 두 도시 조직 w의 상생 효·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완충 녹지 공w %9fWWVc GcVV_ 8cVR&
본 연구의 설계 ‘적와 더불어 공통되는 대상지의 궁극적인 ‘표는 대규모 시설
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지구로 조성하여 ~발로 인한 수익성을 얻는 것이다. 이
를 위해 대상지는 고밀도로 ~발될 수 밖에 없으며( 공공 공w· 시설의 용적률을
모두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상지 내부의 레벨을 평탄화할 필요u 있다. 이로
인해 불u피하게 발생하는 청화아파트 방면의 지형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완충 녹

0-

도서출판 조경(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 작품집( .,-1( 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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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공y을 계획한다. 이 공y은 단순한 경계부 경사 처리를 넘어 이동( 휴식( 녹음
등의 다원적인 성격을 부여할 것이다.

1... 문화적 플랫폼%;glfgdSl HlSffad_& 전략 구체화
P그림 0)/] 전략 구체화 다이어그램 6 ;glfgdSl HlSffad_

업무시설 저층부 기업운영 복합문화공y
?dWWn HgT의 구체적 전략에서 제시한 넓은 폭의 녹지 축이 y헐적인 지역의 문
화 프로그램을 수용한다면( 업무시설 저층부의 기업운영 복합문화 공y은 상시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에게 상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적인 문화공y을 공급하는데 의미w 있다. 또한( 고밀도로 개발되는
대상지 내에 대규’ 면적을 차지하는 업무시설이 다수의 이용자의 접근을 단절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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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운영 복합
문화공w을 저층부에 제공함으로써 보행 중심 축· 중앙 광장을 이용하는 많은 이
용자의 접근을 허용하며 소통하는 공w이 될 것이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에
게 이익이 돌아x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선에 도움을 주어 생활권 내에 입
지한 업“시설· 주거지 w의 x등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층 업“ 시설지 공~공지 활용
국토부u 제시한 실시계획 상에 고시되어 있는 기반시설의 비율은 -/.."로 공
공성이 주요한 키워드인 본 연구의 ‘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비율로 판단된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모u 큰 업“시설을 중심부에 위치시키고 최대 높이
%5,m&로 ~발을 도모하여 공~공지를 최대로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한다. 이는 보행
축· 연계되어 대상지 전반의 옥외 공w을 구성할 것이다.

1./. IjmSiodid oW Eiidei_g & EVh FRTi]ieiVd 전략 구체화
저층부 u로형 상업시설 도입
대상지 내 상업시설은 기존 u로와 계획 u로 모두를 활성화하기 위해 u로 친화
적 상업시설을 도입하고자 한다. 대규모 복합시설은 단일 건축물 형태로 도시 속에
존재하며( 건축물 내부에 다양한 용도의 시설을 집적한다. 그 결· 연접한 도시 구
조화 소통하지 못하고 장벽을 형성시켜 이질적인 양상을 보인다.0. 본 연구는 이러
한 현상을 견철하며 u로 공w· 건축물이 소통할 수 있는 u로친화적 시설0/을 저
층부에 배치하려 한다. 주변 지역의 소규모 상권을 구성하는 점포와 유사한 성격·
규모의 상업시설을 저층부에 배치하여 ~발로 인해 형태는 변화하더라도 주변·의
이질y을 줄여 공생하는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대형 매스 계획은 중앙의 업“시설
로 한정하고( 나머지 건축물의 계획은 기존의 도로%녹사평대로.2길&을 따라 선% &
형으로 배치한다. 선% &적으로 배치되는 건축물은 w헐적으로 매스를 분절하여 상

전강호( 도시 내 스트릿 쇼핑’의 외부u로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6 미국( 일본· 한국의
스트릿 쇼핑’ 사례비교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권 제1호( .,-0( a50.
0.

서적·의류·잡화·문화용품 등 판매시설( 커피전문점·식당 등 휴게음식점( 극장·영화관·
소극장·박물관·미술관 등 문화 관련 시설 등을 일컫는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
계획 건축물 관리지침( a-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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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보행 w로의 삼투성00을 높혀 w로친화적인 상점의 유형과 더불어 대상지 내부
접근을 촉진하도록 계획한다.

P그림 0)0] 전략 구체화 다이어그램 6 Jk_T[ae[e af Ej[ef[nY & FWi FSU[l[f[We

w로 공y에서 발생하는 활동이 건물을 통해 내부로 침투되어 대상지 내외부 공y의 활력
을 증진시키는 현상을 p삼투성q이라고 표현한다. %ESU;ad_SU(I. F[ff[nY [n Gff[UWe(
9dUh[fWUfgdSl IWh[Wi( ESk( -543( bb2.m2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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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배치 계획
전략 구체화 단계에서 제시한 설계 요소의 배치는 다음 원칙을 따른다.
첫째( 대상지 동서를 관통하는 주요 보행 녹지 축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용산공
원· 이태원동 사이의 보행전용 공w을 확보하고( 일정 폭 이상으로 계획하여 다양
한 행위를 유발시킨다. 또한( 보행 축의 연장선상에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교v을 배
치한다.
둘째(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 및 소비 자원· 연속성을 u지기 위해 녹사평
대로 .2길· 보광로 변으로 업“와 상업이 복합된 시설을 배치하고( 저층부는 u로
친화적인 소규모 상점을 배치한다. u로형 상업시설 후면 경계에 메인 녹도에서 분
화된 선형의 녹지를 계획하여 소비( 휴식 등의 다양한 행위를 유발시킨다.
셋째( 업“지역임을 y안하여 대상지 중앙에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는 업“시
설을 배치한다. 대규모 업“시설이 주는 베타성을 y소시키기 위해 해당 시설 저층
부에 기업운영 복합문화공w을 배치하여 일반에게 제공한다. 이는 시u지 깊숙한
위치에 고밀도 업“시설 ~발이 u져다 줄 v종 x등 국면을 상쇄시켜 주며( ~발의
당위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공w이 될 것이다.
넷째( 숙박시설의 경우 기존의 :RaieR] ?oeV] 부지에 추u적으로 일정 필지를 제
공하여 통합적으로 ~발하여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힌다.
vv의 설계 요소를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고밀도 업“지구 내에서 용산공원·
시u지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소비 및 문화 플랫폼으로서 주변 맥락· 상생할 수 있
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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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그림0)1P 시설 배치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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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계획 및 설계 전략과 시설들의 배치 계획에 기반한
종합 배치 계획(Master Plan)은 [그림4-6]과 같다.

[그림4-6] 종합 배치 계획(Master Plan)

1. 종합 배치 계획(Master Plan)

UP

제2절. 기본 계획

[ MASTER PLAN ]

23
26
25
35

Yongsan Park

5

34

24

22

5
22

1 walkable shopping facility(1F) + office(2-5F)
2 corporation’s cultural complex(1F) + offce(2-22F)
3 office(1-22F)

7
22

4 corporation’s cultural complex(1-2F)
5 tourist hotel(1-22F)
6 green way for pedestrian
7 parking tower(1-5F)
8 entrance plaza
9 overbridge conneting complex district with Yongsan-park
10 bicycle & jogger corri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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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선 계획
..-. 차량 동선
O그림0)3P 차량 동선 계획 다이어그램

녹사평대로( 녹사평대로.2길( 장문로u 모두 수렴하는 지점으로 차량의 주요 출
입구를 계획한다. EEJ. -· 해당 도로는 대상지 중심을 u로지르는 차량 동선으로
상업시설( 복합문화시설( 용산공원의 방문객이 주로 이용하도록 한다. EEJ. .와 연
계된 도로의 경우 업“시설 및 숙박시설 이용자를 위한 차량 동선으로 계획한다. 대
상지 내부의 집산도로 왕복 .차선%3m&으로 계획하였으며 대상지 v 시설을 전반적
으로 순환한다. 보행중심의 복합시설지구로 ~발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내부의 경사
는 완만하도록 계획하였고( 이로 인해 표고u 높은 보광로 삼거리 부근으로 접근하
는 차량 동선은 배제될 수 밖에 없었다. 점선으로 표시된 도로의 경우 보행 녹지 축
· 인접한 도로로써 쾌적한 보행 환경에 중점을 둔 보차 혼용의 도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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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동선
O그림0)4P 보행자 동선 계획 다이어그램

보행동선은 두 u지의 레이어를 계획하였다. 첫 번째는 기존 녹사평대로.2길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도로는 현재 보행공w이 따로 할애되어 있지 않은 차
량 중심의 보차혼용 도로이다. u로형 상업시설을 배치함에 있어 약 0m 건축선을
후퇴하여 보행 공w을 따로 분리하였다. 두 번째는 대상지 내부의 보행 전용 녹도이
다. 상업시설 이용자들이 녹사평대로.2길의 보행전용 공w 뿐만 아니라 후면의 녹
도를 통해서 이동· 휴식 등의 행위u u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용산공원· 시u지
를 u로지르는 중앙 녹도는 업“시설 및 복합문화시설 사이에 조성되어 지역주민(
방문객( 업“시설 이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u 이동( 휴식( 문화적 이벤트 등의 다양
한 행위를 유발시키도록 계획하였다. 나머지 점선으로 표시된 동선은 주요 시설로
접근을 위한 기능 동선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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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동선%자전거 및 산책 관련 동선&
O그림0)5P 활동 동선 계획 다이어그램

시u지와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중앙 보행 녹도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이용자
의 다원적 행태를 담을 뿐만 아니라 라이딩· 조깅 등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활동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선을 계획하였다. 시u지와 용산공원이 직접적
으로 연결된 해당 동선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태원 및 한남동의 지역주
민이 용산공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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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0] 세부 배치 계획도

3. 세부 배치 계획

[ 1st FLOOR PLAN ]

외부공간의 계획과 더불어 궁극적인 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저층부까지 포함하는 세부 배치 계획을 작성하였다.
27

28
46
30

45
40

35

26

46
25
45

27

DN

DN

29
40

34
37

UP
24

DN

UP

DN

31

34

25
31

29

33

UP
29

UP

UP

34

27

44

28

25

UP
24

DN

24
24

28

27

UP

23

38

25

Yongsan Park

23

23

24

- 71 -

34

0

50

100(m)

0. 설계 요소 w의 관계
O그림0)--P 녹지축 대안 비교 및 확정 계획안의 이용 패턴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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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초기 계획은 대상지 중앙에 보행 전용 축을 넓은 폭%약 .1m&을 할애하여
녹음· 관련된 모든 행위들을 해당 축에 집중하고자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계
도면을 작성하면서 해당 녹지 축은 다른 설계 요소%u로형 상업시설( 업“시설 저층
부 복합문화시설 등&와 연계u 이루어 지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 축의 폭을 줄이고 u로형 상업시설 후면부로 분산시켰다. 이는 v
종 시설 사이에 녹지 공w이 배치되어 상업 및 문화 시설· 더불어 이용자의 다양한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u능성을 제공하며( 결·적으로 vv의 설계 요소 사이에
짜임새 있는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v 설계 요소별 설명은 아래와 같다.
u로중심형 상업시설의 경우 내부의 실을 작게 분할하고 소규모 상권이 인접 지
역· 유사한 형태로 집적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상점의 입구를 양쪽에 배치하고(
매스 중앙에 또 하나의 동선을 두어 녹사평대로.2길· 후면부 녹도 사이의 삼투성
을 높이도록 계획하였다. 상업시설 방문객의 소비 행위와 더불어 녹지 공w에서 다
양하고 소소한 행위u 발생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삼v형의 녹도 중앙에 배치된 업“시설의 저층부는 복합문화시설로 계획하여 소
비 및 휴식 행태와 더불어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문화 공w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업“지구에 입지하는 대규모 업“시설이 외부 공w w의 단절을 초래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저층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해당 공w은
세 ~의 녹지 축· 더불어 복합시설조성지구 내의 문화적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
로 기대된다.
중앙의 녹지 축은 활동성이 강한 u로형 상업시설 부근의 장소들 보다 정적인 공
w으로 제공될 것이다. 용산공원· 동측 시u지의 연결성을 위한 이동의 ‘적이 강
한 축으로 역할 할 것이다. 또한( 이질적 성격의 도시 조직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공
w으로 제공되며( 해방촌·경리단길·이태원길·엔틱u구거리 등의 다국적 다문화와
연계되어 u로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이벤트u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적
으로 성격이 다른 용산공원· 주변 도시와의 지속적인 소통· 상생이 이루어 질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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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밀도 계획
O표0)0P 종합 배치 계획의 ~발 밀도
구분

구역별 대지면적

건물 바닥면적

층수

연면적

8)-

2(/-4.5t

0(,03t

상업%-).F&
업“%/)1F&

.,(./1t

8).

3(14/./t

1(03...t

상업%-).F&
업“%/)1F&

.3(/2-t

-/(5,...t

5(1-5..t

)

03(152t

1(244.3t

/(/,..2t

.)..F

3.(213..t

/(-./..t

-)..F

24(3-,.0t

.(3.,t

-)..F

15(40,t

-2(341.1t

5(-01.4t

)

.,-(.,3.2t

:)-

9)- 대지

9)- 저층부

-F

/(/,..2t

:).

9).(/ 대지

-(3./.1t

-).F

/(003t

)

-(3./.1t

)

2305.2t

D)-

0(445.2t

.(13,.2t

-)..F

12(11/..t

D).

2(353t

.(-2..4t

-)..F

03(14-.2t

소계

--(242.2t

0(3//..t

)

-,0(-/0.4t

총계

0.(/30./t

.1(-.-.3t

)

/15(244t

상업
'
업“
소계

9)업“
시설

9).
9)/
소계

문화
시설
소계
숙박
시설

--(,52.4t

시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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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표0)1P ~발 밀도 수치 비교
구분

초기 구상 ~발 밀도

종합배치계획의 ~발 밀도

대상지 면적

25(,/1t

25(,/1t

총 건축 면적

0-(0.-t

.1(-.-t

총 연면적

0-0(.-,t

/15(244t

건폐율

2,"

/3"

용적률

2,,"

1.-"

용도별 비율

업“%3../"& 상업%2.,"&
숙박%-5.3"& 문화%..,"&

업“%20.-"& 상업%1.."&
숙박%.4.5"& 문화%-.4"&

연구자u 제안한 ~발 계획의 용적률%1.-"&· 건폐율%/3"&는 대상지에서 최대
~발 u능한 계획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 대상지
의 계획은 수익성보다 용산공원· 시u지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녹지 및 문화·소비
의 플랫폼으로서 대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공w이 대상지 전체 계획 요
소 중 u장 우선순위에 있었다. 이로 인해 제시된 대안은 대상지에서 ~발 u능한
최대의 용적률%2,,"&· 건폐율%2,"&을 달성하는 ~발 계획보다 다소 낮은 계획
수치를 나타낸다. 수익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못한 계획이 될 수 있으나( 이로써 얻
어지는 v종 사회적 효·를 y안한다면 해당 계획에서 보여지는 건축 계획 관련 수
치는 y안할 수 있는 수치라고 판단된다.01

용산공원· 시u지의 연결성 확보( 지역주민의 생활권 내 녹지 공w 확보( 신규 상업시설
이 기존 소규모 상업u로와 상생하는 방안( 문화 생활을 위한 공w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효
·u 예상됨을 앞서 언급하였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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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f lP
-. 보행 녹지 축 세부 설계
대상지 설계에서 u장 우선시 되었던 설계 요소이다. 대상지 동서를 u로지르는
보행전용 녹지 축%그림0)-/&은 1"미만의 경사로와 테라스%eVccRTV& 형태의 공w으
로 조성되었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해당 공w에서 다양한 행위를 유발시
키기 위해 해당 녹지 축의 경사는 완만하게 처리해야 하였으며( 이용자의 행위 유발
을 위해 평지u 필요하였으므로 테라스 형태u 발생하게 되었다. 중심 녹지 축%그림
0)-0&은 주변보다 약 ,.1k-.,m 마y선을 낮추고자 한다. 공사 비용· 관리 측면에
서 비효율적일 수 있으나( 해당 공w에 장소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중
앙을 선큰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낮춰진 바닥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부u적으로 붙은
계단 및 스탠드는 경계 공w으로 접근·휴식·관망·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선큰된
바닥면은 약 -.m 폭· 선큰 공w으로 인해 위요y이 증u한 공w을 바탕으로 여러
창의적인 행위u 발생한다.
중앙 녹지 축· 더불어 u로형 상업시설 경계부에 연계되는 선형 녹지 역시 마찬
u지로 바닥면을 도로와 상이하게 계획하여 장소성을 부v시켰다. 기능적 측면에서
중앙 녹지 축· 유사하며( 추u적으로 상업시설· 연계되어 문화 및 소비적 성격이
강한 행위u 유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공원· 동측 시u지 방향으로 대상지를 관통하는 녹지 축을 용산공원· 연
결하기 위해 녹사평대로 방면 대상지 주요 출입구에 연결 교v을 계획하였다. 해당
교v은 “장애 접근을 주요 키워드로 설정하였다. 보행자뿐만 아니라 용산공원의
동측 경계부에서 자전거 이용자( 산책 및 조깅 이용자들이 시u지로 행위를 연속시
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계단이 아닌 완만한 램프로 두 공w%용산공원· 대상지&을
연결하였다.
보행 녹지 축은 복합시설조성지구 내에서 녹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
고( 인접 시설의 용도 및 주변 도시의 문화적 맥락· 더불어 다양한 활용 방식을 창
조할 것이며( 결·적으로 용산공원· 시u지 사이의 녹지 허브%GcVV_ ?fS&로써 작
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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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그림4-12] 보행 녹지 축 전체 단면도(A-A’)

DETAIL SECTION (a-a’)

보행자 동선
용산공원

보행자 동선
연결 교각

입구 광장

차로

보행전용 중심 녹지 축(보행 녹도)

입구 광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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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거지

차로

50

100(m)

[그림4-13] 보행 녹지 축 세부 단면도 (횡단면도)

DETAIL SECTION (a-a’)

(m)

(m)

(m)

(m)

(m)

(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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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50(m)

O그림0)-0P 보행 녹지 축 세부 단면도 %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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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저층부 세부 설계
보행 녹지 축· 더불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부분은 보행로와 연계된 시
설 저층부이다. 저층부에 입지하는 시설의 유형은 총 두 u지u 있다. u로 친화적
상업시설· 업“시설· 연계된 복합문화시설이다.
먼저 u로형 상업시설%그림0)-3&의 경우 녹사평대로.2길· 대상지 내부 보행로
의 경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설 중앙을 선형의 공w으로 비워내고 접근 장치%계
단 및 램프&를 계획하였다. 해당 공w은 단차 극복 및 이동의 기능뿐만 아니라 양면
의 소규모 상업시설의 배후 공w으로 이용자를 위한 휴식 공w이 될 것이다. 또한(
상점의 규모%-,,k..,t&를 기존 시u지의 소규모 상권· 비슷하게 분할하고 시설
중앙의 동선· 더불어 양쪽 소규모 상점의 입구를 양면에 모두 내어 대상지 내외부
의 삼투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기성 시u지 속 새로운 대규모 시설이 도시 조직
w의 거대한 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상지의 외부 녹지 및 문화·소비
공w의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같은 설계안을 제시한다.
복합문화시설%그림0)-2( 그림0)-4&에서도 두 u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중
앙 업“시설의 저층부에 계획되는 기업운영 복합문화시설이다. 대규모 업“시설 저
층부는 높은 임대료를 y당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이 한정적이며( 결·적으로 다수
의 이용자 접근을 제한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견철하고자 중앙 업“시설 저
층부를 복합문화공w으로 계획하였다. 형태적인 측면에서 경사지에 조성되는 해당
건물의 한계로 인해 저층부로 진출입하기 위한 접근 장치u 필요하였다. 따라서 저
층부 건축선을 약 1)-,m 후퇴시켜 계단 및 램프의 접근 장치를 통해 저층부로 진
입하도록 계획하였다. 두 번째는 대상지 남측의 두 업“시설 중앙에 위치한 단일 복
합문화공w이다. 시설 조성 ‘적은 업“시설 저층부 복합문화공w· 동일하다. 중
앙 업“시설지보다 큰 규모의 획지로 대규모 업“시설을 밀도 높게 계획하는 방향
보다 중앙 업“시설· 비슷한 규모의 업“시설을 두 ~소 배치하고 중앙에 /층 규
모의 복합문화공w을 배치한다.
여러 종류의 저층부의 시설들은 해당 공w에서 v기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
라 보행 녹지 축을 연결 매~체로 상호 연계되어 대상지 전반의 문화·소비 플랫폼
을 형성하고( 용산공원· 인접한 위치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문화적 상생의 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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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DETAIL SECTION (b-b’)

보행자 동선
기존 주거지

차로

업무 및 저층부 상업 시설

[그림4-15] 시설 저층부 전체 단면도(B-B’)

DETAIL SECTION (c-c’)

보행자 동선
공개공지
보행 녹도

DETAIL SECTION (d-d’)

업무 및 저층부 복합문화시설

차로

공개공지

- 81 -

보행전용 중심 녹지 축(Green Way)
차로
복합문화시설

0

보행자 동선
차로

50

완충 녹지
청화아파트

100(m)

[그림4-16] 중앙 업무시설 저층부 복합문화공간 세부 단면도

DETAIL SECTION (c-c’)
Office

Green Way for Pedestrian

Green Way for Pedestrian
Corporations’ Cultural Complex

0

[그림4-17] 녹사평대로26길가 신규 가로형 상업시설 세부 단면도

10

20(m)

[그림4-18] 단일 복합문화공간 세부 단면도

DETAIL SECTION (b-b’)

DETAIL SECTION (d-d’)

Office
Walkable
Shopping
Facilities
(Boutique)

Walkable
Shopping
Facilities
(Restaurant)

0

10

Corporations’
Cultural Complex

20(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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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m)

/. 중요 지점 투시도
/.-. 보행 녹지 축

O그림0)-5P 보행 녹지 축 투시도

/... u로형 상업시설

O그림0).,P u로형 상업시설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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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시설 복합문화시설

O그림0).,P 업“시설 저층부 복합문화시설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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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w. N론
제1절. pU rn
고밀화u 진행된 도시 속에서 도시 환경의 기회 요소로서 이전적지 ~발은 단순
한 ~발의 수익 창출 이상의 의미를 u진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 속 이전적지는 토
지의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발로 인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따라서 이전적지 ~발에 관하여 위치적 잠재력( 주변 도시의 이슈 등을 함께 고려하
고 세심한 계획·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여 ~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년 0월 조성계획이 고시된 유엔사 이전적지도 마찬u지로 대도시에서 발생
한 이전적지이다. 유엔사 이전적지는 이태원동· 한남동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문
화·소비 장소와 인접하고 있으며( 미래 용산공원화u 진행될 용산미군기지와 녹사
평대로를 경계로 이웃하고 있다. 이 u운데 위치한 대상지는 단순한 ~발의 이익을
쫓는 방향 보다 위치적 이점· 중요성을 기반으로 주변 지역· 연계되는 장소로 ~
발하여 용산구 전반에

친 도시 환경을 향상시킬 필요u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치적 잠재력을 기반으로 도시적 맥락에서 대상지를 바라 보았을 때( 미래 용산
공원· 주변 지역의 주거지 및 문화·소비장소를 연결하는 중w영역으로 대상지를
~발하고자 하였다. 성격이 다른 두 도시 w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대상지에 두 u
지 기능을 담도록 하였다.
그중 첫째는 녹지 체계의 연장을 위한 시작점이다. 주변 관련 계획을 고찰한 결
· 한남그린웨이( 용산공원화 등 장기적인 용산구 ~발 방향에서 시u지 내에 부족
한 녹지를 보완하는 구상이 다수였다. 그 방법으로 유엔사 이전적지의 ~발은 위의
장기적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추로 언급된다. 따라서 미래 용산공원의 녹지 체
계u 시u지 내부로 발산할 수 있도록 물고를 트는 시작점의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
였다. 하지만 대상지 ~발의 u장 큰 ‘표는 평택미군기지 이전재원 마련을 위해 수
익성 확보u u장 큰 이슈였고( 이를 위해 높은 용적률을 달성하는 고밀도 ~발 계
획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제한적 요인 속에서 녹지 공w을 할애하는 것은 u장 큰
·제였다. 연구의 계획 및 설계에서 제안한 방안은 대규모 녹지 공w보다 보행 중심
의 선형의 녹지를 넓은 폭으로 할애하여 용산공원· 시u지 w의 연결성을 확보함
· 동시에 이태원 일대의 문화·소비 장소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행위u 선형 녹
지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행 녹지 축은 고밀도 복합시설조성지구 내
에서 녹지와 관련된 휴식( 이동( 운동 등·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인접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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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변 도시의 문화적 맥락· 더불어 다양한 활용 방식을 창조할 것이며( 결·적으
로 용산공원· 주변 시u지를 연결하는 선형의 녹지 공w으로 작동할 것이다.
두 번째는 주변의 다문화 지역·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문화·소비의 플랫폼 기능
이다. 기존 도시와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미군기지u 성공적인 공원화u 진행되
기 위해 주변 도시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상호작용 하는 ·정은 두 도시 조직의 지속
적 상생에 필수적이라 판단하였다. 용산공원 동측 시u지는 해방촌( 경리단길( 이태
원거리 등의 다문화를 기반으로 한 거리u 형성되어 있다. 이들· 공원의 연계성 확
보는 단순한 선적 처방%연결 교v&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문화·소비의 플
랫폼으로서 면적인 장소를 용산미군기지 인접 지역%대상지&에 우선적으로 형성시
키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렸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식적인 대상지 ~발 계획에서
제외된 녹사평대로.2길 방면의 잔여 필지들을 통합하여 u로친화적 상업시설을 재
구성하였다. 상업시설의 위치·형태·규모에 있어서 주변 맥락· 유사하도록 계획하
여 신규 복합시설지구의 이질성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대규모 업“시설의
저층부는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여 문화적 플랫폼을 형성시키고자 하였다. 여러 종
류의 시설 저층부는 해당 공w에서 vv의 기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보행 녹지 축
을 매~로 상호 연계되는 효·를 기대하며 배치를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대상지 전
반에

쳐 문화·소비 플랫폼을 형성시키고( 용산공원· 지속적인 문화적 상생 효·

를 얻고자 하였다.

제2절. pUu uaq 한P점
-. 연구의 의미
대상지의 구체적인 ~발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상지의 ~발 방향
에 대한 큰 그림을 우선적으로 그려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u 있다. 국토부에
서 제시하는 확정된 ~발 구상 없이 불확실성 속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타
당성 측면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발 계획 이전에 대상지
의 위치적 잠재력을 보여주며( 고밀도 복합시설조성지구 ~발 속에서 공공성을 우
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큰 그림을 우선적으로 구상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u 있다고
판단된다. 대상지 주변 지역의 ~발 구상에서 대상지의 ~발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고 올해 0월에 이어 -,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조성실시계획이 고시되었으
나( 구체적인 ~발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u까운 시기에 대상지 ~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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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본 연구u 기본 구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u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늘날 수익성이 주u 되는 이전적지의 고밀도 ~발을 행태를 견철하며( 대
규모 이전적지를 복합시설조성지구로 ~발함에 있어 도시 전반에

친 환경 ~선의

기회 요소로서 계획하는 방안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u 있다.

.. 연구의 한계점
연구자u 제시한 대안은 용적률·건폐율· 같은 ~발 수치에 있어서 대상지 ~발
u능 최대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수익성 측면에서 부족한 계획안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제안한 계획 및 설계 요소를 통해 용산공원· 시u지의 연계
성 확보( 두 도시 조직의 상생 효·( 지역 주민의 생활권 내 녹지 공w 확보( 신규 상
업시설 기존 소규모 상권 w의 상생 효·( 이용객을 위한 문화 공w 제공 등의 v종
사회적 효·를 y안해 볼 때 설득력 있는 대안이라 사료된다.
또한( 형태적 설계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한다. 구릉지의 지형에서 보행 중심의
장소를 제공하려다 보니 청화아파트와 보광로 삼거리 방면으로 불u피하게 심한 표
고 차이u 발생하였다. 선큰광장 및 옹벽 처리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 하였으나( 처
방이 단순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복합시설 조성 시 v 경계부의 경사를 창
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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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342AC4
A DesigB 1rCDCsal fCr Hhe Mixed-5se CCADlex DisHricH Cf
5N -eadqIarHers' 2elCcaHed 3iHe iB .HaewCB-dCBg
BWW Haan( DWW
DWbf. af DSnVeUSbW 9dUh[fWUfgdW( JWagl FSf[anSl Ln[hWde[fk
?dSVgSfWV JUhaal af Enh[dan_WnfSl JfgV[We

KhW VWhWlab_Wnf af S dWlaUSfWV e[fW Se S nWi abbadfgn[fk [n fhW U[fk
Wnh[dan_Wnf hSe [fe e[Yn[f[USnUW _adW fhSn S e[_blW _WSn[nY af UdWSf[nY
dWhWngW [n S h[Yhlk VWneW U[fk. 9 _Sjad[fk af fhW dWlaUSfWV e[fW VWhWlab_Wnfe
fS]We S hgYW bSdf [n fWd_e af [fe e[lW( SnV [fe [nflgWnUW an fhW egddagnV[nY
SdWS [e Wnad_age Se iWll. KhWdWfadW( fhW VWhWlab_Wnf blSn ih[Uh eWfe S
fhadagYh( lanY)fWd_ YaSl Uane[VWd[nY fhW bafWnf[Sle af [fe laUSf[an SnV
[eegWe dWlSfWV fa fhW egddagnV[nY U[f[We ehaglV TW WefSTl[ehWV.
KhW dWlaUSfWV e[fW VWhWlab_Wnf af LF hWSVcgSdfWd [n ih[Uh [fe nWi
VWhWlab_Wnf blSn iSe SnnagnUWV [n 9bd[l af .,-1 Slea faa] blSUW [n fhW
JWagl EWfdabal[e. KhW dWlaUSfWV e[fW [e egddagnVWV Tk anW af fhW _aef iWll)
]nain UglfgdSl SnV Ua__WdU[Sl SdWSe [n JWagl egUh Se AfSWian SnV
HSnnS_)VanY. Af [e SVjSUWnf fa fhW TadVWd af Fa]eSbkWanY _S[n daSV
nW[YhTad[nY i[fh fhW L.J. _[l[fSdk TSeW [n OanYeSn( ih[Uh i[ll TW fgdnWV
[nfa S U[fk bSd] [n fhW nWSd fgfgdW. An adVWd fa [_bdahW fhW U[fk Wnh[dan_Wnf
[n fhW ahWdSll OanYeSn ;[fk dWY[an( [f [e e[Yn[f[USnf fa egYYWef S VWhWlab_Wnf
blSn fad fhW dWlaUSfWV e[fW [n fhW V[dWUf[an af UannWUf[nY fa fhW egddagnV[nY
SdWS( Uane[VWd[nY [fe laUSf[anSl SVhSnfSYW SnV afhWd efdWnYfhe.
;ane[VWd[nY fhW bafWnf[Sle [n [fe laUSf[anSl SVhSnfSYW [n fhW gdTSn
UanfWjf( fhW dWlaUSfWV e[fW ehaglV TW VWhWlabWV [nfa fhW ebSUW i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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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nUf[ane Se Sn [nfWd_WV[Sdk TWfiWWn fhW fgfgdW OanYeSn HSd] SnV UglfgdSl
SnV Ua__WdU[Sl SdWSe. KhW e[fW ehaglV fS]W fia [_badfSnf dalWe fa eWUgdW
fhW UannWUf[h[fk TWfiWWn fhW V[ffWdWnf dWY[ane.
KhW f[def dalW [e fa SUf Se fhW [n[f[Sl ba[nf [n fhW e[fW WjbSne[an af YdWWn
ebSUW ekefW_. An SUUadVSnUW i[fh fhW lanY)fWd_ VWhWlab_Wnf blSn af
OanYeSn)Yg [nUlgV[nY HSnnS_ ?dWWniSk SnV OanYeSn HSd]( [f [e WeeWnf[Sl
fa WjbSnV fhW YdWWn ebSUW [n ih[Uh WebWU[Sllk lSU] [n fhW gdTSn SdWS. KhW
VWhWlab_Wnf af dWlaUSfWV e[fW USn TW dWYSdVWV Se efWbb[nY aff an fhW d[Yhf
faaf af SUh[Wh[nY fhW lanY)fWd_ blSn Se [f iSe _Wnf[anWV. KhWdWfadW( [f [e
bdabaeWV fhSf [fe dalW ehaglV hShW S fgnUf[an Se fhW [n[f[Sl ba[nf fhSf USn
WjbSnV fhW YdWWn ebSUW ekefW_ af OanYeSn HSd] [nfa fhW [nnWd)U[fk dWY[an.
HaiWhWd( fhW _S[n aTjWUf[hW af fhW VWhWlab_Wnf iSe fa eWUgdW bdaf[fST[l[fk
fad fdSnefWdd[nY dWhWngW fa fhW L.J. _[l[fSdk TSeW [n HkWanYfSW]. Kh[e
bdSUf[USllk dWcg[dWV S h[Yh ng_TWd [n Flaad 9dWS ISf[a %F9I&( fallaiWV Tk S
h[Yh)VWne[fk VWhWlab_Wnf blSn. LnVWd fhWeW dWefd[Uf[ane( SllaUSf[nY fhW YdWWn
ebSUW iSe fhW T[YYWef UhSllWnYW. KhW bdabaeSl egYYWefe fa SllaUSfW fhW YdWWn
ebSUW [nfa fhW bWVWefd[Sn)fd[WnVlk l[nWSd fad_ dSfhWd fhSn S lSdYW eUSlW af
YdWWn ebSUW. :k eWUgd[nY fhW UannWUf[h[fk TWfiWWn OanYeSn HSd] SnV fhW
gdTSn SdWS( [f i[ll SffdSUf hSd[age SUfe SnV TWhSh[ade fa aUUgd [n fhW l[nWSd
fad_ af YdWWn ebSUW. KhW bWVWefd[Sn)fd[WnVlk YdWWn Sj[e bdah[VWe ebSUWe fad
dWlSjSf[an( _aT[l[fk( WjWdU[eWe( WfU. [n S h[Yh)VWne[fk _[jWV geW V[efd[Uf SnV
UdWSfWe hSd[age _WfhaVe fa gf[l[lW fhW ebSUW [n dWYSdVe af fhW egddagnV[nY
fSU[l[f[Weq geWe SnV fhW nW[YhTad[nY U[fkqe UglfgdSl UanfWjf. ;aneWcgWnflk( [f
i[ll SUf Se fhW l[nWSd)ehSbWV YdWWn ebSUW ih[Uh UannWUfe OanYeSn HSd] SnV
fhW egddagnV[nY SdWSe.
KhW eWUanV dalW [e fa bdah[VW S Ua__WdU[Sl SnV UglfgdSl blSffad_ ih[Uh
UannWUfe fhW egddagnV[nY _glf[UglfgdSl V[efd[Ufe SnV OanYeSn HSd]. An adVWd
fa egUUWeefgllk UdWSfW S bSd] fda_ fhW L.J. _[l[fSdk TSeW ih[Uh hSe TWWn
[ealSfWV fad S lanY f[_W( [f [e [nWh[fSTlW fa WnhSnUW fhW UannWUf[h[fk i[fh f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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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ddagnV[nY gdTSn dWY[an SnV Tg[lV S _gfgSl dWlSf[aneh[b TWfiWWn fia
V[ffWdWnf gdTSn f[eegWe. An fhW WSefWdn bSdf af OanYeSn HSd]( S ng_TWd af
efdWWfe [nUlgV[nY HSWTSnY)Uhan( ?kWanYd[VSn)Y[l( SnV AfSWian JfdWWf
ih[Uh hShW efdanY _glf[UglfgdSl UhSdSUfWd[ef[Ue hShW TWWn UdWSfWV. Fad fhW
UannWUf[h[fk TWfiWWn fhWeW efdWWfe SnV OanYeSn HSd]( fhW VWe[Yn bdabaeSle
fda_ fhW _Sjad[fk af Ua_bWf[f[ane _S[nlk egYYWef[nY S e[_blW( l[nWSd fad_ Se
UannWUf[an l[n] SdW [nUa_bWfWnf. AnefWSV( fh[e efgVk bdabaeWV fa WefSTl[eh S
Ua__WdU[Sl SnV UglfgdSl blSffad_ Se fhW SdWSl fad_ [n fhW OanYeSn L.J.
_[l[fSdk TSeW SVjSUWnf SdWS %e[fW laUSf[an& Se fhW f[def bd[ad[fk. Ka SUh[WhW
fh[e( fhW dWUanefdgUf[an af bWVWefd[Sn)fd[WnVlk Ua__WdU[Sl fSU[l[f[We iSe
bdabaeWV Tk [nfWYdSf[nY fhW dW_S[n[nY bSdUWle SVjSUWnf fa fhW Fa]eSbkWanY
.2 JfdWWf( ih[Uh iWdW WjUlgVWV fda_ fhW fad_Sl VWe[YnSf[an af VWhWlab_Wnf
blSn. KhW ehSbW( fad_( SnV e[lW af Ua__WdU[Sl fSU[l[f[We SdW fa TW WefSTl[ehWV
[n SUUadVSnUW i[fh fhW gdTSn UanfWjf fa dWVgUW fhW V[ffWdWnUWe i[fh nWi
Ua__WdU[Sl V[efd[Uf. An SVV[f[an( fhW ebSUWe [n fhW laiWd lWhWl af lSdYW)eUSlWV
aff[UW Tg[lV[nYe ehaglV UdWSfW S UglfgdSl blSffad_ Tk UhSnY[nY fhW_ [nfa fhW
_[jWV)geW UglfgdSl fSU[l[f[We. KhW laiWd lWhWle [n V[ffWdWnf fkbWe af fSU[l[f[We
SdW WjbWUfWV fa TW WffWUf[hW Se S _WV[g_ af bWVWefd[Sn)fd[WnVlk YdWWn Sj[e Se
iWll Se fgnUf[an[nY [fe bd[_Sdk geWe. Kh[e bdabaeSl egYYWefe fa ]WWb S
egefS[nSTlW( UglfgdSl i[n)i[n WffWUf i[fh OanYeSn HSd] Tk fad_[nY S
UglfgdSl SnV Ua__WdU[Sl blSffad_ an fhW ahWdSll dWY[an af e[fW laUSf[an.
KhW efgVk hSe [fe e[Yn[f[USnUW [n WefSTl[eh[nY fhW fgll b[UfgdW an fhW
VWhWlab_Wnf V[dWUf[an af dWlaUSfWV e[fW gnVWd fhW U[dUg_efSnUWe fhSf na
UanUdWfW blSne hShW TWWn _SVW kWf. Af [e Slea [nWh[fSTlW fa fSUW fhW [eegWe [n
fWd_e af [fe fWSe[T[l[fk e[nUW fhW efgVk hSe TWWn Uanf[ngWV gnVWd fhW gnUWdfS[n
UanV[f[an af S UanUdWfW VWhWlab_Wnf blSn Tk fhW E[n[efdk af DSnV(
AnfdSefdgUfgdW SnV KdSnebadf. HaiWhWd( [n afhWd iadVe( [f [e e[Yn[f[USnf fhSf
fh[e efgVk V[eUahWdWV fhW bafWnf[Sle [n [fe laUSf[anSl SVhSnfSYW SnV bdaUWeeWV
fhW [n[f[Sl efSYW af eWUgd[nY [fe bgTl[UnWee [n fhW VWhWlab_Wnf af S h[Yh)
VWne[fk _[jWV geW V[efd[Uf. KhW VWhWlab_Wnf V[dWUf[ane an fhW dWlaUSfWV e[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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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hW TWWn _Wnf[anWV [n fhW dWlSfWV bdabaeSle fad egddagnV[nY SdWSe. KhW
[_blW_WnfSf[an blSn iSe nWilk SnnagnUWV [n GUfaTWd af .,-1 fhdagYh
UaneglfSf[ane Tk fhW dWlSfWV VWbSdf_Wnfe [nhalhWV( fallaiWV Tk [fe
SnnagnUW_Wnf [n 9bd[l af .,-17 haiWhWd( ebWU[f[U blSne an fhW VWhWlab_Wnf
iWdW ef[ll naf bdabaeWV. J[nUW fhW VWhWlab_Wnf af dWlaUSfWV e[fW [e WjbWUfWV
fa TW [n[f[SfWV Sf Sn WSdlk VSfW( fh[e bdabaeSl USn eWdhW Se bSdf af WeeWnf[Sl
VWhWlab_Wnf blSn WefSTl[ehWV Tk W[fhWd YahWdn_Wnf ad afhWd SYWnU[We [n fhW
nWSd fgfgdW.
EadWahWd( fhWdW [e S e[Yn[f[USnUW [n dWf[n[nY fhW VWhWlab_Wnf blSn Se
abbadfgn[f[We fad Wnh[dan_WnfSl [_bdahW_Wnfe SUdaee fhW ahWdSll gdTSn
SdWSe Tk VWhWlab[nY fhW lSdYW)eUSlWV dWlaUSfWV e[fW [nfa S _[jWV geW V[efd[Uf.
Kh[e bdabaeSl egYYWefWV SlfWdnSf[hWe fa aTfS[n Tafh bgTl[UnWee SnV S
VWe[YnSfWV ng_TWd af Flaad 9dWS ISf[a %F9I& dWYSdV[nY [fe e[fW laUSf[an Se
fhW _[jWV geW VWhWlab_Wnf STgff[nY an fhW lSdYW)eUSlW af bSd].
KhW bdabaeSl USn TW ea_WihSf dWYSdVWV Se [nUa_bWfWnf e[nUW [f V[V naf
SUh[WhW fhW _Sj[_g_ bdaf[fST[l[fk7 [n afhWd iadVe( [f V[V naf bdabaeW
SlfWdnSf[hWe i[fh fhW _Sj[_g_ ng_TWde af Flaad 9dWS ISf[a %F9I& SnV
:g[lV[nY ;ahWdSYW ISf[a %:;I&. HaiWhWd( fh[e bdabaeSl USn TW Uane[VWdWV
Se Uanh[nU[nY SnV dWSeanSTlW Y[hWn S ng_TWd af TWnWf[U[Sl eaU[Sl WffWUfe egUh
Se eWUgd[nY fhW UannWUf[h[fk TWfiWWn OanYeSn HSd] SnV fhW gdTSn SdWS( fhW
_gfgSl WffWUfe af fia V[ffWdWnf gdTSn f[eegWe( fhW YdWWn ebSUW i[fh[n S laUSl
dWe[VWnfqe l[fW lanW( fhW i[n)i[n WffWUf TWfiWWn nWi SnV Wj[ef[nY( e_Sll)
e[lWV Ua__WdU[Sl fSU[l[f[We( SnV fhW bdah[e[an af UglfgdSl ebSUW fad geW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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