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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청계고가도로는 1960년  서울의 시  도시 건설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

이다. 그간 청계고가도로의 건설 과정에 한 연구는 개 청계고가도로의 

건설 경 에 한 간략한 소개에 그쳤다. 이러한 간략한 소개에서 청계고가

도로에 한 평가는 서울 도시교통에서 요한 역할을 한 개발시 의 성공의 

상징이라는 정  주장과 도시의 흐름을 가로 막고 보행환경을 열악하게 만

들었다는 무분별한 개발주의의 산물이라는 부정  평가로 크게 나뉜다. 구체

 연구는 많지 않지만 손정목이 청계고가도로의 건설 경 와 건설 과정에 

한 회고를 남긴 바 있다. 그는 김 옥 서울시장이 박정희의 서울 동부에 

건설한 워커힐 호텔 왕래를 편리하게 해 건설했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청계고가도로의 건설에 있어 김 옥 시장의 개인  

경험이 깊이 반 되었으며, 그에 비해 당시 서울 건설을 두고 경합했던 도시 

계획의 이론들은 제 로 반 되지 못했음을 보이려 한다. 당시 김 옥 시장

은 서울의 도시 경 을 빠르게 변화시키기 하여 시  효과가 높은 토목·

건축 사업을 활발히 진행했고, 특히 도로 건설에 많은 심을 기울 다. 특히 

김 옥 시장은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한 수단으로 교통보다는 도

로와 련 시설을 늘리길 원했다. 이에 따라 육교, 지하도, 입체교차로, 고가

도로 등을 건설하 고, 1966년 말 계획된 삼일고가도로(청계고가도로)도 이러

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청계고가도로 건설을 해 1967년 3월 건축가 김수근에게 자문

을 구했다. 김수근은 청계고가도로 건설의 정당성을 확보해  건축가 으며, 

정권의 승인을 얻어  인맥이자, 차  승인을 도와  료 다. 김수근에게 

이 제안은 자신의 건축  이상을 실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다. 김수근은 

청계고가도로, 세운상가,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등에서 일 되게 선형도시계획

을 실 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수근의 도시계획  이상은 실제 설계에는 반 되지 않았다. 김

옥은 김수근의 선형도시계획의 가로망은 물론 윤치  시장 때부터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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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김 옥 시장 재임 기 발표된 도시계획의 방사형 가로망도 실시 설계에 

반 하지 않았다. 이는 김 옥의 도시 건설에 있어 도시 계획을 크게 시하

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둘째 이 논문에서는 청계고가도로의 건설이 각종 반 와 산의 제약, 우

연  요소에 의해 최 의 계획과는 다르게 건설되었음을 보일 것이다. 청계

고가도로 건설을 비롯한 서울시의 도시 계획은 여러 문가들은 물론 앙부

처, 국회에서도 환 받지 못했다. 임 윤치  시장 당시 도시계획과장을 지

낸 한정섭은 청계고가도로 신 지하철을 건설해야 하며, 고가도로 건설 계

획도 도시계획과 맞지 않으며,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

했다. 이어 한건축학회와 한토목학회도 고가도로 건설계획을 비 하고, 

충안을 제시하 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고가도로 건설과 도시 

건설 행정에 비 했으며, 앙부처도 서울의 도시계획에 호의 이지 않아 

산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서울시는 반 와 산 부족은 물론 때마침 일어난 강남개발과 군사

 긴장 등의 우연  요소에 의해 고가도로계획을 축소, 변경했다. 마장동에

서 연희동까지 건설하겠다는 최  계획과는 달리 1969년 3월 22일 용두동-삼

일로 구간만을 1차 개통하 다. 이때 완공된 청계고가도로는 근  외양을 

갖추었으나, 구조  한계로 인해 교통 기능 면에서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하 다. 게다가 이어진 2, 3차 건설에서는 북한과의 군사  긴장과 때마침 개

발된 강남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애 의 계획과 다르게 건설되었다.

주요어: 청계고가도로, 삼일고가도로, 1960년 , 김 옥, 한정섭, 서울시 도

시계획

학번: 2007-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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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계고가도로는 1967년  계획되어 같은 해 8월 15일에 기공식을 거친 

뒤, 1969년 3월 공되었다. 이후 1976년까지 노선이 두 차례 연장되어 구 

주자동 남산1호 터  입구에서부터 교를 거쳐 성동구 마장동을 잇는 본선

연장 5864m의 자동차 용도로가 되었다. 가설 당시 정식 명칭은 ‘삼일고가

도로’ 으나 1984년 11월 17일 청계고가도로로 명칭이 바 었다.1) 이후 이명

박 서울시장이 추진한 청계천복원계획에 따라 2003년 7월 1일 상  철거를 

시작해서 동년 8월 31일 최종 철거되었다. 재는 청계천 하류 무학교 근방

에 청계고가도로를 기념하기 하여 남겨둔 교각 세 개만이 그 흔 으로 남

아있다.

청계고가도로는 1960년  말 건설되어 <그림 1>과 같이 서울의 모습을 크

게 바꾼 구조물  하나 다. 당시는 서울의 외 이 빠르게 바 던 시기로서, 

이는 무엇보다도 1966년 4월 서울시장에 임명된 당시 39세의 김 옥이 ‘푸른 

서울’을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시정목표를 ‘건설 돌격의 해’로 정하고 극

인 도시 건설에 나섰기 때문이다. 빠른 속도로 수많은 도로가 신설, 확장되었

고, 도심부에 세운상가, 삼일빌딩과 같은 거 한 고층건물이 건설되었다. 청

계고가도로도 그  하나 다. 

청계고가도로에 한 연구와 평가가 활발해진 것은 2003년 철거 후

다.2) 청계천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 있던 청계고가도로에 해 도시 

경 , 교통, 개발 등의 다양한 에서 평가가 이루어 진 것이다.3) 이들 연

1) 청계고가도로계획의 명칭은 고가고속도로사업이었고, 1차 준공 후에는 삼일고가도로라고 공식 명칭

이 붙었다. 이 글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고가고속도로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를 청계고가도로계획 혹은 

고가도로계획이라 부르고, 삼일고가도로 대신 청계고가도로 혹은 고가도로라고 쓰도록 하겠다.

2) 2003년 청계고가도로는 청계천 복원 계획의 일환으로 철거되었는데, 청계고가도로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주변 지역의 슬럼화를 초래하며, 낡아서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결론을 서울시가 내렸기 때

문이다. 서울특별시, 청계천 복원사업 백서 1권 (서울특별시, 2006), pp. 46~51.; 서울특별시, 서
울교통특별대책백서 (서울특별시, 1995). p. 31.

3) 김석영, ｢정작 필요한 것은 도로인데…교통 難題 어떻게 푸나  하루 17만대의 차량 수용 도심교통체

계개편으로는 足脫不及｣ 건설저널 2002년 12월호 (건설산업연구원, 2002), pp. 31~32.; 이상현, 

｢건축을 통해 보는 2002년 한국의 사회상- 청계천 복원사업｣ 건축 제46권 12호 (대한건축학회, 

2002), p. 10; 김석철, ｢서울…역사와 자연과 현대적 가치가 공존하는 도시로｣ 건설저널 19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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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시 전경, 1971.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삼일빌딩과 청계

고가도로가 어우러져 근대적 경관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정부 기록사

진집 제9권 (국정홍보처, 2005).

구들은 개 청계고가

도로의 역사에 한 간

략한 소개를 포함했다. 

그 지만 이러한 들

에서 청계고가도로를 

건설한 이유와 건설의 

진행 과정을 상세히 추

하거나, 건설 이후 시

의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이 어떻게 변했는

지를 자세히 조사한 연

구는 없었다.

이러한 연구에서 청

계고가도로에 한 평

가는 상반된 입장으로 갈린다. 한편에서는 고가도로가 ‘서구  근 화의 상

징’인 건축물이자, 서울 도시교통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 도로 다고 정 으

로 평가했다.4)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의 격조를 떨어뜨리는 시 효과

 과오’이자 옛 서울에서부터 간직해온 자연의 흐름을 가로막는 구조물이며, 

도심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열악하게 만든 고가도로라는 부정  견해도 제

기되었다.5)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청계고가도로를 개발 시 의 성공을 상징

하는 구조물, 혹은 반 로 무분별한 개발주의의 산물로 보는 두 으로 요

약될 수 있다. 

자의 입장은 청계고가도로를 1960, 70년  개발 시 의 성공 신화를 구

성하는 주요 사례로 간주했지만, 정작 청계고가도로가 어떤 경 를 거쳐 건

설되었는지에 한 논의 없이 막연히 당시 도시 사정에 꼭 필요한 건축물이

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경향은 고가도로의 철거를 결정한 정책결정권자의 발

국건설산업연구원, 2002), pp. 64~65; 송인호, ｢청계천로의 도시 조직 - 물길과 고가도로 중첩｣ 국
토 210권 (국토연구원, 1999), p. 58, 63. 

4) 이상현, 위의 글

5) 김석철, 위의 글; 송인호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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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과 이를 다룬 언론 기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청계천복원을 공

약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명박에 따르면 청계고가도로는 “당시 시 상황

이 그것을 요구”해 건설되었다고 말했다.6) 문화일보도 청계고가도로 철거의 

이득을 설명하는 기사에서 이와 비슷하게 청계고가도로의 건설 당시를 회고

했다. 

60년  개발경제 시 에 도시를 입체 으로 장식한 고가차도는 속도와 

효율로 상징되는 근  물질문명의 아이콘이었다. 좁은 공간을 효과 으

로 개발해 물류 이동의 핵인 차들을 씽씽 달리게 만든 입체 고가도로

는 화된 도시의 멋드러진 동맥이었다.7)

의 기사는 과거 고가도로의 건설이 당시의 상황에서 ‘물류 이동의 핵’인 

자동차의 빠른 소통을 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주장한다. 그 지만 1960년  

후반 서울의 상황이 구체 으로 어떤 에서 고가도로 건설을 필요로 했는지 

밝히지는 않았다. 게다가 건설 당시의 자료를 보면 청계고가도로의 건설에 

해 반 하며 고가도로의 건설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통 상황의 개선을 

추구한 입장도 강력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청계고가도로를 개발주의 시 의 부정  유물로 바라보는 시

각8)이 있다. 를 들어 이동연은 청계고가도로가 1967년 후반 세운상가와 함

께 서울의 도심을 재개발하려는 거 한 로젝트 고, 이 사업은 제1차 경제

개발5개년 계획의 요한 도심 개발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9) 이러한 

이유로 이동연은 “(세운상가와) 청계고가도로의 공은 산업근 화와 고속 

6) 이명박 시장이 말하는 ‘요구’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고가도로의 건설 과정에 대해 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자료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탈바꿈’ 대형 프로젝트 잇따라｣ 문
화일보 2003. 11. 1. 

7) ｢고가철거는 `일석삼조`다｣ 문화일보 2004. 1. 31.

8) 조명래는 개발주의를 “자연 환경이나 자연 자원을 착취하고 이용하며 이를 통해 기술·경제·산업의 진

흥을 도모하는 행위와 이를 둘러싼 가치를 이념화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1960년

대 한국에서의 개발주의는 국가적 경제 개발 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명래, ｢한국 개발

주의의 역사와 현주소｣ 환경과생명 통권 37호 (환경과생명, 2003), p. 34; pp. 37~39.

9) 이동연, ｢세운상가의 근대적 욕망｣ 사회와역사 제82집 (한국사회사학회, 2009), p. 254. 하지만 경

제개발계획에 따른 국토개발계획이 고려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였기에, 청계고가도로 건설과 국토개발계획은 별 다른 연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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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상징하는 인 라 구축”10)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청계고가도로를 두고 ‘산업근 화의 외길로 달려가는 남한의 집약  산

업자본주의의 성공을 투사하고, 이는 (근 화에 한) 욕망의 결핍을 은유한

다’고 묘사했다. 홍성태 한 청계고가도로를 자연과 문화를 괴하며 경제성

장을 달성하려는 괴  개발주의에 의해 건설된 “박정희 개발독재의 상

징”11)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청계고가도로를 박정희의 개발주의와 비

으로 연 시킨 이동연과 홍성태의 평가 한 실제 고가도로 건설 과정에 

한 구체  연구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다.

개발주의 시 의 정부와 료의 모습을 청계고가도로 건설 과정에 한 

연구를 통해 구체화한 외 인 연구는 손정목12)에 의해 이루어졌다. 고가도

로 건설 당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건설을 직간 으로 경험한 손정목은 시

장 김 옥의 역할에 집 해 청계고가도로의 건설 과정을 서술했는데, 여기서 

김 옥은 개발주의의 일각을 담당한 료의 모습으로 그려진다.13) 앞서 조명

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개발주의에서는 료들이 직  시장 경제 흐름

에 개입해 사회  자원들을 특정 부문에 략 으로 집 시킨다고 보았는

데,14) 손정목이 묘사한 김 옥이 그 형 인 라 할 수 있다. 손정목은 김

옥이 청계고가도로를 비롯한 건설 사업을 해 서울시의 행정·문화·복지 

등의 여타 산을 모두 삭감하고 건설에만 매진했다고 보았다.15) 더 나아가 

손정목은 김 옥이 이후 국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극 으로 개발에 임하

10) 같은 글, p. 254.

11) 홍성태, ｢서울시 공간정책 비판- 이명박 시장과 서울 파괴｣ 문화과학 39호 (문화과학사, 2004), 

p. 69.

12) 손정목은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서울특별시 중앙공무원교육원 교관으로 근무하며 도시계획행정

을 연구하였고, 1970년부터 1977년까지 서울시에서 근무하며 기획관리관, 도시계획국장, 내무국장, 

공무원교육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이후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와 서울시시사편찬위원회 위

원장 등을 지내며 서울시를 비롯한 한국 도시의 개발 과정을 기록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도시 60

년의 이야기 (한울, 2010)와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한울, 2010) 등이 있다. 그는 청계고가도로 

건설 즈음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었기에 당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그의 연구는 청계고가도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1차 사료이기도 하다.

13) 손정목, ｢청계천 복개공사와 고가도로 건설｣ 도시문제 37권 407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2), 

pp. 103~109. 

14) 조명래, 위의 글, p. 41.

15) 손정목, ｢1966년과 불도저 시장 김현옥의 등장｣ 도시문제 37권 406호 (대한지방공제회, 2002),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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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선례가 되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그가 개발주의 시  지방 료의 

롤모델이 되었음을 보여 다.

청계고가도로의 건설이 이루어진 동기에 해 손정목은 김 옥이 수도 서

울의 모습을 획기 으로 변화시키길 원했던 통령 박정희의 요구를 충실하

게 이행하는 동시에 박정희의 워커힐 호텔 왕래를 편리하게하기 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해 건설을 추진했다고 주장한다.16) 게다가 실제 고가도로의 구

상  건설 과정에서도 김 옥은 주도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즉, 자기 목 에 맞게 건축가 김수근을 비롯한 여러 건축  토목 기술자들

을 동원했으며, 그와 함께 여타 여러 문가들의 반 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이 듯 손정목의 연구는 청계고가도로 건설을 1960, 70년  한국 개발주

의의 에서 구체 으로 살펴본 외 인 연구지만, 그럼에도 고가도로 건

설 과정에 있어서 임명권자 박정희에 한 김 옥의 충성과 그의 즉흥  발

상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 을 노정하고 

있다. 우선 근  도시와 도시 교통에 한 김 옥의 구상 속에서 청계고가

도로가 어떤 치에 있는지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 손정목의 주장 로 

시  목 과 통령에 한 개인  충성을 최우선 순 로 놓고 고가도로의 

건설을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는 김 옥이 품고 있던 이상  근  

도시에 한 과 그에 입각한 도시 교통에 한 구상이 암암리에 반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손정목은 김 옥 개인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청계고가도로 건설

에 력했거나 그에 립한 다양한 주체들이 건설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

했는지, 그리고 김 옥과 그들이 어떤 력  갈등 계를 맺고 있었는지 

확연히 보여주지 못했다. 고가도로와 같은 거 한 구조물을 만드는 데는 여

러 사람들이 여하기 때문에 시장 혼자만의 의견이 그 계획에 으로 반

되기는 힘들다. 가깝게는 설계자부터, 멀게는 이를 이용하는 시민까지 다양

한 의견이 분출되기 마련이다. 심지어 고가도로의 건설에 동의, 력한 사람 

사이에서도 각자의 이상에 따라 그 구조와 쓰임새를 다르게 생각하기 마련이

다. 건설에 반 했던 사람들도 그들의 정치  향력에 따라 실제 건설 과정

16) 손정목, ｢청계천 복개공사와 고가도로 건설｣, 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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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종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여 계획의 변화를 추동하기 때문에, 고가도

로 건설에 여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17) 하지만 손정목은 고가도로 건설의 

력자 던 건축가 김수근과 그에 반 했던 도시계획 행정가 한정섭만을 그

것도 간략히 다루었을 뿐, 청계고가도로 건설 과정에서 그들이 수행한 역할

과 김 옥과의 계를 깊이 살펴보지 못했다. 

이 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염두에 두고 청계고가도로 건설 과정을 

보다 구체 으로 밝히고자 한다. 우선 김 옥의 고가도로의 구상이 어떤 배

경에서 나왔는지를 당시 서울시의 행정, 통령 박정희의 입장, 김 옥 개인

의 도시 교통에 한 견해 등의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김 옥

을 심으로 김수근, 한정섭 등 당시 청계고가도로의 건설에 력자로서 

는 비 자로서 여한 문가들이 도시와 도시 교통에 한 어떤   정

책에 근거해서, 그 사업에 력하고 반 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60년  말 한국의 개발주의 체제의 맥락에서 도시개발정책이 수립되고 집

행되는 과정에 문가들이 수행한 독특한 역할과 그 한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력과 립의 과정을 겪으며 고가도로

가 완성되는 과정을 살필 것이다. 청계고가도로의 최종  모습과 기능은 애

 김 옥의 계획과는 많이 달라졌다. 김 옥의 독단  구상과 추진을 통해 

건설이 시작된 청계고가도로가 이후 문가 집단, 국회, 정부부처의 반 와 

제약, 그리고 이후 진행된 군사  긴장, 서울의 강남개발 등의 우연  요인에 

의해 그 노선과 기능이 측하지 않던 방향으로 변화 정착되었던 것이다.

이 논문은 청계고가도로 건설에 해 당시 서울시 행정에 참여한 경험을 

반 함으로써 일차 자료로서의 성격이 강한 손정목의 연구와 당시 신문과 잡

지, 련 학회지 등의 자료에 의존했다. 당시 청계고가도로 건설 과정에서 생

산된 설계도, 용역보고서, 사업 진행 상황을 담은 공문서 등은 찾지 못하

다. 손정목은 당시 건설에 한 서울시의 자료를 찾기 힘든 이유에 해, 첫

17) 팀 홀, 유환종 외 옮김, 도시연구: 현대 도시의 변화와 정책 (푸른길, 2011), p. 33. 1960년대 한

국의 개발 과정에서의 국민의 동원과 협력,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박태균, ｢로스

토우 제3세계 근대화론과 한국｣ 역사비평 통권66호 (역사비평사, 2004).; 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2010).; 김영미, 동원과 저항: 해방 전후 

서울의 주민사회사 (푸른역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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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당시 차트 행정이 주를 이루어 체계 으로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았으며, 둘째 이마 도 보존기한이 짧아 시 공무원들이 각종 감사가 있을 

때마다 숨기거나 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8)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를 극

복하기 해 손정목의 연구를 참조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등의 당시 신문을 통해 청계고가도로의 건설 과정을 재구성한 

뒤, 월간 신동아, 건축문화지 공간 등의 잡지와 건축, 도시문제 등 

각종 학술지에 실린 인터뷰와 논문을 참고해 내용을 보강하 다. 그리고 당

시 고가도로의 건설을 반 했던 한정섭 단국  명 교수를 인터뷰하 다.

이 논문의 서술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2 에서는 청계고가도로가 건

설된 배경을 악하기 해 1960년  서울의 도시 문제와 이에 처하는 서

울시의 도시계획과 행정을 윤치  시장과 김 옥 시장 재임 기간 두 시기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두 시장 재임기간의 비를 통해 청계고가도

로 건설의 배경이 된 김 옥 시장 시기의 서울시의 건설행정의 두드러진 특

징이 악하는데 을 맞출 것이다. 3 에서는 청계고가도로 건설 계획이 

완성되는 과정을 알아볼 것이다. 이때 김 옥 시장의 근  도시 교통에 

한 특정한 이 청계고가도로 계획에 반 되어 있음에 을 맞추고, 이

어 이러한 구상을 완성하는 데 있어 도시 계획  건축 문가의 역할이 제

한 으로 뒷받침되었음을 드러낼 것이다. 4 에서는 청계고가도로의 건설이 

변화를 겪는 과정을 그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가의 반 와 건설에 있어

서의 서울시가 처한 제약, 그리고 여러 우연  요소가 개입되었음을 보이려 

한다. 

18)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1권 (한울, 2010), pp. 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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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고가도로 건설 배경: 

  1960년  서울의 성장과 그에 한 서울시의 응

1960년  서울은 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한 여러 도시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는 늘어난 인구에 비해 이를 수용할 교통시설, 상하수도, 주택 등 

기반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다. 연구자들은 1960년   서울

시가 당시의 도시문제에 빠르고 히 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를 

들어, 최상철은 서울시가 “ 도시 인구 집  방지책을 구두선처럼 되풀이하

고 있었을 뿐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시가지 개발, 교통, 상하수도 등 사회

간  자본 시설을 확충”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19) 손정목은 1963년 12월 서

울시장에 취임한 윤치 20)이 “도시계획의 근 화, 각종 건설 산업 진, 상수

도 시설 확장, 교통난 완화 등의 시책을 나열했지만, 그것은 말뿐”이었고 시 

행정에는 무 심했다고 한다. 윤치  시장 시기 건설 사업이 그리 활발히 이

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서울시가 취한 몇몇 도시계획을 다수 시민들

이 실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21)  

하지만, 1960년  후반에 이르러 상황은 근본 으로 달라졌다. 이는 서울 

경 의 격한 변화를 원했던 박정희 통령에 의해 임명된 김 옥 시장의 

추진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서울 곳곳에 넓은 도로가 건설되었으며, 도

심에는 고층 건물이 들어섰다. 한강에는 제방이 쌓이고, 그 에 도로가 들어

섰다. 1967년 건설이 시작되어 1969년에 공된 청계고가도로도 이 시기 서

울의 외 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한 구조물 의 하나 다.

19) 최상철, ｢현대 서울도시계획의 변화: 1950-2000｣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p. 519. 

20) 제1공화국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내무부 장관을 역임한 윤치영은 1963년 민주공화당 당의장과 제

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의 선거사무장을 지냈다. 그 뒤인 1963년 12월 서울특별시장에 임명됐

다. 

21) 손정목, ｢윤치영 시장이 불붙인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전말｣ 도시문제 37권 405호 (대한지방행

정공제회, 2002), pp. 95~96. 이러한 인식에는 1963년 말 서울시장이 된 윤치영이 "서울에는 도시

계획을 전혀 하지 않아도 매년 20만~30만 명씩 인구가 모이니, 만약 도시계획을 잘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몰려, 인구집중을 유발하지 않으려면 아예 도시계획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치영은 서울시의 급격한 팽창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

지고 있었다.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2007), p.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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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는 청계고가도로를 건설한 배경을 이해하기 해 1960년  서울

의 도시문제와 이에 처하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행정을 윤치  시장과 

김 옥 시장 재임 기간 두 시기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22) 앞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개 윤치  시장의 무사안일한 시정과 김 옥의 강한 추진력을 

비시켰지만, 이 의 논의를 통해 사실은 두 시장  이들 재임 기간의 서울

시가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반된 해법을 내놓았고, 그것이 시 행

정에 반 된 결과가 겉보기 성과의 차이로 나타났음을 보이려 한다. 특히 이 

둘은 미래의 서울에 합한 공간 구조를 달리 생각했고, 그에 따라 상이한 

도시계획을 내놓았다. 도시문제 해결을 한 행정의 우선순 가 달랐으며, 그 

결과 교통 정책도 상반된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김 옥이 극 으로 추진한 

청계고가도로의 건설은 김 옥 시장 시기 도시  교통 정책의 방향과 우선

순 가 이  시기와 격히 달라졌음을 반 하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2.1. 1960년  반 서울의 도시문제와 서울시의 보수  처

서울시의 인구는 1960년 244만 명에서 1966년 379만 명으로 격히 증가

했다.23) 1961년 시행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서울의 인구집 을 진

했다. 서울에 의류, 제, 가발 등의 노동집약  산업이 발달하자, 많은 사람

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몰려든 것이다.24) 

서울로 몰려든 사람들은 주로 도심 인  지역인 성동구, 성북구, 동 문

구, 서 문구 등에 거주했다.25) 이 지역들은 일자리가 많은 도심 지역인 종로

구와 구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도심의 직장으로 통근이 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주민들은 도심에 집을 마련하기 힘들었고, 이곳에서 

22) 윤치영 시장의 재임 기간은 1963년 12월에서 1966년 3월까지이므로 1960년대 전반기를 모두 포

괄하지는 못 한다. 이 논문에서는 윤치영 시장 재임기를 중심으로 그 전 시기까지를 모두 포괄해 

1960년대 전반기 서울의 상황을 다룰 것이다.

23) 인구센서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통계표 (http://stat.seoul.go.kr/Seoul_System3.jsp?stc_cd=416)

24) 최상철, 위의 글, pp. 518~519.

25) 인구가 많이 증가된 지역 중에서 영등포구만이 도심인접지역이 아니었다. 영등포구는 일제 강점기

부터 공업지역이었으며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1963년부터 한국수출산업 단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제조업 일자리가 많았다. 그 때문에 제조업 취업자들이 영등포구에 많이 정착하였다. 같은 글, pp. 

518~519; 이기석, ｢20세기 서울의 도시성장: 전 근대도시에서 글로벌 도시로｣ 서울 20세기 공간변

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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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떨어진 서울의 변두리에는 아직 장거리 출퇴근을 한 교통수단이 부족

했다. 결국 도심과 도심에 인 한 좁은 지역에 인구가 집했고, 이는 여러 

도시문제를 야기했다. 우선 집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크게 부족

했다. 1961년 43.1% 던 주택부족률이 1966년에는 50.0%로 늘었나 주택문제

는 더욱 심각해졌다.26) 서울시에 등록된 체 가구  반이 집이 없었던 

것인데, 그나마도 주택  잣집 등의 불량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37.75%

에 달했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좋지 않았다.27) 교통수단도 충분치 못했다. 

1960년 615 에 불과하 던 버스가 1965년 2446 로 증차되긴 했지만, 이 정

도로는 1963년 이 진 행정구역의 확 를 따라가기도 벅찼다.28) 차 한 

서울의 시가지 확장을 따라가지 못해 차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해방 

이후 인구가 증가한 도심 인근 지역  돈암동 노선과 등포 노선만이 증설

되어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 이었기 때문이다.29) 

상하수도 시설 역시 미비했다. 서울시는 인구의 증가에 맞춰 1960년 

50.5% 던 수보 률을 1966년 73.7%까지 끌어올렸지만, 여 히 수를 받

지 못하는 시민이 100만 명을 넘었다. 상수도에 비해 하수도는 문제가 더 심

각해서, 하수처리시설의 필요성조차 아직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1961년 

배수면 보 율이 12.2%에 불과해 부분의 생활하수나 빗물이 하수 거가 

아닌 노천으로 배출되어, 청계천(<그림 2>)을 비롯한 서울 시내의 작은 하천

들이 사실상 하수처리장 역할을 하 다.30)

1960년  반 서울시는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음과 같이 

응하 다. 첫째, 도시계획기구를 개편했으며, 둘째, 체계 인 도시계획을 

비했다. 셋째, 재정이 허용하는 한에서 여러 기반시설의 건설을 추진하 다. 

해방 이후 도시계획업무는 건설국 산하의 도시계획과에서 담했지만 

1962년 도시계획의 요성을 인지한 서울시는 이를 도시계획국으로 확  승

격시켰고 그 산하에 도시계획과, 구획정리과, 건축과 등 3개과를 두었다. 곧

26) 김광중, 지표로 본 서울 변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pp. 62~63.

27) 이기석, 위의 글, p. 65. 

28) 김광중, 위의 책, pp. 102~103.

29) 이혜은, ｢서울 20세기 교통의 발달｣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p. 

183.

30) 김광중, 위의 책, pp. 77~81.



- 17 -

<그림 2> 청계천 복개 공사 모습, 1964. 당시 청계천 주위에 판잣집이 즐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수

도 시설이 없어 주변의 하수가 청계천으로 흘러들었다. 연합, 대한민국 정부 기록사진집 제6권 (국정홍보

처, 2002).

이어 1964년 도시계획국에 서무과와 주택과를 신설해 총 5개과를 두어 조직

을 정비하고 인력을 확충했다.31) 

서울시는 체계 인 도시계획을 세우기 해 우선 1963년 6월 서울특별시 

시정연구회조례를 통과시켜 시정연구회를 조직했다.32) 시정연구회는 “서울특

별시의 제도를 정비확립하고 행정  재정의 효율 인 운 을 도모함으로써 

수도서울의 건 한 발 을 이룩하기 해” 만들어졌으며, 이 연구회는 김

옥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1966년 5월부터 연구 성과를 모아 시정연구를 발

간했다.33) 한 서울시는 1964년 도시계획의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1963

31)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서울특별시 조직 변천사 (서울특별시, 1986), pp. 139~141.

32) 서울시정연구회, ｢서울특별시 시정연구회조례｣ 시정연구 창간호 (서울시정연구회, 1966), pp. 

92~93.

33) 서울특별시 시정연구회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김현옥 시장 취임 이후인 1966년 5월 시정연

구를 발간하였다. 하지만 시정연구회를 만들고 시정연구를 창간을 준비한 것 모두 윤치영 시장 때

의 일이었다. 시정연구는 1968년 3권 2호를 낸 것을 마지막으로 정간되었고, 1987년에서야 복간

되었다. 시정연구가 정간된 것은 시의 연구행정비와 문화 복지 부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었기 때

문이었다. 시정연구를 비롯하여 시정개요, 시정백서와 같은 책자들 모두 발간이 중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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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서울에 편입된 4개 지구 황 측량 사업을 진행하 다.34) 1965년 12

월 서울시 도시계획상임 원회에서는 과거 일제강 기 경성과 해방 후 서울

에서 이루어진 도시계획을 정리해 향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자료를 제공하기 

한 자료집 형식의 서울도시계획을 출 하 다.35)

와 같이 종합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시 재정비 계획, 지하철 건설 계획, 기본 가로망 계획 등을 발표해 서울

의 기본 인 공간구조를 확립하고, 이 공간을 연결하는 교통시설의 건설을 

계획하 다. 우선 1964년에는 1962년 마련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서울시 재정

비계획을 수립하 다. 이 계획은 서울 도심에 지나치게 많은 도시기능이 편

되어 있다고 보고 은평 ․ 숭인 ․ 구로 ․ 뚝섬의 4개 지구에 부도심권을 

설정해 도시기능을 분산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과 일본의 도시계획을 참고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만드는 한편, 도심을 심으로 기능별로 나눠 11개의 

부도심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36) 

1964년 10월 서울시재정비계획에 의해 나눠진 도심과 부도심을 교통

으로 연결하기 해 서울시는 고속 차(지하철)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37) 이

를 해 도시계획과장 한정섭이 일본의 도쿄 · 오사카 · 나고야의 지하철을 

시찰한 후 <그림 3>과 같은 4개의 고속 차 노선망을 계획했다.38) 계획한 건

설 정 노선에 한 기본조사를 마친 후인 1965년 서울시 도시계획 원회는 

이 노선안을 통과시켰다.39) 그러나 이듬해 김 옥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후 

지하철 건설계획은 사업의 우선순 에서 려, 1971년에 가서야 김 옥 시장

손정목, ｢1966년과 불도저 시장 김현옥의 등장｣, p. 104. 

34) 최상철, 서울도시계획(1966년 기본계획 - 2000년 장기구상) 한 계획가의 체험과 교훈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1993), pp. 3~4, 서울의 행정구역은 당시 경기도의 양주군, 광주군, 김포군 등에 속해 

있던 망우리 일대, 송파구 일대, 창동 및 상계동 일대, 마곡, 목동, 화곡 등 강서구 일대, 강남구 일

대, 시흥 가리봉, 신림 등 관악구 및 구로구 일대 등 4개 지역이 서울로 새로이 편입돼 전체 면적이 

613.04km2으로 2.3배 증가했다. 김광중, 위의 책, p. 10.    

35)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계획 (서울특별시, 1965).

36)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 브리태니커 (국문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1s3796b007), 검색일 2012. 11. 5. 

37) ｢수도 서울 현대화｣ 동아일보 1964. 10. 13;｢명년 안에 지하철 착공 윤시장 회견담｣ 동아일보 
1964. 12. 2. 

38) 한정섭, ｢서울시 고속도전차건설에 대한 제안｣ 대한토목학회지 12권 4호 (대한토목학회, 1964), 

p. 57.

39)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계획 고속전차 노선망 결정 (1965),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86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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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울특별시 고속전차노선망 시안도. 도심을 지나는 4개의 

고속전차 노선을 계획했다. 한정섭, ｢서울시 고속도전차건설에 대한 제

안｣ 대한토목학회지 12권 4호 (대한토목학회, 1964), p. 57.

의 후임인 양택식 시장

에 의해 착공되었다. 

한정섭은 도심과 부

도심, 그리고 부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해  도

로망계획인 서울의 기

본 가로망도 구상하

다. 1년 반의 조사 끝에 

만들어진 도시계획기본

가로망은 7개의 환상선

과 14개의 방사선으로 

이루어져있었다. 이 안

은 외국 도시의 도시 

계획과 건설부에서 추

진 인 경인특정지역

계획을 참고해 수립하 다.40) 이는 도심인 종로와 구를 심으로 15km 권

내에 속하는 모든 개발 가능 면 이 시가지로 개발될 것이라는 상을 바탕

으로 계획되었다. 이에 따르면 도심의 기능이 부도심, 근린주거 심지로 나눠

질 것이었으므로 이에 맞춰 개발 가능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방사선 도로

와 이들 지역 간을 서로 연결하는 환상선 도로가 건설되어야했다.41) 이 계획

안을 근간으로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가로망 계획이 작성되었다.42) 

서울시는 상수도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 1961년 서울시 최 의 장기시설

확장계획인 ｢상수도 증산계획｣을 발표하 다. 이 계획은 상수시설용량을 

1960년 29만㎡에서 1974년 116만㎡으로 확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계

획에 따라 1960년부터 1965년까지 10곳의 기존 정수장 설비를 개량하고 3곳

을 신설하 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동안 수 인구가 90만 명, 수보 률은 

40) ｢수도 서울 기본가로망 성안｣ 동아일보 1965. 7. 13.

41) 한정섭, ｢서울시 도로망의 체계화를 위한 제안｣ 대한토목학회지 15권 2호 (대한토목학회, 1967), 

pp. 61~67.

42) 최상철, ｢현대 서울도시계획의 변화: 1950-2000｣, p.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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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에서 73.7%로 증가하 다.43) 한강과 지천의 수질오염이 심해지자 하수

처리장을 만들 계획도 세웠다. 1962년 청계천하수처리장 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해 1964년 8월에는 건설부에 차 계획서를 제출하 으며 1965년 10월 

주한 미국 외원조처(USOM)에 차 을 신청하 다. 이 계획에 따른 하수처리

장은 1970년 6월에 가서야 착공이 되어 1976년 9월 공되었다. 이는 우리나

라 최 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었다.44)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활발한 조사  계획 활동에 비해 윤치  시장 

재임 기간에는 이를 구 할 토목 건설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치 이 시장에 재임한 시기에 이루어진 주목할 만한 건설 사업은 

1965년 1월 김포공항과 도심을 잇는 제2한강교(  양화 교)를 공한 일과, 

같은 해 6월 서소문육교, 그리고 다음 해 1월 강남과 강북을 잇는 제3한강교

(  한남 교)를 기공한 일 등이었다. 이 밖에 서교, 동 문, 면목, 수유, 불  

지구에서 구획정리 사업만을 추진하 을 정도로 1960년  후반에 비해 건설

사업이 활발하지 않았다.45) 

이처럼 건설 사업이 활발하지 않았던 것은 서울시가 산이 충분치 않은 

데다, 무리한 재정 운 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965년 말에 세운 

1966년 서울시의 산안을 보면 체 산 91억 4000만 원  9억 8400만 원

을 건설  도시계획에 사용하 다. 이는 체 산의 10.8% 다. 이 산의 

사용에 있어서도 건설 산(2억 7200만 원)보다 도시 계획 산(7억 1200만 

원)이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우선순 가 높은 몇몇 건설 사업들만 추진될 수

밖에 없었다.46) 

이 듯 도시 계획의 수립에만 치 한 서울시의 행정에 해 통령 박정

희는 불만을 표시했다. 좀 더 가시 인 건설 사업을 원했던 그는, 서울시가 

도시계획의 집행과 건설 사업을 더 극 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 다. 그

는 1965년 11월 ‘도시계획을 강력히 집행하라’며 잣집을 더 이상 못 짓게 

43) 윤철환, ｢서울 20세기 위생조건의 변화: 상·하수도의 발달｣ 서울 20세기 공간 변천사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2001), pp. 341~348.

44) 같은 글, pp. 351.

45) 손정목, ｢윤치영 시장이 불붙인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전말｣, pp. 95~96.

46) ｢총 91억 4천만 원 서울 시예산안 확정 시민부담 10억 늘어｣ 경향신문 196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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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하고, 도로 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기동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철거하

라고 지시하 다.47) 1966년 3월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이 실 성 없는 원칙만 

세워놓고 실 이 없다고 시장 윤치 을 질책하 다.48) 결국 그는 서울시장을 

교체하여 서울의 도시문제에 극 으로 처하고 도시의 모습을 근본 으로 

바꿔야겠다고 결심하 다.49) 1966년 3월 말 박정희는 윤치 을 해임하고 부

산직할시장 김 옥을 서울특별시장에 임명하 다. 시장의 교체는 윤치  시

장이 서울시 수도국 부정사건과 구청 비리 등의 각종 비리와 시국장  인사

개편 잡음 등의 책임을 지는 것50)이기도 하 지만, 당시 보수 으로 재정을 

운 해온 서울시 행정에 한 통령의 불만도 요한 원인이었다.

2.2. 김 옥의 시  도시 건설 

박정희가 김 옥을 서울시장에 임명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서울을 극

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단 때문이었다. 박정희가 김 옥을 임명하여 

서울의 극  변화를 추구한 데는 서울시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이외

에 1967년에 있을 통령 선거를 비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 옥 부산시장을 서울시장으로 결정한 이유는 당장 에 띄는 서울

시의 답보상태와 비약하는 부산시의 비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거기

엔 67년도 선거에 비한 포석의 하나로 한국의 얼굴인 서울을 보다 

깔끔히 단장해 보자는 생각이 곁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51) 

박정희는 1967년 선을 앞두고 수도 서울의 모습을 변화시켜 국민에게 나라

가 발 하고 있음을 보이고 싶어 했다. 그 기 때문에 서울의 모습을 빠르게 

변화시켜  사람을 찾았고, 이는 신임시장 선임의 가장 요한 기 이었다. 

47) ｢도시계획 강력 집행하라｣ 경향신문 1965. 11. 26.

48) ｢전국적으로 도시건설 착수｣ 경향신문 1966. 3. 4;｢현실적 도시계획 세워라 서울시 순시서 박대

통령 당부｣ 경향신문 1966. 3. 9.

49) ｢서울시장 곧 경질?｣ 경향신문 1966. 3. 11.

50) ｢윤치영 서울시장의 퇴장｣동아일보 1966. 03. 29. 

51)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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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  비서실장 이후락이 “서울특별시장직만은 과거의 록이나 경력을 따

지지 말고 엉뚱한 인물을 앉 야 압력이나 체면을 무릅쓰고 도시건설을 과감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박정희의 생각을 뒷받침해

다.52)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로 김 옥 부산직할시장, 양찬우 내무부장 , 

례용 건설부장  등이 물망에 올랐고, 이들  김 옥이 선택되었다.53) 박

정희가 김 옥을 선택한 것은 그가 부산시장으로 있을 당시 수행한 극 인 

도시 건설 사업을 높이 평가하 기 때문이다.54) 김 옥은 육군사 학교를 졸

업한 장교 출신으로 육군 수송감실 차감( 령), 육군 수송학교장, 제1야 사

령부 참모장 등을 거쳐 5.16 군사쿠데타 당시 부산에 근거를 둔 육군제3수송

항만사령부 사령 ( 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5.16 군사쿠데타 직후 1960년 

5월 18일 경상남도 부산시 A지구 행정 이 되었으며, 1962년 4월 경상남도 

부산시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부산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데 요한 역할

을 하여, 같은 해 12월  부산직할시장에 임명되었다.55) 김 옥은 역  부

두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 고, 각종 도로를 신설하고 확장하 다.56) 박

정희 통령은 김 옥이 부산에서 추진한 건설 사업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

고, 이는 김 옥을 서울시장에 임명한 직  계기가 되었다. 당시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박정희 통령은 부산시를 시찰하 을 때 부산시의 비약  발 에 비

해 서울시의 도시 건설이 비교가 안 된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고 

박력 있는 김 옥 시장을 등용키로 결심했다고 한다.57)

52) ｢웃음으로 지상시장(紙上市長) 손꼽아｣ 경향신문 1966. 3. 15. 

53) 위의 기사. 

54) 박정희 대통령은 부산을 순시하던 중 윤치영 시장과 전례용 건설부 장관 등을 부산으로 불러 김현

옥 시장에 의한 부산의 빠른 변화를 보고 배울 것을 지시했다. ｢전국적으로 도시건설 착수｣ 경향신

문 1966. 3. 4

55) ｢경상남도 행정관 임명 부산시 전역에 배치｣ 경향신문 1961. 5. 18; ｢도지사 임명｣ 동아일보 
1963. 12. 19.

56) ｢“부산역전 구획정리 빨리 끝내도록”｣ 동아일보 1962. 7. 14; ｢오는 20일에 기공｣ 경향신문 
1962. 9. 8; ｢대도시 터전 닦아｣ 경향신문 1962. 9. 20.

57) ｢윤치영 서울시장의 퇴장｣ 동아일보 196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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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옥은 박정희 통령의 의도 로 도시를 빠르게 변모시킬 정책을 추진하

다. 우선 그는 서울시 행정에 있어 극  자세를 요시했다. 그는 취임사

에서 “서울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군사 등 모든 부문의 추  요소가 

총집결되어 있는 이 나라의 수도일 뿐 아니라 서울시 행정은 이 나라의 실

과 그 가능성을 상징하고 가름하는 종합 행정으로서 서울의 근 화는 바로 

조국의 근 화와 직결”된다며, “결코 오래 묵은 법률이나 조례나 명령지시를 

지키는 데 하여 피동 이거나 기계 으로 움직이고 지난날의 안일하고 

소극 인 자세에서 신념과 철학을 가진 보다 극 이며 능동 이요 창의  

자세에로의 환”을 요구하 다.58) 

그는 와 같은 자세로 서울의 면모를 ‘벽돌의 서울에서 리석의 서울로’ 

바꿀 것임을 강조하 다.59) 그는 서울이 ‘서울이 아니라 조국의 수도로서의 

서울이며 세계로 통하는 한민국의 수도로서의 서울이기에 서울은 조국의 

얼굴이요, 얼의 상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서울을 ‘새롭고’, ‘단정하

고’, ‘푸르게’ 변화시킬 것을 다짐하 다.60) 

이를 해 김 옥은 시 행정의 심을 건설에 두었다. 이는 시 산에서 

건설 사업의 비 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1966년 

산  10%에 불과하던 건설 산을 50%까지 확 하겠다고 밝혔다.61) 다음해

에는 건설 산이 총 산 213억 원  75%인 158억 원을 차지하는 등, 임기 

내내 건설 산이 체 산의 70~80%를 유지하 다.62) 

1966년 8월 15일 서울시는 서울의 첫 종합장기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내놓았다.63)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을 한국토계획학회에 의뢰하여 만들었

는데, 주원, 이일병, 윤정섭, 김의원, 이성옥, 이 인 등이 주축이 되어 계획을 

5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육백년사 6권 (서울특별시, 1996), pp. 122~123.

59) 김현옥, ｢창간사: 벽돌의 서울을 대리석의 서울로｣ 시정연구 1권 1호 (서울특별시정연구회, 

1966), pp. 2~3.

60) 김현옥, ｢서울시의 시정 방향｣ 도시문제 4권 1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69). p. 53.

61) ｢“도시계획에 중점, 금년 안에 성과평가 받겠다｣ 동아일보; ｢예산의 50% 건설에｣ 경향신문 
1966. 4. 4.

62) ｢공익분야 158억｣ 동아일보 1966. 12. 23.

63)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특별시,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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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 다.64) 이 계획은 1985년까지 서울의 인구가 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

으로 상한 뒤, 서울 역권을 심시가지역, 교외지역, 녹지지역, 주변지역

으로 구분하여 개발방향을 제시하 다. 그리고 6개의 부도심을 구상하 으며, 

행정부를 화문 일 에, 입법부를 등포에, 사법부를 강남에 분산 배치하는 

것을 기본 공간 계획으로 삼았다.65) 서울도시기본계획은 1966년 4월부터 착

수하여 4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 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에 윤치  시장 

재임 기간에 마련된 도시계획들을 많이 참고하 다. 특히 교통계획은 앞서 

1965년에 만들어진 지하철 계획과 가로망계획을 근간으로 하 다. 지하철 계

획은 1965년의 계획에서 제시된 노선이 변함없이 그 로 수록되었으며, 가로

망계획은 기존의 방사환상형 가로망을 유지한 채 방사선 13개와 순환선 4개 

노선으로 조정하 다.66) 하지만 김 옥은 이 계획을 자신이 시장에 되기 

에 세워진 계획이라고 여겨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하는데 있어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67) 이후 여러 건설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산이 부족해지자 서울시는 

아  도시 계획에 한 조사  연구 사업자체를 축소시켰다.68)  

서울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한 건설을 추구한 김 옥은 특히 시  효

과가 높은 도로의 건설, 넓은 지의 조성, 높은 건물을 건축하는 데 주력하

다. 이에 반해 교통 수단의 확충, 도시기반시설의 조성, 주택 건설 등

의 사업은 상 으로 소홀히 하 다.

교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시 인 효과가 높은 도로의 건설에 주

력하 다. 김 옥은 취임하자마자 교통 문제를 최우선시하여 이를 신속히 해

결할 것을 약속하 다. 교통 문제의 해결 수단 에서 특히 도로를 신설·확

장·포장하고 도시를 입체 으로 만들어 주어 시  효과를 높이는 육교·지

하도·입체교차로·고가도로와 같은 도로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역 을 두었다. 

64) 최상철, 위의 글, p. 526.

65) 최상철, ｢서울도시계획(1966년 기본계획-2000년 장기구상) 한 계획가의 체험과 교훈｣, pp. 4~5.

66) ｢어리둥절 2개의 서울｣ 경향신문, 1966. 8. 13; 최상철, 앞의 글, p. 522~528.

67) 정인하, ｢여의도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 김수근의 1969년 계획안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

문집 12권 2호 (대한건축학회, 1996), p. 129.

68) 예를 들어, 김현옥 시장 임기 중반 시정연구를 비롯하여 시정개요, 시정백서와 같은 시정을 

조사, 연구하고 홍보하는 책자들의 발간이 중지되었다. 손정목, ｢1966년과 불도저 시장 김현옥의 등

장｣,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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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966년 4월 8일 발표한 ‘교통난 완화를 한 종합계획’에는 5건의 

도로 확장, 11개 간선의 지선과 21개 세로(細路)의 도로 포장 공사가 포함되

어 있었다. 여기에는 6개의 육교, 세종로와 명동의 2개 지하도 건설도 포함되

었다. 이들을 모두 4월 19일에 착공하여 그해 8월 15일 는 10월 3일에 

공할 계획이었고 이를 해 5교  24시간 철야작업을 강행하겠다고 다짐하기

도 했다.69) 연이어 발표된 각종 공사들도 부분 도로 공사 다. 4월 25일에

는 1건의 도로 신설과 2건의 도로 확장, 1건의 지하도 공사를 발표하 고, 5

월 10일에는 4개의 지하도와 10개의 육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70) 이후에도 

수많은 도로와 도로 구조물의 건설이 뒤따랐다.

이에 반해 교통 수단의 확충과 정비에는 도로 공사에서만큼 극 이

지 않았다. ‘교통난 완화를 한 종합계획’에서 교통 수단을 확충하고 효

율 으로 이용하기 하여 시내버스 262 , 행버스 68 를 증차하고 합승 

600 를 형화할 계획을 밝혔다.71) 그러나 계획만큼 버스 증차가 원활히 이

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시의 버스 증차 계획은 1966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끝

내는 것을 목표로 하 지만, 6월까지 증차된 것은 행 버스 12 뿐이었고, 

56 가 조립 계약을 끝냈을 뿐이었다.72) 경향신문은 서울시가 원활한 차량소

통에만 을 두어 도리어 버스 정류장을 임으로써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지 하 다.73) 

교통 수단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일에 성과가 두드러지지 못했던 것은 

여러 실 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김 옥이 이 문제보다 도로 확장과 포장에 

더 극 이었기 때문이다. 김 옥은 교통난의 원인이 교통 수단의 부족

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한 처방으로 교통수단의 확충보다 

도로의 확장과 포장을 강조하 다. 당시 김 옥을 인터뷰한 기사에 따르면, 

69) ｢급피치 도로공사｣ 경향신문; ｢“교통난 8월 15일까지 완화”｣ 경향신문 1966. 4. 8.

70) ｢뚝섬에 대단지 조성 5.16 착공｣ 경향신문, 1966. 4. 25; ｢연내에 또 지하도 네 개｣ 매일경제, 
1966. 5. 10. 

71) ｢“도시계획에 중점, 금년 안에 성과평가 받겠다｣ 동아일보 1966. 4. 4.

72)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당시 자동차 생산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

다. ｢시정 숙제 김 서울시장 공약의 앞뒤 ⑤ 증차｣ 경향신문 1966. 6. 21.

73) ｢일부 정류소 재조정｣ 경향신문 1966. 5. 4;｢조정 정류장 불편 커｣ 경향신문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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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버스·합승 등 각종 차량의 기  수는 8224 , 그  재 

5200여 가 가동, 시민을 수송한다. 하루의 체 시민 의 교통인구

는 약 87%인 약 300만 명, 이  조석의 러시아워인 출퇴근 시간의 교

통량은 최고가 아침 8시를 후해서 한 시간에 약 36만 1000명이고 한

산한 하오 1시경이 3만 1000여 명인데, 러시아워의 교통량은 10배가 넘

는 엄청난 것으로 교통난은 계속 심해만 간다.

한 불어나는 교통인구에 구태의연한 도로는 교통난을 해소 못하는 

큰 원인. 지하도와 육교가 여러 곳에 있어야 한다. 당장 고속도 지하철

을 만들 수 없지만 지하철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 한 

것은 도로의 확장이며 포장공사.74)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는 버스의 증차, 지하철 건설 등 교통 수단을 늘

리는 것이 방법  하나 지만 김 옥은 도로의 확장이 더 요하다고 생각

했다. 물론 서울시가 버스의 확충과 지하철 건설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

니었다. 앞서 말했듯이 버스의 증차계획도 가지고 있었으며, 지하철도 1974년

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다만 교통 수단의 확충은 도로 건

설에 비해 사업의 우선순 에서 뒤로 렸다.75) 그 결과 김 옥의 재임기간 

도로는 으로 확장되었다. 1965년 서울시 도로 총연장은 144만km 고 

포장된 도로의 비율은 23.8%에 불과하 지만 김 옥이 서울시장에서 퇴임한 

1970년에는 총연장이 385만km 늘어난 529만km가 되었으며 포장률도 29.1%

까지 올라갔다.76) 

반면 교통 수단의 확충은 도로건설에 비해 큰 진척이 없었다. 1960년

에서 65년까지 버스가 약 1600 가 늘어났는데 비해, 1965년에서 1970년까지

는 약 1500 만이 늘어났다. 지하철 건설은 김 옥의 재임기간에 구체 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 까지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차도 1968

년 철거되었다. 교통수단의 확충이 부진하고 차 철거로 인해 교통난이 

74) ｢1일 기자 리포트 독자의 눈에 비친 사회면이창 엉망, 서울특별시장 김현옥 씨｣ 경향신문 1966. 

4. 5.

75) ｢“도시계획에 중점, 금년 안에 성과평가 받겠다｣ 동아일보 1966. 4. 4.

76) 김광중, 위의 책, pp. 82~83.



- 27 -

심화되자 어쩔 수 없이 도입이 손쉬운 택시를 늘렸다. 이 결과 1965년 3095

던 택시가 1970년 1만 880 가 되어 서울의 주요 교통수단  하나가 되

었다.77) 

도시기반 시설인 상하수도 시설의 정비 사업도 우선순 에서 려났다. 

그 신 에 띄는 사업인 한강유역정비와 여의도 윤 제 건설을 극 으로 

추진하 다. 

김 옥은 서울시장에 임명된 후 상수도 건설에 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지

만 실제로는 그만한 공을 들이지는 않았다. 고지   변두리 수를 하여 

산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공사를 1966년 8월 15일까지 마무리한다

고 발표하 지만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김 옥 시

장은 단시간에 상수도 보 을 끝내겠다고 반복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는 극 이지 않았다78) 1966년에서 1970년까지 상수도 수 인구는 100만 

명이 증가하 고, 보 률은 71.2%에서 85.6%까지 증가하 는데, 이는 윤치

이 재임하던 앞선 5년간의 증가세와 유사하 다.79) 김 옥은 하수도 시설의 

건설도 활발히 추진하지 않았다. 이는 1966년 수해 이후의 정책에서 잘 드러

난다. 당시 장마의 강수량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한강의 수 가 올라가서 

한강으로 흘러가던 생활하수가 배수되지 않아 서울시내의 지천과 하수도의 

물이 넘쳐 시내가 물에 잠겼다. 이듬해 김 옥은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

다.

지난 여름의 장마 얘기가 났으니 말이지 참 지독히도 내린 비였다. 우

량도 우량이지만 마구 팽창된 도시구조는 기본적인 짜임새가 될 하수

도의 시설을 도외시하고 겉으로만 부풀었기 때문에 곳곳에 터져나는 

물난리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다.

바다라는 배수구를 끼고 있던 부산과는 달리 한강수위는 시시각각 차

고 올라서서 탁류가 혓바닥을 내미는 판이었다. … 뼈아픈 경험이 있기

77) 같은 책, pp. 101~102.

78) ｢10대사업 새로 공약 김시장｣ 동아일보 1966. 4. 5; ｢하던 일 끝나기도 전에 공약 양산｣ 동아

일보 1966. 8. 13; ｢空約된 8.15 公約｣ 경향신문 1966. 8. 16.  

79) 김광중, 위의 책,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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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금년 들어서는 뒷골목 수챗구멍부터 차곡차곡 고쳐나갈 마음가짐을 

단단히 벼르고 있지만 역부족 돈 부족이라는 또 하나의 난제가 있

다.80) 

이 듯 서울에 수해가 난 원인을 잘 알고 있던 김 옥은 이러한 진단 속에서 

10억 원의 산을 들여 한강 제방을 높여 축조하고 하수 거를 신설할 것을 

약속하 다.81)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같은 해 말까지 4억 원을 들여 45개 지역

에 4만m의 하수 거를 묻고 9만㎡를 설하 다고 밝혔다.82) 이후에도 하수

거를 확충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1965년 16.6% 던 배수면 보 률이 

1970년 27.9%까지 늘어났다. 하천 복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어 호천, 복차

천, 휘경천, 장충천, 명륜천, 농천 등이 복개되었다.83) 

그러나 서울시는 하수도 정비보다는 한강 유역 정비와 여의도 윤 제 건

설에 더 큰 노력을 쏟았다. 하수도 정비는 한강 정비보다 에 띄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84) 1967년 3월 2억 7000만 원을 산으로 제1한강교에

서 등포를 거쳐 여의도를 잇는 강변도로를 착공했는데, 이 도로는 한강 제

방의 역할을 담당하게끔 만들어졌다. 같은 해 9월 한강개발 3개년 계획이 발

표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총공사비 462억 4000만 원을 들여 강변도로를 연장

하고, 여의도에 제방을 쌓아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 다.85) 1968년 한해 서울

시가 하수도 보수  공사비로 책정한 산이 9억 400만 원이었고, 이  청

계천과 욱천의 복개공사비 4억 2000만 원을 빼면 실제 하수도 산은 4억 

8000만 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서울시가 어디에 더 많은 노력을 쏟

았는지 알 수 있다.86)

80) 김현옥, 푸른유산 (평화출판사, 1967), pp. 200~201.

81) ｢한강제방 15m로 높여｣ 동아일보 1966. 7. 26.

82) ｢1966년 시정 결산｣ 동아일보 1966. 12. 29. 

83) 윤철환, 위의 글, pp. 348~350.

84) 손정목, ｢만원 서울을 해결하는 첫 단계, 한강개발(상)｣ 국토 189권 (국토연구원, 1997) pp. 

117~119; 손정목, ｢여의도 건설과 시가지가 형성되는 과정(상)｣ 국토 192권 (국토연구원, 1997), 

pp. 121~122.

85) ｢한강 제1인도교~여의도 강변도로 신설｣ 경향신문 1967. 2. 25; ｢15억 규모 한강건설금고 두고 

강변도로 건설｣ 매일경제 1967. 9. 22.

86) ｢여름철 시정(5) 하수도｣ 경향신문 196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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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운상가 나동, 1967. 서울, 20세기: 100년의 사진기록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2001), pp. 245.

서울시는 주택난

과 도심 난개발 문제

를 해결하기 해 

규모 주택  시민아

트 건설 사업과 정

착지 조성 이주사업 

등을 추진하 다. 이 

결과 체 주택수는 

1965년 35만 동에서 

1970년 60만 동으로 

증가하 지만, 불량

주택  무허가 건축

물 비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아 여 히 32.24%에 달하 다. 정착

지 조성 이주 사업이 거 한 불량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

문이었다.87) 

서울시는 도심에 산재해 있던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도심의 모

습을 입체 으로 변화시키는 세운상가(<그림 4>)와 같은 식 상가아 트

들을 세웠다. 당시 서울의 도심에는 불량주택들이 국·공유지와 도로 등을 무

단으로 거하고 있었다. 선거 때 잠시 불량주택을 양성화한다는 방침을 발

표하기도 했으나 서울시는 도시미 과 도시기능의 개선이라는 목  하에 불

량주택을 면 철거한다는 입장을 유지하 다.88) 불량주택을 철거한 자리에

는 도시미 을 입체 으로 바꿀 수 있는 세운상가와 낙원상가와 같은 식 

상가아 트를 건설하 다. 

87) 이기석, 위의 글, pp. 65~66. 

88) 1967년 4월 김현옥은 무허가 주택을 모두 양성화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전까지 무허가 건물은 

모두 철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돌연 정책을 바꾼 것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대통령 선거와 6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부터 다시 철거를 시작하였다. ｢무허주택 모두 양성화｣ 경향신문 1967. 

4. 25; ｢김현옥 시장 무허건물 뜯지 않겠다｣ 동아일보 5. 30; ｢시장이 다짐한 판자촌 양성화 실무

진선 철거 空言｣ 동아일보 6. 6; ｢자업자득의 난제 무허주택｣ 경향신문 7. 3; ｢판자촌 순시 중 

양성화를 약속｣ 7. 19; ｢판자집 철거항의 신민 간부 김시장에｣ 7. 27; ｢철거노인 비관 자살｣ 동아

일보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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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만 철거민들을 시의 외곽에 무책임하게 재정착시켜 서울을 무질서

하게 팽창하게끔 만들었다. 서울시는 철거민들이 도심 외곽의 사당·도 ·염

창·거여·하일·시흥· 천·신림· 문동과 경기도 주군 등지에 규모 정착지

를 만들어 새로운 무허가 건물을 지어 살도록 하 다.89)  개발이 되지 

않은 땅에 시가 가구별 유토지의 치를 지정해주면 그곳에 스스로 불량주

택을 짓고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도로·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은 입주

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이로 인해 무계획 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었고, 무

허가 건물이 확 재생산되었다.90) 

이 밖에도 다양한 주택 공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는 못하 다. 김 옥은 1966년 5, 6월부터 주택 4만 동을 건설하여 셋방살이

를 하고 있는 공무원과 직장인들에게 분양하겠다고 약속하 다.91) 하지만 그

해 말까지 실제 이 약속에 따라 짓거나 짓기 시작한 주택과 아 트는 각각 

400여동과 10여동에 그쳤다.92) 1968년 김 옥은 총 사업비 240억 원을 들여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시민아 트 2000동을 건립할 것을 발표하 다. 하지

만 1970년 4월까지 건설 목표의 21.3%인 426개 동, 1만 6962가구가 건설되었

을 뿐이다. 게다가 시민아 트는 김 옥 시장의 무리한 공사계획  추진지

시로 부실하게 건설되었고, 결국 1970년 4월 8일 시민아 트인 와우아 트가 

붕괴하여 사업을 지할 수밖에 없었다.93)

이와 같이 김 옥은 도로를 건설하고, 높은 건물을 짓고, 한강의 제방을 

89) 경기도 광주군에 조성된 위성도시는 훗날 경기도 성남시가 되었다. 이곳은 당시 조성된 대부분의 

정착지와 마찬가지로 도로,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들이 미비하였다. 더군다나 높은 토지비와 세

금을 부과하자 1971년 8월 이곳 주민 3만 명이 시위하였다. 이 사건이 바로 ‘광주대단지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손정목,｢광주대단지사건｣ 도시문제38권 420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pp. 89~109; 김원,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연구: 도시봉기와 도시하층민｣ 기억과전망 
18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pp. 196~231.; 김원, ｢미래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박정희 

시기 근대화 속에 잊혀진 이야기들｣ 역사비평통권 84호 (역사비평사, 2008), pp. 228~258.

90) 손세관, ｢서울 20세기 주거환경의 변천｣ 서울 20세기 공간 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pp. 269~271; 

91) ｢서울의 주택난 해소될까? 공무원과 직장인 대상으로｣ 매일경제; ｢월부주택 4만 동｣ 동아일보; 
｢주택 4만 동 건립 서울시 올해 안에｣ 경향신문 1966. 5. 25; ｢6월까지 대지선정 주택 4만 동 건

립｣ 경향신문 1966. 5. 27. 

92) ｢시정 숙제 김시장 공약 앞뒤 ② 주택｣ 경향신문; ｢월부주택입주 신청 무기연기｣ 동아일보 
1966. 6. 14; ｢장벽에 부딪힌 계획의 일각｣ 매일경제 6. 20; ｢한강을 팔아서라도｣, 동아일보 7. 

27; ｢소걸음 주택건립｣ 경향신문 8. 24; ｢66 시정결산｣ 동아일보 12. 29. 

93) 손세관, 위의 글, pp. 26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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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는 데 당시로서는 엄청난 산을 투입하 다. 이에 따라 도로의 총 연장은 

격히 늘어났으며, 도심 곳곳에 높은 빌딩이 들어섰다. 한강변을 따라 높다

란 제방이 쌓이고 그 에 도로가 들어섰다. 그 지만 교통시설의 확충, 

상하수도의 보 , 주택 공  등은 앞선 1960년  반의 서울과 비교하여 크

게 개선된 바가 없었다. 교통시설의 확충은 지지부진하 으며, 지하철 건

설 계획은 뒤로 렸다. 상하수도의 보 은 1963년에 세운 상수도 보 계획

을 시행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주택보 은 부실공사로 얼룩졌으며, 이마 도 

그 공 이 충분치 않았다. 도심에 새워진 불량주택들을 철거하 지만, 이는 

도심 외곽에 새로운 철거 을 다시 만들어 도시의 난개발을 부추겼다. 

요약하자면, 윤치  시장은 진 이고 보수 으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

려했던 데 반해 김 옥 시장은 서울의 경 을 격히 변화시키고자 노력하

다. 심각한 도시 문제에 극 으로 응하고 있음을 보여  필요성이 있었

지만, 산과 인력, 시간이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도시 경 의 빠른 변화는 

임명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고, 박정희 통령 한 선거에

서의 승리를 해 이러한 변화를 원하 다. 청계고가도로 건설 계획 한 김

옥 시장의 재임기간에 추진되어 서울의 모습을 격히 변화시킨 사업  

하나 다. 청계고가도로 건설 과정 한 지 까지 살펴본 김 옥 시장 재임

기간의 서울시의 건설 정책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32 -

3. 청계고가도로의 구상과 기 추진 과정

김 옥은 “건설은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건설 사업에 매진하 다.94) 이

러한 건설 사업  임기 기 가장 열심히 추진한 것은 시 인 효과가 높

은 도로와 도로 시설물의 건설이었다. 청계고가도로의 건설 한 이러한 

시  목 으로 이 진 사업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지만, 이 의 비  연구에서처럼 청계고가도로를 건설한 김 옥의 

동기를 순 히 시  목 의 추구로 단정 짓는다면, 이는 피상 인 이해에 

불과할 것이다. 앞 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가 시  목 을 우선순 로 생

각했다는 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  사업

의 바탕에는 김 옥이 견지한 근  도시  교통 체계의 이상이 반 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 시 ’이라는 말에는 “무엇이 구에게 어떤 이유로 

보기 좋은 것인지”에 한 일정한 이 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에

서는 청계고가도로의 건설에 한 김 옥의 구상이 근  도시 교통에 한 

김 옥의 특정한 , 즉 신속한 노면 교통을 시하는 경향이 반 되어 있

었음을 살필 것이다.

다른 한편, 김 옥의 청계고가도로 구상과 실제 설계로 구 되는 과정이 

순 히 그 혼자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그 

과정에는 도시계획과 건축의 문가의 문  뒷받침이 필수불가결했다. 청

계고가도로의 경우 서울시의 주우원, 그리고 특히 건축가 김수근이 그 역할

을 담당했다. 특히 김수근은 청계고가도로 건설 계획을 그의 거시 인 “선형

도시계획”과 연 시킴으로써, 김 옥의 즉흥 이고 시 인 청계고가도로 

건설 구상에 일종의 문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음이 드러날 

것이다. 

3.1. 노면 교통 주의 교통 정책과 청계고가도로

김 옥이 도로건설에 정책의 을 둔 것은 국가와 도시에서 차지하는 

94) 김현옥, 위의 책, pp. 1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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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역할에 한 그의 강조가 깊이 반 된 것이었다. 그는 도로를 사람의 

에 비유하여 이해했다. 국가와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그  도로

를 으로 간주하여 도로가 막힘없이 잘 뚫리기만 하면 유기체가 건강해지

듯이 국가와 도시가 부강해지고 선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 다.95) 김 옥은 

서울의 시정방향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도로에 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

다.

도로는 이다. 그 이 튼튼하고 활달하여야 도시는 건강하다. 서

울의 심부로부터 팔방으로 뻗어나갈 방사선 간선도로를 완 히 확보

함으로써 시원스런 소통과 건강미 있는 씩씩한 도로로 만들 것이다.96)

김 옥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데에는 그의 군 경력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옥은 군 시  육군 수송감실 차감, 육군 수송학교장, 제3항만사

령 97) 등 육군 수송병과의 요직을 거쳤다. 그는 조직 리 기술과 지식을 군

사교육제도를 통해 습득하 고, 수송 특기의 고 리참모  지휘 을 지내

며 경험을 쌓았다.98) 물자를 빠르고 신속하게 수송해야한다는 군 시 의 경

험이 그의 교통정책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김 옥은 도로를 건설할 때 차량을 멈추게 하는 요소를 최 한 제거하려 

하 다. 그 때문에 그는 육교, 입체교차로, 지하보도, 고가도로 등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는 입체  도로 시설물도 함께 건설하여 최 한 차량이 멈추지 

않도록 하려고 했다.

내가 할 일은 우선 기성 시가지의 재개발로서 폭주하는 교통의 번잡을 

방지키 해 우선 사람과 차량과의 분리를 서두르려고 생각한다. 한 

95) ｢박경리-김현옥 대담｣ 조선일보 1966. 6. 12. 

96) 김현옥, ｢서울시의 시정방향｣ 도시문제 4권 1호 (대한지방공제회, 1969). p. 54.

97) 부산에 있던 제3항만사령부는 현재 국군수송사령부의 모태이고, 사령관의 계급은 당시와 마찬가지

로 현재도 준장이다. 즉 당시 김현옥은 육군 수송병과를 총괄하는 지휘관이었던 것이다. 제3항만사령

부는 1954년 창설되어 75년 해체와 함께 육군수송사령부로 개칭, 재창설됐다. 그리고 이어 99년 육·

해·공 통합 수송을 위해 이름을 국군수송사령부로 바꾸었다. ｢병과, 그것이 알고 싶다- ⑧ 육군 수송

병과｣ 국방일보 2010. 9. 24. 

98) 손정목, ｢1966년과 불도저 시장 김현옥의 등장｣. p. 98. 



- 34 -

<그림 5> 완공 당시의 삼각지 입체교차로 모습, 1967. 서울신문사 포토라

이브러리, (서울신문사, 1967). 

로 육교도 가설하고 지하도도 팠지만 고가도로 지하철 등으로 입체

인 이용을 계획하고 있고 지난 8월 15일 고가도로는 벌써 착수했

다.99)

이러한 시설물을 건

설한 것은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요

소를 제거하여 차량 

속도를 높이기 한 

것이었다. 

서울시는 가장 

먼  노면 교통을 

방해하던 차를 없

앴다. 차는 1965

년 하루 44만 명을 

수송할 정도로 도시

교통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화문 지하보도를 만든

다며 이후 복구할 것을 약속하고 임시로 차를 철거했지만, 결국 다시 복구

되지 않았다.100) 입체교차로(<그림 5>), 육교, 지하보도를 건설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다. 이를 통해 자동차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보행자들이 도로의 

아래로 돌아가게끔 유도한 것이었다.101)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신 그는 보

행자의 편의, 차량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이 도시교통에서 차지하는 비 , 도

로가 가진 다른 기능을 상 으로 경시하 다. 다음의 일화들은 이러한 김

99) 김현옥, ｢새로운 都市環境의 誕生을 위하여｣ 공간 2권 11호 (공간사, 1967), p. 29.

100) 서울시는 전차를 대체할 대중교통 수단이 마땅치 않자 택시면허를 대량 발급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965년까지 서울의 택시 등록 대수는 3095대였지만 이후 계속 증차되어 1970년 1만 880

대가 되었다. 이는 부족한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택시산업을 급성장시켰기 때문이었다. 김광

중, 위의 책. p. 101.

101) 김현옥은 지하보도보다 육교를 많이 건설한 이유가 지하보도가 육교에 비해 건설비용이 10배 가

까이 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위의 기사,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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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의 지향을 잘 보여 다. 를 들어 소설가 박경리는 육교가 보행자를 불

편하게 하고 도시 경 을 해친다고 지 하며 육교의 건설을 자제해  것을 

요청하 지만, 김 옥은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 을 해 육교의 건설이 불

가피하다고 응답하 다.102) 다른 로 서울시는 1967년 10월, 다음해 1월부터 

우마차  손수  등의 통행을 지하는 방침을 세웠다. “도시미 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다”는 이유에서 다. 당시 

트럭 등의 민간 화물 수송 수단이 부족하여 우마차와 손수  등이 많이 사용

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실제 도심 내 수송에서 이들이 차지하던 화물 운송 

수단의 역할에 한 고려보다 노면 교통을 원활히 하는 데 정책의 을 맞

췄던 것이다.103) 

청계고가도로 한 도시노면교통의 효율성을 시한 김 옥의 교통정책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는 기존의 일반 도로만으로는 노면 교통의 효

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일반 도심 도로와 분리된 

도로를 설치한다면 도심부를 고속으로 통과하는 교통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

을 것이며, 특히 도로 에 도로를 짓는 고가도로는 도심 공간을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이런 에서 노면 교통의 효율성 향상을 추구한 

김 옥에게 고가도로의 건설은 매력 인 선택이었다. 

3.2. 청계고가도로 건설 구상과 추진 과정

김 옥이 어떤 계기에서 청계천 복개도로 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가도

로를 건설하려는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다음 세 가지 경

로를 통하여 고가도로 건설의 아이디어를 얻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첫째, 일제강 기 경성부에서 계획했던 고가 계획을 과거 경성부에서 근

무했던 공무원을 통해 들었을 가능성, 둘째,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 국장의 고

가도로 건설 제안을 받아들 을 가능성, 셋째, 김 옥 시장이 1966년 11월에

서 12월까지 한 달 동안 다녀온 해외 도시 시찰에서 고가도로를 보고 이를 

102)  같은 기사, 조선일보.
103)  ｢도심 우마차 통금, 김현옥 서울시장 미관에 좋지 않다｣ 조선일보 1967.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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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도 건설할 결심을 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 

청계천 에 고가를 건설하는 것은 이미 일제 시기 경성부에서 계획한 일

이다. 1935년 경성부 토목과장 마치다(町田)는 청계천을 면 복개하여 도로

를 만들고 그 에 고가철도를 놓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경성에 

등포를 포함한 1군 8면이 새로 포함됨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상되는 민간 

교통수요를 감당하고, 용산· 등포의 공업지 에서 생산되는 군수물자를 만

주로 신속히 이송하기 한 것이었다. 청계천 상에 계획한 이 도로와 철로는 

경성-의주 간 는 경성-원산 간 도로와 철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었

다. 이 계획에서 청계천이 선택된 주된 까닭은 토지수용비가 필요 없었기 때

문이었다. 그러나 이 구상은 재정문제를 내세운 조선철도국의 거부로 좌 되

었다. 이후 1940년, 시 군수물자 운송과 방공 책을 한 경성부의 계획안

이 마련되었는데, 여기에도 청계천을 복개하여 그 에 차궤도를 부설하고, 

공습에 비하여 지하철을 만든다는 구상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시 군수 물자 부족으로 인하여, 구상으로만 끝났다.104)  

이후 고가도로 건설 계획이 다시 나온 것은 해방이후 20여년이 지난 1966

년 10월이었다. 이를 제안한 사람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이었던 주우원

이었다. 그는 김 옥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교통난을 해소할 실  방법이 

노면교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 다. 특히 늘어날 교통량을 

감당하기 해 일반시내교통을 담당한 도로와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을 처리

하는 도로를 분리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이 계획에서 고가

도로는 바로 이 도심 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었다. 주우원

은 고가도로가 연장 2.4km의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여야 하며, 부속

구조물로 이 도로와 기존도로를 연결하기 해 동 문 부근 등에 3개소의 입

체교차로, 20여 개소의 램 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 다.105)

104) 전우용, ｢청계천과 천변: 공간과 상징의 역사적 변천｣ 청계천: 시간, 장소, 사람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2001), pp. 31~32.

105) 주우원, ｢교통도로의 건설방향｣ 시정연구 1권 4호 (서울특별시정연구회, 1966), pp. 22~23. 주

우원은 김현옥이 오기 전부터 서울시에서 건설, 토목 공무원으로 일했다. 1962년 2월 서울시 건설국 

토목과장에 임명됐으며, 김현옥이 부임한 지 넉 달이 지난 1966년 7월 도시계획국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와우아파트 붕괴의 책임을 지고 직위 해제된 1970년 4월까지 이 자리에 있었다. 김현옥의 서

울시장 재임 기간 내내 도시계획국장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김현옥의 도시 교통과 토목에 대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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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원의 제안 직후 김 옥은 박정희의 제안으로 1966년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 해외 도시 시찰을 다녀왔다.106) 당시 김 옥을 보

좌해 함께 시찰을 다녀온 서울시 부시장이었던 차일석에 따르면 “서울을 이

상 인 도시로 건설하기 하여 선진국의 견문을 넓히기 한 것”이었

다. 김 옥은 샌 란시스코, 워싱턴, 워싱턴 인근의 계획도시 스톤, 뉴욕, 

런던, 리, 동경, 방콕 등의 해외 도시를 둘러보았다. 당시 김 옥과 함께 도

시 시찰을 다녀온 제2부시장 차일석은 김 옥이 뉴욕과 스톤의 질서정연한 

도시 계획, 샌 란시스코 등의 “정연하고 시원스런 도로”, 뉴욕의 “즐비한 빌

딩숲과 거기에 조화를 이루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에 감동하 다고 회고록에

서 밝혔다.107) 김 옥 시장이 본 “정연하고 시원스런 도로”와 “사통팔달의 

도로망”에는 고가도로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특히 당시 방문 일정에 포

함되어 있던 동경에는 하네다 공항에서 도심을 잇는 고가도로를 비롯해 도심 

곳곳에 고가도로가 건설되어 있었는데, 이를 보고 청계고가도로의 아이디어

를 얻었을 가능성도 있다.108)

김 옥이 청계고가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심한 데에는 이상의 세 가지 계기

가 복합 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시에는 일제시기 경성부 

시 부터 근무했던 공무원이 있었으며, 일제시기의 고가도로계획을 한 주

우원이 이를 다시 김 옥에게 제안하 고, 외국 도시의 고가도로에 감동받은 

김 옥이 시찰에서 돌아온 직후인 1966년 12월 말 건설을 결정했을 수 있는 

것이다. 

청계천에 고가도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1966년 12

월 30일에 있었던 서울시 시정종합보고를 통해서 다.109) 흥미롭게도 시정종

각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고가도로를 김현옥의 교통 정책에 맞는 정책이라고 여겨 이렇게 

제안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정부인사｣ 경향신문 1962. 2. 21; ｢도시계획국장 경질 주우원 씨를 

임명｣ 경향신문 1966. 7. 4; ｢정부인사｣ 매일경제 1970. 4. 30.  

106)｢김시장 7개국 순방등정｣ 매일경제 1966. 11. 21; ｢김 서울 시장 향미 각국 수도 시찰｣ 동아일

보 1966. 11. 21; 세계도시시찰 일정에 방콕이 포함된 것은 1966년 방콕아시안게임 선수단 격려 

및 1970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것이었다. ｢내월초 출발｣ 동아일보 1966. 11. 11; 경향신문 
1966. 12. 6.

107) 차일석, (차일석 회고록) 영원한 꿈 서울을 위한 증언 (동서문화사, 2005), pp. 98 ~ 104.  

108) 한정섭과의 인터뷰, 2010. 2. 10. 

109) ｢올해 시정 종합 보고｣ 경향신문 196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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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보고에서 고가도로계획은 언론으로부터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기

사에서 고가도로 사업은 김 옥이 추진한 여러 ‘공익건설’의 하나로 언 되었

을 뿐, 그에 한 구체 인 설명은 없었다.110) 다음날인 1967년 1월 1일 신문

기사에서 고가도로 건설에 한 좀 더 구체 인 정보를 할 수 있다. 경향

신문이 기획한 시민과의 담에서 김 옥은 교통난 해소 책을 묻는 어떤 

주부의 질문에 한 책의 하나로 청계천 복개도로 에 고가도로를 건설하

겠다고 답변하 다.111) 그러나 여기서도 김 옥은 고가도로의 구제척인 건설

계획과 이것이 교통난을 해결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1966년 12월 말 김 옥이 처음으로 고가도로 건설을 언 한 

시 에서는 이를 한 구체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는 이었다. 이는 

그 직 에 발표된 1967년 산안을 보면 알 수 있다. 1966년 12월 23일 발표

된 이듬해 서울시 사업 총액 규모는 600억 원이었다. 여기에 시 산은 213

억 원이 투입될 것이었고, 이  75%에 달하는 158억 원은 건설 사업에 투자

할 것이지만, 그 에는 고가도로 건설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112) 즉 고가

도로를 한 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으며, 산 확보를 한 작업도 충

분히 되어있지 않았던 것이다. 

고가도로의 치가 다른 곳이 아닌 도심 속 청계천 복개도로 로 결정된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먼  고가도로가 도심을 

거치도록 계획된 데는 김 옥이 김포공항에서 도심을 거쳐 서울 동부의 워커

힐까지의 도로를 원했기 때문이었다.113) 강변도로가 건설되기 인 당시에는 

워커힐에 가기 해서 김포공항에서 양화 교를 지나 교통이 혼잡한 도심을 

110) 공익건설은 김현옥 서울시장이 즐겨 사용하던 말이었다. 그는 도로와 같은 건설 사업을 공익 건설

이라고 불렀다.  

111) 김현옥 시장이 밝힌 교통난 해소 대책은 고가도로 건설을 비롯하여, 지하도, 입체교차로, 육교의 

건설과 버스의 대량 증차 등이었다. ｢새서울 새해노크 ① 벌여 논 시정을 듣는다 대담｣ 경향신문 
1967. 1. 1.

112) ｢후생·사회시설에 중점 시 예산 편성 끝내｣ 동아일보 1966. 12. 23.

113) 1963년 개관한 워커힐은 주한 미군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위락시설을 갖춘 대규모 호텔이었다. 

1960년대 말까지 국내 유일의 현대적 호텔이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주한 미군과 외국인 관광객이 찾

아오지 않아 운영이 잘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워커힐에 접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

다. 따라서 김포공항과 워커힐을 잇는 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손정목, ｢동부서울 개

발을 선도한 워커힐 건설｣ 국토182권 (국토연구원, 1996) pp. 1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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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해야했다. 따라서 김 옥은 연희입체교차로에서 시작하여 청계천로를 거

쳐 용두동에 이르는 노선에 고가도로를 건설하고자 하 다.114) 당시 이미 연

희입체교차로에서 양화 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와, 용두동에서 그리 멀리 떨

어지지 않은 성동교에서 워커힐까지 가는 도로가 만들어져 있었다.115) 그러

므로 연희입체교차로와 성동교를 가장 빠르게 이을 수 있는 고가도로가 도심

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었던 것이었다. 김 옥은 고가도로 건설 구간  특히 

교-용두동 구간을 우선 으로 건설하려 하 다.116) 손정목은 이를 박정희 

통령의 편의를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117) 당시 박정희 통령은 워커

힐을 자주 방문하 는데, 김 옥은 그가 워커힐까지 가기 한 편의를 제공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도심 속에서 굳이 청계천 복개도로 로 고가도로의 노선이 정해진 것은 

건설비 감을 해서 다. 서울시의 산이 200억 원에 채 못 미쳤던 당시

로서는 고가도로 건설비가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청계로는 도심을 동서로 가

르는 다른 노선보다 은 비용으로 고가도로를 건설할 수 있었다. 청계로가 

다른 도로변에 비하여 도로 폭이 넓어 청계로의  공간을 활용하기 쉬웠고, 

용지매입비가 게 들며 도시구획정리지역의 침범이 었기 때문이다.118) 

이후 1967년 3월경 김 옥은 고가도로 건설을 하여 김수근 한국종합기

술개발 부사장에게 자문을 구하 다. 고가도로 사업은 당시 서울시의 산 

규모로는 건설이 쉽지 않은 사업이었으므로 고 층의 승인이 필요했고,  

외국의 차 도 받아야 했다. 이를 해서는 권  있는 문가의 보증이 필요

했다. 도심 통 고가도로를 제안하 던 도시계획국장 주우원의 제안만으로

는 문성이 확보되지 않았기에 최고 권력층으로부터 인정받은 문가가 필

114) 한정섭과의 인터뷰. 같은 날. 

115) 김현옥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성동교 확장공사와 성동교 - 워커힐 입구 도로 확장 공사에 주력하

였다. 성동교 확장 공사는 5.6m이었던 폭을 13m로 확장하는 공사였는데 윤치영 시장 때인 1964년 

착공되어 1966년 8월 15일 준공하였다. 김현옥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확장공사를 빠르게 끝냈다. 그

리고 성동교 - 워커힐 입구 간 도로 확장 공사는 폭 10m의 도로를 30m의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였

는데 1966년 5월 30일에 착공하여 12월 29일에 준공하였다. 손정목, ｢동부서울 개발을 선도한 워커

힐 건설｣, 125~126.

116) ｢제7대 국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내무위원회 회의록｣ (1967년 10월 11일), p. 37.

117) 손정목, ｢청계천 복개공사와 고가도로 건설｣, pp. 108~109. 

118) 정형식, ｢서울 고가고속도로 설계 보고｣ 대한토목학회지 16권 2호 (대한토목학회, 1968),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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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했다. 이를 해 선택된 사람이 당시 고 유망한 건축가 던 김수근이었

다. 

김 옥은 청계고가도로계획이외에도 재임기간 많은 로젝트에서 김수근

의 자문을 받았다. 김수근은 1960년  후반 서울 개발에 깊이 여한 인물이

었다. 그는 1966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 원으로 되었고, 67년 세운상

가 계획을 포함한, 종묘-남산 간 재개발 계획, 천 · 남 문 지구 재개발계

획, 청계고가도로계획, 68년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서울의 주요 건설, 

개발 계획에 참여하 다.119)

당시 김수근의 치는 마치 “궁 건축가”와 같았다고 한다.120) 그는 1962

년 워커힐 힐탑바, 1964년 자유센터를 설계를 한 이후 김종필의 에 들어 

그와 돈독한 계를 유지하 다.121) 김종필의 추천과 지원으로 김수근은 

1966년 기술용역업체인 한국종합기술개발을 설립하 으며, 김종필의 자  지

원으로 건축 잡지 공간을 발간하기도 하 다. 이 듯 김수근은 당시 군사

정권에서 공고한 권 를 인정받았기에 그가 설계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최

고 권력층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보증수표와 같았다. 김 옥은 서울시 내에

서 무소불 의 권력을 가졌으며, 총리나 건설부 장 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일

을 추진하 지만, 최고 권력자로부터 사업을 인가받고 진행하기 해서는 김

수근과 같은 인물의 도움이 필요하 다.122) 김종필과 직  선이 닿아있으며, 

당시 건설 차  심의의 비조사 기 이었던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부사장

으로 있던 김수근은 김 옥 시장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편리한 건축가 다.

김수근의 입장에서도 김 옥 시장이 추진한 사업들은 자신의 건축  이상

을 실 할 좋은 기회 다. 손정목에 따르면 김수근은 김 옥의 자문 요청에 

따라 고가도로 구상도를 그려줬다고 한다.123) 김수근은 도쿄  시  도시

계획을 공했던 터라 서울의 도시계획에도 심이 많았다. 그가 이후 청계

고가도로 건설 계획에 열정을 가지고 주도 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는 

119) 손정목, 위의 글, 104~105.

120) 이세영, ｢세운상가, 한국근대성의 공간적 알레고리｣ 문화과학 44호 (문화과학사, 2005), p. 201.

121) 김수근문화재단, 당신이 유명한 건축가 김수근 입니까? (공간사, 2006), pp. 39~44; 204~206.

122) 손정목, ｢1966년과 불도저 시장 김현옥의 등장｣, p. 103; ｢시장에 꼼짝 못하는 장관｣ 조선일보 
1967. 7. 16. 

123) 손정목, ｢청계천 복개공사와 고가도로 건설｣, pp.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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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환형 고가고속도로 조감도, 1967. 이 조감도는 김수근이 작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①은 도심을 

순환하는 일종의 내부순환고가도로였으며, ②는 ‘순환’이라는 이름과 달리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였다. 관통

형 도로와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가로망을 절충한 계획이었다. 김수근, ｢서울시내 중심가에 환형 고가 고속도

로 3년 계획으로 건설｣ 조선일보, 1967. 6. 14. 

이 계획을 통해 그가 생각했던 이상  도시의 모습을 실 하는 기회로 삼고

자 했다. 아쉽지만 신문에 실린 구상도(<그림 6> 참조)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시켜  구체  자료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신 

김수근이 김 옥과 함께 추진하 던 세 건의 형 로젝트 즉, 세운상가아

트계획, 청계고가도로계획, 여의도개발계획안에서 그가 실 하고자 했던 도

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으며, 특히 청계고가도로가 그의 도시에서 맡게 될 

역할을 읽을 수 있다.

김수근은 종로를 핵으로 하여 팽창해가는 단핵 방사형 도시 구조를 지닌 

서울을 선형 구조로 바꾸려고 하 다. 김수근의 선형 도시계획은 멀게는 근

 건축  도시계획의 통 확립에 크게 기여한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124), 가깝게는 제2차 세계  이후 일본의 도시 재개발에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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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했으며 김수근의 도쿄  시  스승이기도한 단게 겐죠(丹下 健

三)125)의 향을 받은 것이다. 그는 1966년 세운상가 계획을 비하면서부터 

이 계획을 서울에 용하고자 하 다.126) 강남이 개발되기 인 1966년 서울

의 기본구조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어지는 동서로 뻗은 간선이 두드러졌다. 

김수근 은 간선에 직교하는 선형축을 설정하고 이를 선형 블록화 하여 

체 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도시단 로 이해하려는 원리를 제시하 다. 김수

근이 설계한 세운상가는 그러한 선형 블록 단   하나 다. 이러한 선형도

시 계획은 이후 여의도 마스터 랜에도 용되었다.127) 김수근은 여의도 개

발 사업에 제된 도시계획 구상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도심이라는 단일 핵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5km권, 10km권, 15km권의 

동심원을 그려나가는 데서 서울의 모든 도시구조형태를 연역하려는 방

법을 탈피하여, 여의도를 새로운 도심으로 개발하여 서울이라는 도시로 

하여  선형 축을 형성 하는 계기를 만들고, 구도심의 소개(疏槪)와 

재개발이라는 지속 인 평 화 작업을 통해서 서울의 도시조직 내 도

시형태구조를 본래의 것으로 바로잡기 한 것이다.128) 

이는 선형도시를 개발하여 도심과 그 주변으로 인구와 도시기능이 집되어 

생기는 문제 들을 해결하려는 시도 다.129) 

124) 르 꼬르뷔지에는 1922년 "현대 도시"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 계획안은 전체 대지의 일부에 60층 

고층 건물을 지어 공개 공지를 늘리고, 도시의 한 가운데 거대한 교통의 중심지를 건설하여 층마다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교차로 등을 위치짓는 것이다. 커다란 빌딩과 넓은 도로로 상징되는 

대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한 것이다. 피터 홀, 임창호, 임건혁 옮김, 내일의 도시 (한울아카데미, 

2005), pp. 279~285.

125) 단게 겐조는 르 꼬르뷔제의 건축과 도시계획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일본의 전통 요소를 

여기에 도입하고자 했다. 단게가 계획한 ‘동경계획 1960’에서 도쿄를 구심적 방사형 도시에서 선형 

도시로 바꾸고, 둘째 도시, 교통, 건축을 유기적으로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선형의 도

시 교통축과 입체적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중, ｢1960년대 단게 켄죠(丹下健三)와 

마끼 후미히코(전文彦)의 都市建築論)｣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제22권 제2호 (대한건축학회, 

2006), pp. 51~53.

126) 정인하, ｢여의도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김수근의 1969년 계획안을 중심으로｣, pp. 124~128.

127) 윤승중, ｢세운상가 아파트 이야기｣ 건축 38권 7호 (대한건축학회, 1994), pp.14~16.

128) 김수근, ｢여의도개발 마스터플랜을 위한 전제와 가설｣ 공간 4권 4호 (공간사, 1969). pp. ~ .

129) 김수근, ｢여의도 계획｣ 건축사 5권 1호 (대한건축사협회, 1970), pp.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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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개발 계획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기의 선형도시론이 선형기능도

시집단이라는 개념으로 발 하 다. 선형기능도시집단이란 도시기능의 한 단

체로서 센터시티를 가정하고, 센터시티의 내부는 기능의 계에 따라 계층

조직을 이루며, 각 센터시티끼리는 교통망을 이용하여 연결된 선형체계

를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도에서 서울의 확장은 센터시티의 

선형 인 확장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여의도 도시계획의 경우 두 개의 선

형축이 가정되었다. 한 축은 구도심에서 출발하여 여의도와 등포, 인천까지 

이르는 동서 축이고 다른 축은 구도심에서 용산, 동( 등포의 동쪽,  강

남), 수원까지 남북을 잇는 축이었다.130) 

김수근의 선형도시 계획에서 청계고가도로는 도심을 가로질러 여의도, 

등포, 인천까지를 동서로 잇는 통도로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968년 고가도로 구간 계획의 변화에서 짐작할 수 있다. 여의도 개발 

계획의 구상이 한창인 1968년 8월 청계고가도로의 구간이 잠시 서 문을 거

쳐 연희동까지 연결하려던 것에서, 삼일로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하나는 퇴

계로, 서울역  앙수산시장 등을 거쳐 북아  입체교차로로 연결되고, 다

른 하나는 여의도로 가는 서울 교(  마포 교)와 연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131) 이  여의도로 연결되는 축은 김수근이 구상한 선형축과 일

치하 다. 이러한 청계고가도로의 역할이 1967년 고가도로의 최  구상 단계

부터 구체 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김수근이 

1966년 세운상가 계획 당시부터 선형도시계획을 가정했던 것으로 보아 청계

고가도로를 선형도시계획 속 도심 통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정하고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도심 통도로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고가도로계획은 

1966년 발표된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상충 다. 도심 통도로는 선형도시계획

에 합했는데, 이 계획은 심 없이 선형축을 따라 개발하는 계획인데 반해, 

기존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도심을 심으로 모든 주변부가 개발되는 계획이었

다. 가로망 계획도 달랐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방사환상형으로 가로망을 

130) 정인하, 위의 글. 

131) 동아일보 1968.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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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 고, 이에 맞춰 서울시는 간선도로를 건설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청

계고가도로는 방사환상형 가로망 간을 통하는 형태로서, 이는 환상도로

를 건설하여 도심부로 유입되는 차량을 이겠다는 도시기본계획의 의도와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김수근의 제시한 구상도를 기반으로 청계고가도로 건설 조사 용

역을 맡겼다. 1967년 5월 서울시에 제출된 ｢청계천 암거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확정된 공사 구간은 신  이  입구에서 마장동까지

고, 공사비는 48억 1500만 원이었다. 용지 매입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총공

사비는 68억 1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제2청계교에서 

마장동까지 아직 복개를 끝마치지 않은 청계천의 복개비용으로 23억 70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상되었다. 모두 합하여 청계고가도로건설비는 91

억 810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132)

서울시 내부에서 논의되던 청계고가도로계획이 다시 언론에 공개된 것은 

1967년 6월 14일이었다.133) 김 옥이 3개년 계획으로 공사비 63억 원을 투입

하여 자동차 용고속고가도로를 건설하리라는 내용이었다. 이 날 언론에 알

려진 청계고가도로계획 한 구체 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 청계고가도

로의 구간, 재원, 재정 조달 방법에 한 간략한 소개만 담고 있다. 고가도로

의 필요성에 해서는 김 옥 시장이 “3년 후면 (서울시의) 교통이 마비될 

것”이라고 견했다는 정도만 하고 있을 뿐 구체 으로 교통난 마비가 어

떻게 일어날 것이고, 고가도로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지

는 않았다.

신문기사를 종합해 보면 청계고가도로 계획은 <그림 6>과 같이 두 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 번째 구간은 연희입체교차로-서 문- 교-청계

로-동 문-마장동을 따라 서울의 동서를 통하는 간선 연장 10.5㎞, 노폭 

24m의 6차선의 도로이다. 두 번째 구간은 독립문-사직터 - 앙청(지하)-원남

132) 서울시가 용역 발주한 ｢청계천 암거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계획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용역을 맡은 곳이 어딘지도 알 수 없다. 한정섭이 1967년 8월 15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독자

의견에서만 계획서의 존재와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한정섭, ｢고가도로 건설의 재고를 2｣ 
동아일보 1967. 8. 15.

133) ｢서울시내 중심가에 환형 고가고속도로 3년 계획으로 건설｣ 조선일보 1967. 6. 14; ｢고속고가

도로 건설위해 30억 원 시자 구상｣ 한국일보 1967.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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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 문- 희입체교차로-퇴계로-서울역-서 문-독립문으로 이어지는 제1순환

도로망이다. 이 구간의 길이는 10㎞ 다. 이러한 구간의 선정은 도심 통도로

와 함께 기존 서울기본도시계획에도 부합하는 순환도로망을 책정한 것으로서 

서울기본도시계획과 이와 모순되는 도심 통 고가도로 건설 계획을 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이 구상도를 그려주었다는 김수근이 

‘제1순환도로망’의 건설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는지에 해서는 의

문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고가도로 계획의 두 구간, 즉 통고가도

로와 순환고가도로  통고가도로의 건설을 더 우선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앞선 ｢청계천 암거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계획서｣에서 통형 

고가도로 건설 구간만이 확정되어 있었다. 1967년 8월 15일 청계고가도로의 

기공식 때의 노선 발표에서 순환고가도로는 통고가도로 건설 이후로 우선

순 가 렸으며, 이후에는 순환고가도로 계획 자체가 아  완 히 사라졌다.

서울시는 이 두 구간을 63억 원  30억 원의 비용으로 건설하겠다고 발

표했다. 시 재정이 부족하니 시채를 발행하고, 고가도로 통행료를 걷어 자

을 상환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하 다. 국내 기채가 불가능할 경우 외국 

차 을 얻을 계획이었으며, 이에 한 담보로 한강변의 유휴지, 상가아 트 

건립지  4000 평 등의 시유지를 제공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고가도로는 2억 원을 들여 1967년 7월에 기  작업을 

시작하면서 착수할 것이었지만, 실제 공사가 시작되지는 못하 다.134) 서울시

는 정부에 추경 산 15억 원을 신청했는데, 그  2억 원을 고가도로 건설비

로 책정하 다. 그 지만 추경 산을 7월 에 받을 수 없었으므로 서울시는 

고가도로를 되도록 빨리 착공하기 하여 시비 2억 원을 먼  들여서 건설을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기에 이 자

을 결국 마련할 수 없어 7월에 공사를 시작하려는 계획은 실 되지 못했

다. 

서울시는 추경 산이 확보되기 이라도 되도록 빨리 고가도로를 착공하

고 싶어 했다. 결국 1967년 8월 15일 기공식을 서둘러 진행했고, 연내 용두동

에서 동아일보사 앞(  청계 장)까지 2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교각공사를 

134) ｢연내 주택 7만동 건립｣ 경향신문 196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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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청계천 고가도로 건설, 1967. 교

각을 건설 중인 청계고가도로. 교각이 늘어서 

있고 세운상가를 연결하는 '보행자 데크'가 

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다. 서울, 20세기: 

100년의 사진기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pp. 245.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언 했던 것처럼 그와 함께 고가도로 건설 계

획을 두 단계로 나 어, 1차에는 청계천 를 경유하는 용두동에서 연희동까

지의 고가도로를, 2차에는 서울시를 순환하는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 다.135) 

실제 공사가 시작된 것은 10월 14일이었다.136) 8월 16일 서울시는 고가도

로 건설 산 2억 원을 포함한 추경 산 10억 원을 확정하여 총리실에 신청

하 고, 이 산안이 10월 10, 11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와 산심의

를 거쳐 원안 그 로 통과되었다.137) 10월 14일 시작된 공사는 용두동-연희 

입체교차로까지의 구간  오간수교에서 

세운상가 앞까지 교각 54개(<그림 7>)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 교각 공사비는 1

억 6000만 원이었으며 건설과 림

산업이 건설을 나 어 맡았다.138) 

고가도로의 실시설계는 김수근이 사

장으로 있던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1967년 9월부터 동년 11월까지 진행하

다. 이 설계에는 육사 교 으로 재직 

이던 김덕 , 김묵 , 선용, 최진택 등이 

참여하 다.139) 

하지만 앞서 살펴본 김수근의 도시계

획  이상은 고가도로의 실시설계에는 

충분히 반 되지 못했다. 청계고가도로가 

도시 교통에서 제 로 된 기능을 하기 

해서는 기존 서울의 방사형 도시계획

의 변화가 뒤따라야했지만 김 옥은 이

135) ｢고가도로 15일 착공｣ 경향신문; ｢유료고가도로건설｣ 동아일보 1967. 8. 8.

136) ｢고가도로 착공｣ 경향신문 1967. 10. 14. 

137) ｢총규모 10억으로｣ 동아일보 1967. 8. 17; 위의 기사;경향신문 1967. 10. 14.

138) 현대건설주식회사, 현대건설50년사 1947-1997 (현대건설주식회사, 1997), p. 211. 

139)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3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30년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

사 30년사 편찬위원회, 1993), pp. 79~80.



- 47 -

에 해 큰 심이 없었다. 김 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도시가 장기

인 마스터 랜에 따라 개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계획이라고는 올해 겨우 

마련된 한강계획이 내가 여한 계획이고, 지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공사들은 기왕의 계획을 실천한데에 불과한 것”이라고 답했다.140) 김 옥

은 청계고가도로는 물론 청계고가도로에 반 된 김수근의 선형도시계획에도 

별 다른 심이 없었던 것이다. 다른 로 김수근은 세운상가에 르 꼬르뷔제

의 향을 받아 보행데크를 지었고, 청계고가도로에도 이를 반 하려고 했지

만, 김 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인터뷰에서 김 옥은 그 과정에 

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3·1로를 만든다 할 쩍에 그 양쪽의 보도를 도로의 높이와 같이해야 되

겠다, 이러한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 때 내 생각은, 안 그 다, 사람이 

다니는 길은 원형을 살려서 싸올려가지고 사람과 차량을 완 히 분리

시킴으로써 도리어 안 을 도모할 수 있고, 그 게 하는 것이 좋다 해

서, 내가 기술자가 아니면서 부린 고집인데 내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

유의 제시가 없이는 내가 낸 의견을 철회 안 하는, 나쁜 결 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141)

즉, 김 옥이 고가도로에 보행로 설계 여부를 두고 기술자와 의견차이가 있

었으며,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때 고가도로에 보행로를 

만드는 것은 당시 세운상가와 청계고가도로 구상에서 보인 김수근의 건축 스

타일이었다. 

신 실시설계단계에서 가장 요시된 것은 외 과 경제성이었다. 청계고

가도로는 철강을 상 의 주재료로 사용한 한국 최 의 교량이었다. 설계기술

과 시공기술이 모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 는

데, 그 이유는 도심 심부에 건설되므로 외 상 보기 좋았고, 고강도강재를 

140) 권오기, ｢신동아 인터뷰: 서울특별시장 김현옥｣ 신동아 1967년 12월호 (동아일보사, 1967). pp. 

101~102.

141) 같은 글, pp.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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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용 합성형교를 사용함으로써 가격을 크게 낮추어 이 에 많이 건설

되었던 P.S콘크리트교와 가격 면에서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

라 청계고가도로는 고장력강을 이용한 용 합성강 형교로 설계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최 로 건설이 시도된 것이었기 때문에 국내에 시방서  기타 필

요한 자재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기술과 자재의 부족을 해결하기 해 미국

과 일본의 건설 기술을 도입하 다. 설계에 있어 활하 의 분포에는 격자이

론을 활용하 고 합성부분에는 일본도로 회의 합성형교 시방서와 

AASHTO(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cials) 시방서를 활용하 다. 용 은 일본도로 회의 용 강도로교시방서와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의 용 시방서를 사용하 다. 이외에도 강

재를 차 으로 도입할 때 상부구조 시공 시 기술지원을 한 2명의 일본인 

문가를 빙하는 조건을 붙 다.142) 

고가도로는 계획 단계부터 착공까지 불과 10달 밖에 걸리지 않았다. 기공

식이 있었던1967년 8월 15일까지도 산 확보는 물론 실시설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공식 이후 산을 확보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시작했

지만 그때까지 고가도로나 자동차 용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한 경험이 없었

음을 감안하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기공식이 있었던 1967년 8월 15일까지 서울시는 도시교통에서의 고가도로

의 필요성과 효과를 구체 으로 밝히지 않았다. 고가도로의 건설로 교통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모호한 언 만을 거듭하 을 뿐이었다. 그런데 8월 20일 조

선일보에 고가도로의 건설계획, 필요성, 효과를 소개하고 향후 서울시가 추진

할 교통 책을 알리는 기사, ｢ 신되는 서울의 길｣이 게재되었다. 고가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할 때도, 기공식을 할 때도 이와 같이 구체 으로 소개한 

이 없었다는 에서 이례 이었다. 이 기사는 서울시의 고가도로 건설계획

을 으로 옹호하 기에, 이를 통하여 서울시가 고가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효과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 교통난의 원인을 도심으로의 인구집 과 부도심의 발 에 

142) 정형식, ｢서울 고가고속도로 설계 보고｣ 대한토목학회지 16권 2호 (대한토목학회, 1968), pp.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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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교통수요의 증가로 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고가도로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 다. 

서울은 해방 후 20년간이나 근본 인 교통 책 없이 정치 경제 문화의 

심지로서 매년 20~30만 명씩 증가되는 도시인구와 각종 산업의 팽창 

등 격한 상태로 과  도시화되어 왔다. 

도심부 지역의 주거생활이 차 교외지역으로 이 되어 부도심의 개발

이 활발해짐으로써 도심부와 부도심부간에 량교통인구 이동 상을 

가져오고 자동차의 발달에 따르는 자동차 교통의 격증으로 이에 따르

는 교통처리가 크나큰 도시문제로 제기된다. 더구나 도심부는 이른바 

업무 지역으로서 그 기능이 고도화되어 가므로 교통수단으로서의 차량

운행이 증하여 이의 처리를 한 자동차 용도로의 필요성은 실

하다.

그러나 재 교통처리사정은 가뜩이나 선진국에 비하여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 평균 7%에 불과한 도로율을 비롯하여 이른바 평면처리에

만 의존하고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세종로를 비롯한 도심지 주요 32개 

지 의 교통량은 66년도에 비해 22.7%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2개 지 의 차량 증가량은 도합 51만 5215 로 작년 같은 시간의 41

만 9735 보다 9만 5480 가 늘어나 1년 에 비해 도로 면 이 1%, 

인구가 9% 불어났는데 차량교통량은 22.7%나 되는 격한 증가를 보

인 것이다. 재 서울시내의 총 차량 수는 버스 합승 기타 소형차를 

합하여 약 2만 . 지하철, 고가철, 모노 일 등이 있어야 하고 자동차 

교통의 처리를 해 고가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한

다.143)

서울시는 서울의 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부도심이 개발되어 도심과 부도심 

간의 교통량이 증가하 으며, 도심지도 고도 개발되어 도심지 각 지 의 교

통량도 증가했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해서 고가도로의 건

143) ｢혁신되는 서울의 길｣ 조선일보 196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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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고가도로를 건설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상하

다.

도심부를 동서로 통하는 이 고가도로가 완공되면 시가지 교통사정은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제까지 도심부에서 8㎞ 내지 12㎞ 거리에 머물

러 온 통근권이 20~40㎞까지 연장되고, 자동차의 량 증차를 가능  

하며, 교통 소통은 재의 5배로 늘어나고 사고율은 4분의 1로 어든

다는 명 인 효과를 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듯 서울시는 교통난 해소 효과를 밝혔지만 효과의 근거가 되는 수치들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손정목은 김 옥이 이 듯 교

통 효과의 근거들을 수치로 두루뭉술하게 나타내었다고 비 했다. 그에 따르

면, 김 옥은 취임할 때에도 교통난을 31% 이겠다고 공약을 하 지만, 그

때도 그 수치에 한 구체  근거는 없었으며, 그 측정 방식조차 모호했다고 

한다.144) 이 기사에서도 고가도로의 건설로 인해 교통 소통이 5배가 늘어나

고, 사고율이 1/4로 어든다고 상하 지만, 교통 소통과 사고율이 각각 

무엇을 측정한 것인지 불분명하 고 고가도로 건설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어

떻게 개선되며, 어떤 과정을 통해 사고가 감소하는지 밝히지도 않았다. 

요약하자면 청계고가도로 건설에는 시  목  이외에 노면 교통 효율화

라는 김 옥의 이상이 반 되었다. 김 옥은 이를 실 하기 해 건축가 김

수근의 력을 원했지만, 김수근의 도시계획  이상까지 고가도로에 반 되

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청계고가도로는 당시 서울시의 산 규모로는 

거 한 사업이었지만, 충분한 검토와 비 기간을 거치지 못한 채 결정, 추진

되었다. 고가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기 효과가 불분명했고, 기존 서울의 도시

기본계획과 상충되었으며, 충분한 계획 속에 추진되지 않아 용두동에서 삼일

로까지의 구간을 제외하고는 계획 구간과 건설 산도 유동 이었다. 

144) 손정목, ｢1966년과 불도저 시장 김현옥의 등장｣, pp.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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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계고가도로 건설에 한 비 과 고가도로 건설 

계획의 변화

1967년 10월 기 공사가 시작된 청계고가도로는 1969년 3월 22일 공식

을 갖고 개통되었다. 최 의 계획은 용두동에서 연희동까지 고가도로를 건설

하는 것이었지만, 이때 개통된 것은 용두동에서 삼일로까지의 구간뿐이었다. 

이후로도 고가도로 건설 계획은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한 끝에 김 옥 시장

이 퇴임한 지 6년 뒤인 1976년 7월 남산 1호 터  입구에서부터 교, 성동

구 마장동을 잇는 고가도로로 최종 건설되었다. 결과 으로 노선과 기능 모

두에서 애 의 계획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 해 손정목은 서울시의  도시계획과장이었던 한

정섭을 비롯한 여러 건축·토목 문가들의 반  때문이라고 짧게 언 하

다.145) 하지만 고가도로 건설 계획이 변경되는 구체  과정에 한 분석이 

결여돼 있어 한정섭의 반 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러한 변화에 반 되었는

지 악할 수 없다.

이 에서는 청계고가도로 건설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비  논의를 살

펴보고, 이후 실제 건설과정을 추 해 볼 것이다. 우선 한정섭을 비롯한 련 

문가들의 비 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단지 청계고가도로의 건설 문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일 것이다. 청계고가도로가 도시의 모습은 물론 

교통 정책과 도시 건설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 그리고 한

정섭이 과거 윤치  시장 당시 도시계획국장을 지내며 방사형의 도시계획가

로망과, 지하철 노선망을 제안했다는 을 염두에 둔다면, 한정섭을 비롯한 

문가들의 고가도로 건설 비 은 김 옥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의 도시 건설

과 도시 교통 체계 건설 반의 방향과 우선순 에 해 문제를 제기한 것임

이 드러날 것이다. 

둘째, 이후 실제 건설과정에서 일어난 청계고가도로 건설 구간의 변화 과

정도 살필 것이다. 손정목은 고가도로의 노선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145) 손정목, ｢청계천 복개공사와 고가도로 건설｣, pp. 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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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선 인 고려사항, 즉 박정희 통령의 워커힐 왕래의 편의성만을 지

키려했다고 밝혔다.146) 하지만 고가도로 건설 계획의 변화가 일어난 여러 사

정과 고가도로가 최 의 계획과 달리 건설되는 과정에 해서는 구체 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 에서는 청계고가도로 건설 계획의 변화가 좀 더 복잡하

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어났음을 보이려 한다. 직 으로는 문가, 국회, 

정부 부처의 비  태도와 그로 인한 건설 산의 부족 등 서울시가 처한 

조건이 청계고가도로 계획을 온 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호의 이지 않았

고, 1970년  이후 강남개발 등 서울의 도시  변화에 기인한 여러 우연  

요소가 계획의 수정에 반 되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4.1. 건축 〮·도시계획 문가들의 청계고가도로 건설 비

조선일보 1967년 8월 20일자에 고가도로의 필요성과 효과를 알리기 한 

기사가 게재된 것은 그 며칠 인 8월 12일과 15일 이틀 간 동아일보에 실린 

한정섭의 ｢고가도로의 건설 재고｣를 반박하기 한 것이기도 하 다. 조선일

보의 기사에서 한정섭과 그의 이 직 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이 기

사에서 ‘ 문가’를 지칭하며 그의 의견을 비 하 다는 과 한정섭의 에 

실린 고가도로 건설 비 에 응하는 성격의 내용이 실린 것으로 보아 조선

일보의 기사가 앞서 나온 한정섭의 에 응하는 차원에서 작성되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서울시가 비 을 의식하고 간  응을 할 정도로 서울시가 추진한 고

가도로 건설 계획은 강한 반발을 가져왔다. 기에는 1966년까지 서울시 도

시계획과장을 지냈던 한정섭이 비 을 주도했으나 차 많은 건축가들과 도

시계획가들이 이에 공감을 표명하 다. 한토목학회와 건축학회는 고가도로 

건설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 다. 결국 이는 국회 내무

원회, 교통체신 원회가 주재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 으로 비화되

었다. 기의 비 은 고가도로 건설의 부당성과 이를 신할 다른 교통수단

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 이 모아졌다. 하지만 이후 차 비 의 역이 

146)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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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며 서울시 도시계획의 문제, 도시 건설의 여러 문제 , 시 행정 반에 

걸친 문제 들이 제기되었다. 

언론을 통하여 한정섭이 고가도로 건설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 것은 1967

년 8월이었지만, 그는 고가도로 건설 용역 결과가 나온 직후 던 그해 6월부

터 이미 고가도로 건설을 반 하 다. 그는 건축계에 ｢고속 차의 건설을 

구하며｣라는 제목의 을 투고하여 고가도로와 같은 도시고속도로보다 고

속 차의 건설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주장하 다.147) 한정섭은 1925년 함흥 출

생으로 1952년 서울 학교 공과 학 건축과를 졸업하 다. 학 시  은사

던 주원148)과의 연으로 1954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 원회 연구원으로 일하

다. 그 후 1962년 5월부터 66년 7월 14일까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

무하 다. 이후 건설국 포장과장, 토목시험소 소장 등을 거쳐 67년 7월 13일 

서울시를 떠나 주택은행 기술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149) 2 에서 언 했듯

이 그는 도시계획과장 재직 시 서울시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순환방사선 

도로체계를 구상하고 지하철 노선을 계획하 던 인물로서, 서울시 도시계획

에 한 실무와 이론 모두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 에서 한정섭은 고속 차의 조속한 건설을 강조하면서 당시 추진되고 

있던 고가도로가 고속 차에 비해 우선순 에서 린다는 을 강조하 다. 

그는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경제 발 에 따라 늘어날 자동차의 증에 

비하기 하여 도시고속도로를 고속 차보다 먼  건설해야한다는 서울시

와 김 옥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교통정책을 개인 자동차 주로 

운 할 것인지, 교통을 심으로 운 할 것인지를 따져보고, 버스, 트롤

리버스, 지하철, 철도, 모노 일 등의 교통 수단  지하철이 가지는 장

을 으로 서술하 다. 세계 인 자동차 증가 경향이나 우리나라의 경

제 발  망을 보았을 때 도시고속도로의 건설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는 

에는 동의했지만 그 다고 그것이 고속 차 계획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는 반 하 다. 당시 고속 차가 건설되지 못한 것은 주로 재정상의 이유

147) 한정섭, ｢고속전차의 건설을 촉구하며｣ 건축계 2권 2호 (대한건축사협회, 1967). pp. 54~65.

148) 주원은 건설부 장관이었으며, 장관 재직 당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

다. 주원, 도시와 함께 국토와 함께-주원 회고록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1997).

149) 손정목, ｢청계천 복개공사와 고가도로 건설｣, p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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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고속 차 건설을 반 하면서 역시 비용이 많이 드는 도시고속도로를 

먼  지어야한다는 주장이 논리 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한정섭은 도시고속도로로는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서

울시 교통난의 원인이 출퇴근 시 집 되는 많은 출퇴근 인구 때문인데, 고가

도로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첫째 고속도로는 다수의 

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자가 아닌 소수의 승용차나 화물차 운 자가 주로 이

용하는 수단이며, 둘째, 설사 고속도로에 버스를 달리게 한다 해도 고속도로

의 성격  기능상 버스 정류장을 충분히 설치할 수 없어 교통수단의 부

족을 개선하는 데 그다지 기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한정섭은 고가도로가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한 방안이 아니라고 주

장하 다. 

한정섭은 고가도로가 고속 차에 비해 비용이 게 든다는 고가도로 옹호

자들의 논지를 좀 더 구체 으로 비 했다. 그는 구조물 축조비만을 비교해

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도시 교통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폭과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지역을 따지지 않고 구조물 축조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큰 의

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도쿄의 를 보았을 때 구조물 축조비와 용지보상비, 

차주기장, 동차량 등의 비용을 포함해서 고속 차의 축조비는 고가도로

에 비해 1km당 2배가량 더 비 다. 그 지만 고속 차는 청량리와 서울역을 

잇는 8.4km만 건설해도 경인, 경의, 앙, 경춘선 등 기존 철도와 연결하여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같은 거리의 고속도로는 그에 비해 수혜 지역

이 제한 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고속 차를 건설하면 운 이익 으로 건

설비를 회수할 수도 있었다.

청계고가도로 건설 계획이 공식 으로 발표되고 나흘 후인 8월 12일 한정

섭은 동아일보에 청계고가도로의 건설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을 독자기

고란에 기고하 다.150) 그는 그 사이 7월 13일 서울시를 떠나 주택은행 기술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151) 그는 고가도로 건설 계획이 신 한 검토 없이 

150)｢고가고속도로의 재고를 1｣ 동아일보 1967. 8. 12.

151) 한정섭은 김현옥 시장이 부임하기 전인 1966년 1월 동경대학으로 연수를 떠났다고 한다. 포장과

장에는 이름만 걸어놨을 뿐 실제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1967년 1월 연수에서 돌아온 이후 

사실상 서울시를 떠났으며, 서울시에서 퇴직 전에 잠시 토목시험소장으로 임명하였다. 고가도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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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비 했다. 6월의 첫 번째 비 은 고가도로 신 고속

차의 건설을 구하는 데 강조 을 두었다면, 고가도로 건설이 결정된 이후

인 8월의 비 에는 고가도로 건설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데 더 큰 비 을 

두었다.  

이 날 기고한 기사에서 한정섭은 고가도로 건설이 서울 교통난의 문제

을 제 로 악하지 못해 나온 잘못된 응이라고 주장하 다. 의 체

인 내용은 6월에 발표된 내용과 유사하 다. 그는 서울 교통난의 원인을 출

퇴근 시 발생하는 규모 교통 수요를 감당할 만한 교통 수단이 없기 때

문으로 보았으며, 고가도로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을 강조하 다. 그

리고 시설비용 비 편익률을 비교하여 고속 차가 건설비에 비해 교통난 

감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 다.

며칠 뒤인 8월 15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두 번째 에서 한정섭은 서울시

가 계획한 고가도로의 치가 하지 못하다는 도 지 하 다.152) 한정

섭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이를 설명했다. 첫째, 고가도로계획이 1966년 서울

시에서 마련한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지 않았다는 , 둘째, 고가도로계

획이 서울시의 계획 로 진행될 경우 도리어 도심 교통에 지장을  수 있다

는 , 마지막으로 고가도로가 건설되면 도시 경 을 해칠 것이라는  등이 

그것이었다. 한정섭이 보기에, 장차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기 해서는 기존 

도시 계획에서 설정된 일반국도와 도시 내 간선 가로선 계획 등과의 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이에 맞춰 장차 도시 고속도로 건설을 해 용지를 확보

하고 주변 용지에 한 용도계획과 건축 제한을 미리 설정해  필요가 있었

다. 그 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고가도로계획은 이러한 검토와 비 과정이 

생략되었다. 당  한정섭이 제안한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가로망 계획

은 도심을 심으로 뻗어나가는 환상형 방사선도로 체계 다. 이러한 도시가

로망 체계에 합한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은 도시 교외부나 시외부에서 발생

하는 자동차 는 도시 간 고속도로로 도시 주변까지 달려온 자동차들을 

목 지인 심시가지까지 빨리 도달시키는 역할을 하며, 반 로 도시 주변

을 한 6월에는 이미 서울시를 떠난 상태나 다름없었다. 한정섭과의 인터뷰, 같은 날.

152)｢고가고속도로의 재고를 2｣ 동아일보 196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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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도시 교외부나 시외부로 빨리 분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의 경우 서울역- 희동-동 문- 앙청-독립문-서울역을 잇는 환상도

로망 안에 있는 지역을 도심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한정섭은 도심 교외

부와 시외부에서 이 환상도로망 외곽까지를 잇는 고가도로를 만드는 것이 타

당하며, 청계고가도로와 같이 환상도로망을 통하는 도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153) 

한정섭은 서울시 측에 도심 속에 램 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설치한 것

인지 질문했다. 그는 서울시의 계획도면을 보고 램 가 설치될만한 장소를 

추정했는데 오문수교 부근, 서 문 네거리 부근, 그리고 청계로 2가 등 3개소

다. 이  도심 인근에 설치되는 램 의 치는 청계로 2가로서 이곳은 신

세계백화 , 안국동 네거리, 원남동 네거리, 퇴계로 4가 부근 지역 등을 오가

는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상되었다. 이 지역 인근에 램 를 설치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만약 설치해도 이 인근에 몰릴 차량을 생각하면 램  하나로는 

그 차량들을 빠르게 처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았다.

한정섭이 보기에는 고가도로가 그 주변의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도시미

을 해하는 것도 큰 문제 다. 고가도로가 들어섰을 때 고가도로에 비해 하

부도로의 폭이 좁을 경우 그 주변의 토지 이용에 악 향을 끼친다. 좁은 도

로 에 건설된 고가도로가 망을 해쳐 주변의 주거 이용과 상가의 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향을 최소화시키기 해서는 고가

도로가 건설될 하부 도로의 폭을 넓 야 한다. 그 지만 계획 노선 구간  

서 문에서 신  고개 구간은 도로의 폭을 확장할 계획이 없었고, 다동 일

는 계획 폭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변 토지 이용이 격히 축될 

것이라고 한정섭은 우려하 다. 그는 고가도로가 도시 미 도 크게 해칠 것

으로 보았다. 서울시청에서 세종로를 통해 바라보는 북한산의 경 은 서울의 

가장 아름다운 경   하나인데, 고가도로가 이를 가로 막을 것이기 때문이

었다.

153)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시는 1967년 발표한 고가도로 계획에서는 한정섭이 말한 순환형 고가도로 

건설 계획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발표 이전에는 순환형 고가도로 계획이 없었으며, 발표 이후에는 

도심관통도로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가 아예 계획이 백지화되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한정섭은 

서울시가 순환형 고가도로 계획 자체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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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섭은 고가도로를 꼭 지어야 한다면 도심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도

심을 두르는 환상형 고가도로를 만들 것을 제안하 다. 이럴 경우 도심을 통

과하는 교통을 일 수 있어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럴 경우 노선 길이가 길고 도심 외곽에 있기에 램 를 보다 많이 건설할 수

도 있을 것이었다. 그로 인해 도심에 몰려드는 자동차 교통량이 도심 외곽에 

건설한 램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고가도로 본연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할 것

이었다. 게다가 도심 외곽의 지가와 토지 이용률이 도심보다 낮기 때문에 도

로 개설에 필요한 폭원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한정섭은 고가도로의 건설 신 시 한 ‘ 량 교통시설’- 

지하철 는 지상철을 조속히 건설해야하며, 고가도로는 다음 순 로 충분한 

계획 하에 도심을 에워싸는 환상형으로 건설하자고 제안한 것이었다. 

한정섭이 김 옥의 계획을 이 게 강하게 비 한 것은 <그림 8>과 같이 

청계고가도로가 자신이 서울시에 근무하며 계획했던 정책과 모순되었기 때문

이다. 청계고가도로계획은 그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으면서 계획했던 

방사환상형 도로체계와 상충하 으며, 도입을 비하고 노선을 결정해 놓은 

고가 차 사업과 우선순 를 다투는 정책이었다. 한정섭은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과장으로 있던 당시 서울의 가로망을 도심을 심으로 한 방사환상형 가

로망으로 만들 것을 구상했다. 한정섭 한 김수근과 마찬가지로 선형도시축

을 상정한 가로망을 서울시에 만들 것을 고려한 이 있었다. 즉 그도 서울

과 인천을 잇는 도시선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도시가 발 하는 형태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국 서울시의 발 이 선형 축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도심을 심으로 15km 권내에 속하는 모든 개발 가능 면 이 부 

개발될 것으로 상하 다. 주변 시가지에 당시 도심에 집 되어있던 기능을 

나눠가질 부도심, 근린주거 심지가 생길 것이고, 그에 따라 이들 지역과 도

심을 연결하는 방사선 도로  부도심이나 근린주거 심지를 연결하는 환상

선도로가 필요해질 것으로 상하 다.154) 

그에 앞선 1964년 한정섭은 서울시에 지하철 혹은 고가철과 같은 량교

154) 한정섭, ｢서울시 도로망의 체계화를 위한 제안｣ 대한토목학회지 15권 2호 (대한토목학회, 

1967), pp.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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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960년대에 가정된 서울의 확장모델 비교. 서울시가 계획한 1966년 서울도시 기본계획과 건설부가 제

안한 1967년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에서는 방사형의 도시를 계획했고, 그에 따른 동선 계획을 상정했다. 그에 반

해 김수근의 1969년 여의도 종합개발에서는 선형으로 도시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두 개의 축을 가정했다. 

이 중 서울에서 인천을 잇는 관통도로의 일부로 청계고가도로를 이용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인하, ｢여의도 도

시계획에 관한 연구 - 김수근의 1969년 계획안을 중심으로｣, p. 129.

통수단의 도입이 시 히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개 외국의 도시들이 인

구 100만 명 선을 넘어서면 노면교통만으로는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량교통수단을 건설하 고, 이때 많이 선택된 것이 지하철이었다. 그

는 유럽과 미국의 도시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도시 인구가 

100만~200만 명일 때 지하철의 건설이 결정되었음을 선례로 들어 인구가 

300만 명에 근 한 서울에도 지하철 건설이 필연 임을 강조하 다. 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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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히 건설의 긴박성에 을 두어 설명했는데, 이는 지하철 건설의 필요

성 자체에는 서울시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하철 건설이 미 질수

록 공사비가 많이 드니 조속히 지하철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정섭

은 앙정부와 서울의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지하철 건설에 따른 막 한 건설

비를 우려한 반  의견을 일면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서울의 발 을 해서

는 조속히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을 거듭 강조하 다.155)

이와 같이 한정섭은 김 옥 취임 이 부터 방사선 환상형 교통체계를 구

상하 고, 노면 교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량 교통수단의 건설을 비

해오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의 이러한 구상은 김 옥이 직  계획토록 지시

했던 1966년 도시기본계획의 가로망 계획과 교통계획에 반 되었다. 하지만 

청계고가도로계획은 한정섭이 비한 구상에 합하지 않은 도심을 통하는 

도로 고, 그가 긴요하다 생각했던 지하철 건설의 우선순 도 뒤로 었다. 

그가 고가도로 건설계획에 해 도시의 사정에 맞지 않으며, 당시 가장 필요

한 사업이 아니라고 비 한 데는 이상과 같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한정섭의 비 에 이어 1967년 10월 1일 한건축학회와 한토목학회가 

공동으로 ｢고속고가도로계획의 개정을 희망하는 건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하

며 고가도로 건설 반 의 의사를 표시하 다. 양 학회가 밝힌 반 의 이유는 

체로 한정섭과 동일하 다. 서울시 교통난의 원인은 통근 교통을 부담할 

고속 량교통기 이 없는 데 있었기에, 이를 해결하려면 ‘ , 량, 고속의 

교통기 ’이 필요했고, 이러한 교통기 에 가장 합한 것은 고속 차이므로, 

이를 우선 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에 비해 고가도로는 교통난 

완화수단으로 최선의 방안이 아니며, 게다가 고가도로의 기능상 도심을 통

하는 것은 치 못하다는 것이었다.156) 

양 학회는 고가도로 건설의 재고를 구하 고, 산상의 이유로 당장 고

속 차를 짓지 못하는 동안 시행할 수 있는 다음의 여섯 가지 잠정  조치를 

제안하 다. ① 도시 계획 상의 제1순환선 가로를 개통하여 도심부에 집 되

155) 한정섭, ｢서울시 고속도전차건설에 대한 제안｣, 위의 책, pp. 54~65.

156)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고속고가도로계획의 개정을 희망하는 건의서｣ 건축통권 26호 (대

한건축학회, 1967), pp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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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교통량을 순환선으로 분산시킬 것, ② 노면 교통을 방해하는 노면 차

를 철거하고 버스로 치할 것, ③ 김 옥 시장 부임 후에 지속 으로 건설

하 던 입체교차로를 혼잡한 교차로에 추가 건설할 것, ④ 도심 교통을 방해

하는 노상 주차를 방지하기 해 도심 곳곳에 주차시설을 추가 설치할 것, 

⑤ 계획 도로를 확장하여 버스의 통근 거리를 늘릴 것, 그리고 ⑥ 노면 교통

을 통제하는 교통조정센터를 설치할 것 등이었다. 

이 제안들은 한정섭의 비 을 수용하면서 그와 동시에 서울시의 입장도 

고려하여 내놓은 충안이었다. ①은 한정섭이 기왕에 제시했으며 1967년 6

월의 서울시의 고가도로 계획 발표에 포함된 제안으로,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도 명시된 것이었다. ②③④⑥은 김 옥 시장이 추진했던 노면 교통의 활성

화를 한 제안으로 고가도로를 만들지 않으면서 도로를 최 한 효과 으로 

운 하기 한 제안이었다. 그리고 ⑤는 노면 교통이 포 할 수 있는 범 를 

넓  도심 기능을 분산하여 교통난을 완화시키려는 제안이었다. 이들 제안은 

한정섭이 제안했던 고속 차의 건설과 서울시가 추진 인 고가도로의 건설

을 모두 유보하는 신,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가로망의 틀을 유지하면

서 서울시가 고가도로의 건설을 통해 얻으려 했던 노면 교통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는 조치들이었다.157) 

이 후 각각 도시계획과 건축의 문가인 박병주와 김 업이 고가도로 건

설 비 에 가세하 다. 한정섭과 양 학회가 제출한 건의서가 서울시 교통에

서 고가도로 건설이 합하지 않다는 에 머물 지만, 이들의 비 은 김

옥의 서울시 행정 반을 겨냥하 다. 이들은 김 옥이 첫째, 서울시 도시 문

제의 원인을 제 로 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문가들을 무시하고 즉

흥 이며, 과시 으로 도시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았다. 고가도로 건설도 이러

한 행정 스타일에서 발생한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의 한 가지 라고 보았다.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는 데 참여한 도시계획가 박병주는 당

시 서울시의 도시개발이 임기응변 인 치료법에만 몰두하여 도시문제의 근본 

원인을 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 하 다. 그는 고가도로 건설 계획 한 

도시교통문제를 제 로 악하지 못해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 다. 그는 

157) 같은 글, 같은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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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출근교통이 마비”된 원인이 버스 수가 3000여  밖에 되지 않은 

등 교통수단이 부족해서인데, 이를 확충하는 신 고가도로를 만드는 것

은 서울시가 교통난의 원인을 잘못 분석한 나온 결과는 것이었다.158) 

삼일빌딩을 설계한 건축가 김 업은 서울의 개발이 김 옥과 공무원들에 

의해서 일방 이며, 즉흥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삼각지에다 교통을 완화시키기 해 무려 20억 원을 들여서 60m 반경

을 가진 소  입체도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서울의 교통난 

완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벌써부터 의문시되고 있지만, 작년  바

로 거기에 육교를 세웠다가 일 년이 못가서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에 어떤 망이 서 있지 않다고 요.159)  

그는 이러한 를 들어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 체 인 계획이 없는 응 조

치”에 불과하며, 이는 “시 효과”만을 노리는 데 한 서울시가 서울의 문

제를 정확히 악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 다. 고가도로 건설

은 서울시 행정의 문제 을 잘 보여주는 다. 김 업은 서울시에서 고가

도로가 도심을 통하는 고가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고가도로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인 것을 알지 못한 소치라고 보았다. 그는 결국 계획

로 고가도로가 완성된다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상했다. 

김 업은 이러한 서울시 개발의 문제 을 바로잡기 해 계획가와 정책집

행가의 역할을 구분하여 계획가가 문성을 가지고 도시를 계획할 분 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이를 해서는 서울시가 도시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며, 아울러 도시문제를 

연구하는 문 기 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60) 그가 보기에 서울시

가 건설의 문제 을 지 한 문가 집단인 건축학회와 토목학회의 반  의견

을 무시하고 고가도로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서울시가 추구하던 도시 근 화

158) 박병주, ｢교통 · 주택 · 환경위생｣ 신동아 1968년 2월호 (동아일보사, 1968), pp. 129~134.

159) 김중업, 타리크 자림, ｢도시계획의 미학｣ 신동아 1968년 2월호 (동아일보사, 1968), p. 149.

160) 같은 글, pp. 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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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분에 역행하는 것이었다.161)  

고가도로 건설에 한 문가들의 지 과, 건설 련한 민원이 이어지자, 

이 문제는 1967년 서울시 국정감사 상임 원회에서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다. 

각각 서울시 행정과 교통에 련된 내무 원회와 교통체신 원회 국회의원들

은 고가도로 건설의 문제 을 지 하며 서울시 행정 반에 걸친 문제 을 

지 하 다. 이 때 나온 질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고가

도로를 짓는 것이 서울시 산 사정에서 한지, 둘째, 고가도로의 건설 과

정이 법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가도로가 교통처리에 효과 인 방법인

지가 그것이었다.

고가도로에는 막 한 산이 소요되었다. 1967년 서울시 산이 200억 원 

정도 고, 이마 도 당시 서울시의 사정에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었다. 그럼에

도 고가도로 한 사업에만 3년간 36억 원이 책정되었다. 의원들이 보기에, 시

민 생활에 필수 인 도시기반시설 건설과 시민복지사업이 우선순 에서 고가

도로에 비해 뒤쳐질 우려가 있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고가도로를 짓는 것

이 서울시에서 가장 시 한 사업인지에 해 의문을 표하 다. 경상남도 지

사와 내무부 장 을 지냈던 민주공화당 양찬우 의원과 신민당 김상  의원은 

서울시의 사정을 토 로 상하수도 정비를 비롯한 시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에 

비해 고가도로 사업이 우선시되는 서울의 건설 행정을 우려하 다. 양찬우 

의원은 당시 서울시에 상수도 보 률이 74%인데 이를 해결하기 한 상수도 

산이 4년 간 25억 원밖에 안 된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

가도로 건설에 37억 원에서 50억 원의 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물었다.162) 김상  의원도 부족한 산을 최 한 효과 으로 사용하기 해

서 서울시가 고가도로 건설의 수익성을 따져보고,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 다. 당시 서울시 1967년 산 200억

에서 고가도로 건설비를 제외하고도 도로 교량 건설비가 98억에 달했고163), 

복개공사비는 14억 원이었다. 이에 비해 주택 건설 사업비는 14억 원, 상수도 

161) 같은 글, 같은 쪽.

162)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내무위원회 회의록 (1967. 10. 28), pp. 7~11, 

163) 1967년 서울시 예산안에는 청계고가도로 건설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가도로 

건설 예산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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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산도 5억 7000만 원에 불과하 다. 당시 서울시의 쓰 기 수거율은 

77.6%, 분뇨 수거율은 73.8%, 상수도율은 76% 으며 주택이 부족하여 도심 

곳곳에 잣집이 즐비했다. 두 의원은 서울시가 몇 가지 거창한 사업에만 

산을 ‘소모’하고, 상수도와 같은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을 

지 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서울시의 열악한 사정에서 시  사업에 

많은 산이 투입되는 것을 우려했다. 

의원들은 서울시의 독단 인 행정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하 다. 양

찬우는 서울시가 법한 산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 하며, 이는 정부의 

산 심의나 계부처의 여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비 했다. 민주

공화당 김용진 의원은 서울시가 국정감사 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1966년 국정감사에서 산회계법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거치라고 지 했고, 서울시도 "당시 도 계약은 산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엄정한 계약수행에 철 를 기

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는 서울시가 여 히 체 공사의 

94.4%를 지명 는 수의계약을 하 으므로 법한 차를 거칠 것을 재차 

요구하 다.164)

국회의원들은 이런 맥락에서 고가도로 건설이 법한 차를 거쳐 추진되

었는지도 따졌다. 양찬우는 추경 산의 편성을 문제 삼았다. 청계고가도로는 

1967년 8월 15일 기공식을 올렸지만, 국정감사 당시 아직 건설이 시작된 것

은 아니었다. 기공식을 한 이후에야 실질  건설을 한 비가 시작되었고, 

기공식 다음날인 8월 16일 서울시는 총규모 10억 원의 제2차 추경 산안을 

확정하고 국무총리실에 올렸는데, 그  고가도로 건설비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양찬우에 따르면 총 산이 36억 원으로 상되는 거 한 사업을 본 

산안에 포함시켜 다음 해 본회의의 산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을 받는 정

상  차를 밟지 않고, 서울시 독단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일부 산만을 먼

 신청하는 것은 한 차가 아니었다.  그는 건설 과정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한 가격에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지도 염려하 다. 건

설이 시작되기  청계천 주변 주민들로부터 공사 승인서를 받아야 하고 정

164) 같은 글,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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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보상비를 공 이 까지 지 해야 하는데, 공사 승인서를 받지 않았거

나 보상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 하 다.165) 김용진은 도시계

획법의 차도 따르지 않은 정황을 지 하 다. 그는 고가도로가 도시계획법

에 따라 건설부 앙 도시계획 원회와 서울시 도시계획 원회의 승인을 얻

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다수 도시계획 원들이 속한 토목학회와 건축학회

가 반  건의서를 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원회를 통과한 것

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이었다.166)

의원들의 질문에는 건설될 고가도로가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을

지 여부도 있었다. 내용은 한정섭이 비 한 논리와 반 으로 비슷했다. 내

무 원회의 김용진 의원과 교통체신 원회의 민주공화당 노재필 의원, 이정

석 의원, 한상  의원은 고가도로와 같은 고속화 도로가 도심에 필요하지 않

으며 신 교통수단의 확충을 해 버스의 증차와 지하철의 건설을 요구

하 다. 지하철 건설이 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난을 해결하는 선진국

의 방식이라는 것이었다.167)

이에 해 서울시장은 차량의 증가세로 보아 교통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 

고가도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1967년 재 약 2만 3000 의 자동차가 

있으며 1967년까지 2만 7000 에서 3만 까지 차가 늘어날 것이므로 지하철

을 건설한다고 해도 차량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기에 고가도로가 여

히 필요하다는 것이었다.168)   공사과정에서의 문제에 해서도 과거에 여

러 문제가 있었지만 알려진 것보다 작았고, 더 이상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169) 지하철도 건설할 계획이 있지만 산 문제로 뒤로 어 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기수 제1부시장은 인왕산과 남산이 남북으로 있는 서울의 지형

 요인으로 인해 고가도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도심을 동서로 

통하려는 차량이 많은데, 인왕산과 남산으로 가로막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

165) 같은 글, pp. 29~30.

166) 같은 글, p. 44.

167) 같은 글 (1967. 10. 28), pp. 31~32.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교통체신위원회 회의록(1967. 10. 31) 

pp. 13, 15, 21~23.

168)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내무위원회 회의록 (1967. 10. 28), pp. 26~27.

169) 같은 글,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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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서울시의 답변에 해 몇몇 의원은 충분치 못하다며 비 했다. 먼  

교통체신 원회의 노재필 의원은 개의 차량이 도심지로 집 될 뿐이지 도

심을 통하지는 않으므로,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고 비 했다. 여기에 더해 

고가도로가 만들어져 도심으로 더 많은 차량이 몰렸을 때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되물었다.170) 내무 원회의 김용진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서울시 답

변의 무성의함을 질타했다.

그런데 건축계 학계가 반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시민의 여론도 그

습니다. 그러한 지  이 순간에 이 시간만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

닙니다. 일이 효과 으로 잘되어야 되겠고  감사를 하면서도 지 하

는 것보다 국가와 민족을 해서 보탬이 되는 일을 하기 해서 이 시

간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 면하려고 답변을 하지 마

세요.171)

4.2. 청계고가도로 건설 계획의 변화

서울시는 시 자체 산으로 고가도로 건설이 여의치 않자 산을 마련하기 

하여 국비 산을 신청하 지만, 1967년 2차 추경 산으로 승인되어 교각공

사를 시작하는 데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더 이상의 국비지원은 없었다. 1968

년 서울시 산안에 고가도로 산 10억 원을 총리실에 신청하 지만 액 

삭감되었다.172) 이는 고가도로 건설에 한 비  여론도 작용했겠지만, 서울

시의 무리하고 독단 인 건설에 정부 계 부처가 큰 반감을 가졌던 것도 

요한 원인이었다. 경제기획원은 서울시가 건설 공사를 강행하면서 경제기획

원이 측한 물동량의 변화에 따른 자재수  계획을 고려치 않은 것에 불만

을 가졌다.173) 재무부도 서울시가 시의 주거래 은행인 상업은행에 무리한 시

170)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교통체신위원회 회의록 (1967. 10. 31), pp. 21~23.

171)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내무위원회 회의록 (1967. 10. 28), p. 44

172) ｢고가도로 중단 위기 예산 깍여｣ 경향신문 1968. 1. 4. 

173) ｢장벽에 부딪힌 계획의 일각｣ 매일경제 1966. 6. 20; 손정목, ｢1966년과 불도저 시장 김현옥의 

등장｣,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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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발행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계에 있었다. 재무부는 상업은행의 

여신을 간 통제하며 재정안정계획을 실행하 는데, 서울시의 무리한 요구는 

이를 운 하는 데 부정  향을 끼쳤기 때문이다.174) 건설부 한 반 인 

국토계획과는 별개로 개발하는 서울시의 건설 행정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

지만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는 처지 다.175) 

그러나 서울시는 행정부 내 여러 부처의 반  속에서도 고가도로 공사를 

강행하 다. 이는 서울시가 행정부 내에서 독특한 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울시는 1962년 1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에 한 특별조치

법｣에 따라 내무부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국무총리의 감독을 받았다.176) 따

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내무부, 건설부, 경제기획원 등의 상  부서

로부터 독립 이었다. 서울시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산의 많은 부분을 시유

지 개발에서 나온 개발이익으로 조달하 기에 산 심의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었다. 건설에 필요한 철강을 차 으로 받기 해 경제장차  

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김 옥이 박정희의 인 신임을 받았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177)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행정부의 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치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듯 서울시는 스스로 산을 마련하여 고가도로 건설을 강행했다. 

산 마련은 크게 시유지 매각, 개발 이익, 세수 확보 등으로 이루어졌다. 시유

지 매각은 주로 공원 용지를 해제하여 는 형식이었다. 그 과정에서 시가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은 땅을 매각하기도 했는데, 명동 아동 공원이 

이 경우 다.178) 명동아동공원은 일제강 기 시가지정리를 하며 주변 상인들

174) ｢펼쳐 논 공사 바닥난 금고｣ 동아일보 1966. 7. 2.

175) 건설부와 서울시가 대립한 대표적인 사례로 명동아동공원 매각 문제와 파고다공원 내 상업시설 건

설 등이 있다. 김현옥은 문화재인 파고다공원 안에 상가를 지었고, 이에 건설부는 철거를 명령했다. 

김현옥 시장은 이를 무시하였지만, 건설부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였다. ｢서울시 건설 사업에 

건설부는 뒷 장단만｣ 경향신문 1966. 6. 18. ｢시장에 꼼짝 못하는 장관｣ 조선일보. 1967. 07. 

16

176) 손정목, ｢시장의 차량 번호와 서울시의 법적 지위｣ 도시문제 37권 404호 (대한지방공제회, 

2002), pp. 105~106. 

177) 서울시의 사업이 차관 심의를 쉽게 통과한 것은 차관 심의의 예비조사를 하는 기관이 김수근이 사

장으로 있던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178) 경향신문 1966. 8. 18; 8. 19; 8. 23; 8. 29; 10. 7; 1967. 4 .26; 6. 14; 7. 18; 7. 19; 7. 

22; 8. 29; 매일경제 196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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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을 모아 공원을 조성하고 서울시에 리를 탁한 땅이므로 원래 시유

지가 아니었다. 건설부 앙도시계획 원회는 명동아동공원이 시가 매각을 

할 수 있는 상이 아니라고 하며 여러 차례 서울시의 용도변경 요구를 거부

하 지만 결국 용도변경을 승인하 고 서울시는 이를 매각하 다. 시유지가 

아닌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청계천 하천 부지 1만 814평은 국

유지 는데, 이를 팔기 해서는 서울시가 국세청에 매수를 신청하여 건설부

에서 용도 해제를 받은 후 인계하는 차를 거쳐야 했는데, 서울시가 독단

으로 서울시의 재산인 것처럼 매각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179) 그 외에, 서울

시는 한강 주변에 택지를 조성하여 일반인들에게 불하하거나, 도시계획세를 

신설하여 부족한 산을 확보하려 하 다. 신설된 세 으로 연간 4억 원의 

새로운 확보하려했지만, 과세 상이 범 해 조세 항이 심하 다.180) 

이러고 나서도 부족한 산은 차 을 받아 확보하려 하 다. 서울시는 상

에 사용되는 용 구조강 SM50-Y 4700톤을 이와이 코퍼 이션으로부터 1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6.5%의 조건으로 받았다.181) 당시 후강 생산업체인 

한국철강주식회사가 SM50-Y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회사의 제품 가격이 차 을 통해 도입하는 것보다 높으며, 이 회사 제품

이 실제 생산되어 사용된 이 없었으므로 이를 사용하기 해서는 생산된 

강재를 실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방서를 제작하기까지 최소한 일 년의 연

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외 차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182) 하지만 이

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산 부족을 실물 차 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가도로 건설은 서울시의 무리한 공사 추진으로 인하여 차질을 빚기도 

하 다. 서울시는 1968년 내로 마장동에서 청계로를 거쳐 3.1로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완성하려 했지만 철근 수 이 원활하지 못하여 일정이 뒤로 미 졌

다.183) 서울시가 고가도로 건설에 필요한 4000톤의 철근  1000톤 밖에 확

179) 경향신문 1968. 4. 16. 

180) 경향신문 1968. 3. 21; 경향신문 1968. 6. 14; 매일경제 1968. 7. 8.  

181) 매일경제 1968. 4. 28.

182) 서울특별시, 고가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자본재 도입 계약인가신청 (서울특별시, 1968), 국가기록

원 관리번호 BA0147749.

183) 경향신문 196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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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지 못하여 공사가 단되었던 것이다. 당시 시 에서 철근을 구할 수가 

없음에도, 서울시가 68년 10월부터 계획 없이 원남동, 신설동 등에 고가도로

를 착공하기 시작하여 생긴 문제 다. 

고가도로계획은 건설 도  여러 차례 변화하 다. 이는 문가들의 비

과 계 부처의 반  때문이기도 하 지만, 서울시 도시 상황의 변화에 맞게 

서울시가 유동 으로 응한 때문이기도 하 다. 1968년 8월 14일 서울시는 

고가도로 건설 계획을 당  청계로를 거쳐 세종로를 통하여 서 문을 거쳐 

연희동까지 연결하려던 것에서 삼일로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하나는 퇴계로, 

서울역  앙수산시장 등을 거쳐 북아  입체교차로로 연결하고, 다른 하

나는 곧 건설될 서울 교(  마포 교)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

다.184) 서울시가 노선을 변경한 것은 무엇보다도 남 문에서 앙청에 이르

는 도로가 구보존도로로 지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김 옥은 시청  도로를 

세종로와 같은 비로 넓히려했고 이를 해 덕수궁 한문을 뒤로 어내려 

하 지만, 문화재 원회의 강한 반 에 부딪혔고 결국 남 문에서 화문에 

이르는 도로가 구보존도로로 책정되었다.185) 이에 따라 이 구간에 육교  

고가도로를 건설할 수 없게 되었고, 고가도로계획은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변경된 계획도 그 로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하 다. 최  공사를 

시작하 던 용두동에서 삼일로까지의 구간 이외의 구간을 건설하기 한 

산확보도 어려워졌으며, 철강 차 도 삭감되었고, 기타 자재도 수 할 수가 

없게 되자 서울시는 고가도로 건설 구간을 용두동에서 삼일로로 변경한 뒤 

먼  개통시키기로 하고 다른 구간은 향후 건설키로 결정하 다.186) 축소된 

고가도로는 1969년 3월 22일 개통하 다. 착공을 한지 17개월 만에 총 공사

비 약 16억 원을 들여 만든 길이 3750m, 폭 14m의 4차선 도로 다. 최 의 

공사 계획이 총 연장 20.4km 폭 24m이었던 것에 비하면 1/5수 으로 크게 

어든 것이었고, 이에 따라 도로가 맡은 역할도 최 의 역할과는 많이 달라

184) 이는 고가도로의 한 갈래를 현재의 마포대교를 거쳐 여의도로 이으려는 계획이었다. 당시 서울시

는 여의도 개발에 한창이었기 때문에 이에 맞춰 도심과 여의도를 연결하려던 것이었다. 동아일보 
1968. 8. 14.

185) 동아일보 1968. 8. 22. 

186) 경향신문 1969. 1. 27;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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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차량이 폭주하는 서울거리, 1969. 고가도

로의 끝은 부자연스럽게 하부 도로와 연결한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리번호 1969 

CET0033956

졌다. 도심을 통하는 도로가 아

닌 서울의 동부와 도심을 잇는 도

로가 된 것이었다. 삼일로와 용두

동 양 쪽에서 각각 교  남산 

방향 그리고 마장동 방향으로 연장

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다 보니 <그

림 9>와 같이 도로의 끝을 하부도

로와 부자연스럽게 연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도로 간에는 램

를 건설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

고 임성빈은 “그  기다란 교량을 

도로 에 얹어놓은 것에 불과”했

다고 평했다.187) 

최 의 계획과는 다른 역할과 

모양을 지녔지만 고가도로의 시

인 효과는 분명하 다. 이 도로

는 개통과 동시에 조국의 발 을 

표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언론은 고가도로를 “수도의 동서 맥”, “서울의 

지붕”, “스피드 시 를 여는 고가도로”, “조국근 화와 직결된 쾌속의 다리” 

등으로 묘사했다.188) 서울을 방문한 한 재일교포는 “뻗어가는 고속도로며, 고

가도로, 북악 스카이웨이, 하늘로 치솟는 빌딩은 은 내 나라, 언젠가 동양

의 등불이 될 새나라 임에 틀림없다”고 감탄했다. 서울의 한 주민은 “고속도

로니 고가도로니 해서 거리는 한결 깨끗하고 세련되어졌다. 어느 비오는 밤 

우리가 거리를 지나치다 보면 이곳이 화려한 외국의 도시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 지만 고가도로는 서울시가 기 한 교통난 해소 효과를 거두지 못하

187) 임성빈, ｢서울 600년의 건축적 사건들: 청계고가도로｣ 건축 35권 2호 (대한건축학회, 1991), p. 

65.

188) 조선일보 1967. 3. 23; 매일경제 1969. 3. 22; 경향신문 196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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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한정섭이 우려한 고가도로의 문제 도 개통 뒤 바로 나타났다.189) 첫

째, 출퇴근 시 차량이 몰릴 경우 고가도로 운행 차량은 물론 기존의 도로 통

행까지 막아서 극심한 정체 상이 일어났다. 이는 고가도로의 양 끝을 향후 

연장될 것을 생각하여 경사로로 만들지 않아 도로의 출입을 폭이 좁은 램

에만 의존하 기 때문이었다. 도로 간에 램 를 만들지 않았기에 차량이 

간에 도로를 빠져나갈 수가 없던 것도 교통정체를 가 시키는 요인이었다. 

둘째, 사고에 한 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고가도로 에서 차량의 사

고  고장이 있을 경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었다. 셋째, 고가도로가 생길 

경우 차와 사람이 분리되어 교통사고가 어들 것이라는 상과는 다르게 자

동차의 속도가 높아지다 보니 반 인 사고 우려가 커졌다. 출퇴근시에는 

차로 붐벼 속도를 낼 수 없었지만,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차량이 고

가도로를 고속으로 달렸고 사고 험이 더 커진 것이었다. 여기에 기존의 출

퇴근 교통 인구를 처리할 량 교통수단이 부족한 문제는 여 하여, 출퇴근

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통난에 시달렸다. 

미루어 두었던 삼일로에서 아 입체교차로를 잇는 고가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은 결국 실 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1969년 11월 20일 용두동에서 마장

동을 잇는 구간과 삼일로에서 남산1호 터 을 고가도로로 연결하려는 계획을 

발표하 다.190) 용두동과 마장동을 잇는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기존 계

획 로 지만 삼일로와 남산1호 터 을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계획이었다. 변화하는 서울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바꾼 것이다. 

군사  목 으로 인하여 남산1호 터 의 건설이 추진되자,191) 이를 극 활

용하기 하여 청계고가도로와 연결한 것이었다. 마침 강남개발이 추진되었

189) 경향신문 1969. 3. 24; 4. 2; 4. 10; 5. 2; 5. 27; 6. 13; 7. 1; 7. 31; 동아일보 1969. 3. 

24; 4. 4; 4. 12; 매일경제1969. 11. 13. 

190) ｢고가도로 대폭 연장｣ 매일경제 1969. 11. 20. 

191) 1968년 1월 21일 발생한 김신조 사건과 같은 해 10월 30일 일어난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침투

사건의 영향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을 “싸우면서 건설하는 해”로 삼았다. 이 발표가 있고 3일 

뒤인 1969년 1월 7일 김현옥은 서울시 요새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하나로 남산1,2호터널

이 포함되어 있었다. 남산터널은 전시에는 대피소로, 평시에는 교통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됐다. 손정

목, ｢싸우면서 건설하자- 1·21사태와 그 영향｣ 도시문제 37권 통권 409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2), pp. 94~105.; ｢남산1호터널-서울역 고가도로 개통, 서울의 심장을 고속이 뚫었다｣ 조선일

보 197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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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설 이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종 이었던 제3한강교(한남 교)가 완공되

어 한강이남 지역과 도심의 연결을 원활히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계획 신 삼일로의 지선과 남선 1호 터 을 연결

하여 강남과 도심을 연결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 다. 이 계획에 따라 

1969년 11월에 두 구간 공사를 시작하여 연장 1.4km, 폭 16m인 용두동-마장

동 구간은 7억 1000만 원을 들여 1971년 8월에 완공하 고, 연장 411m, 폭 

10.3~16.0m의 삼일로-남산1호 터  구간은 1억 6000만 원을 들여 1970년 8월

에 완공하 다. 김 옥이 퇴임한 후 서울시장이 된 양택식은 교통난 완화를 

해 청계3가와 청계6가에 각각 상·하행 램 를 설치하고, 삼일로에서 동아

일보까지 고가도로를 연장하며 그 끝을 자연스럽게 도로와 하게 하 다. 

이어 1975년에는 마장동에서 천호동을 연결하는 천호 교와 청계고가도로를 

연결하기 한 연장 465m, 폭 16m의 고가도로 건설과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

던 일부 청계천의 복개를 마무리하 다. 이 사업에 4억 3500만 원이 소요되

었고, 이는 1976년 7월에 완공되었다.192) 이로써 청계고가도로는 구 주자동 

남산 1호 터  입구에서부터 교, 성동구 마장동을 잇는 폭이 10m~16m이

며, 본선연장은 5864m, 램  25개소의 연장의 합이 2528m인 자동차 용도

로로 완성되었다.

192) 임성빈, 위의 글, p. 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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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결론

청계고가도로는 김 옥 시장의 시  도시 건설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

다. 이를 이해하기 해서는 1960년  서울이 처한 도시 문제와 그에 한 

서울시의 처 방식을 악할 필요가 있다. 1960년  서울의 인구는 격히 

증가했지만, 이를 수용할 교통시설, 상하수도, 주택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했

다. 1960년  반 서울시는 소극  건설로 인해 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시의 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보수 으로 서울의 도시문제

에 처하 다.  

하지만 1967년 통령 선거를 해 통령 박정희는 서울의 경 을 근

으로 빠르게 변화시키기를 원해 부산시장이었던 김 옥을 서울시장에 임명

하 다. 김 옥은 극 으로 도시를 변화시키기 해 서울시의 산을 폭 

늘리고, 그  많은 부분을 건설 사업에 투입하 다. 취임 직후인 서울도시계

획을 내놓았지만, 이 계획에 따라 건설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그 신 

시  효과가 높은 도로의 건설, 넓은 지의 조성, 식 건물을 건축하는

데 주력하 다. 그에 반해 서울시는 에 잘 띄지 않는 상하수도시설 확충이

나 교통의 확충, 주거 책 등은 소홀히 하 다. 

청계고가도로는 이러한 김 옥 시장의 시  도시 건설의 일부로 구상되

었지만 수송장교 출신인 김 옥 특유의 교통 정책이 깊이 반 된 구조물이기

도 하 다. 그는 도로를 사람의 에 비유해 도로가 막힘없이 잘 뚫리기만 

한다면 유기체가 건강해지듯이 국가와 도시가 부강해지고 선진화될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노면 교통을 효율화하기 해 도로 건설에 주력하는 것은 물

론 육교, 지하도, 입체교차로 등을 건설하 다. 이런 에서 김 옥에게 청계

고가도로는 매력 인 선택이었다. 

1966년 12월 청계고가도로 건설 계획이 처음으로 서울시민에게 알려졌고, 

1967년 8월 15일 기공식을 했으며, 1967년 10월 공사를 시작했다. 청계고가도

로 건설 계획의 건설 구간은 이후 완공될 때까지 여러 차례 바 었지만, 용

두동에서 삼일로까지의 청계천 복개도로 구간은 변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

가 첫째 박정희 통령의 워커힐 왕래의 편의성을 건설의 최우선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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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했으며, 둘째 토지 보상비를 여 건설비를 감할 수 있던 것이 복합

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고가도로 건설을 해 1967년 3월 건축가 김수근에게 자문을 구

하 다. 김수근은 김종필과 친 한 사이 으며, 외국의 차 을 받을 때 기술

심사를 하던 한국종합기술개발의 부사장과 사장을 지냈다. 서울시 입장에서

는 김수근은 청계고가도로 건설의 정당성을 확보해  보증수표와 같았으며, 

김수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축  이상을 실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기 

때문에 청계고가도로 건설을 비롯하여 세운상가 건설, 여의도 개발 등을 서

울시와 함께 했다. 이들 계획에서 김수근은 선형도시계획을 일 되게 실 하

려고 했고, 이  청계고가도로는 여의도, 등포, 인천까지 이어진 선형도시

를 동서로 잇는 통도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결과 으로 김수근의 도시계획  이상은 청계고가도로 실시설계에 

반 되지 않았다. 청계고가도로가 도시 교통에서 제 로 된 기능을 하기 

해서는 김수근의 선형도시계획 제안과 같은 방식으로 도시계획 자체가 변화

될 필요가 있었지만, 김 옥은 김수근의 계획은 물론 서울시의 기존 도시계

획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김수근이 세운상가와 같이 보행데크를 청계

고가도로에 반 하려고 했지만 김 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가도로 건설은 당시로서는 거 한 사업이었지만, 충분한 검토와 비 

기간을 거쳤다고 할 수 없었다. 먼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가로망 계획과 상

충하 으며, 기공식이 있었던 1967년 8월 15일까지 산도, 실시설계도 이루

어지지 않았고, 1967년 10월에 이르러서야 기  공사비를 확보해 건설을 시

작할 수 있었다.  고가도로 건설로 인한 교통난 해소 효과에 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서울시의 청계고가도로 건설은 여러 문가들과 국회의원들의 비

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러한 비 은 서울시 건설 행정 반으로 확 되었

다. 윤치  시장 당시 도시계획과장을 지낸 한정섭은 청계고가도로 건설 

신 지하철을 건설해야 하며, 고가도로를 짓는다 해도 도심을 통하는 것이 

아닌 도심을 에워싸는 형태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지 했다. 이러한 비 의 

배경에는 청계고가도로가 자신이 계획한 방사형 가로망과 어울리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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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난 해소를 해서는 자동차를 도심에 끌어들이는 신 지하철과 같은 

교통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어 한건축학회와 한

토목학회가 고가도로의 건설을 반 하며, 한정섭의 비 과 서울시의 입장을 

고려한 충안을 내놓았다. 이 충안에는 한정섭이 제안했던 지하철 건설과 

고가도로 건설을 모두 유보하는 신, 서울도시계획에서 정한 가로망의 틀을 

유지하면서, 노면 교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이 담겨 있었다. 각각 

도시계획과 건축의 문가인 박병주와 김 업은 물론 여러 국회의원들도 고

가도로 건설을 비롯한 서울시의 건설 행정이 반 으로 시 이고, 무계획

이라고 비 했다. 

경제기획원, 건설부, 재무부와 같은 계부처에서도 서울시의 건설 행정에 

호의 이지 않아 고가도로 건설 산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문가의 반 와 계부처의 반  의견과 상 없이 자신들이 추진

한 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 독특한 치에 있었기 때문에 청계고가도로 건설

을 계속 추진하 다.

하지만 이러한 호의 이지 않은 조건과 산의 부족 등의 각종 제약들로 

인하여 서울시는 고가도로계획을 축소, 변경할 수밖에 없어, 마장동에서 연희

동까지 건설하겠다는 최  계획과 달리 1969년 3월 22일 용두동~삼일로 구

간만을 1차 개통하 다. 이때 완공된 청계고가도로는 근  외양으로 인하

여 시  효과를 달성했으나, 하부도로와 연결이 제 로 되지 않아 자동차 

고속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극심한 혼잡을 가져왔다. 게다가 

이어진 2, 3차 건설에서는 군사  긴장과 강남개발 등과 같은 여러 우연  

요소로 인해 애 의 계획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건설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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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ggye Expressway is a structure that symbolizes ostentatious city 

construction of Seoul in the 1960's.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of Cheonggye Expressway so far and relevant 

studies have just briefly explained the background of construction of the 

elevated highway. There are conflicting views on Cheonggye Expressway. 

Some see it as a symbol of success of Seoul's development, which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eoul's city traffic. Others say it was a product of 

indiscriminate developmentalism in the 1960's, which blocked traffic flow 

of the city and undermined its pedestrian environment. Jeong-Mok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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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one of the few researchers who conducted a study on Cheonggye 

Expressway, left a remark on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construction 

of the overpass. He argued that Hyeon-Ok Kim, the mayor of Seoul in 

the late 1960's, constructed Cheonggye Expressway to help then-President 

Chung-Hee Park conveniently go back and forth from the Blue House to 

Walkerhill Hotel located in Eastern Seoul. 

In this research, firstly, it is explained that then-Mayor Hyeong-Ok 

Kim's personal experience was deeply reflected in the construction of 

Cheonggye Expressway and other city planning theories which competed 

in the process of Seoul's construction were not reflected in actual 

construction. Mayor Kim implemented a number of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projects which had a great effect as a symbol of 

development, to rapidly change Seoul's landscape. Notably, his main focus 

was construction of roads, which had been influenced by Kim's career 

built during his military service. Mayor Kim wanted to enhance 

road-related infrastructure rather than expanding public transportation, as 

a way to address city traffic problems. Accordingly, he constructed 

pedestrian overpasses, underpasses, interchanges, and elevated highways. 

Construction of Samil Expressway (Cheonggye Expressway) which was 

planned at the end of 1966 can be understood from this perspective as 

well. 

For the construction of Cheonggye Expressway, the city of Seoul asked 

for advice from Su-Geun Kim, an architect, in March 1967. For Mayor 

Hyeong-Ok Kim, he was an architect to secure legitimacy for the 

construction of Cheonggye Expressway, a personal connection to facilitate 

the regime's permission of the construction, and a government official to 

enable vice-minister's approval. For Su-Geun Kim himself, Cheonggye 

Expressway was a good opportunity to realize his architectural ideal. He 

consistently tried to materialize his linear city planning in th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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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heonggye Expressway, Sewoon Arcade, and the overall development 

plan for Yeouido.  

However, Su-Geun Kim's ideal for city planning was not reflected in 

actual design of Seoul's infrastructure. Mayor Hyeon-Ok Kim did not 

apply not only the street network in Su-Geun Kim's linear city planning 

but also the radial street network in the city construction plan announced 

in early years of Mayor Kim's term, which had been prepared from the 

term of his predecessor Chi-Young Yoon. The reason was because Mayor 

Hyeon-Ok Kim's way of city construction did not value city planning that 

much. 

Secondly, it is demonstrated in this research that the construction of 

Cheonggye Expressway was performed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plan, 

because of a series of oppositions, financial constraint, and coincidences. 

Seoul's city planning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Cheonggye Expressway 

was not welcomed by experts,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Jeong-Seop Han, who had served as the director of 

city planning department at Seoul City Government during the term of 

Hyeon-Ok Kim's predecessor Chi-Young Yoon, argued that subway 

needed to be constructed instead of Cheonggye Expressway and that the 

plan for construction of the highway did not conform to the existing city 

planning and did not help mitigation of traffic congestion. Then,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and the Korea Society of Civil Engineering 

criticized the pla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overpass and suggested a 

compromise plan. National Assemblymen from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lso criticized the construction of the expressway and Seoul's city 

construction administration. Plus, the central government also did not like 

Seoul's city planning and refused to offer budget support.

Eventually, because of the opposition, lack of budget, and coincidental 

factors of the times such as development of Gangnam Distric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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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tension, the plan for construction of Cheonggye Expressway was 

scaled down and modified. Differently from the initial plan to build the 

elevated overpass from Majang-dong to Yeonhee-dong, Cheonggye 

Expressway that extended from Yongdu-dong to Samil-ro was initially 

opened to traffic on March 22, 1969. Chonggye Expressway was completed 

with a modern appearance, but it failed to perform its intended function 

in transportation, because of a structural limit. In addition, the design for 

the second and third additional construction of the overpass becam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plan, in consideration of military tension with 

North Korea and connection with newly-developed Gangnam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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