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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심부 유휴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 서울시 중구 다동(茶洞)의 사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백 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한 상 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전국 곳곳이 폐허로

변한다. 이후, 수도 서울은 수복 이후에야 겨우 도시 재건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여, 70·80년대 활발한 도심부재개발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도심부(한양도성)의 모든 지구·구역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

고, 2016년까지 약 27%가 미시행상태로 남는다. 그렇다면 과연 도

시 계획자와 기획자는 그들의 이상적인 도시계획이 이토록 오랫동

안 실현되지 못하고, 미시행지구의 노후한 건물과 시행지구의 대형

업무시설이 여전히 공존할 것이라고 예상했을까?

본 연구는 애초 도시 계획자나 기획자가 예상치 못한, 시행지구

와 미시행지구 그리고 미완성 기반시설 등이 나란히 공존하는 현

재 우리나라의 도시적 상황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이러한 공존

의 상황은 결국, 도시란 그 자체로 다양한 것(사람, 건축, 도로, 길,

프로그램,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한데 모여 이루는 하나의 ‘군집

(群集)’으로, 끊임없이 적응·진화·퇴행을 반복하는 것임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이며, 이 속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현상과

이에 대한 탐구는 우리나라의 도시가, 더 나은 도시로 적응 및 진

화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존의 상황이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와 개발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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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로 인해, 시행지구, 미시행지구, 미완성 기반시설 등이 공

존하는 현재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서울을 포함한, 지방 중·소규모 도시의 도심부 곳곳에

서 기반시설의 완성을 위해 확보한 필지가 재개발 지연에 따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며 지역과 지구의 활력을 떨어뜨리

고 있지만, 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뤄지고 있지 않

기 때문이다.

셋째,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보다는, 기존의 도시적 상황과 환경을 존중하며, 이를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도시 패러다임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주로 시행지구와 미시행지

구가 만나는 접점부에서 공원, 계획도로, 주차장 등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되거나, 단순히 방치되고 있는 서울시 중구

다동구역의 필지를 주 대상으로 설정하여, 현장조사 및 관찰을 진

행하였다. 이는 가장 먼저,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의 미완성 기반

시설용 필지 종류를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에 의해 활발히

활용되는 개별 필지의 구성요소나 활용양태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

인 데이터를 축적·분석하기 위함이다. 결국,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

상적인 현상(Phenomena)을 반영하는 데이터는 향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필지를 대상으로 ‘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과 같이 소규모 도시 실험(Urban Experiment)을 계획

및 실행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동구역의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의 개별 필지 3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조사와 관찰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도출한 고려사항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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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도시 실험을 위한 대상지의 요일 및 시간대별 활용양태에

관한 데이터를 현장관찰을 통해 축적하는 것이다.

둘째,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시 실험을 통해 활성화할, 공

략 요일 및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셋째, 도시 실험의 목적에 따라 이용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물리적 구성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최소한

의 계획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

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상구역을 다동으로 한정 지어 바라보았기 때문

에, 다동구역이 주변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다른 구역의 접점부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현상 등은 어떤 것

이 있는지 등을 정리·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

다. 또 제한적인 기간의 내용을 연구의 데이터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날씨나 계절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한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찰방법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어떤 요소로 구성된 곳이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식의 결과론적 추론은 가능하겠지만, “어떤 요소로 인

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식의 인과적 추론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애초에 본 연구의 목표는 서울의 도심부 곳곳에 모두 적

용 가능한 일반해(General Solution)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

다는 각기 다른 공간과 장소의 상황과 현상에 맞는 특수해

(Particular Solution)를 구하기 위해, 조사 및 관찰방법론을 다듬

고, 이를 특정구역을 대상으로 적용해보는 데에 무게를 두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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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현장조사 및 관찰방법론 혹은 축적한 데이터는 추후 서울 도

심부의 유휴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택티컬 어바니즘과 같은 소규모

도시 실험을 진행할 경우, 기본지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는 시행과 미시행지구 공존의 측면에서 서울

의 도심부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고, 기존 도시

공간관리범주에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를 포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또한, 도시와 건축이 정

치·사회·문화적인 거시적 맥락과 주변 도시·건축적인 미시적

인 관계망 속에서 어떻게 변화 및 적응하는지 이해하는 데에

도 큰 도움을 주는데, 결국 도시란 어떤 일관된 이론을 통해

설명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어떤 도시도 기획

자나 계획자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고, 의외의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주요어 : 도심부재개발, 도시재생, 시행지구, 미시행지구, 유휴공간,

현장조사, 현장관찰, 공공생활 연구, 택티컬 어바니즘

학 번 : 2016-2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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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서울시는 1973년 최초로 도심부 내 소공, 장교, 다동 등 11개 구역1)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1980년대 활발하게 사업을 시행한다. 하지

만 도심재개발은 지정지구 전체가 재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

르게 됐다2). 이는 당초 도시계획자나 기획자가 예상치 못한 시행과 미시

행지구 그리고 두 곳의 접점부가 공존하는 상황이 서울시 도심부 곳곳에

벌어졌음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시행지구 업무시설이 세련된 고층빌

딩이 아니라 미시행지구의 노후한 건물과, 넓은 가로가 아니라 좁은 골

목길과, 완성된 정형의 공원이 아니라 부정형의 반쪽짜리 소공원과 맞닿

게 된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도심부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

기 위해, 2017년 5월 22일 중구 무교·다동을 대상으로 제 1호 ‘서울형 도

심활력프로젝트(Town Management)’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와 일본의 ‘AM(Area

Management)’와 같이, Bottom-up형태 즉, 민간이 도시재생의 계획, 유

지, 관리 등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서울형 도심활력프로젝트(Town Management)’를 도입하기 위해 진행되

어, 2017년 10월에 공개된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통합관리(타운매니

지먼트) 운영기획 연구』에서는 시행과 미시행지구 그리고 그 접점부에

서 벌어지는 현상과 그 특성에 관해 주목하지 못하고, 다시금

Top-down방식의 환경개선이나 공간창출에 급급한 한계를 보인다.

1) 11개 구역: 소공, 서울역-서대문1·2·3, 을지로1가, 장교, 다동, 서린, 적선, 도렴구역. 서

울특별시 2000, �都心再開發事業沿革誌도심재개발사업연혁지�, p.10.

2) 서울 도심부(한양도성) 내, 약 27%가 미시행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

2016, �2025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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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도시 패러다임은 장기간 소요되는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를 지양하기 때문에, 계획 및 진행 중인 재개발 프로젝트도 장기간 지연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시행지구, 미시행지구, 미완성 기반시설이 공존

하는 현재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

다. 하지만 기존 유휴공간, 자투리 공간, 사이공간 등에 관한 담론은 주

차장, 공원,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미완성함에 따라, 생겨나는 유휴 도

시공간(=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을 다루지 못해, 그동안 이를 효율적으

로 관리 및 활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내 도시계획 혹은 도시

설계는 이러한 유휴 도시공간을 도시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단순히 방치

할 것이 아니라, 공공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소규모, 소

자본의 단기 도시 실험(Urban Experiment)이 도심부 곳곳에서 활발히

일어나, 지구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이를 촉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의 중·소규모 도시에도 굉장히 유

효한 도시·건축 연구 및 계획방법론이기 때문이다.

1.1.2. 연구의 목적

따라서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행지구, 미시행지구, 미완성 기반시설 필지가 서울 도심부 곳

곳에 공존하게 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부터, 도시

설계, 도심부재개발, 도시재생의 개념이 등장한 60·70년대부터 2018년까

지의 궤적을 역추적 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구역으로 설정한 서울시 중구 다동(茶洞)을 중심

으로, 그곳의 시대별 기본계획 변화 및 형성과정(도시조직 및 용도변화)

을 되짚어보고, 시행과 미시행지구가 공존하는 현재의 상황이 빚어낸 도

시적 현상을 관찰 및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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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도심부의 유휴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기존 자투리 공간, 유휴부지, 유휴공간 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유휴 도시공간인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를 다동구역을 대상으로

도출한 후, 이를 유형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동구역의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 필지 3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현장관찰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한 후, 추후 소규모 도시 실험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고

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 5 -

그림 2-1. 대상구역의 위치와 주변현황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1)연구의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대상구역은 중구의 다

동(茶洞)을 포함하는 도심재개발

지정구역으로, 1973년 최초로 도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뒤, 중심

업무지구(CBD3))로 집중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한양도성 경계

안에 위치하여, 근·현대의 각종 역

사자원과 더불어 시행과 미시행지

구가 공존하는 상황4)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곳이자, 우리나라에서 가

장 긴 재개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3) 중심업무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는 도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비록

도시의 좁은 공간을 점유하는 지역이지만 그 기능은 매우 다양하며, 도시경제·사회의 중

요도가 높은 지역으로 주로 접근성과 교통여건이 좋은 도시 주요지역에 형성된다. 특히,

전문적 기능이 수행되는 중심업무지구는 고층·복합건물이 밀집되고, 최고의 지가를 나타

내며 자동차와 보행자의 유동과 교통밀도가 도시 내에서 가장 높게 형성된다. 이러한 중

심업무지구에서는 전문직과 일반업무의 사무실, 은행의 본점, 유명백화점, 고급상점과 음

식점, 극장, 호텔 등 비거주기능이 다수 입지한다. 그 결과 중심업무지구에는 유동인구는

많지만 상주인구가 적어 주간과 야간인구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으로써 도심공동화

현상을 야기하기도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http://urban.seoul.go.kr/4DUPIS/wordsearch/main.do, 참고 및

부분인용.

4) 2017년 기준, 다동구역은 3개소의 미시행지구가 존재하고 있다. 다동구역의 역사문화

자원으로는 무교로, 남대문로9길 등의 옛 길이 있고, 등록문화재 1개소(구 미문화원), 근·

현대 건축자산 2개소(임영빌딩, 체육회관), 생활유산 3개소(부민옥, 남포면옥, 재령집)가

있다. 서울특별시 2016, �2025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p.2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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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역명 지정 가구 수 미시행 가구 수 미시행률 비고

1 적선·도렴·세종로구역 28 7 25%

2 청진구역 14 5 35.7%

3 공평구역 10 2 20%

4 중학·중학2구역 3 1 33.3%

5 서린구역 13 2 15.3%

6 신문로2구역 11 3 27.2%

7 무교·다동구역 35 6 17.1% ※다동구역, 17.6%

8 을지로2가구역 14 2 14.2%

9 명동구역 5 1 20%

10 장교구역 5 1 20%

11

서울역-서대문1·2구역(북측) 8 2 25%

순화구역 2 1 50%

마포로5구역 2 1 50%

12 서울역-서대문1·2구역(남측) 7 0 0%

13 서소문구역 18 3 16.6%

14 소공4구역 9 8 88.8%

15 남대문구역 15 5 33.3%

16 회현구역 7 1 14.2%

17 양동구역 10 3 30%

18 동자동구역 6 0 0%

출처: 서울특별시 2016, �2025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pp.187-258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표 1-1. 도심부재개발 구역별 미시행률 

다동구역은 2017년 기준, 약 17.6%의 미시행률을 보이고 있다(표1-1

참조). 이는 도심부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타 구역의 미시행률에 비해,

높지 않은 숫자이다. 하지만, 다동구역의 경우, 다른 구역과 달리, 미시행

지구 건물군이 을지로3길과 다동길을 중심으로 모여, 연속성 있는 가로

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구역과 달리 특이하다. 또한 전통적으

로 요식업이 밀집해, 업무지구나 주변 관공서의 배후역할을 했다는 점도

큰 특징 중 하나이다.

한편, 다동구역은 2017년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인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의 테스트베드(Test Bed) 대상지로 선정되어 연구 사업이 진행된

곳이다. 따라서 가장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도심부 도시재생사업

의 접근방식과 성과의 지향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동에

대한 우선적 연구가 꼭 필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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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주제

1

공공공지, 

공개공지, 

전면공지,

조경공간

김민주·양승우 (2015)
“공공성 차원에서 공공공지와 공개공지 행태유형별 특성 비교연구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이상민·김영현 (2012)
�도시 공공공간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개공지 제도 개선방안 연

구�

김지엽·배웅규·한지형 (2010) “건축선후퇴에 의한 전면공지의 법적 한계와 개선방향”

여혜진·한광야 (2010) “건물전면공간 디자인을 통한 보행활성화 전략”

이현선·김용승 (2009)
“국내 공개공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중구를 중점으로-”

2 유휴공간

김상훈·남진 (2016)
“유휴공간 유형별 특성 분석과 도시재생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기법

에 관한 연구”

이종민·이민경·오성훈 (2016)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방안�

이훙 (2015)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 창조공간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선·김경숙 (2014)
“도시 어메니티를 위한 유휴공간 활용사례 연구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중심으로”

김연진 (2009) “유휴공간 문화적 활용의 의의와 방향”

3 자투리공간
신명·최춘웅 (2011)

“도심 주거지역의 자투리땅(mini-lot) 발생 현황 및 활용도에 관한 연

구 -서울 4곳 주거 전용 지역을 중심으로”

최이명·박소현 (2006) “저층밀집주거지내 가로의 보행환경 개선방안연구”

4 사이공간

백승헌·이은주·

김보민·이상호 (2013)
“건축물 사이 공간의 실태조사 및 문제점 고찰”

박혁신·강준모·황기연 (2007)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대학교 주변지역 활성화방안 연구”

박지혜·최준성·오덕성 (2007)
“도시 공간 활성화를 위한 사이 공간의 디자인과 네트워크 –대전 구도

심을 중심으로”

이유정·김광수 (2005)
“상업 지역의 장소 정체성 형성을 위한 사이 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

구 –신촌 지역의 한 블록을 중심으로”

성제혁·신용호·

박찬돈·이상홍 (2005)
“대구 도심 상업건물 사이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표 1-2. 도심부 유휴공간에 대한 선행연구표. 

(2)연구의 물리적 범위

본 연구는 다동 내 시행지구의 업무시설과 미시행지구의 주점 및 음식

점 사이에 존재하는 접점부인 유휴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기

존 ①공공공지, 공개공지, 전면공지, 조경공간, ②유휴공간, ③자투리 공

간, ④사이공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한, 유휴 도시공간(시

행·미시행지구 접점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 지역이나 지구

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

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는 도심부

의 다양한 성격의 공간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 <표 1-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기반시설을 완성하기 위해 확보되었으나, 추가적인 필

지확보가 지연되어, 지목(地目)대로 사용되지 않는 필지를 주된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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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어정의 설명 및 다이어그램 출처

1

공공공지, 

공개공지, 

전면공지,

조경공간

이상민·김영현 (2012), �도

시 공공공간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개공지 제도 

개선방안 연구�, p.11 내용

을 바탕으로 재작성

2 유휴공간

-빈 토지(Vacant Land)

-기개발지(Brownfield)

-방치자산(Abandoned Property)

-버려진 토지(Derelict Land)

-미지의 땅(Terra Incognita)

-공간 속의 공간으로 방치되고 버려진 공간

-도시계획·개발의 미흡한 관리와 계획이 실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공간

이종민· 이 민경· 오성훈 

(2016),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방안�, 

pp.13-14 인용

3 자투리공간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대지

-건축선이라는 제도적 경계로 인해 생성된, 건축할 수 없는 대지(주로 협소

하고 비정정형임)

신명·최춘웅 (2011), “도심 

주거지역의 자투리땅

(mini-lot) 발생 현황 및 활

용도에 관한 연구 -서울 4

곳 주거 전용 지역을 중심

으로”, p.147 부분인용

4 사이공간

-건축물과 건축물의 사이(도시가로와 접한 공간)

백승헌·이은주·김보민·이상

호 (2013), “건축물 사이 공

간의 실태조사 및 문제점 

고찰”, p.263 인용

-가로형 

박지혜· 최 준성· 오덕성 

(2007), “도시 공간 활성화

를 위한 사이 공간의 디자

인과 네트워크 –대전 구도

심을 중심으로”, p.208 내

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광장형

-무계획형

표 1-3. 선행연구와 용어사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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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적도 및 도면 설명 출처 및 비고

1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시행지구 업무시설 재

개발 당시, 기반시설용 

필지를 관(官)에 기부

채납, 이를 보여주는 

지적 관계도

박주현 2017, 

“서울 사대문안 도심 

속의 제3공간에 관한 

연구-서울 중구 

다동을 중심으로”, 

p.71. 참고 및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2

-다동구역의 시행지구, 

미시행지구, 기반시설 

확보필지의 지적현황

토지이용규제서비스 

지적도열람을 통해 

재작성,

http://luris.molit.go.kr/

web/index.jsp

3

-시행지구와 미시행지

구가 만나는 접점부 

도면현황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표 1-4. 다동의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 생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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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다. 이들 필지는 주로 공원, 계획도로, 주차장 등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되거나, 화분이나 볼라드를 설치하여 방치되는 곳

이 대부분이다(표1-4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행·미시행지

구 접점부에 기반시설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필지를 유휴 도시공간이

라 부르고, 이곳에 관한 현장조사(물리적 요소, 프로그램 요소) 및 현장

관찰(접점부 활용양태) 진행하도록 하겠다.

(3)연구의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대상구역의 기초조사 및 기본조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1967

년 이후부터 2018년의 5월까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표1-5 참조). 이

는 연구에서 사례로 다룰, 다동구역 내 시행지구의 개발시기가 지구에

따라 다르며, 기반시설 역시, 시대별 재개발 추진경과에 따라 조금씩 완

성돼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과 시대별 유휴 도시공간의 활용양태의 특

징 등을 추적 및 확인·기록하기 위해서는 과거 기초조사와 계획보고서

등을 참고해야만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적 최근인 2015~2018년에 도심

부의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 및 공청회 자료

를 참고 및 분석하여, 최근 도심부를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의 수법이 어

떠한 기조 아래 수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

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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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주제

서울시 

도시계획
단행본

서울특별시 (2014)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특별시 (1999) �서울역사총서(2)-서울건축史�

서울시 

도시재생

단행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018)
�서울형 도시재생 4.0 -4대 부문 20개 과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018)
�서울형 도시재생 종합백서 ‘서울 꿈틀, 재생 꿀팁’�

서울특별시 (201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공청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018)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주민 공청회자료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018)
「서울형 도시재생의 미래 대토론회」

중

구 

다

동

도심

재개발 

기본계획

변화

(필지 및 

가로조직의 

변화)

단행본

서울특별시 (2017)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운영기획 연구�

서울특별시 (2016)
�2025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서울특별시 (2015) �역사도심 관리지침-본보고서2�

서울특별시 (2010) �2020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별 개발유도지침�

서울특별시 (2004)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 사업부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유도방향�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삼림컨설턴트 (1996)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1994)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 

(1990)
�서울시 도심재개발 도시설계연구�

서울특별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계획연구소 

(1976)

�무교 다동 및 서린지구 재개발기본계획�

서울특별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계획연구소 

(1973)

�무교 및 다동구역 재개발사업 기초조사�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부설 

응용과학연구소  (1971)

�소공 및 무교지구 재개발계획 및 조사설계 : 다동지구�

서울특별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공편 

(1967)

�재개발지구계획보고서: 무교지구�

재개발 

경과
단행본

서울특별시 (2000) �도심재개발사업연혁지都心再開發事業沿革誌�

서울특별시 재개발과 

(1996)
�도시재개발사업추진현황�

서울특별시 재개발과 

(1994)
�도시재개발사업추진현황�

서울특별시 재개발과 

(1986)
�도시재개발사업추진현황�

저층부 

용도 

분포변화

단행본 서울특별시 (2004)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도심부 토지이용 및 

경관변화-1980년대와 2003년대의 서울 도심부 비교�

논문 유재형·김기호 (2006)
“서울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건물용도 변화에 관한 연구: 

다동(茶洞)구역의 건물용도 및 임대료 관계특징을 중심으로”

관련 논문

학위

논문
박주현 (2017)

“서울 사대문안 도심 속의 제3공간에 관한 연구: 서울 중구 

다동을 중심으로”

논문집
한상우·백진 (2017)

“저성장시대에 대응하는 업무지구의 자생적 변화: 서울시 중구 

다동(茶洞)의 시행지구 건축물 사례를 중심으로”

배웅규·김원 (2016)
“도심부 활력지속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미시행지구의 

특성분석 및 역할 규명 연구”

표 1-5. 참고자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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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방법

(1)공공생활 연구(Public Life Study)와 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5)

본 연구에서는 ‘공공생활 연구(Public Life Study)’의 연구방법론과 ‘택

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의 계획방법론을 참고 및 활용하여,

서울시 중구 다동의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의 현장조사(물리적 구성요

소와 프로그램 조사) 그리고 현장관찰(요일 및 시간대별 활용양태 관찰)

을 진행할 것이다. 두 분야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생활 연구6)는 기존 모더니즘 도시설계가 도시에 미친 부정

적인 영향과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의 구조와 환경을 네이버후드의 커뮤

니티와 보행친화적인 도시로 재편하기 위한 대안적인 연구방법론이다.

이미 1960년대부터 대학을 중심으로 공공생활 연구가 진행됐지만, 본격

적으로 꽃을 피운 것은 지속가능성, 거주적합성, 삶의 질, 공공공간, 공공

생활 등의 키워드가 비중있게 등장하기 시작한 21세기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1916-2006), 윌리엄 화이

트(William H. Whyte, 1917-1999), 앨런 제이콥스(Allan Jacobs, 1928-),

얀 겔(Jan Gehl, 1936-),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

1936-) 등이 있는데, 이들은 건축과 도시를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적 토

대에서 벗어나,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현상에 주목·관찰하고자 했다.

5) ‘공공생활 연구(Public Life Study)’와 ‘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도록 하겠다.

6) 공공생활 연구가 태동할 무렵에 건축 분야에서는 전통적 도시의 장점을 재발견 했고,

1980년대 알도로시와 크리에 형제를 필두로 도심을 재해석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건축

학 조류가 등장했다. 또한, 1993년에는 ‘뉴 어바니즘(New Urbanism)’ 운동이 시작됐다.

‘뉴 어바니즘’과 ‘공공생활 연구’는 모더니즘과 충돌하고, 네이버후드와 친숙한 보행환경

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뉴 어버니스트가 도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공공생활 연구자는 사람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구별된

다. 얀 겔; 비르깃 스바 지음, 윤태경; 이원제 옮김 2014, 『인간을 위한 도시 만들기_도

시 공간과 삶 연구』 (Jan Gehl; Birgitte Svarre 2013, HOW TO STUDY PUBLIC

LIFE, ISLANDPRESS, Washington), 비즈앤비즈, 서울, p.69 참고 및 부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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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생활 연구(Public Life Study) 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

주
관심
대상

도시의 
공공공간

광장, 도로, 가로 등 유휴 
도시공간

a.과도하게 계획된 도로나 주차장

b.재개발 지정 후 착공 전
혹은 착공 이후 완공 전까지 일부 공간

c.공원의 일부

강점 공간과 장소의 관찰(질적평가)을 
위한 연구방법론

공간과 장소의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방법론

(재료선정 및 프로그램 제안)

한계
비활성화된 곳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방법론이 부족
비활성화된 현장에 어떤 연구방법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파악할 것인지에 관한 관찰방법론이 부족

표 1-6. 공공생활 연구와 택티컬 어바니즘의 주요내용

다음, 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은 북미를 중심으로 도시의

유휴공간, 유휴부지를 단기간, 저비용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장기간의

변화를 촉진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2008년 서브프라

임 모기지 사태를 기점으로 발생한 전 세계적 경제 침체와 저성장, 저출

산, 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미를 포함한, 여러 선진국에서 새로운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과

대규모 개발 보다는 쇠퇴하고 활력을 잃어가는 도시를 재활성화 시키기

위해, 창의적인 소규모 도시 실험을 통한 도시재생의 움직임이 유휴공간

이나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실험은

간단하게 의자나 테이블 등의 거리가구(Street Furniture)를 두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적은 비용을 들여서 단기간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거

쳐, 활성화를 위한 최적화된 전략을 찾아나가는 것이 큰 특징이다. 결국

이들의 목표는 단기간의 전략적 계획 및 실행 그리고 일시적 활용을 통

해, 장기간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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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전에 일시적인 설계와 적용을 통해, 도시설

계의 실제효과를 빠르게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택티컬 어바니즘은 위

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Guerilla Urbanism, Pop-up Urbanism,

Trial-and-error Urbanism, DIY Urbanism, Spontaneous Urbanism,

Ad-hoc Urbanism, Informal Urbanism으로 불리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위의 두 분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공공생활 연

구와 택티컬 어바니즘이 서로의 한계를 적절히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공생활 연구분야의 경우, 주로 연구의 대상이 애초에 공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광장이나 거리가 주를 이루지만, 택티컬 어바니

즘은 도시 속 다양한 성격의 공간7)에 주목한다. 또한 공공생활 연구에서

는 공간의 관찰(질적 평가)을 위한 이와 관련한 연구방법론을 체계적으

로 분류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그 다음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계획방법

론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택티컬 어

바니즘은 공공공간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관찰 및 분석방법론이 뚜렷

이 존재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실행단계에서는 재료선정의 기준이나, 활

용, 프로그램 제안과 같은 구체적인 디자인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두 분야를 전략적으로 조합 및 활용하여, 연구대

상지를 관찰 및 분석하고자 한다(표1-6 참조).

위의 두 방법론에서 주로 참고한 단행본 및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표1-7 참조).

먼저, ‘공공생활 연구’에서는 주로, 덴마크의 건축·도시학자인 얀 겔

(Jan Gehl, 1936-)의 텍스트 『Life Between Buildings』8)(2001),

『Cities for People』9)(2010), 『HOW TO STUDY PUBLIC LIFE』10)

7) 택티컬 어바니즘은 공개공지, 조경공간, 전면공지, 공공공지, 도로, 가로, 주차장 등의

다양한 공간에 주목한다.

8) 얀 겔 지음, 김진우; 이성미; 한민정 옮김 2003,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 (Jan Gehl;

translated by Jo Koch 2001, LIFE BETWEEN BUILDINGS,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푸른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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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출판

년도
제목

공공생활 연구

(Public Life Study)

단
행
본

얀 겔

(Jan Gehl, 1936-)

2013 『HOW TO STUDY PUBLIC LIFE』

2010 『Cities for People』

2001 『Life Between Buildings』

논
문 조연경·우신구 2011

“도시어촌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시 해운대구 

청사포를 대상으로-”

택티컬 어바니즘

(Tactical Urbanism)

단
행
본

THE STREET PLANS 

COLLABORATIVE
2016

�TACTICAL URBANIST’S GUIDE TO MATERIALS AND 

DESIGN VERSION 1.0�

MIKE LYDON

·ANTHONY GARCIA 
2015

�TACTICAL URBANISM: Short-term Action for 

Long-term Change�

THE STREET PLANS 

COLLABORATIVE
2012

�TACTICAL URBANISM 2: Short-Term Action, 

Long-Term Change�

표 1-7. 공공생활 연구와 택티컬 어바니즘 참고자료표

(2013)와 선행연구 조연경·우신구(2011)11)의 내용과 분석방법을 참고 및

활용하였다.

다음, ‘택티컬 어바니즘’에서는 북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THE

STREET PLANS COLLABORATIVE에서 엮은 택티컬 어바니즘의 주된 내용

과 실행 가이드라인인 �TACTICAL URBANISM 2: Short-Term Action,

Long-Term Change� (2012), �TACTICAL URBANIST’S GUIDE TO

MATERIALS AND DESIGN VERSION 1.0� (2016) 그리고 위 단체를 이

끄는 수장인 MIKE LYDON이 ANTHONY GARCIA와 출판한

�TACTICAL URBANISM: Short-term Action for Long-term Change� (2015)

의 내용과 설계가이드라인을 참고 및 활용하였다.

현장조사와 관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5장 2절 ‘접점부 개별

필지 현장조사 및 관찰’의 서두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9) 얀 겔 지음, 이영자 옮김 2014, 『사람을 위한 도시』 (Jan Gehl 2010, Cities for

People, ISLAND PRESS, Washington), 국토연구원, 세종시.

10) 얀 겔; 비르깃 스바 지음, 윤태경; 이원제 옮김 2014, 『인간을 위한 도시 만들기_도

시 공간과 삶 연구』 (Jan Gehl; Birgitte Svarre 2013, HOW TO STUDY PUBLIC

LIFE, ISLAND PRESS, Washington), 비즈앤비즈, 서울.

11) 조연경·우신구 2011, “도시어촌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시 해운대구 청사포를

대상으로-”, p.170 표6. 행위 범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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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구성 및 흐름

-이론적 고찰

먼저, 2장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계획, 도심부재개발, 도시재생 개념의

등장배경과 시대별 경과에 대해서 고찰한다. 각각의 개념이 태동하게 된

배경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계획, 도심부재개발, 도시재생의 관계 속에서 각각의 개념이

등장한 배경 및 현재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다동구역에 관한 예비적 고찰

다음 3장에서는 그리고 대상지인 서울시 중구 다동(茶洞)의 기본계획

변화와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다동 내 시행·미시행지구 그리고 미완성

기반시설 필지가 공존하게 된 경위를 밝힌다. 기본계획의 변화를 살펴보

는 이유는 계획기반시설 완성의 지연에 따라, 추가 필지확보계획이나 유

휴 필지사용 계획변화가 변화하기 때문인데, 결국 이러한 계획의 변화가

시대별 다동구역의 도시조직의 변화 및 현재 다동구역 내 유휴 도시공간

즉, 시행·미시행지구의 접점부의 유휴필지 활용양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다동구역의 현황을 시행지구와 미시행지구로 나누어

보다 면밀히 살펴본다. 시행과 미시행지구가 만나는 접점부의 현황을 정

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행지구와 미시행지구가 공존의 상황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역 내 전

체 개별사례를 관찰 및 분석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모든 개별사례를 포

괄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것보다, 주요한 특성을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다동구역 내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더욱 효

과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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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구역의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 도출 후, 현장조사와 관찰을 진행

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시행지구와 미시행지구가 만나는 접점부에서 구

체적인 대상을 도출하고, 실제적인 현장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한다. 이

를 위해서 먼저,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 4곳의 활용양태를 조사 및 정

리하고, 그 다음으로 현장조사와 관찰을 진행 할 구체적인 분석대상, 개

별필지 3곳을 도출한다. 개별필지에 관한 현장조사(구성요소와 주변 프

로그램 분포현황 파악)와 현장관찰(요일 및 시간대별 옥외활동패턴을 조

사·분석) 데이터를 축적하는 이유는 향후 택티컬 어바니즘과 같은 도시

실험의 본격적인 계획 및 실행을 위해 고려사항 및 시사점 등 주요사항

을 추려내기 위함이다.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마지막 6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서술한 후, 연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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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연구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1장 

서  론  

연구의 배경

도심재개발 구역의 지정과 
재개발의 지연 ▷

시행·미시행지구와 
미완성 기반시설의 공존 ▷

유휴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소자본의 단기 도시 실험 

필요성 대두

연구의 목적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심부재개발, 도시재생에 
관한 개념 및 흐름 파악

▷
다동구역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형성과정, 

현황을 파악
▷

다동구역의 유휴 
도시공간을 발굴하고, 

유형화
▷

대상필지 3곳의 현장조사 
및 관찰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택티컬 어바니즘의 
적용가능성을 논의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물리적 범위

▷
시간적 범위

서울시 중구 다동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 1967-2018년 5월
연구의 방법

공공생활 연구
+

택티컬 어바니즘

공간과 장소의 질적평가를 위한 연구방법론
공간과 장소의 환경개선을 위한 

재료선정 및 프로그램 제안 등 계획방법론
선행연구 고찰

도심부 중심업무지구 도심재개발사업 미시행지구 시행지구 저층부, 가로, 보행
연구의 차별성 및 의의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의 
형성 및 활용양상에 대해 
시대별로 조사 및 정리

시행·미시행지구의 접점부를 유형화하고, 
도시공간 관리범주에 포함하는 계기마련

연구방법론인 ‘공공생활 연구’와 
계획방법론인 ‘택티컬 어바니즘’을 

응용하여, 적용가능성을 제안

▼

2장

이론적 

고찰

서울시의 도시계획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2000년대

▷

2010년대

기반시설
확보 및 

고층건물 건설

주요 간선도로 
정비와 

도시미관 개선

도심공동화 
방지대책과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보완

도심부 보존과 
재개발 추진

도심부 
역사문화와 

기능을 고려한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도심부재개발의 지정과 정책의 변화
1960-70년대 ▷ 1980-90년대 ▷ 2000-10년대 

태동기 추진기 새로운 모색기
도심부재개발의 경과와 시행·미시행지구의 공존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2000년대

▷

2010년대

재개발 지정
활발한 

재개발 추진

경기침체와 
IMF외환위기 
인한 감소세

외환위기로 
인한 부동산 

침체 후 
회복세

도심부 장기 
미시행지구의 

상존

서울형 도시재생의 모색
도시재생의 등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 서울형 도시활력 프로젝트

(Town Management) ▷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의 가능성

▼
3장

다동구역

시대별 변화 

시기별 기본계획 변화
1960년대 ▷ 1970년대 ▷ 1990년대 ▷ 2000년대 ▷ 2010년대

도심재개발 경과와 가로, 블록, 필지, 건물의 변화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2000년대 ▷ 2010년대

▼
4장

다동구역

시행·미시행지구

현황

다동구역 현황
시행지구

+

미시행지구

한외빌딩 다동빌딩 센터플레이스 다동길 을지로3길 기타

▼

5장

다동구역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 분석

시
행
미
시
행
지
구

접
점
부
4
곳

다동 56도
외 5필지

▷

접
점
부

개
별
필
지

3
곳

다동 56도
대상필지 

현황개요

지적도

▷
데이터

관계분석
▷

종합

소결

도심부 
유휴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 
및 활용의 
필요성

도면
입·단면도

사진(낮, 밤)

다동 103-8도 
외 5필지 현장조사

(구성요소 

분석)

장애물요소

①다동 

140-1도

표면요소
공공시설물
조경요소

소규모 
도시 

실험을 
위한 

고려사항

다동 140-1도
표지판요소

프로그램요소

②다동 

140-1도

현장관찰

(활용양태 

관찰)

필수적 행동
다동 124-1도 

외 4필지
선택적 행동

사회적 행동

▼
6장

결론
연구의 의의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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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주제

1 도심부

황민진 (2016) “서울 도심부 공간 변화와 북창동 –계획과 실재의 차이에 관한 연구-”

심한별 (2013) “서울 도심부 도시형태 및 생산활동의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해석”

장경철·여춘동

·강맹훈·배웅규 (2013)

“서울 도심부 소단위맞춤형 도시환경정비수법의 적용과정과 설계사례 –

공평구역을 중심으로”

2 중심업무지구 정주영 (2015)
“중심업무지구 가로활성화 관점에서 본 대형 오피스 저층부의 설계 기법 

-서울 도심부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3 도심재개발사업

이미영 (2014)
“도심 재개발사업의 보행계획 변천에 관한 연구 –1960년대부터 2010년

대까지-”

손준서·김기호 (2006)
“단독시행 도심재개발지역의 도시공간 특성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을 사

례로”

류연훈·김영하 (2003) “도심재개발사업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시 청진구역을 중심으로-”

4 미시행지구

박주현 (2017)
“서울 사대문안 도심 속의 제3공간에 관한 연구: 서울 중구 다동을 중심

으로”

배웅규·김원 (2016)
“도심부 활력지속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미시행지구의 특성분석 및 

역할 규명 연구”

5 시행지구 한상우·백진 (2017)
“저성장시대에 대응하는 업무지구의 자생적 변화: 서울시 중구 다동(茶洞)

의 시행지구 건축물 사례를 중심으로”

6

저층부,

가로, 

보행

이윤지 (2012) “테헤란로변 건축물 저층부 용도변화에 따른 가로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경화 (2007) “서울 고층사무소건축 저층부 변화에 관한 연구”

표 1-8. 선행연구표  

제 3 절 연구의 차별성 및 흐름

1.3.1.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1-8>과 같이, 크게 6

가지 범주 ①도심부, ②중심업무지구, ③도심재개발사업, ④미시행지

구, ⑤시행지구, ⑥저층부·가로·보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선행

연구의 주요내용과 본 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도심부

‘도심부’와 관련된 연구의 주된 내용은 도심부 공간의 물리적 변화와

형성을 분석하거나, 사업체 수, 고용인 수 등과 같은 특정지표의 시기별

변동추이를 통해, 도심부 공간 변화양상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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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심부를 대상으로 소단위맞춤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적용을 위한

설계사례 및 정책제언을 하기도 한다.

먼저, 황민진(2016)은 서울 도심부의 북창동을 중심으로 가로, 필지, 건

축물, 용도, 도시계획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현재 북창동이 보이는 도

시 공간의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과정을 토대로 각 시

대별 도시계획을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결론적으로 현재 서울시 주

관의 도시계획과 각 지자체 주관의 지구단위계획 사이의 연결성을 높이

는 시스템이 부재함을 꼬집는다. 결국 북창동과 같이, 특수하고 복잡한

특성을 지니는 도심부 곳곳의 구역, 장소, 공간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맞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민진(2016)은 북

창동의 도시 공간변화를 물리적 특성변화에 중점을 두고 바라본다. 그렇

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시기별 용도분포 및

변화양상에 대한 데이터 없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략적인 용도점유 성

격의 변화와 북창동 용도분포 현황(2016년 기준)만을 언급할 뿐이다. 결

국, 본 연구는 북창동의 특성을 물리적 변화로 규명하고 있는 것이 한계

라 할 수 있다.

다음, 심한별(2013)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도시형태의 변화와 도심부

공간 특성의 규정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서울 도심재개발 사업추

진 이후, 특히 1994~2011년까지의 사업체조사 자료를 토대로, 도심부(중

구, 종로구)에서 소규모 제조업 사업체의 생산 활동 증·감에 대해 분석한

다. 심한별(2013)은 연구의 분석을 통해, 위 기간 동안 도심재개발사업이

진행된 구역은 생산 활동이 업무형 산업으로 전면 대체되는 반면, 자율

적으로 도시형태가 변화한 지역은 생산 활동이 급증하였음을 밝힌다. 결

국, 도심재개발이 진행된 구역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무형

산업이 주를 이루는 등 규모와 다양한 생산 활동분포에서 단조로움을 보

이지만, 자율적으로 도시형태가 변화하고 이를 지속한 구역은 소규모 제

조업과 함께,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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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부동산업, 영상·방송·정보통신업 등의 생산자 서비스산업이 공

존하게 되면서, 규모나 생산 활동분포 면에서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변동의 영향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심한별

(2013)은 지역적 특성이 다른, 대상구역의 산업유형분포 분석을 통해, 도

시계획, 도심재개발사업, 용도지역제 등이 구역 내 산업분포 성격을 단조

롭게 하고, 오히려 ‘부적격’으로 규정되어 도심부에서 배제하려 했던 소

규모 제조업 등의 사업체는 도심부에 밀집하여, 그 입지를 공고히 하는

등 예상외의 결과가 벌어졌음을 꼬집는다. 이는 정부의 정책 즉, 제도나

계획의 모순성에 대해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심한별

(2013)은 분석한 대상구역의 성격을 도심재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되

고 있는 곳(구역과 지구)과 도심재개발 구역이 아닌 구역을 대상화하고,

소규모 사업체와 고용인의 증·감을 대비하여,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손

쉽게 분석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과 도심재개발사업의 모순에 대해 논의

하기에는 한정적인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

다는 점이 한계로 사료된다.

마지막, 장경철 외 3인(2013)는 도심부 공평구역을 기존 전면철거 재개

발 방식이 아닌, 소단위 맞춤형(수복형)방식으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새

로운 정비수법의 가능성과 향후 확대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특이점은 2년 동안, 공평구역에 거주민, 상인과 만나 회의를 하

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

고자 한다는 점이다. 결론에서는 4가지 핵심이슈를 가지고, 소단위 맞춤

형 설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골목길 등

옛 도시조직의 보전을 위해, 적정 정비규모를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각

개발단위에서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다. 셋째, 소단위 맞춤형을 실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축소하고 주

민과의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소단위 맞춤형 정비수법의 확대적용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

이다. 장경철 외 3인(2013)에서 정비기반시설 계획을 소단위 맞춤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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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규모와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은 특히 주

목할 만하다. 결국, 기존 도심재개발사업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방

향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

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의 적정규모를 파악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는 도심재개발지정구역 중, 과도

한 기반시설을 계획하여, 재개발이 장기화되거나,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고, 구역 내 곳곳에 흩어져있는 곳에 대해 적정규모와 위치의 기반시

설계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토대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한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중심업무지구

정주영(2015)은 을지로의 업무빌딩 사례 2곳(페럼타워, 미래에셋 센터

원)을 바탕으로 저층부에 적용된 설계기법과 공간조성의 특성 중 가로활

성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요소를 도출해내기 위해, 시행지구 업무시설

의 저층부 설계기법을 가로와의 관계 속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하지

만 정주영(2015)는 시행과 미시행의 관계망 속에서 가로활성화를 분석하

는 것이 아닌, 중심업무지구의 시행지구 업무시설만을 중심으로 바라보

기 때문에, 미시행지구의 건축물이 시행지구 업무시설과의 공존에서 어

떤 현상을 보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놓치고 있는 것

이 한계이다. 또 시행지구 업무시설의 저층부 설계기법의 분석에 있어서

도 원래 의도와 실제 활용양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나, 의외의 현

상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결을 달리한다.

(3)도심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에 관한 연구는 도심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구역

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계획 변화, 재개발 경과 등을 파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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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미영(2014)은 분석의 틀로써, 블록, 건물, 가로, 용도의 5가지

요소를 도출하여,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의 보행계획이 시기별로 어떤 특

징이 있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그 후, 현재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준공된, 구체적인 사례

6곳(세운상가, 호텔롯데, 동방생명빌딩, 영풍빌딩,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센터원)을 중심으로 정리 및 분석한다. 하지만 이미영(2014)는 거시적으

로 도심재개발에 있어, 각 시대별로 중요시 생각하는 요소의 적용을 도

출해내고, 구체적인 사례에 이러한 요소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효과

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미시적으로 도심재

개발 구역별로 혹은 지구별로 가지는 지역적 맥락과 특성 그리고 시행지

구 건축물이 이러한 관계망 속에서 가지는 계획의 특징 및 활용에 관해

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다음, 손준서·김기호(2006)는 서린구역을 대상으로 단독시행방식12)으로

재개발이 진행된 구역의 도시공간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로-건축물, 대지-건축물, 용도-건축물 이상 3개의 분석의 틀로써, 대상

지 업무시설을 분석한다. 손준서·김기호(2006)에서 흥미로운 점은 업무시

설을 ‘가로→로비(코어) 또는 근린생활시설(은행)’, ‘가로→로비(→수직적

이동)’, ‘가로→로비→은행’으로 진입방식을 유형화하여, 분석한다는 것이

다. 하지만, 손준서·김기호(2006)는 서린구역의 업무시설의 진입방식이

다른 원인이나 특징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단순히 현황분석으

로 연구를 마친다는 점이 한계로 보인다.

마지막, 류연훈·김영하(2003)는 도심재개발 지정 이후, 시행되지 않은

청진구역을 대상으로 구역의 개략적인 현황과 필지규모 및 상태(건폐율,

용적률, 건물층수, 건물구조, 용도, 건축년도 등)를 파악·분석하고, 이를

12) 대지주가 토지 전체를 매입하여, 전면철거 방식으로 재개발을 진행하는 수법. 사업성

확보가 유리하고 재개발 진행 단계가 단순하다는 이점 때문에 1980년대 대부분의 도심

재개발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손준서·김기호 2006, “단독시행 도심재개발지역의

도시공간 특성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을 사례로”, p.146 참고 및 부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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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청진구역 도심재개발사업의 방향을 결론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류연훈·김영하(2003)에서 내리는 결론은 청진구역 현황의 기본적인 분석

만을 가지고, 재개발사업의 방향을 도출한다. 예컨대, 현황을 파악한 데

이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나 분석이 없이, 도

심부의 역사성, 다양성, 스케일 등을 고려한 도심재개발 방안이 필요하다

고 하는 식인 것이다.

(4)미시행지구

‘미시행지구’와 관련한 연구 미시행지구를 단순히 정비의 대상으로 바

라보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미시행지구의 건축물의 역할을 새롭게 규

명하고, 중·장기적으로 미시행률이 높은 구역의 완성되지 않은 계획기반

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등) 영역이 향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

해서 논의한다.

특히, 박주현(2017)은 도시재개발이 이상적인 계획안대로 곧바로 실현

되어 작동하지 않고, 완성되기까지 중간 공백 기간(시행과 미시행지구의

건축물, 미완성된 계획기반시설의 공존)을 거쳐, 완성된다는 점에서 착안

하여, 일시적인 도시계획(Interim Plan)13)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언

급하며, 유휴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인 개입과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처럼 박주현

(2017)은 유휴 도시공간의 활용 가능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

해, 서울 중구 다동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유휴부지의 현황과

미시행지구의 다양한 점유활동의 사례를 파악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분

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 및 목적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위 연구는 완성되지 못한 도시기반시설 필지가 현재 어떻게 활용되는지

13) 박주현(2017)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공간을 에드워드 소자의 개념에서 차용하여,

‘제 3공간’이라 명명하였고, 이러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시적인 도시계획(Interim Plan)을 제안하였다. 박주현 2017, “서울 사대문안

도심 속의 제3공간에 관한 연구-서울 중구 다동을 중심으로”, pp.137-141, 참고 및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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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목록화한 후, 일시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연구를 마

무리한다. 따라서 유휴 도시공간에 대한 공간구성요소 조사나 현장관찰

등 실제적인 데이터가 생략된 채로 시사점과 제안사항을 도출한다는 점

에서 한계를 갖는다.

다음, 배웅규·김원(2016)은 서울 도심부 내의 미시행률이 높은 곳을 대

상(무교다동구역, 서소문구역, 을지로2가구역)으로, 미시행지구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규명을 통해, 미시행지구를 단순히 도심정비의 대상이 아니

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함을 역설한다. 특히, 미시행지구를 도심활

동의 선순환을 위해, 근접 지원하는 다양한 용도의 집결지, 도심의 매력

을 보전하고 있는 장소, 공동화를 방지하는 활동이 주·야간으로 분포하

여, 향후 도심활력을 위한, 도심재생의 발생거점 잠재부지로서의 가능성

을 논의한다. 하지만, 앞서 미시행지구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의

틀 ①입지특성과 필지분석, ②기반시설과 가로조직분석, ③건축물분석이

개별건축의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을 둔 현상분석이 아니라, 구역 내 건

축물의 노후도, 업종, 과소필지 등의 비율을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미

시행지구 역할을 규명하기 때문에, 분석의 방법과 도출한 결론이 논리적

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배웅규·김원(2016)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행지구의 건축물 역시 재개발의 지연에 따라 이미 노후화가 진

행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대상을 미시행지구로 국한하여, 그 역할과 의미

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결을 달리한다.

(5)시행지구

‘시행지구’와 관련한 연구인 한상우·백진(2017)은 활발한 재개발을 담

보할 수 없는 저성장시대 속에서 현재 도시의 상황(신·구 도시조직의 공

존)을 존중하여, 현재의 상황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도시·건축이 보이는 현상을 포착하고 기록한 연구이다. 구체적인

대상으로 서울시 중구 다동의 시행지구 건축물 사례(산다빌딩, 한외빌딩,



- 26 -

다동빌딩, 센터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저층부활성화’와 ‘가로활성화’ 측면

에서 업무시설 저층부의 계획, 활용, 계획 경향의 변화양상 등을 비교·분

석한다14). 한상우·백진(2017)은 사례분석을 통해 발견한 계획 및 활용 현

상의 의의를 도시와 건축의 자생적 변화를 촉진하는 도시 정책의 기조수

립을 위한, 제언으로 연구를 마친다. 즉, 위 연구는 저층부나 가로활성화

를 위한 시행지구 업무시설의 저층부 활용양태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

고 있지만, 도심부재개발구역의 미완성 기반시설 필지인 시행·미시행지

구의 접점부에 대한 부분은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 및 목

적과 차이를 갖는다.

(6)저층부

이윤지(2011)는 테헤란로변 건축물의 저층부를 대상으로 정하여, 용도

변화와 활용이 가로환경 및 보행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윤지(2011)에서는 먼저 테헤란로와 관련한 정부보고

서 및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테헤란로의 역사적 변천과 토지이용의 변

화 및 저층부 용도 변화를 파악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기초조사, 기본조사,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시

행과 미시행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현장조사의 방법에서는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이윤지(2011)가 테헤란로의 가로변 중 대상구간

을 선정한 후, 보행량과 보행속도를 측정하여 가로활성화의 정도를 측정

하고자 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대상필지의 활용양태나 활성화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해 활동양상을 3가지로 나누고, 시간대별 공간(장소) 이용자수

를 토대로 활동유형의 비율을 도출하고, 이를 기본데이터로 활용하기 때

문이다. 한편, 이윤지(2011)는 다양한 물리적 요소(가로의 폭, 공공용지

14) 분석의 틀로써, ‘저층부활성화’에 기여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저층부 평면, 저층부

용도, 조경 및 공개공지의 활용현황을, ‘가로활성화’에 기여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적

용된 건축법규(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후퇴, 조경계획, 공개공지의 확보, 주차장법 등)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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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휴게시설의 수, 건물 전면의 폭, 용도 등)를 지표화하고, 보행량과

보행속도 등으로 각 구간의 특성을 정리하고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는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의 현장관찰

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물리적, 프로그램 요소만을 파악할 뿐, 이들

과 공간(장소)의 활성화 정도의 상관관계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이경화(2007)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서울 고층사무소건축에서 나타나

는 변화를 서울의 31층 이상 50층 미만의 고층사무소 8개 사례의 저층부

를 중심으로 규모와 용도, 건축적 변화를 조사·분석하였다. 하지만 이경

화(2007)에서 사례로 다룬, 고층사무소건축의 경우, 1990년 후반에 준공

된 사례를 다뤄, 사례의 위치나 주변 맥락에 대한 분석이 없이, 대상 그

자체의 저층부활용 양상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보인다.

따라서 시계열적으로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데에는 용이할지 모르지만,

저층부 활용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혹은 왜 그러한 활용양

태로 드러나게 됐는지, 즉 현상을 토대로 한 설명을 하는 데에는 부족한

모습이다15).

1.3.2. 연구의 차별성 및 의의

①기존 도시의 유휴공간, 자투리 공간, 사이공간 등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시행과 미시행지구의 접점부의 종류를 유형화하고, 이를

도시공간의 관리범주에 포함하는 계기마련.

②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의 형성 및 활용양상에 대해 시대별 변화와

차이를 조사 및 정리.

15) 이경화(2007)는 고층사무소건축의 저층부활용 변화의 원인을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과 외국자본 유입의 영향, 건축심의의 영향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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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서울시 도심부 공간 곳곳에 분포하는 유휴 도시공간의 현장조사 및

현장관찰 방법론으로 ‘공공생활 연구(Public Life Study)’의 연구방법론과

‘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의 계획방법론을 전략적으로 조합

하여 활용.

④추후 도심부 유휴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도시 실험을 진행할 때, 계

획에 반영하거나 고려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고려사항이나 시사점 등을 도

출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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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도시계획과 도심부재개발의 전개

2.1.1. 도시계획의 전개

최근 서울시와 각종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보행자, 가로환경개선 및 각

종 도시재생 사업에서 읽을 수 있듯, 우리나라에서 도시에 대한 본격적

이고 근본적인 고민과 실천은 일제강점기와 급속한 경제팽창에 따른 근·

현대국가 설립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 누락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광기 어린 제국주의가 뒤덮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전쟁 물자를 공

급하기 위한 보급지로서의 역할을, 해방 이후에는 본격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박차를 가하는 듯했지만16), 갑작스레 발발한 6.25전쟁으로 이마저

도 무산되었다. 이로써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도시적 건축물이 폐허가 돼

버린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울 수복이후에야 도시를 재건하기 위한 움직

임에 박차를 가한다. 1961년 5.16쿠데타 이후 제3공화국은 국토개발계획

을 통해 도시를 잇는 도로나 다리, 터널 등의 인프라를 갖추는데 주력하

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에서 주

택건설 사업에 뛰어들기도 하였다17).

16)“해방공간에서는 정부가 수립되어 내무부 건설국 안에 도시과가 설치되어 비로소 도

시계획 작업이 이루어지고, 1950년 1월에 한미군사원조협정에 따라 미군 건축시설도 본

격화되려 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이 보이지만, 갑작스레 발발한 6·25전쟁으로 모든 것

이 중지되는 바람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도시적 건축물이 폐허가 되어버렸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건축분야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모두 중단되었으

며, 1954년 4월, 조선건축기술단을 전신으로 하는 대한건축학회가 전쟁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재발족하였다.” 서울특별시 1999, �서울建築史, 서울역사총서(2)�, p.776 참고 및 직

접인용.

17)“1960년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공포되며, 동시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기관으

로서 재건국민운동이 시작되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안되고, 국내의

일부 반대 여론 속에 1965년 한일협정이 동경에서 조인되었다. 1965년부터 월남파병이

시작되어 1973년 휴전이 이루어지기까지 한국은 차관의 제공, 한국 군사력 증강, 그리고

월남 전쟁경기와 함께 군수산업의 특수를 기대할 수 있었다. 건설계의 진흥도 이 시기

동안에 기대되었다. 1965년 건설기술자가 월남에 파견되고, 1966년 이들 해외건설업자의

지원방안을 건설부 주관으로 협의하였다.” 상게서, p.788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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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소공동, 명동 일대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1999, �서울역사총서(2)-서울건축史�, p.777.

18)이후 71년에는 <도시계획법>을 개정19)하여 지역지구에 고도·업무지

구 등 6개 지구를 추가하고, 최초의 개발제한구역이 설치되었으며, 여러

공공건축에 관한 대규모 건축설계경기가 진행되었다. 이로써 본격 현대

수도서울의 모습의 기본 틀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이 무렵 외국 건축

가의 대형 프로젝트(업무·호텔 건축) 참여가 늘어, 국내 건축가들의 역할

을 부분적으로 대신하였으나, 80년대에는 외국의 건축사무소와 함께 종

합건축사사무소20)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의 대형 건축설계 프로젝트에

18) 전게서, pp.796-799 참고 및 인용.

19)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근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자발적인 고민과 실천의 시점은

정전협정 이후이고, 좀 더 체계적인 계획 하에 도시를 다루고자 한 시점은 71년 <도시계

획법> 개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50·60년대에도 한국전쟁 이후, 해외로부터의 귀국 및

남북 분단에 따른 월남자의 대거유입에 따라 주택난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배경으로 좁

게는 주택사업부터 넓게는 위성도시계획(당시 경기도 광주군에 철거민을 집단이주한 사

례)까지 여러 사업들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이 시기는 전국토의 도로와 터널, 항구 건

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갖추는 토목사업의 시대라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7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과 실천이 시작한 시점이라고 하겠

다.

20) 3인 이상의 건축사가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작업의 연대적 효율을 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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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전문성을 기하였다. 한편 도시가구 규모의 개발사업이 을지로2가

(제16·17지구)에서 대한주택공사의 주관으로 중구 을지로2가동·장교동·수

하동 일원 대지에 업무와 상업기능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기도 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지구의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 혹은 재개발방

식은 다차원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도시를 주거, 업무, 상업 등과 같은 단

일 용도로 적용함으로서 단순화, 파편화 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본격적으로 도입된 차량중심의 가로체계는 점점 더 도시민의

보행문화 퇴화를 가져왔다.

서울시는 70~80년대까지 전면철거형 방식을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채택

하여 도시계획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1990년 7월 도시재개발법을 수정하

면서, ‘수복형 재개발수법’을 명문화 하고, 2005년에는 도심부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수복형 정비수법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등21) 기존 도시조직을 존중하는 형태의 재개발수법을 적용하고자 하였

다22). 하지만, 현재까지 수복형 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기존 전면철거 중심

의 ‘개발유도지침’을 ‘재생관리지침’으로 변경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보다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23).

한 운영 형식.

21)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모델을 마련하였다. 지

정된 정비구역은 도심부 내 3구역(총98지구)으로 수송구역(18개 지구), 내자필운 구역(11

개 지구), 공평구역(69개 지구)이다. 서울특별시 2016, �2025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

거 환경정비기본계획�, pp.8-10.

22) 하지만 1996년 도시재개발법 개정 시 수복재개발관련조항(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삭

제되면서 수복형 정비수의 법적근거를 상실하게 되기도 하였다. 상게서, p.8.

23) 한편 기존 구역별 지침을 통해 제시된 건축선이나 오픈스페이스 위치 등의 규정들은

비슷한 형태의 공개공지가 확보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는 도심 내 가로변의 오픈스

페이스 확보와 보행공간의 물리적 증가 등의 이점은 있었으나, 신축된 건축물의 건축선

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과 연속되지 않거나, 오픈스페이스가 오히려 가로활성화를 저해

하기도 하는 등 효용성 없는 도시공간을 양산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상게서,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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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도시계획 흐름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70년대에는 전면철거재개발을 통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대식 고층건물을 건설.

②80년대에는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주요

간선도로 정비와 재개발을 통한 도시미관의 개선을 도모.

③90년대에는 도심공동화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심재개발 기본계

획을 보완.

④200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사대문안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보존하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전개.

⑤2010년대는 �2020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기존 전면철거형 방식의 도시재개발에서 수복형(=소단위

정비형24))으로 전환하거나, 수복형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등 도심

부의 역사문화와 기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24) 수복형 정비사업도 기존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의 수복의 의미가 아닌 정비 단위를 소

규모로 하여 지역특성에 맞추어 정비해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단위 정비형(기존

의 수복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소단위 정비형은 기존의 필지 및 도로구조를 존중하

여 사업지구를 계획한다. 개발단위는 일반 정비형에 비해 사업지구의 단위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개별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필지합병을 추구하지 않는다. 기존의 중형

이상 건물은 그대로 존치하여 개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다만 필지 및 도로여건에

따라 최대개발규모 내의 소규모 공동개발을 허용한다. 개발단위를 작게 함으로써 도심부

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기능과 형태가 시장상황에 따라 서서히 변화해 가도록 한

다. 기반시설 설치는 공공에서 지원하거나 일반 정비형과 혼합된 구역에서는 일반 정비

형 지구에서 설치하도록 한다. 전게서,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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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도심부재개발25)의 지정과 정책의 변화

서울시의 도시재개발사업은 1971년 <도시계획법>에 관련조항이 신설

된 후, 11차례 수정·보완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표2-1 참조). 도심

재개발사업을 포함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①1960~70년대 태동기, ②1980~90년대 추진기, ③2000~10년대 새로운 모

색기 등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26).

①1960~70년대: 태동기

1971년 <도시계획법> 속에 집단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

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고, 1973년 최초로 도심부 내 소공,

장교, 다동 등 11개 지역이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27). 1970년대

중반 도심재개발정책이 좀 더 본격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일본의 입체환지28) 개념을 도입한 도시재개발법이 1976년 최초로 제정

되었으며, 이 법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도심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전

개하기 시작하였다.

25)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심 또는 부도심 등 중심지에 적용되는 정비사업으로 종전 도

시재개발법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이라고 일컬었으나,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이 제정되면서 ‘도시환경정비’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

해, 기존 용어인 ‘도심재개발’ 혹은 ‘도심부재개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전게서,

p.7.

26) 상게서, pp.7-8 부분 및 직접인용.

27) 서울에서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당

시 서울의 중심부 및 도심부는 도로와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의 노후도

심각하였다. 이는 조선시대부터 유지된 전통적 도시구조(영세한 필지, 협소한 도로, 불규

칙한 획지 등) 위에 진행된 난개발로 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서울의 도심부는 안전, 위

생, 미관 등에 굉장히 취약하였다.

28) 일반적인 환지는 토지에 대한 환지로서 평면환지라고 한다면 입체환지는 건축물과

부지를 동시에 환지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입체인 환지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지지대상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http://urban.seoul.go.kr/4DUPIS/wordsearch/main.do, 참고 및

부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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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1978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최초 수립

1979년 1차 변경 -마포로 추가

1994년 2차 변경 -영등포‧청량리 추가, 주거복합 의무화‧권장구역

1996년 3차 변경
-주거복합유도 인센티브, 층수완화

-환경설계지침 최초 작성

2001년 4차 변경
-2000년 도심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산 부도심 추가, 높이/밀도 강화, 수복/보전재개발, 도심부 구역별 유도기준 작성

2005년 5차 변경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2004년 도심부 발전계획

-뉴타운/균촉지구 추가, 높이/인센티브 완화, 수복형 정비예정구역 설정

2007년 6차 변경 -용적률 인센티브량 조정

2008년 7‧8차 변경
-준공업지역 5개소 포함

-청진구역 건폐율 완화

2010년 9차 변경
-정비예정구역 확대, 미시행지구 촉진방안 마련

-전면철거지양, 소단위 맞춤형 정비수법 제도화

2011년 10차 변경 -마포지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숙박 주용도 확대)

2012년 11차 변경 -마포‧청량리일대 토지이용계획 변경(숙박 주용도 확대)

출처: 서울특별시 2016, �2025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p.8, 재인용.

표 2-1. 서울시 도심재개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천과정 개요

서울시의 도심재개발 정책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하

게 되어 있는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천명되었다. 도시

재개발법 제정과 더불어 1978년 서울시는 사대문안 도심부를 대상으로

최초의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듬해인 1979년에는 마포로

일대를 추가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하였다. 당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책

방향은 전면적인 철거재개발을 통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현대식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②1980~90년대: 추진기

1994년에는 공간구조의 다핵화를 지향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1990)�을 반영하여 영등포, 청량리 등 부도심지역을 도심재개발 지정대

상 범위에 포함시켰고, 도심공동화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심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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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을 보완하였다29).

③2000~10년대: 새로운 모색기

2000년대 들어 서울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사대문 안 도심부는 정책적

인 전환을 맞게 되었다. 사대문안 도심부는 역사·문화적 특성을 보존하

면서 재개발을 추진해야한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서울시는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2000)’을 수립하였고, 이를 상위계획으로 하여

2001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001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은 층수 제한을 강화하면서 도시환경정비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도심

부 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수복재개발방식으로

전환하고, 보존가치가 잇는 근대건축물을 포함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보전재개발수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고, 2004년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이 수립되면서, 관련법 개편에 따라 2005년

에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수립하였다.

2005년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계획의 정책방향을 유지하되, 미시행사업

지구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사선제한 완화, 20m 높이 추가, 용적률 인

센티브 등을 도입하였고, 도심부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도

록 수복형 정비수법을 광범위하게 지정하였다. 또한 균형발전촉진사업지

구나 중심지에 지정된 뉴타운지구에서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9) 한편, 1990년 7월 수정된 <도시재개발법>에서는 도심재개발기본수립 시 재개발 시

행방식을 수복형 재개발수법이 명문화 되었으나, 이후 1996년 <도시재개발법> 개정 시

수복재개발관련조항(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삭제되면서 수복형 정비수법에 대한 법적근

거를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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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본계획에서는 도심부 역사·문화적 특성 보존과 활력 제고,

지역중심의 전략적 육성이라는 두 가지를 목표로, 도심부의 정비수법을

조정하고 정비구역 내 토지병합과 공공시설 확보를 수반하는 정비사업과

토지병합만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허용용적률 및 높이를 차별

화 하였으며, 호텔, 금융시설 도입 유도 및 친환경건축 기준을 강화하였

다. 또한 도심 외 중심지 육성을 위해 준공업지역,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등 정비예정구역을 확대 지정하였다.

2.1.3. 도심부재개발의 경과와 시행·미시행지구의 공존

(1)도심부재개발의 경과

한양도성 도심부 내 노후시가지를 전면적으로 철거하여 도시구조를 현

대적으로 개조한다는 목표 아래, 도시환경정비구역(=도심재개발구역)이

대대적으로 지정된 것은 1970년대였지만, 실제 사업은 ‘88서울올림픽’을

앞둔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매년 10개 구역 이상이 정비를 완료할 정도로 의욕적인 시기

였다.

그림 2-2. 연도별 사업시행인가 및 완료지구 현황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2016, �2025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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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시기별 재개발 진행 경과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2016, �2025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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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0년대에는 다소 침체되어, 90년대 전반에는 1년에 사업시행

인가가 1~2건에 불과하다가, 후반에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마저도

IMF 외환 위기로 인해 다시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도 외환위기의 여파로, 경기 및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2005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재정되면서 높이 완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해지면서 2007년 이후 사업시행인가 건수가 10건에

이르는 등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2010년에는 �202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도시환경정

비사업의 추진이 증가하였다. 도심부 사업방식으로 전환(철거형→수복

형)되거나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구역이 신규 지정되는 등 도심부

의 역사문화와 기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5년 인가된 사업장들이 준공되면서 완료사업지구가 증가하였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도시환경정비의

경과를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70년대에는 도시환경정비 구역을 대대적으로 지정.

②80년대에는 88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③90년대에는 경기침체와 IMF외환위기로 인한 재개발 추진의 감소세.

④2000년대에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기 및 부동산 침체의 지속.

2005년 높이 완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해지면서, 재개발사

업의 회복세.

⑤2010년대에는 철거형 재개발이 아닌, 소단위 맞춤형 정비수법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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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재개발을 추진.

(2)시행·미시행지구와 접점부의 공존

이처럼 서울시는 1973년 최초로 도심부 내 소공, 장교, 다동 등 11개

구역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1980년대 활발하게 사업을 시행한

다. 하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 관련 정비수법의 제도적 정착의 지연

및 저성장시대의 도래에 따라, 도심재개발은 지정지구 전체가 재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채로, 2016년 2월 기준, 서울시 도심부의 약 27.3%가 미

시행 상태로 남아있게 됐다(표2-2 참조).

이는 결국, 당초 도시계획자나 기획자가 예상치 못한, 시행·미시행지구

와 접점부가 공존하는 상황이 서울시 도심부 곳곳에 벌어진 것을 의미하

그림 2-4. 한양도성 도심부 사업 추진현황 (2016.2 기준)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2016, �2025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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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역지정(ha) 완료지구(ha) 시행중(ha) 미시행지구(ha) 존치지구(ha) 미시행율(%)

한양도성

도심부
135.9 86.4 12.3 26.3 10.8 27.3

마포 36.4 28.2 1.5 6.2 0.6 18.5

영등포 40.2 - 11.1 29.1 - 72.3

청량리 16.4 2.1 - 14.4 - 87.3

용산 30.3 6.3 12.4 10.4 1.2 38.4

신촌 7.2 - - 5.4 1.8 100.0

기타 28.3 - - 28.3 - 100.0

계 294.8 123.0 37.3 120.0 14.4 45.6

출처: 서울특별시 2016, �2025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p.15, 재인용. 

표 2-2.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2016.2 기준) 

는데, 예를 들어, 시행지구 업무시설이 세련된 고층빌딩이 아니라 미시행

지구의 노후한 건물과, 넓은 가로가 아니라 좁은 골목길과, 완성된 정형

의 공원이 아니라 부정형의 반쪽짜리 소공원과 맞닿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공존의 상황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이 본격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바로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대규모 개

발이나 재개발을 통한 체적의 확장이 아닌, 기존의 도시적 상황을 존중

하고, 이를 활용하여, 도심이나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대규모 재개발을 담보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개발을 촉진하는 어떠한 제도적·물리적 계획도 의미가 없

을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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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서울형 도시재생의 모색

2.2.1. 도시재생의 등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서울시는 2000년대 초반 북촌을 시작으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휴먼

타운 등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였으며, 2012년 1월 뉴타운 재개발의 대안

으로 도시재생을 본격화하였다. 이처럼 기존 지역·지구의 전면철거 후

대규모 신축을 전제로 했던 ‘도시재개발’의 패러다임에서 ‘도시재생’으로

의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맞이한 저성장·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도시 구조를 지속가능하도록 재편하고, ‘개발’에 치우쳤던 기존 도시정책

의 방향을 ‘관리·보존’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30).

서울시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도시재생에 관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안사업 형태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하였다. 2013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하여, 도시재생 사업 추진·지원 법적근거 마련하였으며, 2015

년 1월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를 출범, 3월 ‘서울형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발표, 12월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공고하는 등, 서울형 도시

재생 모델 발굴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31)(표2-3 참조).

‘서울형 도시재생’은 계획부터 실행까지의 전 과정에 주민이 주도적으

로 참여하여, 계획·유지·관리 등의 전 과정에서 주축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민주도의 도시재생은 기존 관주도의 도시재생이 지속

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반면, 장기적인 관리·운영이 힘들었던 한계를 극

복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계획되었다.

30) 한편, 2017년 출범한 새 정부 역시, 쇠퇴한 도시를 살려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핵심 도시정책으로 제시했

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018, �서울형 도시재생 4.0 -4대 부문 20개 과

제�, pp.8-15 참고 및 부분인용.

3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018, �서울형 도시재생 종합백서 ‘서울 꿈틀,

재생 꿀팁’�, pp.22-23 참고 및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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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업 내용 대상지 및 비고

2008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오래된 단독주택지역과 저층주거지역
에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한 새로운 방
식도입

·강동구 서원마을
·강북구 능안골
·성북구 선유골

2010년
휴먼타운 

시범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인 다세대·다
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를 바탕으로 기존의 골목길과 공동체
를 회복하면서 보안이나 방범, 편의시
설이나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자 추
진, 주거지역 재생의 선도적 모델로 
평가 받음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등

2012년

‘주거환경관리사

업’과 

‘가로주택정비 

사업’ 대안사업 

제도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안사업으로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으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로써 법적기반을 확보하
고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
게 됨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
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
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77개 구역이 지정되어 사업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도시재생 사업 추진·지원 법적근거 
마련

2014년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사업 선정

2015년 1월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출범

·도시재생사업 전담·총괄부서 신설

2015년 3월
서울형 도시재생 

종합플랜 발표

·서울형 도시재생의 비전과 추진방향, 
유형별 전략, 중점대상지역 27개소 공
식발표

·창동상계, 상암수색, 영동, 서울역, 광운대역, 세운상
가, 장안평, G-Valley, 석유비축기지, 세종대로, 노들섬, 
남산예장자락, 낙원상가, 돈화문로, 돈의문 역사문화
공원, 당인리 화력발전소, 성곽마을, 해방촌, 북한산주
변 저층주거지, 백사마을, 서촌, 창신숭인, 가리봉, 장
위동, 암사1동, 성수동, 산촌동, 상도4동

2015년 12월

2025서울시 

도시재생전략 

계획 공고

·총 13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

·경제기반형: 서울역일대, 창동·상계
·중심시가지형: 세운상가, 장안평, 낙원상가
·근린일반형: 창신숭인, 해방촌, 장위동, 암사1동, 성수
동, 신촌동,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017년 2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추가지정
·총 14개 지역

·경제기반형: 영등포·경인로
·중심시가지형: 용산전자상가, 정동, 마장동, 독산우시
장, 청량리, 4.19
·근린일반형: 수유1동, 창3동, 불광2동, 묵2동, 난곡동, 
안암동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018, �서울형 도시재생 종합백서 ‘서울 꿈틀, 재생 꿀팁’�, pp.22-23, 재인용.

표 2-3. 서울형 도시재생 발자취 

서울형 도시재생 4.0은 크게 4개 분야 2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있으

며, 개략적인 분류 및 내용은 다음 <그림 2-5>와 같다. 서울형 도시재

생은 서울시 전역을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

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지역과 그 이외의 나머지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

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지역은 크게 중심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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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무교·다동 타운매니지먼트 관련기사
이미지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70310133458533, 
아주경제.

그림 2-5. 서울형 도시재생 4.0의 4개 분야 20개 과제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018,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주민 공청회자료집」, p.17.

형, 경제기반형, 근린일반형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그 이외 지역은 주거환경개

선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캠퍼스 타운,

거점 확산형, 도심활력 프로젝트 TM,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혁신거점 명소화

사업, 집수리 골목환경 개선, 유휴 국공

유지·이전적지 개발, 해제지역 인프라

개량, 소규모 정비로 나누어 관리한다.

2.2.2.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

(Town Management)

서울시는 2017년 5월 22일 중구 무

교·다동을 대상으로 타운매니지먼트32)

32) 서울특별시 2017,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운영기획 연구�

참고 및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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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內·外 도시재생사업 분류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018,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주민 공청회자료집」, p.18 참고 및 재작성.

를 도입한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 1호 사업을 시행

계획을 밝혔다. ‘서울형 도

심활력 프로젝트(이하 타운

매니지먼트)’는 <그림2-7>

과 같이, 도시재생활성화지

역 외의 11개 사업 중 하나

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

으로, 지역의 건물주, 상인

등이 사업의 시작인 계획단

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민간영역과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타운매니지먼트는 저이용 공공공간을 활용할 주체와

활용방법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지역 내 민간이 주도적으로 공공공

간 운영에 관여하고, 이를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도시환경재

생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는 다시 말해, 기존 도시재생 방식33)이 도시 속

대부분의 공공공간의 활용 및 관리주체를 관(官), 즉 공공으로 인식하던

것과 다르게, 공공공간에 대한 주체를 민간으로 이양함을 의미한다. 또한

타운매니지먼트는 개인 및 개별 건축물 단위의 접근을 통한 환경개선이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 기업체 등 다양한 민간주체가 연합하여 개별 건

축물의 공공공간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지역 또는 지구차원의 환경개선

을 우선으로 한다. 이는 개별의 이익추구가 아닌, 지역과 도시차원의 시

33) 기존의 도시·건축공간 관리수법으로는 재원의 한계와 저조한 주민참여, 관리행정 인

력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 활성화의 해법이 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공공공간을 관

리하는 것이 힘들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등은 면적으로 일정 지역을 지

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수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계획에 기반한 물리

적 환경 조성과 초기 허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시적 관리수단으로 정체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 2017,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운영기획 연구�,

p.73, 참고 및 부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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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타운매니지먼트의 의미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2017,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운영기획 연구�, p.13.

너지 효과를 통해, 도시의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서울에 적합한 관련법과 제도 등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간의 역량과 재원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것인지가 미지수로 남는

다. 또한, 건물주와 임차인의 이해관계와 민간의 참여율 그리고 시행지구

의 업무시설과 미시행지구의 다양한 용도군(주거, 음식점, 주점, 상점 등)

의 공존에 따른 혜택의 분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 부재, 공공공

간의 민간 사용에 대한 특혜시비, 공공공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인센티브

의 적정성 및 공적 운영과 지속성 등 예상되는 문제나 고려사항이 상당

하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기존 도시의 공공공간을 단순히 의무면적을 이행

하거나, 인센티브를 받기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저층부나 가로활성화와

무관한 획일적이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개공지, 전면공지, 조경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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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무교다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체계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2017,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운영기획 연구�, p.200. 

조성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러한 공공공간을 정체된 지역과 도시를 활

성화하는 데, 꼭 필요한 중요 자원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적

으로 필요하다.

2.2.3.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의 가능성

서울시 도심부에는 지역·지구의 재개발과정에서 민간이 확보하는 공개

공지, 전면공지, 조경공간 이외에도,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민간이 관에게 기부채납 한, 필지가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필지는 현재 관리의 주체가 공공 즉, 관에 있어 대부분 효율적으

로 관리 및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실정이다.

결국, 시행과 미시행, 미완성 기반시설 필지가 공존하게 된 도시·건축

공간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기존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의 완성만을 기다리는 공간·공지의 관리 및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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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아니라, 현재 도시·건축적 상황을 존중하여, 유휴 도시공간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 및 관찰을 바탕으로, 일시적 계획 및 활용을 위한 소규

모 도시 실험이 장려돼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휴 도시공간(=시행·미시행지구의 접점부)이 현재 서울시 도심

부에서 큰 의미와 가능성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기반시설을 완성하기 위해, 기부채납 받았으나 추가적인 필지확보가

지연되어 사용되지 않는 필지가 도심부 곳곳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확

보해야 하는 필지가 상당할뿐더러, 기반시설의 완성시점을 누구도 장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현재 이와 같은 대부분의 유휴 도시공간이 단순히 방치되면서, 지역

과 지구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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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다동구역 시대별 변화

제 1 절 다동구역 기본계획 변화

1. 다동개요

2. 기본계획 변화

3. 소결

제 2 절 다동구역 형성과정

1. 도시조직변화

2. 용도변화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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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다동구역의 범위

제 1 절 다동구역 기본계획 변화

3.1.1. 다동개요

다동(茶洞)은 조선시대 다도와

차례를 주관하던 사옹원에 속한

다방(茶房)이 있던 데서 유래되었

다. 다동은 조선 초기 한성부 남부

광통방의 일부였으며, 영조 27년

(1751)에 간행된 ≪도성삼군문분계

총록≫에는 한성부 남부 광통방

대다방북변계(大多坊北邊契)·소다

방남변계(小多坊南邊契)·모전계 지

역인데, ‘다방(多坊)’은 다방(茶房)

을 우리말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

로 대다방(大多坊)은 큰 다방, 소다방(小多坊)은 작은 다방을 의미한다. 그

뒤 1894년 갑오개혁 때 한성부 남서(南署) 광통방 상다동, 다동계 중다동

· 하다동, 중서(中署) 서린방 합동계 모교로 되었다.

1914년 4월 1일 경성부 구역획정에 따라 경기도령 제3호와 경기도고시

제7호로 남부 중다방과 모교 상다동·하다동 각 일부를 합쳐 다옥정으로

하였으며,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區制度)가

실시되면서 중구의 관할구역으로 되었다.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

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다동으로 하였다34).

다동은 과거에 남측에 남산에서 발원하여, 청계천과 만나는 창동천(倉

洞川)이 흘렀는데, 이는 1927년과 1933년 작성된 《경성시가도》35)를 통

34) 서울지명사전, http://culture.seoul.go.kr/sggDic/sggDic.do, 직접인용.

35) 1927년과 1933년에 발해한 〈경성시가도〉는 사대문 안을 중심으로 한 강북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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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좌)1927년 《경성시가도》, (우)1933년 《경성시가도》
이미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http://www.museum.seoul.kr     

그림 3-3. (좌)1936년 《대경성정도》, (우)1936년 ｢대경성부대관｣
이미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http://www.museum.seoul.kr

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3-2 참조). 이 천은 현재 남대문로9길로 복개되

어 도로로 사용 중이며, 1914년에 작성된 《경성부시가강계도京城府市街

疆界圖》36)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그림3-4 참조).

하지만, 1936년에 제작된 《대경성정도》37)에는 다리와 물길의 흔적이

그린 지도이다. 조선총독부의 식민지배기구의 틀이 갖추어진 경성의 시가 모습이 현실감

있게 묘사되어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36) <경성부시가강계도京城府市街疆界圖>는 1914년에 십자옥十字屋에서 발행한 1:10,000

지도이다. 이 지도는 현재 대부분 복개되었지만 도성안의 주요 물길이 선명하게 표시되

어 있어 청계천의 원 물길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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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경성부시가강계도》
이미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http://www.museum.seoul.kr 
  

그림 3-5. 다동구역의 동서남북축 

보이는 반면, 우측의 대경성부대관 38)에는

도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1933년부터

1936년 사이 혹은 1936년에 《대경성정

도》와 대경성부대관 의 작업시기 사이에

창동천의 복개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측

할 뿐이다. 또한, 당시 다동의 동서남북축

의 가로가 현재까지 큰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측의 남대문로 안쪽으로는 종로

와 같은 피맛길(避馬)이 존재했음 역시 알

수 있다(그림3-3 참조).

현재 피맛길은 남대문로 도로폭 확장공

사로 그 흔적이 사라졌지만, 동서남북 가로

(現다동길, 을지로3길)는 현재 다동구역 내

의 미시행지구 건물군이 모여, 활력 있는

저층부 환경을 조성하고, 친숙한 보행가로

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

니고 있는 곳이다.

37) 〈대경성정도〉는 1936년에 경성 지성당至誠堂에서 경성부의 교열을 거쳐 발행한 서

울지도로서 전체 17장(補 4장 포함)으로 구성된 지번도이다. 이 지도는 대경성정도 답게

관할구역이 확장된 후 구획과 지번을 넣어 만든 자세한 지도다. 판권자와 발행인은 반미

경평飯米耕平이며, 제도자는 삼전선당森田仙堂이고, 인쇄소는 야진집문당野津集文堂이다.

이 지도가 제작된 1936년은 경성시가지계획과 경성토지구획정리지구가 발표된 해이다.

그러므로 이 지도는 관할 구역이 확장되고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근대도시로서 경성의

계획된 면모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38) 대경성부대관 은 일본이 조선 시정 25주년 기념으로 1936년 제작한 파노라마 지도

로서 경성부를 비롯하여, 인천부, 영등포, 명수대를 대상으로 그려졌다. 1935년 서울의 하

늘에서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공중에서 도시와 건축을 바라보고 그렸기

때문에 기존의 지도와 같이 도시의 조직뿐만 아니라 건물의 입면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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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무교 및 다동구역의 1967년 계획모형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1967, �재개발지구계획보고서: 무교지구�

3.1.2. 기본계획 변화

다동구역은 73년 최초로 도심부재개발을 지정한 후,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활발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다른 구역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67년부터 본격적인 재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와 기본계획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동구역을 대상으로 각 시기별로 진행된 재개발 기초

조사와 기본계획이 어떤 특징이 있고, 재개발에 관해 어떤 태도 차이를

보이는지 혹은 구역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기 위

해서는 기초조사와 기본계획 자료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

계획과 현재 다동구역의 공간 사이에서 발견되는 차이와 의미를 보다 명

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1)1960년대-1967년 �재개발지구계획보고서: 무교지구�

서울시에서는 1973년 도심부

재개발 지정과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1967년 �재개발지구계

획보고서: 무교지구�를 통해,

무교·다동·서린·을지로1가 구역

을 묶어 기초조사와 기본계획

을 수립한다.

다동구역은 상업시설과 위락시설을 포함하도록 계획하여, <그림 3-7>

과 같이 업무와 상업시설을 위락시설 주위에 오도록 계획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위락시설이 다동에 집중되어있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

인다. 다동구역에 집중적으로 계획된, 위락시설과 상업시설계획의 개략적

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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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무교 및 다동구역의 1967년 토지이용 개념도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1967, �재개발지구계획보고서: 무교지구�, p.60.

①본 구역은 업무시설 못지않게 상업시설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②되도록 많은 선택성이 중심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주어지도록 상업시

설은 축을 이루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중앙 위락지구에 레크리에이션 광장을 계획하고, 상업시설은 동시에

상업축에 따라 Cluster를 형성하게끔 계획한다.

④상업시설의 보차는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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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상업시설 보차분리 계획도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1967, 
�재개발지구계획보고서: 무교지구�, p.66.

그림 3-8. 무교 및 다동구역의 1967년 재개발 종합계획도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1967, �재개발지구계획보고서: 무교지구�, p.62.

⑤기존 건물은 살리는 것으로 하되, 구조가 콘크

리트나 철근 건축연대가 10년 미만이거나 50평

이상이고, 층수가 4층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한

다.

이처럼 본 보고서는 위의 총 4구역을 묶어, 크

게 업무, 위락, 상업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하고, 기존 건물을 최대한 살리도록 기본계획 원

칙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하지만

<그림 3-8>의 종합계획도를 참조하면, 존치건물

을 반영하여,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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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를 전제로 계획도를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1970년대-1971년 �소공 및 무교지구 재개발계획 및 조사설계:

다동지구�; 1973년 �무교 및 다동구역 재개발사업기초조사�; 1976년

�무교 다동 및 서린지구 재개발기본계획�

서울시는 70년대 총 3회에 걸쳐, 1971년, 1973년, 1976년 다동구역의

기초조사 및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큰 특징은 재개발방식이 71년

보고서에서는 전면철거 후 재개발을 하도록 계획하였지만, 73년과 76년

의 보고서에는 부분적으로 존치할 수 있는 건물을 남기면서 재개발을 추

진하도록 계획을 수정한다는 점이다. 각 보고서에 기록된 기본계획의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71년에 발간한 �소공 및 무교지구 재개발계획 및 조사설계: 다

동지구�에서 다동구역 기본계획의 원칙과 관련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①다동구역의 도시적 기능은 현재와 같이 상업업무 및 위락기능이 중

심이 된다.

②높은 지가로 인해 전용주택은 회의적이나, 독신자 또는 장기체류자

를 위한 소규모의 아파트 또는 Residential Hotel과 같은 성격의 주거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③이 구역의 개발수법은 하나의 Super Block39)(전면철거형 재개발)으

로 관리한다.

④지하1층에서 지상3층에 이르는 상업기능은 그 위치적 조건을 극복하

고 거의 동일한 비중을 갖도록 한다. 따라서 각 점포의 전면은 노천보

39) 가구(街區, block)란 길로 둘러싸인 일정의 토지구획을 말한다. 예전에는 가구의 크

기가 100m내외 ×30m 내외 정도로 작았으나(우리나라 주거지의 경우 20~40m ×80~120m

정도) 자동차(마차) 시대가 도래한 이후 도로에 위계가 생기면서 기존의 작은 가구를 여

러 개 포함하는 대가구(大街區, super block)가 나타났다. 김기호 2015, �역사도심 서울-

개발에서 재생으로�,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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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다동구역의 1971년 토지이용계획개념도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1971, �소공 및 무교지구 재개발계획 및 조사설계: 다동지구�, pp.124-125.

행도로에 면해 고객의 유입을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수직동선의 연결

은 램프와 에스컬레이터로 하되 이들은 보행자 전용의 유보도로의 일

부로서 교행에 부담을 가급적 배제하도록 하였다.

⑤자동차와 보행자 동선은 완전히 분리하도록 한다.

⑥구역전체의 오픈스페이스체계에 입각한 외부공간 관리를 한다(지구

내 중정형 녹지공간 및 광장계획).

⑦지하1층에서 지상5층까지는 상가와 위락시설로 배분하고, 고층부분

은 업무기능으로, 지하 1층의 중앙부는 광장을 배분하여, 다양한 도시

활동을 담는다.

⑧구역 내 진입하는 자동차와 서비스 동선은 북측 청계천 쪽에서 램프

로 지하1층까지 진입하여, 주차장과 건물의 코어에 연결시킨다.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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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다동구역의 1971년 교통계획개념도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1971, �소공 및 무교지구 재개발계획 및 조사설계 : 다동지구�, pp.124-125.

단계에서는 지하1층의 일부로서도 주차를 담당할 수 있지만, 수요가

늘어날 때는 지하2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한다.

다음, 홍익대학교 건축도시계획연구소와 서울특별시에서 1973년 발간

한, �무교 및 다동구역 재개발사업기초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다동구역

의 당시 기본계획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역 내 기능은 본 지구의 역사적 입지의 특징을 고려하여, 위락 및

유흥시설인 요식업을 중요용도시설로 배분하였으며, 토지이용의 효율성

을 위하여, 고층고밀을 지향하고, 토지이용의 세분화에서 빚어지는 각종

폐해를 없애기 위해, 초대가구 단위의 개발을 하였다. 중정형 공원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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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무교 및 다동구역의 1973년 계획 조감도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1973, 『무교 및 다동구역 재개발사업 
기초조사』

그림 3-12. 다동구역의 1973년 토지이용계획 및 배치도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1973, 『무교 및 다동구역 재개발사업 기초조사』, pp.116-118.    

상공원 등을 설치하여, 녹지를 회복

시켜주고, 도시경관의 증진에 기여하

고, 평면적으로 혼재되어 있던 각종

기능을 입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저층에는 상가, 고층에는 업무, 주거

기능을 재분배하도록 한 것이 큰 특

징이다. 계획 기본원칙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재개발수법 중 전면(완전)재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기존 건물

중 개수 가능건물은 본 계획에 적용시킨다.

②본 지구의 역사적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민의 위락을 위한 유

흥시설인 요식업 오락을 대단위 중요용도시설로 배분한다.

③토지이용의 고도화를 기하기 위해 다층(多層), 다목적지반(多目的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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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다동구역의 1973년 계획지구 종합구상도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1973, 『무교 및 다동구역 재개발사업 기초조사』, pp.106-108.

盤)의 이용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의 세분화에서 빚

어지기 쉬운 각종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초대가구(Super block)단위의

개발기법을 이용하도록 한다.

④평면적으로 혼재되었던 각종 기능을 입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즉 관광호텔과 같은 특수한 건축물 이외에 새로이 건설될 매머드 건축

물 내에는 저층부에 상가기능, 고층부에 업무기능, 주거기능 등을 재분

배함으로써 도시기능을 보완하고 집적의 이익을 얻도록 한다.

⑤입체적 교통망을 계획함으로써 보행자와 차량을 완전히 분리시켜 교

통상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아울러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교통체

계의 강화를 기한다.

⑥중앙보도공원(Mall), 중정형 공원, 옥상 공원 등의 설치로, 상실된 녹

지를 회복시켜 주는 동시에 공공공간의 확보로 지구 및 도시 경관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⑦공급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을 집단적으로 시설함으로써 경제적 공간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공해요인을 제거하며 자원의 절약을 기하

게 한다.

⑧고층화 고밀화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재해와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지구내외의 각종 환경을 종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각종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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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서린·무교·다동구역의 1976년 재개발계획 조감도
이미지 출처: 홍익대학교 건축도시계획연구소; 서울특별시 1976, �무교 
다동 및 서린지구 재개발기본계획�-무교, 서린 및 다동지구 재개발계획안

그림 3-15. 다동구역의 1976년 동선계획도
이미지 출처: 홍익대학교 건축도시계획연구소; 서울특별시 1976, �무교 다동 및 서린지구 재개발기본계획�-무교, 서린 및 다동지구 
재개발계획안

1976년에 발간한, �무교 다동

및 서린지구 재개발기본계획�은

1973년 �무교 및 다동구역 재개

발사업기초조사�의 내용을 토대

로, 다시 분석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 보고서다. 기존의 재개발

계획은 시·공공단체 또는 민간

기업자가 토지전체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전제로

했다면, 본 보고서의 가장 큰 특

징은 토지의 전체매입이 힘든 이유를 들어,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적

정규모로 토지를 합필한 후, 공동 또는 단독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재

개발이 이뤄져야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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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서린·무교·다동구역의 1976년 종합계획도
이미지 출처: 홍익대학교 건축도시계획연구소; 서울특별시 1976, �무교 다동 및 서린지구 재개발기본계획�-무교, 서린 및 다동지구 
재개발계획안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기본계획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본 지구의 성격은 종전과 같이 업무, 위락, 숙박, 유흥, 요식 등 상업

행위를 위주로 하는 상업지역으로 발전시킨다.

②기존 건물 중 5층 이상의 건물은 원칙적으로 존치시키도록 하고, 바

닥건축면적이 24평 미만인 노후건물, 지구전체 건축배치계획 상 불가

피한 건물은 철거토록 한다.

③기존 도로는 가능한 한 활용토록 하여, 기존도시하부구조물

(Infrastructure)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보차는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동서남북의 관통도로(을지로3길, 다동길)

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활용한다. 차량은 간선도로에서 진입하도록 계획한다.

⑤Flower Box와 옥상정원을 설치하여, 쾌적하게 쇼핑 및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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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0년대-1990년 �서울시 도심재개발 도시설계연구�; 1994년 �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1996년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에서 1990년에 발간한, �서울시 도심재개발 도

시설계연구�은 당시까지 시행된 지구와 시행되지 않은 미시행지구에 대

해 도시재개발사후평가를 시행하여, 기존 재개발원안을 수정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사후평가와 재개발수정 계획안은 94년과 96년에 진행

된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보고서에도 영향을 미쳐, 일관된 평가

로 드러난다.

먼저, �서울시 도심재개발 도시설계연구�에서는 다동구역을 총 9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내용만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40).

①외곽지구의 우선개발

남대문로 및 청계천로 등 외곽 간선도로에 면한 지구는 재개발 사업시

행이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다동구역 내부의 재개발은 부

진한 상황이다.

②시행지구와 미시행지구와의 부조화

사업시행이 완료된 지구와 미시행 지구는 용도, 기능, 형태, 밀도 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미시행지구로 인해 재개발의 효

과가 반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역전체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③선개발 후 공공용지 확보 및 조성

미시행지구로 인해 체계적인 공공용지의 확보 및 조성이 어렵고 사업

시행 지구에서 부담한 공공용지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공지가

간이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계획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3-18 참조).

40)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 1990, �서울시 도심재개발 도시설계연구�, p.20 부분 및 직접

인용.



- 64 -

그림 3-18. 1989년 다동구역 공터 및 공공용지 활용모습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 1990, �서울시 도심재개발 도시설계연구� [1]도면, p.34.

④기존용도 축출

오랫동안 지역의 특성화 기능으로 자리 잡았던 서비스 기능이 축출되

고 업무용도가 들어서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접 지역인 서린동,

무교동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랫동안 지역의 상징적이었

던 특성화된 명물거리가 사라지는 아쉬움이 있다.

⑤존치건물에 대한 대책강구

구역 내 2개 존치건물을 포함하여, 19개 지구를 구획하고 있는 바 존

치건물이 포함된 지구는 사실상 재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지구설정을 해

놓은 상태나 다름없다. 또한 존치건물에 대한 공공용지 부담방법과 이

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⑥공공용지 조성계획

공공주차장은의 면적은 당초 4개소 5,182㎡였으나, 재개발 구역변경 결

정에 의해 3개소 3,455㎡로 줄었으며, 다동공원은 2,878㎡에서 3,947㎡

로 늘었다. 공원과 주차장이 평면적 이용을 고려하여 지정되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⑦공공주차장의 부족

조성된 공공주차장이 주차부족을 겪고 있으며, 개발된 주차장 역시 대

규모 기존건물과 인접하고 있어, 수용능력에 따른 주차부족이 예상된

다. 공원과 연계한 입체화 개발이 필요하다.

⑧1층 상가 점포

재개발 전에 대부분 1층에 점포가 있어 거리에 활력이 있었으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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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다동구역의 1990년 재개발조정 과정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 1990, �서울시 도심재개발 도시설계연구� [1]도면, p.35.

발 후에는 1층이 로비나 업무 등의 비상업용도로 바뀌어, 친근감이 떨

어지는 거리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재개발 안을 ‘토지이용’, ‘교통체계’, ‘녹

지이용’, ‘건물’ 이상 총 4개영역으로 나누어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토지이용계획의 경우, 기존 구역 내부를 관통하는 통과도로계획 대

신에, 중앙을 녹지공간과 저층상가를 인접하여 배치계획한 것이 특징

이다. 이는 간선도로변의 지구만 재개발이 시행되고, 기존 구역 내부는

재개발이 정체되어 미시행지구로 남아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

로 해석된다.

②교통체계는 보차의 분리를 전제로, 중앙녹지공간을 보행전용 공간으

로, 진입도로는 보차혼용도로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역 내부

는 대가구개념(Super Block)의 개발방법을 도입하여, 개발할 수 있음

을 시사 하는 부분이다.

③녹지이용은 재개발원안의 독립된 형태의 공원에서 중앙으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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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다동구역의 1990년 재개발 확정안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 1990, �서울시 도심재개발 도시설계연구� [1]도면, p.39.

여러 지구가 직접 면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는 기

존 미시행지구의 요식업과 상가 등을 녹지공간과 인접하여 가로환경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④건물배치의 경우, 당초 계획 당시 존치건물로 지정되었던 삼덕빌딩

(現에이퍼스트호텔 명동)을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면서 부분개발을 진행

하고, 차후에는 철거하여, 재개발할 것을 계획하였다. 중앙 녹지공간과

인접하게 질서 있게 배열하도록, 계획한 것이 큰 특징이다.

한편, 94, 96년에 발간한,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서도 다동구

역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전면

철거재개발이 고도(古都)의 역사성 및 환경 친화적 도시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언급하며, 기존 대가구개념(Super Block)이나 대형건

물 단위개발보다는 소규모 단위 재개발(수복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

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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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0년대-2001년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2004년 �서울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 사업부문�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과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1년에

발간한, �서울시 도심재개발 도시설계연구�의 큰 특징은 기존 유일무이

한 재개발 방식이었던 전면철거형 재개발 방식에서 크게 철거형, 수복형,

보존형 등의 재개발방식을 구분하고, 시행계획을 세우고자 한다는 점이

다(표3-1 참조).

이러한 수복재개발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부 내 옛 도시구조를

존중하면서, 전통적인 가로 및 필지패턴을 보존하며 재개발을 할 수 있

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또한, 거대 자본이 일시에 투입되는 기존 대규모

개발에 비해, 소규모 자본과 소수의 이해관계자로 산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장기 미시행지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부채납이나, 공개공지의 확보 등의 방법을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철거재개발에 비해, 수복형 재개발은

기존 도시조직을 보존하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

려운 것이 단점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이 공동의 기반시설(주차장, 소공

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사업자 사이에서 중재하며, 적정선을 찾

구분 철거재개발 수복재개발

사업지구 획정 기존 상황 전면 무시 기존의 도로와 필지 경계를 따라 확정

사업지구 규모 다수의 필지를 모아 대형개발 단독필지 또는 소규모 공동개발

도로망계획 기존 상황 무시하고 전면적으로 새로 계획
기존도로를 존치시키거나 필요시 확장 또는 

연결

주차장 개별 사업지구별로 단독 주차장 설치
소규모필지 도는 협소한 가로에 면한 

사업지구는 공동주차장 설치

건물규모 대형 고층건물 소형 중저층 건물

사업기간 장기간에 걸쳐 일시적 시행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 시행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p.49, 재인용.

표 3-1. 철거재개발과 수복재개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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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다동구역의 2004년 수정 계획안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에서 2004,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유도방향�, p.14.

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다동의 경우, 장기 미시행지구가 상존하고 있고,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이 당초 계획대로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복재

개발 방식을 채택하여, 원활한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에서 2004년 발간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 사업부문�을 참고하면, 다동구역의 정비방법은

다시 통합개발 즉, 전면철거 후 재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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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서린, 무교, 다동구역의 2004년 정비계획도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2004,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p.34. 

다(그림3-21 참조). 당시 다동구역의 문제에 대해 기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과거 수립된 지상주차장 용지가 과도하여, 구역 내 혼잡을 초래하므

로,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주차장 용지를 공공 문화시설, 혹은 공원·녹

지 등 타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효율이 낮고, 교통장애가 우려되는 소규모 선형주차장은 가급적 용

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이면도로 중 교통접근과 서비스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은 일부구간

을 도심 상업, 문화 활동의 강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

자전용길로 기능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문제를 바탕으로 2004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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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도시환경정비 사업부문�에서 제안하는 다동구역의 재개발계획 변경

내용과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그림3-22 참조).

①다동구역은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장기 미시행지구를 재개발하

고, 국제 수준에 걸맞은 국제업무지구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통합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②이를 위해, 업무, 호텔, 회의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대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5, 7, 8지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③또한 제 1주차장은 폐지하거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6지구는 존치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되, 제 1주

차장 폐지 시에는 이 부지의 일부를 흡수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 2주

차장 부지 역시, 기타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

④청계천과 무교동길의 가로 공간이 연계되도록 하고, 구역 내부의 다

동공원이 이와 연결되도록 유도한다.

(5)2010년대-2010년 �2020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15년 �역사도심 기본계획�; 2016년 �2025년 목표, 서울

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다동구역은 2011년에 센터플레이스(舊YG빌딩)가 준공되기 전인 2000

년대에 단 한차례의 재개발도 시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0년대 수립한

미시행지구의 재개발계획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기존 선형주차장

에 대한 개선계획도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이에 2010년에 서울시에서 발

간한 �2020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다동구

역의 선형주차장 공간개선을 포함한 재개발계획을 포함한다.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3-23, 3-24 참조).

①청계천로 및 다동길, 돌우물3길(現을지로3길)에 저층부 가로활성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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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다동구역의 2010년 기본방향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2010, �2020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별 개발유도지침�, p.135. 

도를 설치하여, 활력 있는 가로를 조성한다.

②다동길과 돌우물3길은 주변 지역과 연속되게 건축선 및 전면부를 지

정하여, 활력 있는 가로환경과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③청계천 및 다동구역 내부공원과 녹지, 서린·무교구역의 공개공지 등

과 연계하여 외부공간을 네트워크화 한다.

④다동길과 돌우물3길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고, 다동길, 돌우물3

길은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와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한다.

⑤당초 보행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했던 공공공지를 녹지로 변경하여,

도심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북측의 청계천으로부터 이어지는 남북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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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정비기반시설 변경안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2010, �2020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별 개발유도지침�, p.20.  

그림 3-24. 다동구역의 2010년 기본계획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2010, �2020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별 개발유도지침�, p.142

2015년에 서울특별시에서 발간

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는 기

존 기본계획에서 더 나아가, 도심

부의 급격한 재개발과정 속에서

상실한 역사문화자원과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유한 도시구조 등을

존중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서울 도심부의 지역특성을 발굴하

여, 이를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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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다동구역의 2015년 역사도심 기본계획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2015, �역사도심 관리지침-본보고서2�, p.166.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는 한양도성의 자연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주

요한 역사자원인 옛 물길의 보존과 단계적인 복원을 위해, 계획을 수립

하고 있다. 특히, 다동구역은 현재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삼각동천

이 남측의 남대문로9길은 남대문로10길 아래로 흐르고 있는데, 이 옛 물

길의 복원과 관련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단기적으로 지상부 실개천 조성, 물길표시 등을 통해 옛 물길에 대

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하며, 옛 물길 주변 녹화 및 투수성 포장을 통

해 빗물 침투성을 개선한다.

②옛 길 구간을 표시한 지도, 과거 옛 길의 스토리를 담은 안내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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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다동구역의 2016년 재생관리계획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2016, �2025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p.213.

설치하여, 옛 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옛 길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탐방로를 조성하고, 탐방루

트가 인지될 수 있도록 바닥표식 설치 및 안내체계 등을 정비한다.

이에 2016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한, �2025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앞서 살펴본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내

용을 추가하고, 무교구역과 다동구역을 통합하여, 재생관리 하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본 보고서의 큰 특징은 앞서 기본계획과는 다르게, 다

동구역을 소단위 맞춤형(기존 수복재개발) 방식의 재개발로 유도하도록

하고, ‘재생관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제시됐던,

기반시설의 확보지연과 구역 내 공공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기반시설 지연에 따른

현황 및 배경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존 기반시설 부담을 도로와 공원·녹지가 전체 85.5%를 차지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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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다동구역 공공공지 활용모습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2016, �2025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p.71.  

도로 획일화되어 있어,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

다.

②기존 차량중심의 공간체계로

인한 과도한 도로계획이 도심

환경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③다동구역의 경우, 미완성된

도로부지가 공개공지 또는 주

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문

제가 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계획과 관련한,

해결책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①개설이 시급한 미개설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기반시설

조정에 따라 시행지구가 부담해야 할 토지면적이 작은 경우는 건축물

기부채납 또는 현금납부 등을 통해 기존 부담률을 유지한다.

②소단위 정비형 도입을 통해, 도심 이면부에 활성화된 골목상권 등은

기존 도시조직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조정(축소)하여 골목상권의 특

성을 유지하고, 도심거리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③기존 도로, 공원 등 획일화된 공공기여방식을 토지위주가 아닌, 시설

기부채납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지역 내 필요한 다양한 공공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한다. (현금으로 부담하는 방식도 도입검토 필요)

④기결정 기반시설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도로는 과도한 폭을

축소하고,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보도확장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공간으로 재편하도록 한다.

다동구역과 관련한 재생관리계획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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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심 이면부 골목상권의 특성을 유지하여, 도심거리 활성화 유도한다.

②공원계획을 축소하여 일부 활성화 앵커시설 도입 및 주변 도시조직

유지를 위해 소단위 정비를 유도한다.

③구역 내 등록문화재 및 건축자산 등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고 적극

활용하는 정비계획을 유도한다.

④차량중심의 과도한 도로 등을 축소하여, 이용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하도록 검토한다.

3.1.3. 소결

이상으로 다동구역의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을 각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결국 다동구역은 당초 기본계획대로 슈퍼블록 단위의 전면

철거재개발이 아닌, 부분재개발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당초 재개발의 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보는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

이다.

한편, 도로나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완성하기 위해, 건축선 후퇴 혹

은 기부채납 등을 통해 확보한 공지의 활용에 있어서도 각 시대별로 특

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90년대에는 다동공원의 면적계획을 늘리고, 공

공주차장면적을 줄인 것에 대해 비판하며, 구역 내 공원공간을 입체적으

로 활용하고, 주차장면적을 더 확보하는 것을 계획한다. 하지만 동시에,

확보한 공공용지를 단순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비판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2000·2010년대에는 과거 과도하게 계획된 지상주

차장 용지를 줄이고, 기존 선형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공공지를 문

화시설 혹은 공원·녹지공간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계획한다.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16년 기본계획에서는 도심 이면부에 활성화된

골목상권 등의 기존 도시조직을 고려하여, 이를 유지하도록, 기존 기반시

설확보 계획을 조정하거나 축소함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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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의 미완성 기반시설용 필지에 관한 관리 및 활용

방향이 부재하거나, 미흡한 것이 한계로 남는다.

기본계획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3-2>와 같다.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  도심재개발사업 추진기  → ←  도심재개발사업 시행기  →

다동

구역의 

특징

재개발 추진 배경 필요 개선사항

-서울의 중앙업무지구 중에서도 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전체적 발전에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임

-대부분 상업, 위락, 업무 등으로, 간선도로변은 

점포로 이용하고 있으며, 구역 내부에는 

주점과 나이트클럽이 많아 서울의 독특한 

위락가를 형성하고 있음

-무교·다동·서린동의 경우, 입지가 좋지만, 

토지이용측면에서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매우 낮아, 토지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협소한 도로와 주차장, 공공 

오픈스페이스의 부족과 비위생적 환경)

-그러나 관리가 소홀하고, 그 주변지구와 

서울시 자체의 발전을 저해해 왔을 뿐 아니라, 

국제도시로서의 기능과 면모를 갖추지 못해, 

재개발사업이 필요

-공공용지의 

확보지연으로 인한, 

효율적인 활용의 

어려움

-공공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한, 구역 

내 혼잡

-과도한 지상주차장 

면적 계획의 수정 

필요

-효용성이 떨어지는 

선형주차장을 

폐지하고, 공공 

문화시설 혹은 

공원·녹지 등 타 

용도로 전환필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공공지를 녹지로 

변경하고,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남북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

-다동길과 

돌우물3길을 저층부 

가로활성화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

-차량중심의 과도한 

도로를 축소하여, 

개방형공간으로 

전환필요

재

개발

수법 

전환

1967 1971 1973 1976 1990 1994 1996 2001 2004 2010 2015 2016

전면철거재개발

부분

재개발

(존치지구有)

통합

개발

(철거재

개발)

수복형

미시행지구

부분 

통합개발

(철거재개발)

통합

개발
-

소단위 

정비형

녹지

공간
옥상정원 중정형 

중정형 

및 옥상

공원

화분 

및 

옥상

정원

구역 내 중심으로 계획 구역 내 다동공원을 계획

-청계천과 다동 내 
공웡을 연계하여, 

녹지네크워크를 조성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공공지를 녹지로 
변경하여, 도심 

휴게공간으로 활용

보행

및

차량

계획

보차분리 보차분리

-보차분리를 전제로, 
중앙녹지공간은 
보행전용으로, 
진입도로는 

보차혼용도로로 활용

-기존도로를 

존치시키거나 필요시 

확장 또는 연결

-다동길과 
을지로3길의 

차량출입을 막고,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유도

각종

공지 

활용

현황

및

계획

- -
-공공용지를 

주차장으로 활용 

-선형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공지를 

문화시설 혹은 공원·녹지공간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계획 

비고

※계획안에 기존건물
을 살리는 것을 제안
하지만, 계획안에는 
기존 건물 철거를 전
제로 계획

※1976년 계획에서 사

업주체를 시·공공단체, 

민간기업자에서 토지

소유자로 변경

※도시재개발사후평가

를 시행하여, 이를 기

반으로 재개발원안을 

수정·계획

※확보 지연되는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재개발수법의 도입과 

변경과정

※재개발과 같은 용어 

사용에서 재생 및 관

리와 같은 용어로 수

정하여 사용

표 3-2. 다동구역 시대별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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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동구역 형성과정

3.2.1. 도시조직변화

다동구역은 70년대에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에 돌입하지 못하고, 60년대

부터 70년대까지 4차례에 걸쳐,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을

반복한다41). 이후, 다동구역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후반사이에, 활발

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시기 다동구역의 도시조직은 극적인 변

화를 맞이하게 된다.

다동구역은 이 시기에 크게 가로와 블록의 크기와 형태가 변화하고,

세부적으로는 필지와 건물의 형태와 배치가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양상

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용도변화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이러한 물리적 변화가 각각의 건물 내 용도변화와 활용양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결국 앞의 변화를 토대로 다동구역이 현재 어떠한 특

징적 현상을 보이는지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동구역 1970년대의 특징은 가로망이 실핏줄처럼 구역 내부 곳곳의

깊숙이까지 연결되어 있고, 구역 동측 남대문로 이면으로 나있는 피맛길

이 70년대까지 남아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측의 피맛길은 78년 10월에

완료한 남대문로 확장공사로 인해, 그 흔적이 사라졌다42).

41) 이후, 1973년과 1976년 보고서에서는 사업주체를 시·공공, 민간기업자에서 토지소유

자로 설정하고, 존치건물을 보존하면서, 부분재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는

도심재개발의 수법과 계획이 당시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했고,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토

지소유자를 설득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42) 중구 을지로입구에서 종로네거리 사이 남대문로 확장공사가 1978년 10월 28일 준공

되어, 개통됐다. 도심의 핵간선도로이면서도 폭이 30m밖에 안 돼, 심한 교통체증을 빚어

온 이 도로 확장에 서울시는 총 21억 8천 6백만원(보상비20억 7천 6백만원)을 투입, 착

공 3개월 만에 폭 40m로 넓혀 준공을 보았다. 이번 확장구간은 을지로입구에서 종로네

거리 사이 연장 280m의 남대문로 기존도로 동쪽의 기존건물 15동을 헐고 사유지 650평

을 도로에 흡수시켰는데 공사에는 연인원 1만명과 150대의 장비를 투입, 차도 확장과 함

께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가로수공사 등도 곁들였다.

동아일보 1978년 10월 28일, “남대문로 확장 끝내 을지로~종로네거리 280m”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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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대 지적도 1973년대 지적도

2017년 지적도 다동구역 현황

이미지 출처: (좌측상단)《대경성정도》; (우측상단)서울특별시 1973, �무교 및 다동구역 재개발사업기초조사�; 
(좌측하단)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를 기반으로 재작성; (우측하단)Ⓒ한상우.

표 3-3. 다동구역의 필지변화 및 현황

이후, 80년대에는 간선도로를 따라, 구역 북측 청계천변의 한국관광공

사(1984)와 남대문로변의 동아빌딩(1986), LG다동빌딩(1987), 국제빌딩

(1987)이 준공된다. 따라서 다른 곳보다, 북측과 동측의 골목길이 먼저

없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대신에 을지로3길을 포함한, 북측의 도로 일부

구간이 필지가 통폐합됨에 따라, 확장된 모습을 띈다.

2017.12.0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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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2010년대

이미지 출처: 유재형·김기호 2006, “서울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건물용도 변화에 관한 연구-다동구역의 건물용도 및 임대료 
관계특징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2004,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도심부 토지이용 및 경관변화-1980년대와 2003년대의 서울 도심부 
비교�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3-4. 다동구역의 가로변화

90년대에는 추가적으로 청계천변의 동아생명사옥(1995)과 한미은행본

점(1997)을 비롯하여, 구역 내외부의 한국개발리스(1995), 한외빌딩

(1997), 동부다동빌딩(1999)이 추가로 개발됨에 따라, 현대 다동구역의

가로와 블록의 크기와 형태가 규정되는 모습이다. 특히, 1992년 12월 재

개발착공을 한 한외빌딩의 경우, 다동길 동측의 도로 폭 확장에 큰 영향

을 미친다43).

43) 이는 다동구역 기반시설확보를 위해, 건축선 후퇴의 규정과 공공용지 기부채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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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2010년대

이미지 출처: 유재형·김기호 2006, “서울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건물용도 변화에 관한 연구-다동구역의 건물용도 및 임대료 
관계특징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2004,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도심부 토지이용 및 경관변화-1980년대와 2003년대의 서울 도심부 
비교�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3-5. 다동구역의 블록변화

이후,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재개발이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아, 획

정된 가로와 블록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2017

년 기준 다동구역 내 마지막 재개발사업인 센터플레이스가 2009년 3월

재개발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 준공되면서, 다동구역 남서측의 골목과

영세한 건물이 사라지고, 현재 넓은 폭의 보도를 센터플레이스 남측에

확보한 모습이다.

통해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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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미지 출처: 유재형·김기호 2006, “서울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건물용도 변화에 관한 연구-다동구역의 건물용도 및 임대료 
관계특징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2004,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도심부 토지이용 및 경관변화-1980년대와 2003년대의 서울 도심부 
비교�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3-6. 다동구역의 건물변화

한편, 필지의 크기와 형태 역시, 80·90년대 재개발시기를 거쳐, 부정형

의 작은 필지들이 정형의 큰 필지로 통폐합되는 등 뚜렷한 변화의 양상

을 보인다. 또한, 1936년의 《대경성정도》와 1973년의 『무교 및 다동구

역 재개발사업기초조사』의 지적선을 비교하면, 현재 동서남북의 가로축

(다동길, 을지로3길)을 기준으로 남쪽 미시행지구는 이미 36년도부터 존

재했으며, 이후, 합·분필을 통해, 일부 미시행지구 건물이 준공되어, 현재

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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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989년

1996년 2002년

2005년 2016년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http://aerogis.seoul.go.kr/

표 3-7. 다동구역 전체의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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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2017년 다동구역 현황

3.2.2. 용도변화

다동구역은 전통적으로 중앙업무지구 중앙에 위치하여, 환락가로 명성

을 떨치던 곳이다. <표 3-8>을 참조하면, 다동구역의 시대별 용도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1971년 다동은 요식업(유흥 및 음식)이 약 56%로 주를 이루고,

그 다음으로는 주거의 비율이 약 13.7%로 높게 나타난다. 나머지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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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71년(현황) 1973(계획) 1982-1984년(현황) 2003년(현황)

주거 13.7% 4.8% 4.0% 0.3%

숙박 7.8% 4.7%(호텔) 6.9% 1.2%

일반업무 7.4% 22.4%(업무) 8.2% 38%

음식점 56.7%(요식) 28.7%(요식) 55.6% 48%

소비재 9.6%(점포) 20.4%(상업) 11% 1.3%(유통, 판매)

위락 - 8.7%(오락) 8% 9.2%

기타 4.8% 10.3%(주차, 공급시설) 6.3% 2%

합계 100% 100% 100% 100%
출처: 
-1971년: 서울특별시 1971, �소공 및 무교지구 재개발계획 및 조사설계: 다동지구�
-1973년: 서울특별시 1973, 『무교 및 다동구역 재개발사업기초조사』
-1982-1984년, 2003년: 서울특별시 2004, 서울도심부 발전계획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김기호 2015, �역사도심 서울- 개발에서 재생으로�, p.82 재재인용.

표 3-8. 다동의 주요 용도별 바닥면적 비율 변화 

일반업무, 소비재 등의 용도는 비교적 골고루 분포(평균8%)하고 있는 모

습을 보인다. 따라서 71년은 요식업과 주거가 다동구역을 형성하는 중요

한 용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1973년에 『무교 및 다동구역 재개발사업기초조사』의 계획

을 토대로 한, 다동구역 재개발을 통해, 이러한 용도비율을 요식업 중심

의 용도를 업무(약 22%), 상업(약 20%), 요식업(약 29%) 중심으로 조정

하고, 주차장과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동

구역이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시행완료 되는 1984년44) 이전까지, 요

식업은 약 1% 소폭 감소한 반면, 업무와 상업은 약 2% 상승했을 뿐이

그림 3-30. 1970년대 무교 및 다동구역의 모습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1973, 『무교 및 다동구역 재개발사업기초조사』

44) 한국관광공사 1984년 준공을 시작으로, 다동빌딩(1986), 동아빌딩(1986), LG다동빌딩

(1987), 국제빌딩(1987) 등이 차례로 준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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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미지 출처: 유재형·김기호 2006, “서울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건물용도 변화에 관한 연구-다동구역의 건물용도 및 임대료 
관계특징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2004,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도심부 토지이용 및 경관변화-1980년대와 2003년대의 서울 도심부 
비교�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3-9. 다동구역의 변천과정 및 저층부 용도분포 변화

었다. 이는 71년 약 13%를 차지하던 주거가 80년대 4%까지 하락하면서

나머지 면적을 업무와 상업이 대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다동구역

은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80년대 중·후반까지는 요식업을 중심

으로 나머지 용도가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80년대 중·후반부터 2003년까지 주거와 숙박의 비율이 급격하

게 하락하는 반면, 업무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약 38%까지 치솟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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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1989년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지상 1층 용도분포 현황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 1990, �서울시 도심재개발 도시설계연구� [1]도면

는 요식업의 비율(약 48%)과 불과 10%차이로, 재개발 진행지구가 대부

분 준공되고, 더 이상의 시행이 이뤄지지 않는 2000년대에 전체 다동지

구 용도비율이 업무와 요식업으로 양분되는 모습이다.

한편, 서울시에서 1990년 발간한 �서울시 도심재개발 도시설계연구�에

서는 재개발 전에는 “대부분 1층에 점포가 들어서 있어 거리의 활력과

볼거리 및 고객판매 등 활기찬 거리가 형성되었으나, 재개발 후에는 1층

이 로비 등 비상업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친근감 있는 거리가 되지 못하

고 있다. 판매시설은 지하층에 두고 대지 안에서 별도의 출입구를 두고

있지만, 1층에 점포를 두어 활기찬 도시공간으로 재생시킬 필요가 있

다45)”고 언급하며, 재개발 전·후의 다동구역 내 저층부 분위기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그림3-31 참조).

결론적으로 다동은 1970년대에 요식업(유흥 및 음식)을 중심으로 주거,

45)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 1990, �서울시 도심재개발 도시설계연구� p.20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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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다동구역의 2017년 저층부 용도현황

점포, 업무, 숙박 등이 유사한 비율로 섞여있던 모습에서, 재개발이 중점

적으로 일어난 80․90년대에는 업무지구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0년대와 201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기능과 요식업으로 양분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각각 시행과 미시행을 거점으로 분포하여, 다

동구역의 가로환경을 조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3-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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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소결

본 절에서 다동구역의 물리적 변화양상 및 용도변화를 함께 살펴본 것

은 재개발로 들어선 시행지구 업무시설이 다동구역의 프로그램에도 밀접

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동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후반사이에 활발한 재개발사업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됐는데, 이 과정에

서 기존 주거와 숙박의 기능을 담당하던 옛 건물군은 시행지구의 업무시

설로 대체되고, 2000년대에는 요식업과 업무의 비율이 각각 38%와 48%

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동구역 재개발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짚어보아

야 할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재개발이 진행된 곳의 부정형필지는 재개발과정에서 합·분필되어 재

개발이 가능한 대규모 필지로 바뀌었지만,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곳의

부정형필지의 건물은 현재까지 남아, 다동구역의 가로망, 블록, 건물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②재개발이 더디게 진행된 다동구역의 남측과 서측에 남아있는 미시행

지구 건물군과 가로망을 중심으로 요식업, 숙박 용도가 집중됐다.

③재개발이 먼저 이뤄진 청계천변의 북측과 남대문로변의 동측 시행지

구 건물에는 업무의 기능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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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다동구역 시행·미시행지구 현황

제 1 절 시행지구
1. 한외빌딩
2. 다동빌딩
3. 센터플레이스

4. 소결

제 2 절 미시행지구
1. 다동길
2. 을지로3길
3. 기타
4. 소결

제 3 절 종합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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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다동구역 시행·미시행지구 현황분석 대상  

4장에서는 시행지구, 미시행지구로 나누어 다동구역을 바라보지만, 구역

내 전체 개별사례를 관찰 및 분석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모든 개별사례

를 포괄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것보다, 주요한 특성을 분류하여 비교, 분석

하는 것이 다동구역 내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더

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93 -

제 1 절 시행지구46)

다동구역 시행지구 업무시설은 간선도로(청계천로, 남대문로)변을 따라

서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 집중적으로 재개발되었다.

따라서 공통된 주요 건축법의 영향을 받은 업무시설은 유사한 조경공간

이나 공개공지 등을 갖게 된 것이다47). 이러한 업무시설 간에 유사성은

저층부활용에 있어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지하1층에 지하아케이드를

지상1층에는 로비나, 은행과 같은 업무시설을 계획하는 식이다.

한편, 다동구역의 시행지구 업무시설 중 일부는 비교적 최근인 2000년

대 이후에 지상1층을 단순히 로비나 업무시설로 활용하던 추세에서 벗어

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거쳐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이면도로(다동길, 을지로1가)와 면하고 있는 다동빌딩(1986), 한외

빌딩(1997), 센터플레이스(2011)와 간선도로(청계천로, 남대문로)변에 위

치한 국제빌딩(1987), 대우조선해양(1987), 예금보험공사(1995)이 지상1층

을 로비와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활용양태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는 업무시설의 경우, 다

동빌딩(1986)과 센터플레이스(2011)를 제외한 나머지가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이후에 용도변경을 거쳐,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다48). 특히, 간선도로변과 맞닿아 있지 않고, 이면도로와

46) 한상우·백진 2017, “저성장시대에 대응하는 업무지구의 자생적 변화: 서울시 중구 다

동(茶洞)의 시행지구 건축물 사례를 중심으로”의 주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혹은 부

분 및 직접인용.

47) 조경공간이나 공개공지의 형태적 차이와는 별개로, 보행자나 사용자를 고려하지 못

한 계획과 현황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48) 건축물대장을 열람한 결과,

국제빌딩(1987)-2017.04.19. 지상1층 로비, 방재센타를 로비, 방재센타, 제1종 근린생활시

설(휴게음식점)으로 변경.

대우조선해양(1987)-2007.07.04. 지상1층 사무실 중 일부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

점)으로 변경.

예금보험공사(1995)-2010.05.07. 지상1층 업무시설 중 일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

식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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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2017년 다동구역 현황 및 시행업무시설의 특징 

미시행지구와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다동빌딩(1986), 한외빌딩(1997), 센

터플레이스(2011)는 저층부 평면계획과 활용양태에 있어서 굉장히 극적

인 모습을 보인다. 이는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업무시설이 기존 은행과

같은 업무시설로 활용하던 공간을 단순히 카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른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현상이다.

한외빌딩(1997)-2002.07.05. 지상1층 업무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

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017.12.18.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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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F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9F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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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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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업무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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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업무시설

주차장

로비

휴게음식점

업무시설

일반음식점
업무시설

업무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업무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B1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판매시설

위락시설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지하상가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업무시설

(기타업무)

일반음식점

체력단련장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업무시설 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B2 주차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업무시설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업무시설

주차장

전기실

주차장
주차장

B3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기계실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B4
기계실

전기실

기계실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B5 기계실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업무시설

(기타업무

-창고)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B6
기계실

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기계실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B7
기계실

전기실

구

분
한국관광공사

다동빌딩

(舊동국산업)
동아빌딩 국제빌딩

대우조선해양

(舊LG

다동빌딩)

하나카드빌딩

(舊한국

개발리스)

예금보험공사

(舊동아

생명사옥)

한외빌딩

한국씨티은행

(舊한미

은행본점)

동부다동빌딩
센터플레이스

(舊YG빌딩)

위

치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6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5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40

준

공

년

도

1984 1986 1986 1987 1987 1995 1995 1997 1997 1999 2011

주

용

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전시장

업무

근린생활시설

판매

업무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규

모

지하4층

/지상17층

지하4층

/지상12층

지하4층

/지상15층

지하5층.

/지상15층

지하5층

/지상17층

지하6층

/지상12층

지하6층

/지상19층

지하5층

/지상15층

지하7층

/지상20층

지하6층

/지상15층

지하6층

/지상23층
건

폐

율

39.64% 28.61% 46.64% 44.71% 44.9% 39.99% 37.01% 44.99% 42.06% 47.35% 59.97%

용

적

률

628.97% 307.47% 694.28% 667.69% 742.87% 478.49% 696.75% 661.27% 787.01% 662.79% 999.89%

출처: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재작성

표 4-1. 시행지구 업무시설 층별 용도현황 및 개괄(2017.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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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한외빌딩
이미지 출처: http://gbn.samusilpk.com/index.asp 

그림 4-3. 주요 건축법규 제정 시기 및 시행지구 업무시설 준공년도  

따라서 ‘3.3.1. 시행지구’에서는 한외빌딩(1997), 다동빌딩(1986), 센터플

레이스(2011), 이상 3곳의 시행지구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형태적, 용도

적, 행태적 특성의 관점에서 현황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그 이유는

위의 3곳 모두 공통적으로 이면도로에 위치한 업무시설로 미시행지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개발 시기별로 업무시설

계획 당시 적용받은 건축법규가 다르고, 저층부 평면 계획과 용도 활용

및 분포 그리고 대지 내 공지의 계획 및 활용현황 등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4.1.1.한외빌딩

(1)저층부 평면계획

한외빌딩은 지하5층, 지상15층 규모의

업무시설이다. 이곳은 다동구역의 동서가

로와 남북가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위치한

곳으로, 1997년 준공되었다. 산다빌딩과 면

한 좁은 폭의 남북가로(약 3m)가 다닥다

닥 붙어있는 음식점에 둘러싸여, 좁지만

활기찬 보행흐름을 보이는 반면, 한외빌딩

과 면한 남북가로(약 15m)와 동서가로축

(약 12m)은 길가의 주정차와 보행자들로 인해, 다소 느슨하지만, 복잡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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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한외빌딩 배치도

그림 4-5. 한외빌딩 지상1층 평면도(점선: 공개공지 및 조경공간)      

한외빌딩은 1991년 재개발 승인을 받게

되어, 당시의 건축법 주차장, 용적률, 건폐

율, 건축선후퇴 등의 규제를 시설계획에

반영한다. 특히, 한외빌딩이 다동구역의 여

타 빌딩과 다르게 ‘공개공지의 확보(199

1)49)’의 적용을 받아 건축됐다. 한편, 조경

공간은 약 1.2m높이의 단차를 두어, 필지

의 경계를 따라 계획하였다. 이는 당초 다

동구역 재개발계획대로 폭 12~15m의 도로

가 생길 것을 염두에 두어, 조경공간을 일

종의 완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

49) 우리나라는 91년 도심재개발 과정에서 부족한 녹지면적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공개공지의 확보를 법제화하였다. 따라서 96년 준공 된 한외빌딩의 경우, 공개

공지 확보 및 건축선 후퇴의 적용을 받아, 꽤 넓은 대지 내 공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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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하지만 한외빌딩 주변의 도로는 전체구간이 완성되지 못하고,

일부구간만이 완성되었다. 따라서 당초 조경계획은 보행자와 사용자를

위한 완충공간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 원활한 보행흐름을 방해하는 계

획이 되어버린 것이다.

현재 한외빌딩의 지상1층은 로비와 근린생활시설로 활용 중으로, 주출

입구를 기준으로 좌측의 공간은 내부복도를 형성하여, 푸드코트로 활용

하고 있고, 우측은 카페와 주점으로 운영 중이다.

(2)용도 및 활용

한외빌딩은 1997년 준공 이후, 2002년 용도변경을 거쳐 현재 지상1층

을 근린생활시설로 활용중이다. 당초 계획으로는 지상1층을 로비와 은행

같은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지만, 외환위기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

체영향으로 지상1층 계획 및 활용을 임대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외빌딩은 지상1층의 101, 102호 업무시설을 2002년7월5일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고, 같은 해 7월19일에는 다시

101호를 101~136호로, 102호를 137~159호로 전환하였다50). 특이한 점은

단순히 임대 목적을 위한 용도변경과 분할이 아니라, 지상1층의 자잘한

공간을 여러 명이 소유하도록 하고, 이들 소유자가 다시 임대를 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당시 한외빌딩은 이면도로

에 위치해있다는 입지적 불리함 때문에, 저층부 계획 및 활용의 변화에

대한 압박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51). 2017년 현재, 한외빌딩의

101~136호에는 내부복도를 중심으로 외부와 면한 공간은 이용자의 출입

이 빈번하고, 회전율이 빠른 편의점이나 카페가 입점하였고, 내부와 면한

50) 2017.02.07. 건축물대장 열람.

51)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여타의 업무시설이 비교적 이러한 변

화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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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한외빌딩의 1층 평면변화

공간은 비교적 오랜 시간을 머무는

분식집이 입점하여, 푸트코트를 형

성하고 있다. 반면, 137~159호는 전

체공간을 호프집이 임대하여 낮에는

카페로, 밤에는 주점으로 활용중이

다(그림4-7 참조).

이처럼 이면도로와 맞닿아, 미시

행지구의 보행흐름과 이용패턴에 많

은 영향을 받는 한외빌딩의 환경은

한외빌딩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

여,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한외빌딩은 기존 주가로

와 면한 저층부를 로비와 업무용도

로 사용했던 것에서 벗어나, 1층 내

부 공간분할을 극대화하여, 보행자

와 이용자의 보행 및 이용패턴을 다

양화 시킨다. 이는 상대적으로 미시

행지구 음식점의 영향을 덜 받는 위

치에 있는 한외빌딩이 내부복도 형

성과 공간분할을 통해, 다양한 용도

를 건물 내부적으로 수용하려함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외빌딩 평면에서 외부와 면한 공간의 대부분

이 소규모 커피·음료전문점이 입점해 있다는 점이다52). 이들은 별도의

테이블과 의자를 둘 수 없는 좁은 실내면적 때문에, 테이크아웃을 전문

으로 하며, 전면부에 창을 내어 계산이나 음료를 주는 모습을 보인다. 이

들 카페는 주로 주변 회사원이 점심식사를 마친 후 혹은 오후에 이용하

52) 2017년12월 기준, 총 5곳의 카페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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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한외빌딩 입점현황 

그림 4-8. 한외빌딩의 입면변화 
이미지 출처: 다음지도  

며, 회사원이 없는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용행태에서는 건물의 카

페가 입점해 있는 위치에 따라 차이

를 보인다. 예를 들어, 별도의 조경공

간이 없어 쉽게 인지가 가능하고 접

근이 용이한 한외빌딩 남서측은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반면, 약 1.2m 높이

의 조경계획으로 인해 인지성과 접근

성이 떨어지는 남동측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인다. 이는 당초 업

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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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한외빌딩과 가로의 관계 개념도

그림 4-10. (상)한외빌딩 남서측, (우)한외빌딩 남동측
출처: ⓒ한상우, 다음지도

지상1층과 조경계획이 카페나 편의점

으로 활용되는 현재의 상황과 부조화

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

한 조경계획은 장기적으로 저층부 점

포의 이용률을 높이고, 보행환경을 개

선하기 위해서,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한외빌딩의 공개공지는 짐을

두는 창고처럼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는 공공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의무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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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점심시간의 카페모습

을 이행하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공개공지를 이용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개공지 역시 위의 조경공간과 마찬가지로

주변가로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보행자나 이용자의 이용률을 높이

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활용해야할 것이다.

4.1.2.다동빌딩

(1)저층부 평면계획

다동빌딩은 1986년 준공된, 지하4층, 지상12층 규모의 업무시설이다.

다동빌딩은 83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75년 제정된 건축선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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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다동빌딩

그림 4-14. 다동빌딩 배치도 

의 적용을 받아, 약 3m의 전면공지

가 있지만, 91년 지정된 공개공지

의 확보는 적용받지 않아, 별도의

공개공지 없이 건축되었다. 또한

조경을 주가로와 면하는 건물의 전

면부가 아닌 측면으로 계획하여,

건물 저층부와 가로가 긴밀한 관계

를 맺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앞선 한외빌딩의 공개공지와 조경

공간이 보행자와 이용자의 보행·이

용 패턴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

했던 것과는 명백히 다른 양상이다

(그림4-14 참조). 또한, 다동빌딩은

계획초기부터 지상1층을 단순히 로

비나 업무공간으로 계획하지 않고,

점포공간으로 할애하여, 가로와 면

하는 표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장한 공간으로 평면을 분할한 것

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뒤의

용도와 행태적 특성에도 많은 영향

을 미친다.

(2)용도 및 활용

다동빌딩은 초기 평면계획부터,

지상1층을 101-111호로 나누어, 분할 소유하는 모습을 보인다53). 현재

다동빌딩은 저층부(지하2층~지상2층)를 근린생활시설로 운영 중인데, 지

하2층은 골프연습장, 지하1층은 목욕탕, 지상1층은 업무시설의 로비, 음

53) 2017년 8월 기준, 총 6개의 점포가 지상1층에 운영 중이다.



- 104 -

그림 4-15. 다동빌딩 지상1층 평면도 및 용도현황(점선: 조경공간)   

식점, 카페, 편의점, 양복점, 지상2층은 사무용품점이 입점해 운영 중이

다. 이처럼 다동빌딩은 간선도로변의 업무시설이 저층부를 단순히 업무

공간이나 로비로 활용하던 것과 다르게, 미시행지구의 여러 점포를 이용

하는 보행자나 이용자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동길, 을지로3길

(이면도로)과 접해있다는 입지적 특성을 활용해, 저층부를 근린생활로 적

극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앞서 한외빌딩이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분식점

이나 카페가 입점해 있던 것과 다르게, 음식점, 편의점, 카페가 골고루

입점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동빌딩의 지상1층 평면은 편의점(8×7m)을 제외한 개별점포를 약

12F 업무시설
11F 업무시설
10F 업무시설
9F 업무시설
8F 업무시설
7F 업무시설
6F 업무시설
5F 업무시설
4F 업무시설
3F 업무시설
2F 사무용품점, 업무시설
G.L 업무시설의 로비, 음식점, 카페, 편의점, 양복점, 기계실, 주차장
B1 목욕탕, 주차장
B2 골프연습장, 주차장
B3 기계실, 주차장
B4 기계실, 주차장

표 4-2. 다동빌딩의 층별 용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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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다동빌딩 전면의 모습

4×7m로 계획하여, 단변을 가로와 맞닿게 계획하였다. 이는 세장한 평면

계획을 통해, 가로와 면하는 점포의 수와 표면적을 극대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점포와 가로의 이격거리를 최소화하였는데, 이는 다동구

역 전체로 보았을 때, 다동길과 을지로3길의 보행·이용흐름이 다동빌딩

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용자 선택

의 폭을 다양화 시킨다.

그림 4-17. 을지로3길, 다동길의 보행흐름과 다동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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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센터플레이스 

그림 4-18. (상)산다빌딩과 가로의 관계 개념도, 
(하)다동빌딩과 가로의 관계 단면개념도  

하지만 다동빌딩은 산다빌딩이 약 3m

폭의 골목길을 기준으로 미시행지구 음식

점과 맞닿아 있어 양방향으로 이용자의

선택이 발생했던 상황과 대조적으로 점포

와 보행가로가 도로와 면하고 있어서, 일

방향으로 이용자의 선택이 발생한다. 따라

서 보행환경에 있어서는 약 3m의 가로폭

으로 동일하지만, 점포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을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한계라 할

수 있다(그림4-18 참조).

4.1.3.센터플레이스

(1)저층부 평면계획

센터플레이스는 2011년 준공된,

지하6층, 지상23층 규모의 업무시

설이다. 센터플레이스는 다동 내

업무시설 중, 저층부 계획의 변화

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로, 여타의 업무시설이 저층부를

단순히 로비와 업무시설로 활용했

던 것과는 다르게, 지하1층부터 지

상3층까지를 상업시설로 계획하여,

지상1층의 주가로와 면한 남측공

간은 잘게 나누어 상가(101~115호)

로 계획하고, 업무시설을 위한 로

비는 기능을 축소하여 북측의 보

조가로와 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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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상)센터플레이스 남측, (하)센터플레이스 서측
이미지 출처: (상)Ⓒ한상우, (하)다음지도

그림 4-20. 센터플레이스 지상1층 평면도 및 용도현황(점선: 조경공간)   

센터플레이스는 건축선 후퇴

(1975) 및 공개공지의 확보(1991)

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여타의

업무시설이 대지 내 공지(전면공

지, 조경공간, 공개공지)에 실외기

혹은 짐을 두었던 것과 다르게, 저

층부 점포와 보행공간을 고려한

계획으로 남측 약10m, 서측 약

11m의 꽤 넓은 조경 및 공개공지

를 확보한 모습이다.

(2)용도 및 활용

센터플레이스 앞선 다동빌딩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계획 초기부터, 저

층부(지하1층~지상3층)의 상당부분을 상업공간으로 할애하는 모습을 보

인다. 센터플레이스는 앞서 다동빌딩이 을지로3길과 다동길과 접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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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센터플레이스와 가로의 관계 개념도

그림 4-22. 센터플레이스 남측 전면공지 활용양상

입지적 특성과 지상1층 점포의 연

속성을 활용하여, 보행·이용흐름

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했던 것

과 다르게, 오히려 건물 저층부의

상업생태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

인다. 예를 들어, 분식집이나 카페

가 주로 입점했던 한외빌딩의 사

례와 마찬가지로, 지상1층의 경우,

편의점3곳과 카페4곳이 입점해 영

업 중이다.

센터플레이스는 다동빌딩과 마

찬가지로, 로비 및 업무시설 계획

을 중시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다

양한 상업시설을 저층부에 계획하

여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공간과 공지의 활용 양상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다동빌딩은 건물이 보행가로(약 3m

폭)와 바로 맞닿아 있어 전면에 여유 공간이 없었던 것과 다르게, 센터

플레이스는 저층부 점포와 보행공간을 고려한 건축선후퇴와 조경, 공개

공지 계획으로 지상1층의 약10~11m 폭의 전면공지를 확보한 것이다. 현

재 이 전면공지는 센터플레이스 지상1층 점포의 테라스공간으로 활용되

고 있는데, 특히 점심시간이나 오전·오후 편의점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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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4.1.4.소결

지금까지 다동의 시행지구의 업무시설을 크게, 저층부 평면계획과 용

도 및 활용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첫 사례, 한외빌딩은 저층부를 로비와 업무시설로 활용하던 것을 용도

변경과 내부복도 생성 및 공간분할을 통해, 저층공간 활용의 효율을 극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보행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조경

과 공개공지에 놓인 실외기로 인해, 저층부와 보행로 사이의 흐름이 자

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저층부, 가로, 보행

자,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경과 공개공지는 오

히려 원활한 건물이용과 보행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일종의

경계공백지대(Border vacuums)54)와 같은 활력 없는 장소를 만들어냄을

의미한다.

다음, 다동빌딩과 센터플레이스는 공통적으로 건축기획 초기 단계부터

로비의 기능을 축소하고, 가로에 면한 점포의 수와 표면적을 극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55). 특히 다동빌딩은 가로와 만나는 소규모점포의 수와 표

면적을 극대화 하였고, 센터플레이스는 업무시설의 로비를 보조가로와

맞닿도록 후면 배치하고, 오히려 점포공간을 주가로와 면하도록 계획하

였다. 이는 기존 업무시설이 로비나, 업무공간을 지상1층의 중요용도로

기획하고, 활용했던 양상과는 명백히 다른 것으로, 기존 계획 및 활용방

54) 다동에서 발견되는 경계공백지대는 제인 제이콥스가 ‘경계공백지대’라고 바라보는 도

시의 철로, 부둣가, 대학교 캠퍼스, 고속도로, 대규모 주차장 및 공원 등의 경계보다는 작

은 스케일의 경계이지만, 인적이 드문 활력 없는 장소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그 결을 같

이 한다고 볼 수 있다.

55) 이는 시행의 건물이 미시행지구의 가로조직과 건물이 만들어내는 가로활성화적 요소

를 건물의 저층부에 도입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행과 미시행지구의 건물

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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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는 저층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할 수 없음을 인지한 ‘패

러다임 전환’의 방증이다56). 또한, 조경공간과 공개공지의 활용측면에서

도 단순히 의무면적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테라스 공간처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실효적인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

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조경공간과 공개공지를 저층부 점포공간

과 보행공간과 밀접한 관련을 맺도록 계획하여, 보다 더 많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다양한 이용패턴과 유기적인 보행흐름을 유도하고자 함을 의미

한다.

이상으로, 다동구역의 시행지구 건축물이 공존의 상황에서 보이는 현

황의 특징을 세 가지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로비와 업무시설로 활용하던 저층부를 공간 분할하여, 점포

공간으로 활용하다는 점.

둘째, 가로와 면하는 점포의 표면적과 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평면계획

및 활용을 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

셋째, 최근 업무시설의 경우, 코어와 로비의 기능과 면적을 축소하고,

이들을 주가로가 아닌 보조가로와 면하도록 하고, 오히려 점포공간을 주

가로와 면하도록 계획 및 활용한다는 점이다.

56) 그러나 다동빌딩 사례의 경우, 준공 시점이 86년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비

교적 최근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축적된 작은 현상의 집합을 통틀어,

무엇을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자 정의이므로, 이러한 거시적 관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다동빌딩의 준공 시점과는 별개로, 위의 사례는 업무시설 패러다임의 전환을 설

명하기에 충분히 의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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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구역 시행지구의 종합분석표는 다음 <표 4-3>과 같다.

한외빌딩 다동빌딩 센터플레이스

다동구역 

배치도

대지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6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40
준공년도 1996 1986 2011

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주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용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용적률 661.27% 307.46522% 999.89%
건폐율 44.99% 28.611873% 59.97%
규모 지하 5층/ 지상 15층 지하 4층/ 지상 12층 지하 6층/ 지상 23층

1층 확대 평면

단면

저층부 

용도 변화

1996~2002 2017.1 2017.1 2017.1

은행, 업무, 로비
푸드코트, 카페, 

편의점, 호프, 로비
음식점, 카페, 양복점, 편의점, 로비 음식점, 카페, 편의점, 빵집, 로비

건축선 후퇴 ○ ○ ○
조경계획 ○ ○ ○

공개공지 확보 ○ ✕ ○
이용패턴 다양화 ○ ○ ○

보행흐름 ✕ ◐ ○

적용된 건축법

-주차장(1967) 

-용적률(1970) 

-건폐율(1972)

-건축선후퇴(1975)

-사선제한(1975)

-용적률 인센티브(1982)

-공개공지의 확보(1991)

-주차장(1967) 

-용적률(1970) 

-건폐율(1972)

-건축선후퇴(1975)

-사선제한(1975)

-용적률 인센티브(1982)

-주차장(1967) 

-용적률(1970) 

-건폐율(1972)

-건축선후퇴(1975)

-사선제한(1975)

-용적률 인센티브(1982)

-공개공지의 확보(1991)

특징 및 시사점

-한외빌딩은 기존 주가로와 면한 전면

부를 로비와 업무용도로 사용했던 것

에서 벗어나, 내부복도의 형성을 통해, 

공간분할을 극대화하여 보행자와 이용

자의 이용패턴을 다양화 

-그러나 보행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조

경계획과 실외기로 인해, 유기적인 보

행흐름을 이끌어내지 못함

-건축선 후퇴를 했으나, 별도의 공개공

지확보 없이 건축되어, 미시행지구 건

축물과 마찬가지로 저층부와 가로 사

이의 관계가 친밀함

-점포와 보행가로가 도로와 면하고 있

어서 보행자로 하여금 다양한 보행흐

름을 유도하고 있지는 못함 (산다빌딩

이 골목길을 기준으로 미시행지구 음

식점과 맞닿아 있어 유기적인 보행흐

름이 발생했던 상황과 대조) 

-로비 기능을 축소하여, 보조가로와 면

하도록 계획하고, 주가로와 면하는 점

포의 표면적을 극대화

-건축선 후퇴 및 공개공지 확보 등의 

규정을 받았으나, 조경공간과 전면공지

을 일종의 테라스 공간처럼 활용하여, 

보행자 및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다양

화하고, 유기적인 보행흐름을 유도

종합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과 미시행의 공존의 상황에서 시행지구 건축물이 보이는 현황의 양상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로비와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저층부를 분할하여, 점포공간으로 활용

-둘째, 가로와 면하는 점포의 표면적과 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평면 계획 및 활용

-셋째, 최근 업무시설은 코어와 로비의 기능과 면적을 축소

표 4-3. 다동 시행지구 건축물 사례 종합분석표 (○:좋음, ◐:보통, ✕:Non Applied(N/A) 또는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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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2017년 다동구역 현황 및 미래유산 현황  

그림 4-24. (좌)을지로3길의 골목풍경, (우)다동길 보차혼용도로의 풍경  

제 2 절 미시행지구

앞서, 1936년의 《대경성정

도》와 1973년의 『무교 및 다동

구역 재개발사업기초조사』의 지

적선 비교를 통해, 현재 동서남

북의 가로축(다동길, 을지로3길)

을 기준으로 남쪽 미시행지구는

이미 36년도부터 존재했으며, 이

후, 합․분필을 통해, 일부 미시

행지구 건물이 준공되어, 현재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

었다.

이처럼 다동구역의 미시행지구는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으며, 동서남북

의 가로축인 다동길과 을지로3길의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재개발이

진행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다동구역은 미시행지구의 건축

물이 다동길과 을지로3길에 집중적으로 면해있는 물리적 환경에 의해,

연속적이고 활발한 가로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을지로3길은

폭 2~3m의 보행자중심의 골목길이라는 점도 가로 및 보행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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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킹콩호프을지노가리의 개략적인 도면(2017)   

한편 다동구역 내의 음식점 중 오래된 곳은 약 90년에 이르는 곳도 있다.

이에 서울시는 다동의 용금옥(1932), 부민옥(1956), 무교동 북어국집(1968)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해, 관리해오고 있다57). 또한, 다동구역 내 미시행지구는

좁은 실내면적을 극복하고, 임대·판매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

활용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황을 미시행지구의 음식점이 밀집

해 있는 ‘다동길’과 ‘을지로3길’, ‘기타’로 나누어 바라보도록 하겠다.

4.2.1.다동길

(1)킹콩호프을지노가리_다동 169대

다동 ‘169대’는 1999년 재정경제

부(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필지

로, 2015년 3월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됐으며,58) 현재는 킹콩호프을지

노가리가 영업 중이다59). 이곳은 다

동구역의 개발제한으로 인해, 조립

식 판넬과 경량철골로 지어졌으며,

나머지 공터(전면공지)는 간이 테이

블과 의자를 두어, 야외 테라스 공

간처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비

가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가설천막을 치고 영업을 한다. 킹콩호프을

지노가리는 퇴근 이후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손님이 몰리는 주점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오전 11시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뷔페식 점심식사 메

뉴를 운영한다.

57)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http://futureheritage.seoul.go.kr/web/main/index.do

58) 다음지도의 로드뷰 기능으로 2015년 3월까지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9)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2016.04.22.-1986년, 증축(2층), 76.7㎡, 판넬/경량철골, 점

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12.02.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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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킹콩호프을지노가리 위치도 및 지적도 

그림 4-28. (좌)2009년의 모습, (우) 2017년의 모습
이미지 출처: 다음지도

그림 4-29. 킹콩호프을지노가리의 낮과 밤

(2)육일슈퍼_다동 51-25대

다동 ‘51-25’에 위치한 ‘육일슈퍼’는 면적은 20.8㎡의 필지에 건축된 곳

이다. 바로 옆 건물인 다동 50과 바짝 붙어, 조립식 판넬로 건축된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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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육일슈퍼의 개략적인 
도면(2017)  

그림 4-30. 육일슈퍼 위치도 및 지적도  

은 지목60)상으로는 ‘대(垈)’이지만, 좁고 긴

부정형의 필지모양으로 단독필지로 건축을

하기에, 부적절한 형태이다(그림4-30 참조).

하지만 육일슈퍼는 맞벽 건축을 하여, 부정

형한 필지의 형태를 극복한다. 또한, 이러한

대지의 특성은 물품의 진열과 판매의 특징으

로도 이어지는데, 주변 업무시설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물품(담배, 음료 등)

만을 진열해놓고 판매하며, 건물 전면의 공

그림 4-32. 육일슈퍼 전경 및 전면
이미지 출처: (좌)다음지도, (우)Ⓒ한상우

60)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 두산백과 참고

및 인용, http://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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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에이퍼스트호텔 명동 위치도 및 지적도 

간에 물품 상자를 놓고 보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육일슈퍼의 규

모는 작지만, 주변 음식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도 선택으로

서로 공생을 꾀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3)에이퍼스트호텔 명동(삼덕빌딩)_다동 130 외 6필지

에이퍼스트호텔 명동은 1970년에 준공된 지하1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다. 2016년 대수선이 시행 전까지는 삼덕빌딩으로 불렸으나, 대수선과

증축 이후에는 용도변경을 거쳐, ‘에이퍼스트호텔 명동’으로 탈바꿈하였

다. 이 건물은 1973년 다동구역 도심재개발지정 이전에 건축되어, 1976년

계획안61)에서 존치 건물로 지정받기도 했으며, 여러 차례의 용도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62). 이 사례가 흥미로운 점은 각 시기별로 용도

61) 홍익대학교 건축도시계획연구소; 서울특별시 1976, �무교 다동 및 서린지구 재개발기

본계획� 참고 및 인용.

62)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본 건물은 총 5차례의 용도변경을 통해, 건물을 사용했

다. 2017.11.25. 열람.

①2001.11.12.-2층 근린생활시설(치과의원) 72.47㎡를 업무시설(사무실)로 변경.

②2003.01.17.-지하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54.38㎡, 이용실33.48㎡)을 위락시설

(주점영업87.86㎡)로 표시변경.

③2006.08.07.-용도변경:지하1층 296.78㎡ 일반유흥음식점, 87.86㎡ 위락시설(주점영업)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

④2007.03.14.-표시변경:지상1층 점포505.65㎡ 중 43㎡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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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좌)2009년 삼덕빌딩, (우)2017년 에이퍼스트호텔 명동
이미지 출처: 다음지도

그림 4-35. 에이퍼스트호텔 명동에서 제공하는 Tasty Foods 지도
이미지 출처: 에이퍼스트호텔 명동 웹사이트, http://afirsthotelgroup.com/ko/?c=main  

를 변경하면서 건물과 구역, 그리고 그 주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에이퍼스트호텔 명동은 70년 준공이후부터, 1990년

대까지는 업무시설로 안정적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2000년대에 이르러서

는 저층부를 평면분할과 용도변경을 통해, 요식업, 유흥시설, 점포 등으

⑤2016.10.24.-대수선,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외관변경에 따른 내력벽 일부철거 및 내진

보강, 방화구획 변경 및 피난계단 증설 등. 용도변경 및 증축

-지하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보일러실→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관광숙박시설(기계실,

전기실)

-지상1층 점포462.65㎡,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관리실→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관광숙박시설(주차장)

-지상2층 사무실→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지상3층~9층 사무실→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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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16년에는 관광호텔로 활용한다. 이는 단순히 단일건물의 용도가 달

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좁게는 다동구역의 상권을 존중하고, 넓

게는 명동과 인사동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인 용도변경과 활용

이다63).

(4)꼬치굽는男子_다동 53-8대

다동 ‘53-8대’는 최근 다동구역의 개발제한의 완화64)로 인해,

2016년 신축된 지상2층 규모의 건물이다. 꼬치굽는男子는 이 건물

그림 4-36. 꼬치굽는남자 위치도 및 지적도 

63) 다음지도를 활용하여, 주요 관광지까지의 도보소요시간을 측정해봤을 때, 에이퍼스트

호텔 명동부터 인사동 중심부까지는 약 17분, 명동의 중심부까지는 약 12분, 경복궁의

광화문까지는 약 22분이 소요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에이퍼스트호텔 명동의 용도변경

이 다동구역 내부적인 수요충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 도심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64) 서울시는 다동과 무교동 등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해 소규모 맞춤형 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지역들은 그동안 철거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대규모 개발 이

외에는 건축행위가 제한돼 왔지만 앞으로는 1~2개 필지 단위로 건물 신축은 물론 증·개

축도 가능해진다. 더불어,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은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의 건폐율 상한을 60%로 적용하고 있지만, 중구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구내 도시환경정

비구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 △4층 이하, 용적률 240% 이

하, 건폐율 60% 이하 △2층 이하, 용적률 180% 이하, 건폐율 90% 이하 △지하 1층 허

용 등 3가지로 나눠어 있던 규제가 ‘4층 이하,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90% 이하’로

완화됐다. 증축도 ‘4층 이하,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90% 이하’로 규제가 풀렸다. 이

데일리TV, 2017.05.30., “골목길 살려 도심재생... 다동·무교동 ‘소규모개발’ 탄력” 참고 및

부분인용. 2017.12.0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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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좌)전면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2016.09) (우)꼬치굽는男子의 개략적인 도면(2017) 

그림 4-38. (좌)2016년9월 계단실과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부지, (우)2017년 꼬치굽는男子
이미지 출처: (좌)다음지도, (우)Ⓒ한상우  

의 계단실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야외테라스처럼 사용되는 전

면공지는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1년여 정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약 24㎡를 무단 증축65)하여, 주점(꼬치굽는男子)의 야외공간

으로 활용중이다. 경량철골조의 천막지붕을 날씨에 따라서 접었다

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65)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2017.12.01.-증축(1층), 24㎡, 천막/경량철골, 근린생활시설

(점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12.06.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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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포장마차 
낮과 밤의 모습(2018년 봄)

이미지 출처: (상)다음지도, (하)Ⓒ한상우

그림 4-41. 포장마차 개략적인 
도면(2017)   

그림 4-39. 다동 56도의 포장마차 위치도 및 지적도   

4.2.2.을지로3길

(1)포장마차_다동 56도66)

다동 ‘56도’는 저녁에 포장마차가 열린다. 이

곳은 ‘58-1대’에 위치한 효광빌딩이 미시행지구

로 남아있는 덕분에, 생성되는 도로의 유휴공

간에서 영업을 한다. 이곳은 오전이나 오후에

인접 업무시설의 회사원이 주변 카페에서 커피

를 사와 흡연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곳으로 주

로 사용되는데, 회사원이 퇴근하여, 보행량이나

이용률이 낮은 저녁시간에 도로의 일부를 일시

적으로 점유하고, 포장마차영업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66) 박주현 2017, “서울 사대문안 도심 속의 제3공간에 관한 연구-서울 중구 다동을 중

심으로”, p.114-115, 참고 및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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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노바다야끼 도리방 
개략적인 도면(2017)   

그림 4-42. 노바다야끼 도리방 위치도 및 지적도   

(2)노바다야끼 도리방_다동 60대

다동 ’60대’에 위치한 노바다야끼 도리방은

을지로3길과 다동길이 만나는 사거리의 교차

점에 위치하고 있다. 노바다야끼 도리방이 자

리잡은 곳은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도로이지

만, 재개발지연으로 인해, 도로로 귀속되지

못한 필지이다67). 이 주점은 좁은 실내면적을

극복하기 위해, 가게 전면의 가로를 저녁시간

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두어,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4-44. 노바다야끼 도리방 낮과 밤의 모습(2017년 가을) 

67)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사용승인일이 1943.10.18.이라는 기록을 확인하였다. 본

건물은 연와조의 2층 규모이다. 2017.12.09.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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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야외 조리공간 및 낮과 저녁의 풍경(2017년 겨울) 

<그림 4-44>를 참조하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게 외

벽에 바짝 붙여서, 테이블과 의자를 두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오는정 쪽갈비, 장안문 쪽갈비, 불타는 다동화로_다동 128, 138대

다동 128과 138대에 위치한, 오는정 쪽갈비, 장안문 쪽갈비, 불타는 다

동화로는 앞선 사례와는 다르게 전면공지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들은 모두 을지로3길의 골목길과 맞닿아 있으며, 필지는 다른 사례와는

달리, 건폐율이 100%에 육박한다. 따라서 전면공지에 여유가 많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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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 오는정 쪽갈비, 장안문 쪽갈비, 
불타는 다동화로 위치도 및 지적도  

그림 4-47. 오는정 쪽갈비, 장안문 쪽갈비, 불타는 
다동화로 개략적인 도면(2017)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사례가 전면공지에 간이 테이블이나

의자를 두고 영업을 했다면, 야외 전

면공지에 조리공간을 두거나, 각종 기

자재를 골목길(을지로3길)에 내놓아

보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좁은

실내면적을 극복하고, 전면공지를 효

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흥미

롭지만, 무엇보다 음식을 조리하는 모

습과 음식의 냄새를 지나가는 보행자

에게 노출함으로써 음식점을 홍보하

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다동구역의 을지로3길만의 특

색 있는 거리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오는정 쪽갈비, 장안

문 쪽갈비, 불타는 다동화로는 주로

오전부터 영업을 시작하는데, 점심에

는 생선이나 주물럭을 내어, 거리에서 굽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면, 저

녁에는 쪽갈비를 거리에 나와 굽는다(그림4-45 참조).

(4)산다빌딩

1967년 말에 준공된 산다빌딩은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다. 산다빌딩은 68년 3월 관광호텔 허가를 받아 ‘산다호텔’로 문을 열었

고, 82년 야간통행 금지령이 해제된 이후에는 업무시설로 바뀌었다.68)

이곳은 무교 및 다동구역의 도심재개발 시점인 73년에 비춰봤을 때, 비

교적 신축건물이었기 때문에, 다동구역이 재개발되는 과정에서도 존속하

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사례가 흥미로운 점은, 저층부의 용도가 주변

68) 2017.01.20. (株)産茶實業 관리실장 조○○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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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8. 산디빌딩의 위치도 및 지적도  

상황에 반응하여 변한다는 점이

다. 준공시점부터 용도변경 이

전까지, 산다빌딩의 저층부는

호텔로비와 업무용도로 활용했

다. 이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았

을 때, 남북가로와 면한 미시행

지구의 음식점이 가로와 적극적

인 관계를 맺고, 이용자와 보행

자의 다양한 이용패턴을 유도하

려는 것과는 반대의 모습이다.

그러나 산다빌딩은 주변 미시행

지구의 용도가 요식업 위주로

재편되는 것에 반응하여, 2001

년 12월과 2008년 11월 두 차례 용도변경을 거쳐, 사무실로 사용하던 지

그림 4-49. (좌)다동의 남북가로, (우) 산다빌딩 호프집 입구모습 
이미지 출처: (좌)ⓒ엄유빈, (우)ⓒ한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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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0. 산다빌딩 개략적인 도면(2017) 

그림 4-51. 둘둘치킨 위치도 및 지적도 

상1층과 지상2층을 각각 위락시설(유흥주

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69)하였고, 현재는 호프집으로 지상 1층

과 2층을 활용하고 있다. 결국, 산다빌딩은

지구전체의 재개발을 염두에 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저층부 용도 활용에서 벗어나, 용

도변경을 통해 주변의 상황을 존중하고, 시

행과 미시행지구 사이에 새로운 소통의 가

능성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

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둘둘치킨_다동 138-2대

둘둘치킨은 다동 ‘138-2대’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좁은 실내면적을 극복

하기 위해, 저녁에 전면에 있는 공공

공지(140-1도)를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 공공공지는 사실,

하나카드빌딩(舊한국개발리스)이 재개

발 당시 확보한 도로부지로, 재개발

지연으로 인해, 도로로 사용되지 못하

고, 현재는 소공원(공공공지)로 활용중

인 곳이다. 이 소공원은 오전과 오후에 주변 업무시설의 회사원이 흡연

69) 산다빌딩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본 건물은 총 3차례의 용도변경을 통해, 현재

에 이르고 있다. 2016.12.11. 2017.12.10. 열람.

①2000.04.18.-5층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②2001.08.02.-5층 근린생활시설(의료기도소매)→업무시설(사무실)로 표시변경

③2001.12.17.-1층 사무실 중 일부→위락시설(유흥주점)

④2008.11.17.-지상2층 사무실→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기타-2017.11.09. 건축물대장 지번(다동 97, 98-1), 대지면적(992.5㎡), 건폐율(50.19%), 용

적률(316.42%)를 건축물대장 지번(다동 97), 대지면적(611.6㎡), 건폐율(81.45%), 용적률

(613.48%)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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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둘둘치킨 공개공지활용 도면

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활용중이

다. 따라서 둘둘치킨은 회사원이 퇴근하는

저녁시간에 한시적으로 이 공공공지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공간을 확장하여, 활

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현재는 공공

공지가 주변 음식점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특성상, 주변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천막

이나 파라솔 같은 적극적인 활용은 보이지

않지만, 을지로3길에 활력 있는 골목문화를

만드는 데에는 기여하는 모습이다. 날씨가

그림 4-53. 둘둘치킨 앞 공개공지의 점유 모습 (상)2018년 봄, (하)2014년 봄
이미지 출처: (상단)Ⓒ한상우, (좌측하단)http://citybell.com/1013, (우측하단)http://blog.naver.com/twonders/220019767544



- 127 -

그림 4-54. 이름 없는 슈퍼 위치도 및 지적도   

그림 4-55. 이름 없는 슈퍼의 전면모습   

추워지는 겨울에는 야외영업을 하지 않는다.

(6)이름 없는 슈퍼_다동 121-3대, 120대 사이

다동 ‘121-3대’과 ‘120대’의 건물 사이공간에 조립식 판넬과 벽돌로 증

축을 하여, 슈퍼공간으로 활용중인 이곳은 육일슈퍼의 사례보다 더 극적

인 적응의 양상을 보여준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낀 듯이 보이는 이곳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70), 다동 ‘121-3대71)’가 1995년에 약51㎡를 무

70) 2016.02.17.-1995년, 증축(1층 복층), 51㎡, 판넬/벽돌, 점포. 2017.12.07.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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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6. 이름없는 슈퍼의 
개략적인 도면(2017) 

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슈퍼공간은 이때 파생적으로 생겨

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이곳은 좁은 실내

면적을 극복하기 위해, 냉장고와 냉동고를 야외

공간에 두고, 실내에는 담배를 비롯하여, 부피가

작은 상품만을 진열해놓고 판매한다. 다동구역이

가장 혼잡한 평일에는 저녁 늦게까지 영업을 하

며, 구역이 비교적 한산해지는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7)스몰하우스빅도어_다동 115대

스몰하우스빅도어는 1960년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된 건물이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업무시설로 활용하다가, 2000년대에 이르

러서는 저층부 일부를 할애하여, 음식점으로 활용하다가, 2014년 대수선

을 하여, 현재의 스몰하우스빅도어(숙박시설)로 탈바꿈하였다72). 이곳은

초기 업무시설로 활용하던 당시에는 동측의 계획도로 쪽 전면공지에 담

을 치고, 소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이 공간을 대수선과 용도변경을 거치

면서 확장하여, 카페와 음식점의 야외 테라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사실, 스몰하우스빅도어 필지의 일부는 지구단위계획 상에는 도로

로 계획되어있다(그림4-57 참조).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매입을 통해, 재

개발이 되면, 도로로 귀속돼야만 하는 곳인 것이다. 그러나 스몰하우스빅

도어는 재개발 지연으로 인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곳의 위치는 다동

71) 이 건물은 지상4층 규모로 1956년에 건축된 미시행지구 건축물이다.

72)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결과, 본 건물의 용도변경일과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12.09. 열람.

①2013.04.12.-지상2층(세부용도미기재) 중 일부→업무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②2014.05.15.-대수선(기존 목조지붕틀 철거 후 평슬라브로 변경, 각층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한 바닥 슬라브 철거 및 1층 바닥 일부 철거 등),

-지하1층 용도미기재→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1층 소매점→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층 용도미기재, 부동산중개사무소, 3층, 4층의 용도미기재→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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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9. 스몰하우스빅도어 개략적인 도면(2017) 

그림 4-57. 스몰하우스빅도어 위치도 및 지적도  

그림 4-58. (좌)2013년 스몰하우스빅도어, (우)2017년 스몰하우스빅도어
출처: (좌)다음지도, (우)Ⓒ한상우

구역의 중심가로인 을지로3길과 다

동길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뒷

골목에 자리 잡고 있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로의 용도전환

을 통해, 건물과 주변에 새로운 활

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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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0. 전면공지를 확장해서 테라스공간으로 활용하는 모습

4.2.3.기타

(1)황소막창구이전문점_다동 51-5대

황소막창구이전문점은 다동 51-5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특이하게도

지목이 공원인 필지(33-5, 51-3 등)가 51-5를 둘러싸고 있어, 실질적으

로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 내부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는 도심재개발의

지연으로 인해 생겨난 기형적인 공간으로, 주변 필지는 공원(기반시설)을

그림 4-61. 황소막창구이전문점 위치도 및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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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2. 황소막창구이전문점 개략적인 도면(2017), 
(좌)포장마차 창고로 활용되는 전면공지, (우)간이테이블과 의자를 두어 영업   .  

그림 4-63. 황소막창구이전문점의 낮과 밤

그림 4-64. 황소막창구이전문점의 실내(2017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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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기 위해, 확보한 필지이지만, 51-5는 아직 이에 종속되지 못하고

단독필지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곳은 저녁시간에 문을 여는

황소막창구이전문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은 앞서 킹콩호프을지

노가리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량철골조와 천막 같은 최소한의 건축행

위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인다. 경량철골조의 지붕은 날씨나

계절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접고, 피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아침과 낮에

는 다동구역 곳곳에서 영업을 하는 포장마차의 창고역할을 하고 있다.

(2)다동골뱅이치킨_다동 144대

다동골뱅이치킨은 전면의 다동 ‘140-1도’를 저녁에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필지는 지목 상 도로인 공공공지이지만, 현재는 재개

발과 추가적인 도로부지 확보의 지연으로 인해, 현재는 보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다. 다동골뱅이치킨과 접하고 있는, 남대로문로9길은 다동길과

을지로3길처럼 음식점이나 주점이 모여 있지 않아, 회사원이 퇴근하는 야

그림 4-65. 다동골뱅이치킨 위치도 및 지적도 

그림 4-66. 다동골뱅이치킨 낮과 밤의 모습(2018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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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7. 다동골뱅이치킨 
개략적인 도면(2017) 

간에는 주변 미시행지구 골목길처

럼 붐비지 않고, 한적하다. 따라서

다동골뱅이치킨은 주변 주점이나,

음식점의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로

운 입지적 특성을 활용하여, 전면

의 공공공지(보도)를 비교적 자유

롭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

를 들어, 날씨나 계절이 좋지 않

은 날에는 대형천막 등을 설치하

여, 영업을 하는 모습이다.

(3)알뜰골뱅이_다동 134-2도, 134-3대73)

알뜰골뱅이는 다동 ‘134-2도’, ‘134-3대’에 위치하고 있다. 지목이 도로

인 ‘134-2도’는 다동 17지구 동아빌딩이 재개발되면서 확보된 도로용지

인데, 바로 옆, 부민옥부지가 기반시설용지로 확보되지 않아, 도로로 완

성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알뜰골뱅이는 ‘134-3대’에 조립식 간이

건물을 짓고, ‘134-2도’는 야외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림 4-68. 알뜰골뱅이 위치도 및 지적도  

73) 박주현 2017, “서울 사대문안 도심 속의 제3공간에 관한 연구-서울 중구 다동을 중

심으로”, p.115-116, 참고 및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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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0. (좌)알뜰골뱅이 상상도(2013) 
(우)알뜰골뱅이 개략적인 도면(2017)

그림 4-69. (좌)2013년 알뜰골뱅이 모습, (우)2017년 알뜰골뱅이 모습
이미지 출처: (좌)다음지도, (우)Ⓒ한상우

2017년 현재, ‘134-4대’의 부민옥이 이

전함에 따라, 이 부지는 도로용지로 추

가 확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알뜰골

뱅이에서 야외공간으로 활용하던,

‘134-2도’는 조만간 도로로 귀속될 가

능성이 크다.

4.2.4.소결

지금까지, 미시행지구가 시행지구와 미완성 기반시설과의 공존의 상황

에서 보이는 현황의 양상에 대해, 남대문로9길, 다동길, 을지로3길 등의

가로를 중심으로 바라보았다. 다동구역의 미시행지구 크게 평면적 계획

의 특성, 주변 공지의 점유 및 활용의 특성, 용도의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세부 내용과 같다74).

먼저, 평면계획의 특성은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는 입지나 필지의 규

74) 이외에도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미시행지구 건물의 내부공간을 잘게 나누어, 임대

를 주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간에는 주로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커피전문점이 입점하는데, 이들 카페는 공통적으로 작은 창문을 내어, 계산

과 음료를 내어주는 용도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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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및 형태에 따라, 흥미로운 평면계획을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육일슈퍼나 이름없는 슈퍼의 사례와 같이, 얇고 긴, 세장(細長)형의 필지

혹은 건물과 건물 사이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관계인 ‘기생(寄生)’의 관계가 아닌, 건물주와 임

대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라는 점에서 ‘공생(共生)’의 관계를 형성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 미시행지구의 주변 공지의 점유 및 활용의 특성은 건물의 입지에 따

라 주변공지의 점유 및 활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공공공지(다동

140-1도)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일시적으로 공간을 확장해 활용하

던, 둘둘치킨(다동 138-2대)과 다동골뱅이치킨(다동 144대)의 사례는 시행지

구, 미시행지구, 미완성의 기반시설이 공존하게 된 다동구역의 현상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는 단순히 점포가 판매수익을 극대화하기 위

해, 테이블과 의자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구역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시간대의 공간이나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지구와 구역에 생기를 불어

넣는 하나의 거리 혹은 동네문화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용도변화 및 활용의 특성에서는 건물이 단일한 용도활용으

로 얽매이지 않고, 때론 호텔에서 음식점으로, 또 때론 업무시설에서 호텔

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사례가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미시행지구 건물 하나만의 활력을 불어넣는 용도변경

이 아니라, 주변 가로의 흐름이나 구역의 상황을 존중하며, 용도를 변화하

고 활용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던 ‘에이퍼스트호텔 명

동’이나 ‘스몰하우스빅도어’의 사례는 다동구역이라는 경계에 얽매이는 것

이 아니라, 주변 경복궁, 북촌, 인사동, 명동 등 주요 관광지와 도보로 가까

운 서울의 중심지라는 입지적 이점을 이용하고, 관광객에게 다동의 음식점

을 소개하는 등 다동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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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다동구역의 미시행지구 건축물이 공존의 상황에서 보이는

자생적인 변화 및 적응의 양상을 세 가지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소한 부정형 단독필지로 건축행위가 어려운 곳 혹은 필지 내

의 남은 자투리 공간을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공간 활용을 한다는 점.

둘째, 구역 내 미시행지구가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 혹은 유휴공간

을 좁은 실내면적을 극복하고 판매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점유하며 활

용한다는 점.

셋째, 기존 구역 내 입지를 활용한, 요식업 위주의 용도활용에서 벗어

나, 도시적 입지를 활용해 호텔로의 용도전환과 활용을 꾀한다는 점이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다동구역 미시행지구의 종합분석표는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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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면계획 공지의 점유 및 활용 용도변화
공생형 전면공지 활용 공공공지 활용 저층부 용도변화

스몰하우스빅도어

1960~1990년대 2000~2014년

-업무시설
-업무시설

-음식점

육일슈퍼 킹콩호프을지노가리 알뜰골뱅이 2014.05.15.~현재(2017.12.01.)

-호텔로비

-음식점(카페, 바)

이름없는 슈퍼 황소막창구이전문점 노바다야끼 도리방 산다빌딩

1967~1982년 1982~2001년

-호텔로비
-업무시설

-로비

꼬치굽는男子 다동골뱅이치킨 현재(2017.12.01.)

-당구장, 호프(점심식사, 카페)

-로비

둘둘치킨 에이퍼스트호텔 명동

1970~1990년대 2000년대

-업무시설

-위락시설

-음식점

-점포

오는정, 장안문, 다동화로 포장마차 2016.10.24.~현재(2017.12.01.)

개념

입단

면

-호텔로비

-음식점(카페, 바)

특징

및

시사

점

-얇고 긴, 세장형의 필지 혹은 건

물의 외곽부분을 활용하여, 영업

을 하는 것이 특징

-건물주와 임대인 등 모두에게 이

익이 되는 공간활용이라는 점에서 

‘공생형＇이라 명명

-구획된 필지의 남은 공간을 야외 

테라스 공간, 조리공간, 기자재를 

내어두는 공간으로 활용

-좁은 실내 면적을 극복하고, 부

지 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

용 

-지구단위계획이나  지목 상으로 

도로인 곳이 재개발지연으로 인해, 

기반시설로 완성되지 못하고 있음

을 이용하여, 점유 

-기반시설이 완성되면, 없어질 가

능성이 높음

-주변 가로의 흐름이나 구역의 상

황을 존중하여, 건물의 저층부나 

전체의 용도변경을 함

-단순히 건물 하나만의 활력을 불

어넣기 위한 용도변경이 아닌, 주

변의 가로나 구역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음

종합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시행지구가 시행지구, 미완성 기반시설과의 공존의 상황에서 보이는 현황의 양상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협소한 부정형 단독 필지로 건축행위를 하기 어려운 곳 혹은 필지 내의 남는 자투리공간을 조립식 판넬로 공간활용

-둘째, 구역 내 미시행지구가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 혹은 유휴공간을 실내면적을 극복하고 판매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셋째, 기존 구역 내 입지를 활용한, 요식업 위주의 용도활용에서 벗어나, 도시적 입지를 활용한 용도전환과 활용을 꾀함

표 4-4. 다동 미시행지구 건축물 사례 종합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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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종합소결

4장에서는 다동구역의 시행지구, 미시행지구의 현황을 정리 및 분석하

였다. 앞서 살펴보았던 시행지구와 미시행지구의 건축물의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행지구 건축물은 단순히 1층을 로비나, 업무시설로 활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공간분할을 극대화하여, 점포임대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

려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한외빌딩은 기존 로비와 업무시설로 활

용하던 1층을 용도변경을 통해, 푸드코트와 편의점, 카페 등으로 활용하

는 모습을 보였고, 다동빌딩과 센터플레이스는 계획 초기부터 로비의 기

능을 축소하고, 가로와 면하는 점포의 표면적과 수를 극대화하는 평면계

획 및 활용을 보였다. 따라서 업무시설 저층부 계획 및 활용의 양상은

최근, 로비와 코어의 면적과 기능을 최소화하고, 주가로가 아닌 보조가로

와 맞닿게 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75). 이러한 현상은 결국,

업무시설의 1층을 단순히 로비나 은행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건물 자체나 주변 가로의 생기를 없애는 경향이 있으며, 오히려 다양한

크기나 프로그램(용도)의 점포가 업무시설의 저층부에 입점하는 것이 업

무시설이나 주변 가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반증하는 것이

다76).

75) 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지하1층에 로비를 두는 계획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청진구역)에 2015.01.09. 준공된 지하8층, 지상24층 규모의

D타워는 지하1층의 일부를 로비로 지상2층부터 지상5층까지를 판매시설로 활용한다. 따

라서 이 업무시설은 다동구역의 시행지구 업무시설에서 보였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건축물대장 2017.11.08. 열람.

D타워의 전경 및 프로그램 컨셉 다이어그램
출처: http://johcompany.com/d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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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미시행지구 건축물은 단독필지로 건축행위하기가 어려운, 협소하

고 부정형한 필지를 활용하기 위해, 바로 옆 건물에 바짝 붙여서 건축함

으로써, 공간을 확보하고 활용한다. 또한, 필지 내의 남는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건물과 건물 사이에 세장한 공간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는 미

시행지구의 건물이 좁은 필지와 실내면적을 극복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공간 확보의 사례였다. 한편, 미시행지구의 주점이나 음식점

은 주변의 전면공지나 유휴부지(공공공지)를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점

유하여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히 판매수익

을 극대화하는 의미를 넘어서, 장소나 거리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종의

거리 혹은 동네문화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였다. 마지막

으로 건물의 용도를 단순히 업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한정 짓지 않

고, 호텔로의 용도전환을 통해, 건물을 다시금 활성화시키기도 했다. 하

지만 이는 건물만을 활성화 시키는 일차원적인 용도변화가 아니라, 주변

의 가로나 구역의 특성을 활용하는 다차원적인 용도전환을 통해, 구역

전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이처럼 미시행지구의 건물은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조성된 요식업 위주

의 용도의 집합을 통해, 연속적이고 생기 있는 가로나 구역의 풍경을 만

드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재개발과정에서 파생적으로 생

겨난 전면공지나 공공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강화하는 모습을 보

인다. 반면, 시행지구 업무시설은 재개발 초기의 소극적인 저층부 활용에

서 벗어나, 로비나 코어의 기능과 면적을 줄이면서, 점포임대공간을 극대

화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저층부를 활용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76) 하지만 마지막 시행지구 건축물계획 태도변화의 경우, 이러한 변화 및 적응의 모습

이 미시행지구나 미완성된 기반시설과의 공존의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

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보다 세밀한 연구와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업무시설의 변화양상이 미시행지구 건물군이 형성하는 연속

적인 골목길과 다양한 점포의 풍경과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고, 이것이 결국 보행자와 이

용자의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고, 동시에 가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는 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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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의 의미는 결국, 미시행지구와 시행지구가 공존의 상황

에서 서로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타나는, ‘자생(自生)’

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단순히, 시행과 미시행지구의 건물을 재개발이

시행완료인 곳과 시행예정인 곳으로 이해하면, 시행지구의 건물은 완벽

한 대상, 미시행지구의 건물은 오래되고 낡아, 재개발되어야만 하는 대상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장의 ‘다동구역 현황’에서 바라본 다동의 미시행과 시행지구

의 건축물은 이미 지어진지 많게는 70년, 적게는 6년 정도로 천차만별이

었고77), 그 속에서 미시행지구와 시행지구의 건물이 보이는 각각의 변화

및 적응의 양상은 일차적으로는 건물 스스로를, 이차·삼차적으로는 장소

나 가로, 구역 전체에 새로운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모습

을 보였다. 특히, 미시행지구에서 보이는 여러 유휴공간과 부지의 활용양

태는 단순히 법을 위반했다고 치부하기에는 거리나 동네의 특색있는 문

화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미시

행지구의 건물이라고 하여, 반드시 재개발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시

행지구의 건물이라고 하여 영원히 완벽한 것도 아니다. 모든 건물은 나

이를 먹어감에 따라, 노후하여 활력을 잃어가기도 하고, 또 다시 활력을

찾기도 하는 것이다78).

77) 특히, 시행지구 업무시설 역시 다동빌딩은 1986년에 준공되어, 2017년 기준, 31년이

었다.

78) 제인 제이콥스는 위와 같은 도시와 도시재개발의 상황을 ‘오래된 건물’과 ‘경계공백

지대’등의 키워드로 논한바 있다. 유강은 역 2011, �미국 대도시의죽음과 삶� (Jacobs, J

1961,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Inc., New York.), 9장,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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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다동구역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 분석

제 1 절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
1. 다동 56도 외 5필지
2. 다동 103-8도 외 5필지
3. 다동 140-1도
4. 다동 124-1도 외 4필지

5. 소결

제 2 절 접점부 개별필지 현장조사 및 관찰
1. 다동 56도
2. ①다동 140-1도
3. ②다동 140-1도
4. 소결

제 3 절 현장데이터 관계분석
1. 다동 56도
2. ①다동 140-1도
3. ②다동 140-1도
4. 소결

제 4 절 종합소결
1. 도심부유휴도시공간에대한연구및활용의필요성

2. 소규모 도시 실험을 위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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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2017년 다동구역 기반시설 계획 
이미지 출처: 토지이용규제서비스 지적도열람을 통해 재작성,,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재개발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은 각 지구의 사업시행을 통하여 확보

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들을 모두 매입하여 합필한 뒤, 지구 구획에서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도로 폭 확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에게 기부

채납하고, 지역 내의 기반시설 부담률에 비례하여 사업시행자가 없는 공

원부지나 주차장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기부채납 하여

야 한다. (…중략…) 때문에 공원과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은 다른 기반시

설 보다도 가장 마지막에 완성될 수밖에 없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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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시행지구와 확보 기반시설 필지 관계
이미지 출처: 박주현 2017, “서울 사대문안 도심 속의 제3공간에 관한 연구-서울 중구 다동을 중심으로”, p.71. 참고 및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위의 내용과 같이, 재개발구역의 기반시설은 시행지구 업무시설이 재

개발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필지를 통해, 점진적으로 완성한다. 따라서 재

개발구역의 일부 필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용지(도로, 공원, 주차장

등)로 귀속된 반면, 또 다른 일부 미시행지구의 필지(미확보 기반시설 필

지)는 공공용지로 귀속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9) 박주현 2017, “서울 사대문안 도심 속의 제3공간에 관한 연구-서울 중구 다동을 중

심으로”, p.70-72 참고 및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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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다동구역의 필지현황 및 기반시설 완성현황
이미지 출처: 토지이용규제서비스 지적도열람을 통해 재작성,,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다동구역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확보한 필지는 크게, 계획도로

를 완성하기 위해 확보한 도로용 필지, 다동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

용 필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공공용지용 필지로 나뉜다. 하지만 <그

림 5-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동공원 부지 중앙에 미시행지구 개인

필지가 있다거나,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부지가 모두 확보되지 못하고

중간 중간 끊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시설 필지의 확보

지연은 결국 당초 공공의 편의를 위해 확보한 필지의 지목과 실제 활용

현황이 다른 현상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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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기반시설 완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필지
이미지 출처: 토지이용규제서비스 지적도열람을 통해 재작성,,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이외에도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과 공공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확보하였던 조경공간과 공개공지가 주변 가로나 건물의 저층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단순히 의무면적만을 이행하는 역할이

되어버린 경우도 다동구역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시

행지구와 시행지구 그리고 시행지구와 미시행지구가 만나는 접점부80)

80) 기반시설과 시행·미시행지구의 접점의 전반에 관한 내용은 박주현(2017)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발전시킨 내용이다. 한편, 박주현(2017)에서는 시행과 미시행지구가 만나는

경계부에 형성되는 미완성 기반시설 필지를 에드워드 소자의 개념인 ‘제3공간’을 이용하

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계부’, ‘경계’가 아닌 ‘접점’ 혹은 ‘접점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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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다동구역의 대지 내 공지 및 공공공지 계획 및 활용현황  

주로 발견된다(그림5-5, 표5-1 참조).

단어로 설명하고자 한다. 박주현 2017, “서울 사대문안 도심 속의 제3공간에 관한 연구-

서울 중구 다동을 중심으로”, pp.81-108. 참고 및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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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다동구역 접점부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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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다동구역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 현황 

제 1 절 기반시설과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

현재 다동구역의 시행지구와 미시행지구가 만나는 접점부는 계획도로

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확보한 필지이다. 하지만 이러

한 필지는 다동구역 재개발 지연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상에 기재된

지목인 도로나 공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81)이다.

81) 우리는 앞서 시행지구 한외빌딩의 사례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을 위한 휴식공

간으로 조성한 공개공지가 건물의 저층부나 가로와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계획되

어, 단순히 각종 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처럼 활용되거나, 과도한 조경계획으로 인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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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다동구역 내 시행·미시행지구의 접점부 도면현황   

이러한 지목과 활용현황의 불일치 현상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도시·

건축공간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개발이 완료가

되어 기반시설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뚜렷한 활용방안이 없이 방치되거

나, 주변과 부조화를 이루는 기능으로 활용되는 필지가 결국, 도시·건축

공간에 활기 없는 공간이나 장소를 형성82)하기 때문이다. 다음, 이처럼

행이나 저층부활용을 저해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비교적 최근인 2011년

에 준공된 센터플레이스 사례는 건축선후퇴, 조경공간 조성, 공개공지의 확보와 같은 건

축법규를 잘 이용해, 전면에 꽤 넓은 폭의 공간을 확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테

라스처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82) 우리는 위와 같이, 건물의 저층부나 가로와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효용성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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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다동구역 내 시행·미시행지구의 접점부 지적현황 

중·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필지를 민간에서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활

용하면서 도시 계획자가 기획자가 의도치 않은 구역이나 거리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작게는 구역에 크게는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편, 다동구역 내에서는 이러한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가 크게 네

영역이 발견되는데, 각 영역의 개요 및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지거나 인적이 드문 생기 없는 공지 혹은 공간을 4.1.4.소결에서 일종의 ‘경계공백지대

(Border vacuums)’라고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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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다동 56도 외 5필지 활용현황       

5.1.1.다동 56도 외 5필지

①②다동 39-3공, 33-3공은 1997년 한국시티은행, 1995년 예금보험공

사의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확보한 공원부지이다. 하지만, 이곳은 당초

다동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던 해당부지 중앙에 미시행지구 개인 필지가

기반시설 필지로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 일부는 다동공원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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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다동 56도 외 5필지 현황 

용중이고, 나머지는 공원이 아

닌 중구 노외공영주차장과 버스

전용차로 단속초소로 활용중이

다.

③다동 51-3공은 1987년 대우

조선해양을 재개발하면서 공원

부지로 확보한 필지이다. 하지

만, 51-8대, 51-9대, 51-10대,

51-5대가 확보되지 않은 채, 다

동공원으로 통합되기에는 필지

가 부정형하기 때문에 공원에

통합되지 못하고 현재는 중구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의 주차장으로 활용중이다. 야간에는 황소막창구

이전문점으로 운영되는 51-5대 필지의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④다동 56도는 1986년 동아빌딩이 재개발을 하면서 도로부지로 확보한

필지이다. 그러나 남측의 58-1대가 도로부지로 확보되는 것이 지연돼 당

초 계획한 도로폭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따라서 다동

‘56도’는 주간에는 인근 회사원이 흡연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

야간에는 포장마차 부지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서울특별시에서 2016년에 발간한 �2025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

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다동공원의 규모를 기존 도시조직의

규모를 고려하여 축소하고, 공원 주변부를 소단위 정비형으로 유도하도

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축소한 다동공원 역시, 45-6대, 51-8대,

51-9대, 51-10대, 51-5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필지의 추가확

보에 대한 계획이 없이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 변함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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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다동 103-8도 외 5필지의 활용현황   

5.1.2.다동 103-8도 외 5필지

①다동 103-8도는 1999년 동부다동빌딩이, 155-4도는 2011년 센터플레

이스가 재개발되면서 확보한 도로필지이다. 현재 이들 필지의 일부는 센

터플레이스 지하주차장의 출구도로(일방통행)로,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

용중이다.

②다동 178잡은 1995년 예금보험공사, 103-7도는 1999동 동부다동빌딩,

‘155-5도’는 2011년 센터플레이스가 재개발 당시 확보한 필지이다.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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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다동 103-8도 외 5필지 현황 

단위계획상으로 178잡 필지와

103-7도 일부 필지는 공공공지로

계획되어있으나, 현재는 인접 도로

와의 단차와 가드레일로 인해, 특

정한 기능이 없이 흡연 혹은 보행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

③다동 134-2도는 1986년 동아빌

딩이 재개발되면서 확보한 도로용

필지이다. 그러나 계획도로 완성

지연에 따라, 도로용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알뜰골뱅이

(주점)가 임시가설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위의 다동 103-8도 외 5필지는 공통적으로 155-4도와 155-5도 사이의

180-1대 그리고 134-4대의 미확보로 인해, 당초 계획이었던 공공공지와

도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2025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다동 103-8도, 180-1대,

178잡, 103-7도를 포함하는 센터플레이스 뒤편 공지를 공공공지로 활용

하는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고, 센터플레이스와 하나카드빌딩 사이의 도

로부지는 주차장으로 수정하여 활용하도록 기재하고 있다(그림5-11 참

조).

5.1.3.다동 140-1도

①②다동 140-1도는 1995년 하나카드빌딩이 재개발되면서 확보한 도로

용 필지이다. 하지만 주변 미시행지구의 재개발 지연으로 인해, 도로부지

확보와 완성이 지연되었다. 따라서 현재 다동 140-1도는 지목 상으로는

공공(=관)이 관리하는 도로이지만, 사실상 하나카드빌딩의 공개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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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다동 140-1도의 활용현황 

처럼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필지는 흥미롭게도 다른 시행·미시행

지구 접점부에 비해, 주야간으로 활발한 활용양상을 보인다.

먼저, ①다동 140-1도의 경우, 하나카드빌딩과 주변 미시행지구이 이곳

을 둘러싸는 형세를 이뤄, 위요감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낮에는 을지

로3길(골목길)과 면하고 있는 미시행지구 음식점을 이용하는 주변 회사원

이 흡연이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야간에는 둘둘치킨이 이 공지에 간

이 테이블과 의자를 두어, 일시적으로 점유하여 활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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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다동골뱅이치킨의 공지활용 양상
이미지 출처: 순서대로 http://blog.naver.com/kizaki56/110188092106;
https://blog.naver.com/ggomii00/220831316038; Ⓒ한상우 

그림 5-14. 다동 140-1도 낮과 밤의 활용양태    

다음, ②다동 140-1도는 남대문로9길(이면도로)과 면하고 있어, 주간에

는 보행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야간에는 ①다동 140-1도와 마찬가지

로, 인근 다동골뱅이치킨에서 공지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두어, 야외영

업을 한다. 하지만 공지활용양상에서는 ①다동 140-1도보다 더 다양한

양태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이 공지는 다동구역의 중심가로인 을지로3길

과 면하지 않고, 남대문로9길과 면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음식점

이나 주점의 영향을 덜 받는다. 따라서 둘둘치킨은 공지활용에 있어, 날

씨나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다동골뱅이치킨은 <그림 5-15>와

같이 날씨가 좋지 않거나, 추운 계절에도 텐트나 천막을 활용하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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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편, �2025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다동 140-1도 주변 미시행지구를 기존 도시조직을 고려한 소단위 정비

형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140-1도는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기재하고 있

다.

5.1.4.다동 124-1도 외 4필지

①다동 124-1도는 1987년 대우조선해양빌딩을 재개발하면서 확보한 도

로부지이다. 이곳은 재개발시행 직후부터, 2009년까지 주차장으로 활용되

었는데, 2010년부터 도로부지를 개인 영리행위 등 단독으로 독점하여 사

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볼라드와 화분을 설치하였다. 현재는 특정한

기능이 없이, 주변 식당의 이용자가 흡연을 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5-16 참조).

②다동 123-5도는 1999년 동부다동빌딩을 재개발하면서 확보한 도로필

지이다. 하지만, 이곳은 123-1대, 97-14도, 122-1대, 123-8대, 115대, 114

대가 도로부지로 확보되지 않아, 도로로써 기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

려운 상황이다. 위의 필지 중, 특히 123-1대는 동부다동빌딩의 지하주차

장의 진출입로를 진입하기 위한 도로의 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다동 ‘123-5도’는 다동골식당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

다.

③다동 111-1도는 1987년 국제빌딩에서 확보한 부지이다. 현재 이 필

지는 123-5도와 111-1도, 97-4도 사이의 123-8대가 도로필지로 확보가

되지 않고 지연됨에 따라, 연결도로가 아닌, 끊긴 도로가 되었다. 현재는

스몰하우스빅도어(호텔)가 이 필지방향으로 공간을 확장하여, 테라스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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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다동 124-1도 외 4필지의 활용현황        

위의 필지는 모두 다동구역 내 계획도로로 확보된 부지였다. 하지만

미시행지구의 재개발지연 및 필요 도로부지 확보의 지연으로 인해, 연결

된 도로가 아닌, 중간에 끊긴 도로가 되어버렸다. 흥미롭게도 끊긴 도로

깊숙한 부분은 민간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만, 사거리와 면하고 있는 ①다동 124-1도는 볼라드나 화분으로 막아놓

으면서, 방치하는 형국이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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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2009년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다동 124-1도
이미지 출처: 다음지도

그림 5-17. 다동 124-1도 외 4필지 현황 

한편, �2025년 목표, 서울특별

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에서는 대상 필지 주변 미시행

지구에 관해, “기존 도시기능과

조직을 고려하여 소단위 정비형

을 유도”를 기재하였다.

5.1.5.소결

지금까지 살펴 본, 시행과 미

시행지구의 접점부에서 보이는

지목과 활용현황이 불일치하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5.1.1.다동 56도 외 5필

지의 대부분은 주변 업무시설의

기부채납을 통해, 공원부지로

확보한 곳이었지만, 남측 미시

행지구 건물의 배면과 맞닿게 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다동구역 중심에

탁 트인 공원으로 완성되지 못하였다. 이에, 현재는 중구 ‘노외 공영주차

장’과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로 활용하며, 주변과 관계 맺지 못하고 동

떨어진 모습84)을 보이고 있다.

83) 이는 추후,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봐야 보다 정확한 원인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

지만, ②다동 123-5도와 ③다동 97-4, 111-1도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필지를 확보한

업무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필지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있

지 않더라도, 도로필지를 추가로 이용하게 된, 반사이익에 관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다.

84) 결국 이러한 관계의 단절로 인해, 도시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구역의 활기가 저

해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적·공적 공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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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5.1.2.다동 103-8도 외 5필지와 5.1.4.다동 124-1도 외 4필지는 주

변 도로용 필지 확보지연에 따라, 현재는 단순히 방치되거나, 인근 미시

행지구 음식점의 주차장이나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끊긴 도로 인접 부지 일부는 주차장으로 수정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활용하도록 �2025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명시하고 있으나, 주변 건물과

가로 등의 관계를 고려한 도시·건축공간의 통합적 관리방안은 부재한 상

황이다.

그러나 5.1.3.다동 140-1도는 앞선 접점부와는 달리, 주야간으로 활발한

활용양상과 계획방안이 엿보인다. 이곳은 당초 도로용 부지로 확보하였

던 것을 소공원과 보행공간으로 사용한다. 이는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변 미시행지구로 인한 도로부지 확보의 지연에 따른 것이었지만, 역으

로 야간에는 이 공지를 인접 미시행지구 주점에서 점유하고 활용하면서,

지구나 구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행과 미시행지구의 접점부에서 일어나는 불일치 현상을 단순

히 주변 건물이나 가로와 밀접한 관련을 맺지 못하고, 활기 없는 공간이

나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앞서 살

펴보았듯이 일부 필지는 주변 미시행지구(민간)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

거나, 간이 테이블이나 의자를 두어 옥외영업을 하는 등 관(官)이나 공공

차원에서 제어하지 못했던 도시·건축공간이 꽤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

기 때문이다. 특히 공지점유 형태의 옥외영업 현상은 도시 계획자나 기

획자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결국 가로, 지구, 구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여전히 우리 도시·건축공간에는 기반시설로 수용되기를 기약 없이 기

다리는 유휴부지, 이른바 자투리 면적이 상당하다. 하지만 더욱 문제는

위의 공공공지를 관리하는 주체인 관(官)에서 이에 대한 활용계획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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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지구나 구역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

하는 계획 및 활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축공

간을 보다 효용성 있게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도시·건축

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우선적으

로 꼭 필요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위의 시행과 미시행지구 접점부의 성격을 구분하면 ①방치

되는 필지85), ②관(官)에서 이용하는 필지, ③민간에서 이용하는 필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다동구역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의 종합 분석표는 <표 5-2>와 같다.

85) 기반시설 필지 확보 초기에는 유휴부지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였으나, 관(官)에서

공공지의 사적이용을 막기 위해, 볼라드, 화분 등을 설치하였다.



- 162 -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 지적현황도

구분 ①방치되는 필지 ②관(官)이 이용하는 필지 ③민간이 이용하는 필지

위치
다동 178잡, 

103-7도
다동 124-1도 다동 39-3공, 103-6공, 33-3공

다동

56도

51-3공

194공

다동 

103-8도, 

155-5도,

134-2도

다동 

140-1도

다동 

123-5도, 

97-4도, 

111-1도

활용

현황

볼라드, 화분, 가드레일 

등으로 둘러싸여 방치

중구 노외 공영주차장과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로 활용

주간에는 주차장이나 소공원으로

야간에는 야외영업(=옥외영업) 

장소 등으로 활용

특징 및 시사점

기반시설로 수용되기까지 얼마의 기간

이 소요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필지를 단순히 방치할 것이 아니라,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개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단순히 필지를 방치하지 않고, 활용한

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주변 

건물이나 가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구역을 활성화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유휴부지 야외영업의 경우, 지구나 구

역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문화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고

무적임. 따라서 이러한 야외영업을 양

성화하는 현실적 제도의 수립이 필요

표 5-2. 다동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 사례 종합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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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기부채납 받은 필지의 유형화 

제 2 절 접점부 개별필지 현장조사 및 관찰

2절에서는 앞서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

의 현황에서 살펴보았던, 대상 중, 민간이

활발히 사용하는 대상필지를 3곳을 추려, 이

곳에 현장조사 및 현장관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3곳의 대상필지는 공통적으로 다동구

역의 계획도로 완성을 위해, 민간이 관에게

기부채납 한 곳이지만, 기반시설의 위한 추

가적인 필지확보가 지연되면서 지목인 ‘도

로’로 사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 낮에는

음식점이나 카페의 이용자가 흡연이나 휴식

등을 하고, 야간에는 인접 음식점, 주점 등에서 야간에 옥외영업을 하는 등 요일

및 시간대별로 다양한 활용양태를 보이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본 절에서는 1장 연구의 방법에서 언급했듯이, 공공생활 연구와 택티

컬 어바니즘의 내용을 전략적으로 상호 보완하여, 시행·미시행지구 접점

부의 개별필지 3곳의 현장조사 및 관찰을 위한 방법론을 정리하였다. 세

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계절은 옥외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2018년의 봄으로 선정

하였다. 조사요일은 기본적으로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조사하는데, 업무

시설이 밀집해 있는 다동의 특성상, 회식이나 외식이 빈번한 목요일과

금요일은 옥외활동에 있어서 같은 평일인 월·화·수요일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조사시간은 오전 9시부터 21시

까지 3시간 간격으로 하되, 관찰자가 각 지역을 도보로 이동하고 관찰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오차범위 30분 내외를 정각으로 계산하여, 관찰데

이터로 포함한다. 관찰의 목적은 해당 요일 및 시간대 대상필지 별로 필

수·선택·사회적 행동의 비율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고, 필지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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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의 유형

시
행·

미
시
행
지
구
와

접
점
부

관
계

다
이
어
그
램

①공원의 완성을 위해 확

보되었지만, 공원으로 쓰이

지 않는 필지

②계획도로 완성을 위해 

확보되었지만, 도로로 쓰이

지 않는 필지

③주차장의 완성을 위해 확

보되었지만, 주차장으로 쓰이

지 않는 필지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 활용현황

표 5-3. 다동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에 위치한 유휴 도시공간의 유형과 활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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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장조사(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의 구성요소)

▷

현장관찰(접점부의 활용양태 파악 및 분석)

방법 장애물, 표면, 공공시설물, 조경, 
표지판, 프로그램 요소 파악

해당시간 사진촬영 후 해당필지를 중심으로 반경 
10m내외의 공간 이용자 위치 및 행동체크

(필수, 선택, 사회적 행동)

목적

우선적으로 현재 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와 주변 프로그램 구성을 파악함으로써, 

질적평가를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

해당 공간 자체 및 시설물의 시간대별 
이용행태 분석하여, 각 활동비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고 이를 추후 활용하기 위함

                                         ▼
위의 대상지 사례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중구 다동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의 

의미를 밝히고, 이를 활용하여, 택티컬 어바니즘의 적용가능성을 모색.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시간 09:00 12:00 15:00 18:00 21:00

비고

※옥외공간의 특성상 야외활동량이 급격하게 늘거나 줄어드는 추운날씨나 비가 오는 날 그리고 공휴일은 

조사에서 배제하였음. 따라서 비가 온, Day 4(목)의 조사결과는 본 연구에서 관찰 데이터로 유효하지 않

기 때문에, Day 2(목)에 추가적으로 현장관찰을 진행하였으며, Day 4(목)의 데이터는 본 연구의 부록에 첨

부하였음.

표 5-4. 대상구역 현장조사 및 현장관찰 방법개요

하는 요소 중 어떤 것이 활용양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택티컬 어바니즘과 같은 소규모 도시

실험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표 5-4>와 같다.

다음, 대상필지의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를 ①

장애물, ②표면, ③공공시설물, ④조경, ⑤표지판, ⑥프로그램으로 분류하

여 조사한다(표29 참조). 이는 현재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프로그램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현장관찰의 토대를 마련하

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위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현장관찰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 먼

저, 개략적인 방법은 도시공간의 옥외활동 패턴을 사진촬영으로 순간포착

하고, 해당필지를 중심으로 반경 10m내외 공간이용자의 위치 및 행동을

체크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공공생활 연구86) 분야의 얀 겔이 사람의 활

동을 크게 필수적·선택적·사회적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했던 것을 바탕으

86) 이와 관련하여, ‘공공생활 연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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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 물리적 구성요소 및 프로그램 요소

①장애물요소

Barrier Elements

견
고
한

경계석

②표면요소

Surface Elements

바
닥

아스팔트

석재단차

데크계단

경계레일 흙

점자블록볼라드

기타
기타

벽
면

측·

배
면

벽

이
동
가
능
한

화분
유리

입간판

바리케이드
건물출입구

기타

기타 기타

③공공시설물

Street Furniture 

Elements

벤치

④조경요소

Landscape Elements

인조잔디
테이블 및 의자

차양막(차양 파라솔) 자연잔디

가로등
수목

공중전화박스

예술작품(조형물)
식물

쓰레

기통

일반

담배꽁초
기타

기타

⑤표지판요소

Sign Elements

자
동
차

속도제한 

표지판

⑥프로그램요소

Program Elements

가로
인도

도로

업무시설

주차장일방통행 

표지판 음식점

주정차금지 

표지판
주점

자전거도로 표지판 카페

공원보행자전용 표지판

공간사용금지 표지판 공공화장실
금연 표지판

기타기타

표 5-5. 대상구역 현장조사 분석표

로 현장에 맞게 재정리한 것으로, 시간대별로 공간 활용양태의 현황을 분

석하기 위해 응용한 것이다.

현장관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요일의 사진촬영을 토대로,

시간대별 구성요소 변화 및 공간 이용자의 옥외활동 종류(필수적 행동,

선택적 행동, 사회적 행동)를 체크한 후, 요일, 시간대, 대상지별로 대상

필지 이용자 수 및 3가지 행동유형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

하는 것이다(표5-6 참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간이나 장소가 많이 혹

은 적게 사용되는 요일이나 시간대에 포착되는 활용양태의 특성을 파악

하고, 이를 활용하여 택티컬 어바니즘에서 제안하는 한시적인 프로그램

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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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행동(Necessary Activities) 선택적행동(OPtional Activities) 사회적행동(Social Activities)

필수적행동인원 / 총인원 = XX% 선택적행동인원 / 총인원= YY% 사회적행동인원 / 총인원= ZZ%

공공공간 옥외활동 패턴분류

서

다

일하다 ◌

앉

다

일하다 ◌

눕

다

수면 ◑

흡연 ◑ 휴식 ◑
호객

행위
◌ 휴식 ◑ 통화 ●

취식

(음주)

혼자 ◑ 대화 ●
잠시

멈추다
◑ 여럿 ● 기타

대화 ●

기

타

이동수

단타기
혼자 ◌바라

보다
◑

통화 ●
기다

리다
◑ 촬영 ◑

공연

관람
● 주차 ◑

휴식 ◑
기타 이동수

단타기

2인

이상
●취식 ◑

걷

다

혼자 ◌
흡연 ◑ 통화 ◌ 놀이 ●

산책 ◑

In
dex

필수적 행동

(Necessary Activities)
◌ 6

구매 ◑

애완동물과 산책 ◑기대다 ◑
선택적 행동

(OPtional Activities)
◑ 20취식 ◑

통화 ◑
흡연 ◑

사회적 행동

(Social Activities)
● 12

2인 이상

(유모차, 휠체어)
●

대화 ●

공연

관람
●

대화 ●

기타 합계 38기타

표 5-6. 대상구역 현장관찰 활동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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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다동 56도

(1)개요

다동 56도를 포함하는 인근 필지는 70년대에는 한옥이 있는 곳이었으

나,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주차장으로 활용되었다. 2010년대에는 인접

필지에 다동공원이 조성되면서, 현재와 같이 공원의 입구로 활용되기 시

작했다.

다동 56도는 1986년 동아빌딩이 재개발을 하면서 도로부지로 확보한

필지이다. 그러나 남측의 58-1대가 도로부지로 확보되는 것이 지연돼 당

초 계획한 도로로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곳 주변에는 미

시행지구 상가, 시행지구 업무시설, 이면도로, 다동공원이 인접하고 있는

상태이다. 남측에 맞닿아 있는 미시행지구 상가에는 노래방이나, 주점,

중국요리 전문점 등이 있으며, 동측의 업무시설(한외빌딩) 저층부에는 카

페, 분식점, 편의점이 입점해 있는 상황이다. 다동 56도에서는 주간에 인

근 회사원이 흡연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는

데, 이들이 퇴근하고 한산해지는 야간에는 포장마차가 이 부지를 활용하

여, 영업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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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989년

1996년 2002년

2005년 2017년

출처: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http://aerogis.seoul.go.kr/

표 5-7. 다동 56도의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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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필지 현장 개요
대상필지 대상필지 도면

대상필지 입·단면도 a-a’ 대상필지 입·단면도 b-b'

대상필지 사진(낮) 대상필지 사진(저녁)

표 5-8. 다동 56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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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장조사

공공공간 물리적 구성요소 및 프로그램 요소

①장애물요소

Barrier 

Elements

견
고
한

경계석

②표면요소

Surface 

Elements

바
닥

아스팔트 √

석재단차
데크

계단
흙

경계레일 √
점자블록

볼라드 √ 기타
기타

벽
면

측·

배
면

벽 √
이
동
가
능
한

화분 √
유리

입간판

건물출입구
바리케이드

기타(주차콘) √

기타 기타

③공공시설물

Street Furniture 

Elements

벤치

④조경요소

Landscape 

Elements

인조잔디
테이블 및 의자 √(저녁 시)

차양막(차양 파라솔)
자연잔디

가로등 √

수목 √공중전화박스

예술작품(조형물)

식물 √
쓰레

기통

일반

담배꽁초

기타
기타(자전거 

거치대)

⑤표지판요소

Sign Elements

자
동
차

속도제한 

표지판

⑥프로그램요소

Program 

Elements

가로
인도

도로 √

업무시설 √
일방통행 

표지판 주차장 √

주정차금지 

표지판
√ 음식점 √

주점 √자전거도로 

표지판
카페 √보행자전용 

표지판
공원 √

공간사용금지 

표지판 공공화장실 √

금연 표지판 √

기타
기타

Note.

※공원의 입구에 대상필지가 위치하고 있음.

※저녁에 대상필지에 포장마차가 운영 중.

표 5-9. 다동 56도 현장조사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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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필지 현장 조사 _ 구성요소

주정차금지 표지판 플라스틱 통 주차콘 볼라드

금연표지판 소공원 비석 가로등1 수목, 가로등2

대상필지 파노라마

쓰레기 아스팔트 바닥 금연구역 경계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간이 테이블 및 의자(포장마차) 주변 프로그램1(음식점, 노래방) 주변 프로그램2(카페, 분식집)

표 5-10. 다동 56도 구성요소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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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장관찰

구분 ②다동 140-1도 비고

행동 분류 a b c 합계 단위: %(명)

Day 1

(화요일)

09:00
17.39

(4명)

4.35

(1명)

78.26

(18명)

100

(총23명) ·평균기온

:23.2℃

·최고기온

:29.3℃

·최저기온

:15.4℃

·평균운량

:8.5

·일강수량

:0.0mm

12:00
10.56

(2명)

5.26

(1명)

84.21

(16명)

100

(총19명)

15:00
0

(0명)

40

(2명)

60

(3명)

100

(총5명)

18:00
44.44

(4명)

22.22

(2명)

33.33

(3명)

100

(총9명)

21:00
40

(2명)

0

(0명)

60

(3명)

100

(총5명)

이용객

합계
12명 6명 43명 61명 흐림

Day 2

(목요일)

09:00
6.25

(1명)

43.75

(7명)

50%

(8명)

100

(총16명)
평균기온

:18.3℃

최고기온

:23.7℃

최저기온

:11.2℃

평균운량

:0.5

일강수량

: -

12:00
13.33

(2명)

40

(6명)

46.67

(7명)

100

(총15명)

15:00
21.05

(4명)

15.79

(3명)

63.16

(12명)

100

(총19명)

18:00
15.38

(2명)

15.38

(2명)

69.23

(9명)

100

(총13명)

21:00
23.08

(3명)

23.08

(3명)

53.85

(7명)

100

(총13명)

이용객

합계
12명 21명 43명 76명 맑음

Day 3

(토요일)

09:00
0

(0명)

0

(0명)

0

(0명)

0

(총0명) ·평균기온

:17.6℃

·최고기온

:24.7℃

·최저기온

:10.3℃

·평균운량

:0.0

·일강수량

:0.0mm

12:00
50

(2명)

50

(2명)

0

(0명)

100

(총4명)

15:00
0

(0명)

33.33

(1명)

66.66

(2명)

100

(총3명)

18:00
0

(0명)

0

(0명)

100

(2명)

100

(총2명)

21:00
12.5

(2명)

0

(0명)

87.5

(14명)

100

(총16명)

이용객

합계
4명 3명 18명 25명 맑음

행동 합계
28 30 104 162

-
17.28 17.90 64.81 100

a: 필수적 행동(Necessary Activities)

b: 선택적 행동(Optional Activities)

c: 사회적 행동(Social Activities)

표 5-11. 다동 56도 행동관찰 종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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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행동숫자(명) 비고

필수적 행동

서다
일하다 4

28

걷다-혼자

＞서다-일하다

＞앉다-일하다

=걷다-통화

호객행위 0

앉다 일하다 1

걷다
혼자 22

통화 1

기타 이동수단 타기-혼자 0

선택적 행동

서다

잠시 멈추다 0

30

서다-흡연

＞서다-통화

＞앉다-휴식

＞서다-바라보다

=앉다-취식-혼자

＞서다-기다리다

=서다-취식

바라보다 2

기다리다 1

휴식 0

흡연 16

취식 1

통화 5

구매 0

기대다 0

앉다

흡연 0

휴식 3

취식-혼자 2

걷다

산책-혼자 0

산책-애완동물 0

흡연 0

취식 0

눕다
수면 0

휴식 0

기타
촬영 0

주차 0

사회적 행동

서다
대화 45

104

서다-대화

=걷다-2인이상-대화

＞앉다-취식-여럿

공연관람 0

앉다

취식-여럿 12

대화 2

통화 0

공연관람 0

걷다 2인 이상-대화 45

눕다
통화 0

대화 0

기타
이동수단 타기-2인이상 0

놀이 0

총 합계 - - 162 -

표 5-12. 다동 56도 관찰행동유형 종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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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①다동 140-1도

(1)개요

①다동 140-1도를 포함한 인근 필지는 70년대와 80년대 2~3층 규모로

추정되는 건물이 있었으나, 1995년 인접 하나카드빌딩이 재개발되면서

현재와 같은 필지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다.

다동 140-1도의 인접 필지는 미시행지구의 재개발과 필지확보의 지연

으로 인해, 도로부지로 귀속되지 못한 곳이다. 따라서 현재 다동 140-1

도는 지목 상으로는 공공(=관)이 관리하는 도로이지만, 사실상 하나카드

빌딩의 공개공지처럼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다동

140-1도는 다른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에 비해, 주야간으로 활발한 활

용양상을 보인다.

특히, ①다동 140-1도의 경우, 하나카드빌딩과 주변 미시행지구이 이곳

을 둘러싸는 형세를 이뤄, 위요감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낮에는 을지

로3길(골목길)과 면하고 있는 미시행지구 음식점을 이용하는 주변 회사

원이 흡연이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야간에는 둘둘치킨이 공지에 간

이 테이블과 의자를 두어, 일시적으로 점유하여 활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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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989년

1996년 2002년

2005년 2017년

출처: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http://aerogis.seoul.go.kr/

표 5-13. ①다동 140-1도의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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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필지 현장 개요
대상필지 대상필지 도면

대상필지 입·단면도 a-a’ 대상필지 입·단면도 b-b'

대상필지 사진(낮) 대상필지 사진(밤)

표 5-14. ①다동 140-1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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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장조사

공공공간 물리적 구성요소 및 프로그램 요소

①장애물요소

Barrier 

Elements

견
고
한

경계석 √

②표면요소

Surface 

Elements

바
닥

아스팔트

석재단차

데크계단

경계레일 흙

점자블록볼라드 √

기타(보도블럭) √
기타

벽
면

측·

배
면

벽 √

이
동
가
능
한

화분
유리 √

입간판

바리케이드

건물출입구 √
기타(주차콘)

기타 기타

③공공시설물

Street Furniture 

Elements

벤치

④조경요소

Landscape 

Elements

인조잔디
테이블 및 의자 √(저녁 시)

차양막(차양 

파라솔)
자연잔디

가로등 √
수목 √

공중전화박스

예술작품(조형물)
식물 √

쓰레

기통

일반 √

담배꽁초 √

기타기타(자전거 

거치대)

⑤표지판요소

Sign Elements

자
동
차

속도제한 

표지판

⑥프로그램요소

Program 

Elements

가로
인도 √

도로

업무시설 √

주차장일방통행 

표지판 음식점 √
주정차금지 

표지판 주점 √

자전거도로 

표지판
카페

공원보행자전용 

표지판

공간사용금지 

표지판
공공화장실

금연 표지판 √

기타
기타(주민쉼터표지판) √

Note.

※미시행지구 음식점과 주점 및 보행전용가로와 맞닿아 있어, 다른 곳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음.

※저녁에 인접 둘둘치킨에서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두어, 야외 영업 중.

표 5-15. ①다동 140-1도 현장조사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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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필지 현장 조사 _ 구성요소

오토바이 쓰레기봉투 / 담배꽁초통 입간판 리어카

수조 조경공간 대상필지 경계 / 볼라드 수목

대상필지 파노라마

금연 표지판 주민쉼터 표지판 각종 기자재1 각종 기자재2

간이 테이블 및 의자(치킨집) 주변 프로그램(음식점, 주점)

표 5-16. ①다동 140-1도 구성요소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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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장관찰

구분 ②다동 140-1도 비고

행동 분류 a b c 합계 단위: %(명)

Day 1

(화요일)

09:00
17.39

(4명)

47.82

(11명)

34.78

(8명)

100

(총23명) ·평균기온

:23.2℃

·최고기온

:29.3℃

·최저기온

:15.4℃

·평균운량

:8.5

·일강수량

:0.0mm

12:00
9.09

(3명)

78.79

(26명)

12.12

(4명)

100

(총33명)

15:00
25

(2명)

75

(6명)

0

(0명)

100

(총8명)

18:00
11.11

(2명)

88.89

(16명)

0

(0명)

100

(총18명)

21:00
2.57

(1명)

23.08

(9명)

74.36

(29명)

100

(총39명)

이용객

합계
12명 68명 41명 121명 흐림

Day 2

(목요일)

09:00
36.36

(4명)

27.27

(3명)

36.36

(4명)

100

(총11명)
평균기온

:18.3℃

최고기온

:23.7℃

최저기온

:11.2℃

평균운량

:0.5

일강수량

: -

12:00
28.57

(12명)

52.38

(22명)

19.05

(8명)

100

(총42명)

15:00
22.22

(4명)

44.44

(8명)

33.33

(6명)

100

(총18명)

18:00
14.81

(4명)

77.78

(21명)

7.41

(2명)

100

(총27명)

21:00
9.52

(4명)

19.05

(8명)

71.43

(30명)

100

(총42명)

이용객

합계
28명 62명 50명 140명 맑음

Day 3

(토요일)

09:00
100

(1명)

0

(0명)

0

(0명)

100

(총1명) ·평균기온

:17.6℃

·최고기온

:24.7℃

·최저기온

:10.3℃

·평균운량

:0.0

·일강수량

:0.0mm

12:00
20

(2명)

80

(8명)

0

(0명)

100

(총10명)

15:00
18.18

(2명)

81.82

(9명0

0

(0명)

100

(총11명)

18:00
0

(0명)

27.27

(3명)

72.73

(8명)

100

(총11명)

21:00
10

(1명)

20

(2명)

70

(7명)

100

(총10명)

이용객

합계
6명 22명 15명 43명 맑음

행동 합계
46 152 106 304

-
15.13 49.67 35.20 100

a: 필수적 행동(Necessary Activities)

b: 선택적 행동(Optional Activities)

c: 사회적 행동(Social Activities)

표 5-17. ①다동 140-1도 행동관찰 종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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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행동숫자(명) 비고

필수적 행동

서다
일하다 4

46

걷다-혼자

＞서다-일하다

＞서다-호객행위

호객행위 1

앉다 일하다 0

걷다
혼자 41

통화 0

기타 이동수단 타기-혼자 0

선택적 행동

서다

잠시 멈추다 2

152

서다-흡연

＞앉다-흡연

＞서다-기다리다

＞앉다-휴식

＞서다-바라보다

＞서다-잠시멈추다

=서다-통화

＞서다-휴식

=서다-취식

바라보다 6

기다리다 15

휴식 1

흡연 94

취식 1

통화 2

구매 0

기대다 0

앉다

흡연 19

휴식 12

취식-혼자 0

걷다

산책-혼자 0

산책-애완동물 0

흡연 0

취식 0

눕다
수면 0

휴식 0

기타
촬영 0

주차 0

사회적 행동

서다
대화 27

106

앉다-취식-여럿

＞걷다-2인이상-대

화

＞서다-대화

공연관람 0

앉다

취식-여럿 46

대화 0

통화 0

공연관람 0

걷다 2인 이상-대화 33

눕다
통화 0

대화 0

기타
이동수단 타기-2인이상 0

놀이 0

총 합계 - - 304 -

표 5-18. ①다동 140-1도 관찰행동유형 종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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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②다동 140-1도

(1)개요

②다동 140-1도를 포함한 인근 필지는 70년대와 80년대 작은 규모의

건물이 밀집해있었으나, 1995년 인접 하나카드빌딩이 재개발되면서 헐리

고 현재는 하나카드의 남측 전면의 보도로 활용되게 되었다.

다동 140-1도의 인접 필지는 미시행지구의 재개발과 필지확보의 지연

으로 인해, 도로부지로 귀속되지 못한 곳이다. 따라서 현재 다동 140-1

도는 지목 상으로는 공공(=관)이 관리하는 도로이지만, 사실상 하나카드

빌딩의 공개공지처럼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다동

140-1도는 다른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에 비해, 주야간으로 활발한 활

용양상을 보인다.

특히, ②다동 140-1도는 남대문로9길(이면도로)과 면하고 있어, 주간에

는 보행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야간에는 ①다동 140-1도와 마찬가지

로, 인근 다동골뱅이치킨에서 공지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두어, 야외영

업을 한다. 하지만 공지활용양상에서는 ①다동 140-1도보다 더 다양한

양태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이 공지는 다동구역의 중심가로인 을지로3길

과 면하지 않고, 남대문로9길과 면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음식점

이나 주점의 영향을 덜 받는다. 따라서 둘둘치킨은 공지활용에 있어, 날

씨나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다동골뱅이치킨은 날씨가 좋지 않

거나, 추운 계절에도 텐트나 천막을 활용하여 영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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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989년

1996년 2002년

2005년 2017년

출처: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http://aerogis.seoul.go.kr/

표 5-19. ②다동 140-1도의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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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필지 현장 개요
대상필지 대상필지 도면

대상필지 입·단면도 a-a’ 대상필지 입·단면도 b-b'

대상필지 사진(낮) 대상필지 사진(저녁)

표 5-20. ②다동 140-1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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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장조사

공공공간 물리적 구성요소 및 프로그램 요소

①장애물요소

Barrier 

Elements

견
고
한

경계석 √

②표면요소

Surface 

Elements

바
닥

아스팔트

석재단차 √
데크

계단
흙

경계레일
점자블록

볼라드 √
기타(보도블럭) √

기타

벽
면

측·

배
면

벽
이
동
가
능
한

화분 √
유리 √

입간판 √

건물출입구 √
바리케이드

기타(주차콘) √

기타(물통) √ 기타

③공공시설물

Street Furniture 

Elements

벤치

④조경요소

Landscape 

Elements

인조잔디
테이블 및 의자 √(저녁 시)

차양막(차양 파라솔)
자연잔디

가로등 √

수목
공중전화박스

예술작품(조형물) √

식물 √
쓰레

기통

일반

담배꽁초

기타
기타(자전거 

거치대)

⑤표지판요소

Sign Elements

자
동
차

속도제한 

표지판

⑥프로그램요소

Program 

Elements

가로
인도 √

도로 √

업무시설 √
일방통행 

표지판 주차장 √
주정차금지 

표지판 음식점 √

자전거도로 

표지판 주점 √

보행자전용 

표지판
카페

공원공간사용금지 

표지판

공공화장실금연 표지판 √(바닥 스티커)

기타 기타(흡연부스) √

Note.

※다른 해당필지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은편이고, ②다동 140-1도가 보행자전용가로와 맞닿아 소공원처럼 활용되
던 것과 다르게, ①다동 140-1도는 도로와 맞닿아 있어, 아침부터 오후까지 보행공간으로만 활용되는 모습. 또한, 
인근에 흡연부스가 있어서인지, 흡연인구가 많았던 다른 필지와 다르게, 흡연하는 사람이 관찰되지 않음.
※저녁에 인접 다동골뱅이치킨에서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두어, 야외 영업 중.

표 5-21. ②다동 140-1도 현장조사 분석표



- 186 -

대상필지 현장 조사 _ 구성요소

화분 물통 볼라드 주차콘

가로등 예술작품(조형물) 간이 테이블 및 의자 주류박스

대상필지 파노라마

보도블럭 흡연부스 금연구역 스티커 조경공간

대상필지 동쪽(주점) 대상필지 서쪽(보행로) 대상필지 남쪽(도로 및 업무시설) 대상필지 북쪽(조경공간 및 업무시설)

표 5-22. ②다동 140-1도 구성요소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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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장관찰

구분 ②다동 140-1도 비고

행동 분류 a b c 합계 단위: %(명)

Day 1

(화요일)

09:00
100

(3명)

0

(0명)

0

(0명)

100

(총3명) ·평균기온

:23.2℃

·최고기온

:29.3℃

·최저기온

:15.4℃

·평균운량

:8.5

·일강수량

:0.0mm

12:00
11.11

(1명)

0

(0명)

88.89

(8명)

100

(총9명)

15:00
100

(3명)

0

(0명)

0

(0명)

100

(총3명)

18:00
14.29

(1명)

0

(0명)

85.72

(6명)

100

(총7명)

21:00
13.64

(3명)

0

(0명)

86.36

(19명)

100

(총22명)

이용객

합계
11명 0명 33명 44명 흐림

Day 2

(목요일)

09:00
33.33

(1명)

0

(0명)

66.66

(2명)

100

(총3명)
평균기온

:18.3℃

최고기온

:23.7℃

최저기온

:11.2℃

평균운량

:0.5

일강수량

: -

12:00
22.22

(2명)

0

(0명)

77.78

(7명)

100

(총9명)

15:00
100

(3명)

0

(0명)

0

(0명)

100

(총3명)

18:00
61.54

(8명)

7.69

(1명)

28.57

(4명)

100

(총13명)

21:00
9.09

(3명)

6.06

(2명)

84.85

(28명)

100

(총33명)

이용객

합계
17명 3명 41명 61명 맑음

Day 3

(토요일)

09:00
100

(2명)

0

(0명)

0

(0명)

100

(총2명) ·평균기온

:17.6℃

·최고기온

:24.7℃

·최저기온

:10.3℃

·평균운량

:0.0

·일강수량

:0.0mm

12:00
14.29

(1명)

0

(0명)

85.71

(6명)

100

(총7명)

15:00
0

(0명)

0

(0명)

100

(4명)

100

(총4명)

18:00
50

(3명)

16.67

(1명)

33.33

(2명)

100

(총6명)

21:00
0

(0명)

0

(0명)

100

(7명)

100

(총7명)

이용객

합계
6명 1명 19명 26명 맑음

행동 합계
34 4 93 131

-
25.95 3.05 70.99 100

a: 필수적 행동(Necessary Activities)

b: 선택적 행동(Optional Activities)

c: 사회적 행동(Social Activities)

표 5-23. ②다동 140-1도 행동관찰 종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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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행동숫자(명) 비고

필수적 행동

서다
일하다 13

34

걷다-혼자

＞서다-일하다

＞앉다-일하다

＞걷다-통화

호객행위 0

앉다 일하다 3

걷다
혼자 17

통화 1

기타 이동수단 타기-혼자 0

선택적 행동

서다

잠시 멈추다 0

4
서다-바라보다

=서다-흡연

바라보다 2

기다리다 0

휴식 0

흡연 2

취식 0

통화 0

구매 0

기대다 0

앉다

흡연 0

휴식 0

취식-혼자 0

걷다

산책-혼자 0

산책-애완동물 0

흡연 0

취식 0

눕다
수면 0

휴식 0

기타
촬영 0

주차 0

사회적 행동

서다
대화 0

93

앉다-취식-여럿

＞걷다-2인이상-대

화

공연관람 0

앉다

취식-여럿 62

대화 0

통화 0

공연관람 0

걷다 2인 이상-대화 31

눕다
통화 0

대화 0

기타
이동수단 타기-2인이상 0

놀이 0

총 합계 - - 131 -

표 5-24. ②다동 140-1도 관찰행동유형 종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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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소결

이상으로 4장에서는 대상필지 3곳의 구성요소에 관한 현장조사와 평일

과 주말로 나누어, 화, 목,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3시간 간

격으로 직접 관찰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대상필지는 시행과 미시행지구의 접점부에 위치하면서, 다동구역 내의

다른 필지에 비해, 민간에 의해 활발하게 이용되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관찰결과 흥미롭게도 각 필지의 위치, 물리적 구성

요소, 인접 프로그램 등의 차이에 따라, 요일 및 시간별 활용양태는 다르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각 대상필지 활용양상 데이터를 종합하면 다음 <표 5-25>와 같으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3곳의 대상필지를 관찰기간 동안 이용한 사람은 총 597명으로,

다동 56도는 162명, ①다동 140-1도는 304명, ②다동 140-1도는 131명으

로 조사되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다동 56도의 경우, 화요일 61명,

목요일 76명, 토요일 25명이 이용하였고, 다음 ①다동 140-1도는 화요일

그림 5-20. 요일별 이용자수 분석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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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다동 56도 ①다동 140-1도 ②다동 140-1도 비고

행동 분류 a b c 합계 a b c 합계 a b c 합계
단위: 

%(명)

Day 1

(화요일)

09:00
17.39

(4명)

4.35

(1명)

78.26

(18명)

100

(총23명)

17.39

(4명)

47.82

(11명)

34.78

(8명)

100

(총23명)

100

(3명)

0

(0명)

0

(0명)

100

(총3명)
흐림

12:00
10.56

(2명)

5.26

(1명)

84.21

(16명)

100

(총19명)

9.09

(3명)

78.79

(26명)

12.12

(4명)

100

(총33명)

11.11

(1명)

0

(0명)

88.89

(8명)

100

(총9명) ·평균기온
:23.2℃

·최고기온
:29.3℃

·최저기온
:15.4℃

·평균운량
:8.5

·일강수량
:0.0mm

15:00
0

(0명)

40

(2명)

60

(3명)

100

(총5명)

25

(2명)

75

(6명)

0

(0명)

100

(총8명)

100

(3명)

0

(0명)

0

(0명)

100

(총3명)

18:00
44.44

(4명)

22.22

(2명)

33.33

(3명)

100

(총9명)

11.11

(2명)

88.89

(16명)

0

(0명)

100

(총18명)

14.29

(1명)

0

(0명)

85.72

(6명)

100

(총7명)

21:00
40

(2명)

0

(0명)

60

(3명)

100

(총5명)

2.57

(1명)

23.08

(9명)

74.36

(29명)

100

(총39명)

13.64

(3명)

0

(0명)

86.36

(19명)

100

(총22명)

이용객

합계
12명 6명 43명 61명 12명 68명 41명 121명 11명 0명 33명 44명 총 226명

Day 2

(목요일)

09:00
6.25

(1명)

43.75

(7명)

50%

(8명)

100

(총16명)

36.36

(4명)

27.27

(3명)

36.36

(4명)

100

(총11명)

33.33

(1명)

0

(0명)

66.66

(2명)

100

(총3명)
맑음

12:00
13.33

(2명)

40

(6명)

46.67

(7명)

100

(총15명)

28.57

(12명)

52.38

(22명)

19.05

(8명)

100

(총42명)

22.22

(2명)

0

(0명)

77.78

(7명)

100

(총9명) 평균기온:
18.3℃

최고기온:
23.7℃

최저기온:
11.2℃

평균운량:
0.5

일강수량: 
-

15:00
21.05

(4명)

15.79

(3명)

63.16

(12명)

100

(총19명)

22.22

(4명)

44.44

(8명)

33.33

(6명)

100

(총18명)

100

(3명)

0

(0명)

0

(0명)

100

(총3명)

18:00
15.38

(2명)

15.38

(2명)

69.23

(9명)

100

(총13명)

14.81

(4명)

77.78

(21명)

7.41

(2명)

100

(총27명)

61.54

(8명)

7.69

(1명)

28.57

(4명)

100

(총13명)

21:00
23.08

(3명)

23.08

(3명)

53.85

(7명)

100

(총13명)

9.52

(4명)

19.05

(8명)

71.43

(30명)

100

(총42명)

9.09

(3명)

6.06

(2명)

84.85

(28명)

100

(총33명)

이용객

합계
12명 21명 43명 76명 28명 62명 50명 140명 17명 3명 41명 61명 총 277명

Day 3

(토요일)

09:00
0

(0명)

0

(0명)

0

(0명)

0

(총0명)

100

(1명)

0

(0명)

0

(0명)

100

(총1명)

100

(2명)

0

(0명)

0

(0명)

100

(총2명)
맑음

12:00
50

(2명)

50

(2명)

0

(0명)

100

(총4명)

20

(2명)

80

(8명)

0

(0명)

100

(총10명)

14.29

(1명)

0

(0명)

85.71

(6명)

100

(총7명) ·평균기온
:17.6℃

·최고기온
:24.7℃

·최저기온
:10.3℃

·평균운량
:0.0

·일강수량
:0.0mm

15:00
0

(0명)

33.33

(1명)

66.66

(2명)

100

(총3명)

18.18

(2명)

81.82

(9명0

0

(0명)

100

(총11명)

0

(0명)

0

(0명)

100

(4명)

100

(총4명)

18:00
0

(0명)

0

(0명)

100

(2명)

100

(총2명)

0

(0명)

27.27

(3명)

72.73

(8명)

100

(총11명)

50

(3명)

16.67

(1명)

33.33

(2명)

100

(총6명)

21:00
12.5

(2명)

0

(0명)

87.5

(14명)

100

(총16명)

10

(1명)

20

(2명)

70

(7명)

100

(총10명)

0

(0명)

0

(0명)

100

(7명)

100

(총7명)

이용객

합계
4명 3명 18명 25명 6명 22명 15명 43명 6명 1명 19명 26명 총 94명

행동 합계

28 30 104 162 46 152 106 304 34 4 93 131

총 597명

17.28 17.90 64.81 100 15.13 49.67 35.20 100 25.95 3.05 70.99 100

a: 필수적 행동(Necessary Activities)

b: 선택적 행동(Optional Activities)

c: 사회적 행동(Social Activities)

표 5-25. 대상필지 현장관찰 종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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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다동 56도 
요일 및 시간대별 이용자수 분석도표  

그림 5-22. ①다동 140-1도 
요일 및 시간대별 이용자수 분석도표  

그림 5-23. ②다동 140-1도 
요일 및 시간대별 이용자수 분석도표     

121명, 목요일 140명, 토요일 43

명, 마지막 ②다동 140-1도는 화

요일 44명, 목요일 61명, 토요일

26명이 이용하였다. 따라서 3곳

모두 공통적으로 평일 중, 목요일

에 가장 많은 이용자가 몰렸으며,

주말에는 이용자가 줄어드는 경

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그림

5-20 참조).

다음 3곳 대상필지의 시간대별

이용률 변화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다동 56도는 화요일(흐림) 오전

9시와 오후12시 높은 이용률을

보이다가, 오후3시에는 급격히 하

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저

녁에는 다시 소폭 상승하는 경향

을 보인다. 목요일(맑음)에는 날

씨의 영향 때문인지, 아침부터 오

후3시까지 화요일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데, 저녁6시와 저

녁9시에는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주말인 토요일에는

인근 청계천을 따라 진행된, ‘차

없는 거리’와 ‘밤도깨비야시장’의 영향으로 대상필지 이용자 및 유동인구

가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포장마차가 열린 저녁에는 이용자수

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5-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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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다동 56도 
요일 및 시간대별 행동비율  

그림 5-25. ①다동 140-1도 
요일 및 시간대별 행동비율   

①다동 140-1도는 평일 화요일과 목요일 날씨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경향의 이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됐다. 예를 들어, 오후12시

점심시간에 높은 이용률을 보이다가 오후시간에 가파르게 하락하고, 이

후 저녁6시부터 저녁9시까지 다시 점진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이

다. 그러나 주말인 토요일에는 오전9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대에 10

명 내외의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됐다(그림5-22 참조).

②다동 140-1도는 평일과 주말 공통적으로 오전9시에 낮은 이용률을

보이다가 오후12시 점심시간에 잠시 상승하지만, 다시 오후3시에 하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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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②다동 140-1도 
요일 및 시간대별 행동비율    

고, 이후, 저녁6시부터 꾸준히 상승하

여, 저녁9시에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

이는 것으로 관찰됐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2곳이 날씨나 요일에 따라, 이용

률에 다소 차이를 보였던 것에 비해,

굉장히 유사한 이용객수 변화율을 보

여주는 것이다(그림5-23 참조).

다음으로 대상필지의 요일 및 시간

대별 행동비율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

다.

다동 56도는 평일과 주말 모두 사회

적 행동의 비율이 높게 관찰된다. 이

중, 이용자의 수가 많은 목요일의 경

우, 행동비율의 분포가 뚜렷하게 나타

난다. 예를 들어, 목요일의 경우, 부분

적으로 오전9시와 오후12시 선택적

행동의 비율이 각각 43.75, 40%를 보

이긴 하지만, 대체로 아침9시부터 저

녁9시까지 사회적 행동의 비율이 모

두 50~60% 내외를 차지한다. 한편, 나머지 시간대에서는 필수적, 선택적

행동이 15~20% 내외로 관찰된다. 이처럼 다동 56도에서 사회적 행동이

많이 관찰되는 이유는 주변 카페에서 음료를 산 후, 대상필지에서 휴식

을 취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기 때문인데, 특히 커피와

같은 음료를 주로 섭취하는 평일 오후3시에 사회적 행동의 비율이 굉장

히 높은 것이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한편, 주말에는 오후12시에 필수적,

선택적 행동이 50%씩 관찰된 것을 제외하고, 대체로 사회적 행동이

50% 이상 관찰됐다(그림5-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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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동 140-1도는 사회적 행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던 다동 56도와 다

르게, 선택적 행동의 비율이 높게 관찰됐다. 특히 업무시설이 붐비는 평

일인 화요일과 목요일의 오전과 오후시간에 선택적 행동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낮 시간대에 대상필지에서 흡연을 하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의 오후12시와 저녁6시 식사시간 이후에

흡연을 하는 사람과 식당을 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한

데 뒤섞여 더욱 더 높은 선택적 행동의 비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인접

주점에서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두어, 야외영업을 시작하는 저녁시간에

는 사회적 행동이 50% 이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평일과 주말에 관계없

이 관찰된다. 특히, 평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저녁6시와 저녁9시를 비교

하면 사회적 행동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5-25 참조).

②다동 140-1도는 다른 필지에 비해, 필수적 행동과 사회적 행동의 비

율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로 ②다동 140-1도가 다른 필지가 흡연

장소로 활용됐던 것과는 다르게, 보행공간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오전과 오후에 관찰되는 사회적 행동의 경우에도 2인 이상이

대화를 하며, 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실상 대상필지가 보

행공간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상필지가 주변 업무시

설로 둘러싸여있는 공개적인 장소이고, 앉을 곳이나 그늘이 없는 것이

관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인접 주점에서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내놓는 저녁시간에는 오전이나 오후에 보였던 활용양상

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평일인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저녁9시 각각 86.36, 84.85%가 인접 주점의 야외 테이블에서 음주를 했

고, 주말에는 같은 시각 100%가 음주를 하는 것으로 관찰됐다(그림5-26

참조).

마지막으로 각 대상필지 별로 관찰된 행동유형의 세부 행동을 빈도분

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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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행동빈도 원형도표 유형별 행동빈도 비교

1 사회

서다-대화 45

걷다-2인이상-대화 45

2 필수 걷다-혼자 22

3 선택 서다-흡연 16

4 사회 앉다-취식-여럿 12

5 선택 서다-통화 5

6 필수 서다-일하다 4

7 선택 앉다-휴식 3

8

선택 앉다-취식-혼자 2

사회 앉다-대화 2

9

필수 앉다-일하다 1

선택

걷다-통화 1

서다-기다리다 1

표 5-26. 다동 56도 관찰행동유형 분석표 

다동 56도는 총 162명의 이용자 중, 사회적 행동인 ‘서다-대화’와 ‘걷다

-2인 이상-대화’가 각각 45명씩 가장 많은 행동빈도를 보였다. 그 다음

으로는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가 22명, 선택적 행동 ‘서다-흡연’이 16

명, 사회적 행동 ‘앉다-취식-여럿’이 12명을 차지했다. 이처럼 본 대상필

지는 단순히 흡연공간이 아닌, 주변 업무시설의 회사원이 ‘대화’와 같은

사회적 행동을 위한 곳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필수

적 행동 ‘서다-일하다’, ‘앉다-일하다’가 각각 4명과 1명을, 선택적 행동

은 ‘서다-통화’이 5명, ‘앉다-휴식’이 3명, ‘앉다-취식-혼자’가 2명, ‘걷다-

통화’, ‘서다-기다리다’가 각각 1명 관찰됐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행동

은 ‘앉다-대화’가 2명을 차지했다(표5-26 참조).

①다동 140-1도는 총 304명의 이용자 중, 선택적 행동인 ‘서다-흡연’이

94명으로 가장 많은 행동빈도로 관찰됐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행동 ‘앉다

-취식-여럿’이 46명을,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가 41명, 사회적 행동 ‘걷

다-2인 이상-대화’, ‘서다-대화’가 각각 33명과 27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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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행동빈도 원형도표 유형별 행동빈도 비교

1 선택 서다-흡연 94

2 사회 앉다-취식-여럿 46

3 필수 걷다-혼자 41

4 사회 걷다-2인 이상-대화 33

5 사회 서다-대화 27

6 선택 앉다-흡연 19

7 선택 서다-기다리다 15

8 선택 앉다-휴식 12

9 선택 서다-바라보다 6

10 필수 서다-일하다 4

11

선택 서다-잠시 멈추다 2

선택 서다-통화 2

12

필수 서다-호객행위 1

선택

서다-휴식 1

서다-취식 1

표 5-27. ①다동 140-1도 관찰행동유형 분석표 

편, 본 대상필지에서는 선택적 행동인 ‘앉다-흡연’이 19명 관찰됐는데,

‘흡연’이라는 행동을 공통분모로 재분류한다면, ‘서다-흡연’과 ‘앉다-흡연’

을 합쳐, 113명을 차지할 정도로 본 필지가 흡연을 위한 곳으로 활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5-27 참조).

②다동 140-1도는 총 131명의 이용자 중, 사회적 행동 ‘앉다-취식-여

럿’이 62명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행동빈도로 관찰됐다. 다음으로는 사

회적 행동 ‘걷다-2인 이상-대화’가 31명을 차지했는데, 위의 두 행동유형

을 합치면 총 93명으로 본 대상필지에서 약 71%의 이용자가 사회적 행

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서다-

일하다’, ‘앉다-일하다’가 각각 17, 13, 3명을 차지했다(표5-28 참조).

이상으로 대상필지 3곳의 현장조사 및 관찰 내용 데이터를 살펴보았

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필지의 입지나 주변 프로그램, 물리적 요

소 등의 각종 요소에 따라, 요일 및 시간대별 이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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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행동빈도 원형도표 유형별 행동빈도 비교

1 사회 앉다-취식-여럿 62

2 사회 걷다-2인 이상-대화 31

3 필수 걷다-혼자 17

4 필수 서다-일하다 13

5 필수 앉다-일하다 3

6 선택

서다-바라보다 2

서다-흡연 2

7 필수 걷다-통화 1

표 5-28. ②다동 140-1도 관찰행동유형 분석표 

고 있으며, 세부적인 행동분류에 있어서도 대상필지 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됐다. 위의 내용을 다시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가 가장 많은 곳은 ①다동 140-1도(304명)＞다동 56도(162

명)＞②다동 140-1도(131명)의 순서로 관찰됐다.

둘째, 요일 별 이용자 수는 총 597명 중, 2018년 5월 24일(목)의 이용

자가 277명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으며, 다음으로는 15일(화)이 226명, 19

일(토)이 94명으로 뒤를 이었다.

셋째, 가장 높은 이용시간대는 ‘다동 56도’의 경우, 요일이나 시간대 별

로 변동의 폭이 크게 관찰됐으나, 대체로 평일의 경우 저녁으로 갈수록

이용자수가 줄어들고, 주말에는 저녁에 이용자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모

습을 보였다. 반면, ‘①다동 140-1도’는 평일의 경우, 오후12시와 저녁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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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자 수가 높은 모습을 보였으나, 주말에는 오전9시를 제외하면, 10

명 내외의 비슷한 이용자수가 관찰됐다. 마지막 ‘②다동 140-1도’는 평일

에 아침부터 오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이용률을 보이다가, 저녁6시부터

이용자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주말에는 시간대별로 5명 내외의

이용자가 유지되는 것으로 관찰됐다.

마지막으로, 3곳 대상필지에서 가장 많이 관찰된, 유형별 행동빈도는

‘다동 56도’는 총 162명 중, 사회적 행동이 104명으로 약 64%를, ‘①다동

140-1도’가 총 304명 중 선택적 행동 152명으로 50%를, ‘②다동 140-1도’

가 총 131명 중, 사회적 행동 93명으로 약 71%를 차지했다. 보다 세부적

으로 행동분류를 하면, ‘다동 56도’에서는 ‘대화’가, ‘①다동 140-1도’에서

는 ‘흡연’이, ‘②다동 140-1도’에서는 ‘취식’이 가장 많이 관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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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다동 56도 (a-필수적행동 / b-선택적행동 / c-사회적행동)

관련요소 행동유형

1

볼라드 수목 b.앉다-휴식 b.앉다-흡연
내

용
-앉기에 적절한 높이, 폭, 너비의 볼라드와 수목의 그림자는 앉는 행동을 유발한다.

2

주차콘 주정차금지 표지판 b.서다-휴식, 앉다-휴식 b.주차
내

용

-주차콘, 주정차 금지표지판은 평소에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지만, 주차콘은 손쉽게 이동이 

가능해, 공사차량이나 트럭 등이 손쉽게 주정차하기도 한다.

표 5-29. 다동 56도 관찰행동 관계분석 

제 3 절 현장데이터 관계분석

3절에서는 2절의 현장조사 및 관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개별필지

내·외의 물리적 구성요소, 조경요소, 프로그램요소 등을 활용하거나, 이

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행동패턴을 ‘서다’, ‘앉다’, ‘눕다’와 같은 정적인

행동중심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행동패턴은 추후 시행·미시

행지구 접점부와 같은 유휴 도시공간의 계획 및 활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이나 시사점 등에 관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5.3.1. 다동 56도

다동 56도 필지 내·외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행동유형과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 <표 5-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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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다동 56도 (a-필수적행동 / b-선택적행동 / c-사회적행동)

관련요소 행동유형

3

볼라드 주차콘, 수목 c.서다-대화, 앉다-대화 b.서다-흡연, 휴식 / 앉다-휴식

내

용

-볼라드나 주차콘 등은 다동 56도에 영역성을 만든다. 필지 이용자는 이 영역 안에서 앉아 휴식을 취하

거나, 대화를 나눈다.

4

주변 프로그램(카페) 볼라드 c.서다-대화1 c.서다-대화2
내

용

-다동 56도 주변에는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가 총 4곳이 있다. 따라서 필지 이용자는 인접 카페에서 커피

를 사와, 볼라드 위에 커피나 짐을 잠시 올려놓고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5

금연표지판 금연구역 경계 b.서다-흡연1 b.서다-흡연2
내

용

-인접 다동공원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스티커가 다동 56도 주변에 있다. 따라서 필지 이용자

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밖에 서서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6
- -

주변 건물출입구 - b.서다-흡연 -
내

용
-비오는 날, 인접 건물 출입구는 비를 피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기

타

1

다동 56도의 필지 가로등 포장마차 필지활용1 포장마차 필지활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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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다동 56도 (a-필수적행동 / b-선택적행동 / c-사회적행동)

관련요소 행동유형

다동공원 내 공공화장실 주차콘, 주정차금지 표지판 포장마차 필지활용3 포장마차 필지활용4
내

용

-야간에 다동 56도에 열리는 포장마차는 필지 주변의 가로등과 공공화장실 등을 활용하여 영업을 한다. 

주차콘이나 주정차금지 표지판은 야간에 포장마차 영역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기

타

2

인접 건물 그림자1 인접 건물 그림자2 그늘 활용1 그늘 활용2

-

공원 수목 그림자 인접 수목 그림자 그늘 활용3 -
내

용

-인접 건물과 수목은 다동 56도에 시간대별로 다양한 면적과 방향의 그늘을 만들어 내는데, 필지 이용자

는 이 그늘을 활용하여 서거나 앉아서 대화나 흡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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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①다동 140-1도 (a-필수적행동 / b-선택적행동 / c-사회적행동)

관련요소 행동유형

1
볼라드 수목 b.앉다-흡연 b.앉다-휴식

쓰레기봉투 / 담배꽁초통 금연 표지판 b.앉다-휴식 b.앉다-기다리다
내

용

-앉기에 적절한 높이, 폭, 너비의 볼라드와 수목의 그림자는 앉는 행동을 유발한다.

-금연표지판은 금연구역임을 알리지만, 쓰레기봉투, 담배꽁초통은 흡연을 유발한다. 

2 조경공간 단차, 수목 주민쉼터 표지판 b.앉다-휴식 b.앉다-흡연

쓰레기봉투 / 담배꽁초통 금연 표지판 b.앉다-흡연 b.눕다-수면

내

용

-앉거나, 눕기에 적절한 단차의 조경공간과 수목의 그늘은 앉는 행동을 유발한다. 한편, 쓰레기봉투, 담배

꽁초통은 흡연을 유발하기 때문에 필지 이용자 중 상당수가 조경공간에 앉아 흡연을 한다.

-주민쉼터 공간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대상필지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려준다.

표 5-30. ①다동 140-1도 관찰행동 관계분석 

5.3.2. ①다동 140-1도

①다동 140-1도 필지 내·외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행동유형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5-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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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①다동 140-1도 (a-필수적행동 / b-선택적행동 / c-사회적행동)

관련요소 행동유형

3

쓰레기봉투 / 담배꽁초통 금연 표지판 b.서다-흡연1 b.서다-흡연2
내

용
-금연표지판은 금연구역임을 알리지만, 쓰레기봉투, 담배꽁초통은 흡연을 유발한다. 

4
주변 프로그램(치킨집) 각종 기자재(냉장고) b.앉다-취식-여럿1 b.앉다-취식-여럿2

간이 테이블 및 의자(치킨집) 필지경계 / 볼라드 b.앉다-취식-여럿3 b.앉다-취식-여럿4

내

용

-필지 내 볼라드와 경계석은 필지의 영역성을 만든다. 인접 치킨집은 야간에 필지 영역의 한쪽에 간이 테

이블과 의자를 내어놓고 야외영업을 한다. 한편, 필지를 향해 내어놓은 냉장고 등의 기자재는 야간에 치킨

집의 영역을 확보하는 데 일조하는 모습이다.

5
- -

주변 건물처마 - b.서다-흡연 -

내

용
-비오는 날, 인접 건물 처마는 비를 피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기

타

수목 그림자 인접 건물 그림자 그늘 활용1 그늘 활용2

내

용

-인접 건물과 수목은 ①다동 140-1도에 시간대별로 다양한 면적과 방향의 그늘을 만들어 내는데, 필지 이

용자는 이 그늘을 활용하여 서거나 앉아서 대화나 흡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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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②다동 140-1도 (a-필수적행동 / b-선택적행동 / c-사회적행동)

관련요소 행동유형

1
②다동 140-1도의 필지 주변 프로그램(주점) b.앉다-취식-여럿1 b.앉다-취식-여럿2

조경공간 간이 테이블 및 의자 b.앉다-취식-여럿3 b.앉다-취식-여럿4
내

용

-필지 인접 업무시설의 조경공간과 화분 등이 필지의 영역성을 만든다. 인접 주점은 해당 필지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내어놓고 야간 야외영업을 한다. 

2
-

조경공간 주변 프로그램(주점) a.서다-일하다(소주 홍보) -

내

용
-퇴근하는 보행자나 인접 주점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소주 홍보를 한다.

기

타

주차콘 물통 b.주차1 b.주차2

내

용

-주차콘이나 물통이 주정차를 못하도록 배치되어 있지만, 손쉽게 이동가능하고 별도의 관리 감독이 없어, 

주정차가 발생한다.

표 5-31. ②다동 140-1도 관찰행동 관계분석 

5.3.3. ②다동 140-1도

②다동 140-1도 필지 내·외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행동유형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5-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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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구성요소 유형분류  

5.3.4. 소결

본 절에서는 각 대상필지의 구

성요소와 관찰 행동패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필지를

구성하는 각각의 물리적, 프로그

램 요소는 ①다양한 행동을 유발

하는 요소, ②다양한 이용자의 활

용을 촉진하는 요소, ③특정 행동

을 방지 및 금지하는 요소, ④다

양한 이용자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분

류되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하나의 요소가 단순히 하나의 성격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볼라드’의 경우, 차량 등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된

‘③특정 행동을 방지 및 금지하는 요소’이지만, 동시에 이용자가 앉아 잠

시 쉬거나, 흡연하는 등 ‘①다양한 행동을 유발하는 요소’이기도 했다.

또한, 포장마차나 주점 등이 내어놓은 간이 테이블이나 의자는 공공공

간의 일부를 가게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로써, ‘④다양한

이용자의 활용을 제한하는 요소’이지만, 공간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야간

에 야외영업을 함으로써 ‘①다양한 행동을 유발하는 요소’와 ‘②다양한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하는 요소’로써 작용하고 있었다.

다음 표, <표 5-32>, <표 5-33>, <표 5-34>는 각 필지에서 발견된

요소를 위의 유형분류를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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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다양한 행동을 

유발하는 요소

b.다양한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하는 요소

c.특정 행동을 

방지 및 금지하는 요소

d.다양한 이용자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

주정차금지 표지판 플라스틱 통 주차콘 볼라드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 - √ - - - - √ - - √ - √ - √ -

금연표지판 소공원 비석 가로등1 수목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 - √ - - √ - - √ √ - - √ √ - -

대상필지 파노라마

쓰레기 금연구역 경계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주변 건물출입구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 - - √ - - √ - - - √ - √ - - -

간이 테이블 및 의자(포장마차) 인접 건물 그림자 주변 프로그램2(카페, 분식집)
a b c d a b c d a b c d
√ √ - √ √ √ - - √ √ - -

표 5-32. 다동 56도 구성요소 유형분류 종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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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다양한 행동을 

유발하는 요소

b.다양한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하는 요소

c.특정 행동을 

방지 및 금지하는 요소

d.다양한 이용자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

오토바이 쓰레기봉투 / 담배꽁초통 입간판 리어카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 - - √ - - √ √ - - - √ - - - √

수조 조경공간 단차, 수목 볼라드 수목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 - - √ √ √ - - √ - √ - √ √ - -

대상필지 파노라마

금연 표지판 주민쉼터 표지판 각종 기자재1 각종 기자재2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 - √ - - √ - - - - - √ - - - -

간이 테이블 및 의자(치킨집) 인접 건물 그림자 주변 프로그램(음식점, 주점)
a b c d a b c d a b c d
√ √ - √ √ - - - - √ - -

표 5-33. ①다동 140-1도 구성요소 유형분류 종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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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다양한 행동을 

유발하는 요소

b.다양한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하는 요소

c.특정 행동을 

방지 및 금지하는 요소

d.다양한 이용자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

화분 물통 볼라드 주차콘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 - √ - - - √ - - - √ - - - √ -

가로등 예술작품(조형물) 간이 테이블 및 의자 주류박스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 √ - - - - - - √ √ - √ - - - -

대상필지 파노라마

보도블럭 흡연부스 금연구역 스티커 조경공간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 √ - - - √ √ - - - √ - - - - -

대상필지 동쪽(주점) 대상필지 서쪽(보행로) 대상필지 남쪽(도로 및 업무시설) 대상필지 북쪽(조경공간 및 업무시설)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 √ - - - √ - - - √ - - - - - -

표 5-34. ②다동 140-1도 구성요소 유형분류 종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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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각 대상필지에서 관찰된 각종 요소와 행동패턴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지의 활용주체의 범위가 넓고 명확할수록 많은 이용자가 활

용하지만, 활용주체가 모호하면 주변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 ①다동 140-1도는 주민쉼터 표지판처럼 일반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 곳이었다. 따라서 관찰 요일과 시간대별로 높

은 이용자수를 보였다. 하지만 다동 56도와 ②다동 140-1도는 관리나

활용주체가 불분명했다. 따라서 다동 56도의 경우, 아침과 낮에는 주변

테이크아웃 카페의 이용자가, 야간에는 포장마차가 영업을 했으며, ②

다동 140-1도는 아침이나 낮에는 보행공간으로 활용되다가, 야간에는

인접 주점이 야외영업을 했다87).

둘째, 야외에서 수목, 처마, 차양 등 그늘을 만들거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선택적,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다동 56도나 ①다동 140-1도는 인접 건물과 수목으로 인해,

시간대별로 다양한 방향과 깊이의 그늘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

늘에서 잠시 쉬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관찰됐다88). 반면, ②

다동 140-1도는 그늘을 만드는 요소가 없어, 하루 종일 그늘지지 않는

곳이었다. 따라서 야간에만 인접 주점이 활용할 뿐, 주간에는 보행 이

외에 특별한 활용양태가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공간이나 장소의 구성요소가 특정 행동을 방지 및 금지하는 성격

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의 활용도를 떨어뜨리지만, 높이·형태·재료 등을

87) 물론, ①다동 140-1도 역시 야간에 인접 치킨집에서 야외영업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전체공간이 아니라, 공간의 일부만을 점유하여, 대상필지의 일반이용자도 어느

정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사례와 다르다.

88) 한편, 비오는 날에는 인접 건물의 출입구의 처마에 서서 비를 피하며, 흡연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꽤 자주 관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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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계획하면 다양한 행동(선택적·사회적 행동)을 유발하여 그곳의 활용도

를 높인다. 예를 들어, 다동 56도와 ①다동 140-1도의 볼라드는 적절한

높이·폭·너비로 계획되어, 차량 등의 진출입을 막으면서도 필지 이용자로

하여금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잠시 물건을 올려놓고 대화를 나누는 등의

다양한 행동을 끌어냈다. 또, ①다동 140-1도와 인접한 조경공간은 적당

한 높이와 폭 덕분에, 완충영역을 적절히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기대거나,

걸터앉아 휴식을 취하는 활용양태를 유발했다. 하지만, ②다동 140-1도의

경우, 볼라드, 화분 등의 요소가 특정 행동을 방지하고 금지하는 역할만

할 뿐, 다양한 행동을 유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곳은 아침과 낮 동안,

선택적·사회적 행동의 비율을 낮고, 필수적 행동의 비율은 높게 관찰됐다.

마지막으로, 서로 모순되는 구성요소가 필지 내에 함께 있을 경우,

특정행동을 방지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다동 56도나, ①다동 140-1

도는 금연표지판이나 금연구역 경계 등 흡연을 금지하는 여러 사인이

있었지만, 쓰레기더미, 쓰레기통, 담배꽁초 통 등이 함께 놓여있어, 자

연스레 흡연자가 모이는 곳이었다. 그러나 ②다동 140-1도의 경우, 마

찬가지로 금연구역이지만, 상충하는 구성요소가 필지 내에 없어서 흡연

자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89).

3절에서는 각종 요소를 활용하거나, 이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행동패

턴을 ‘서다’, ‘앉다’, ‘눕다’와 같은 정적인 행동중심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했

다. 비록 일부 행동패턴의 경우, 빈도수가 높게 관찰되지 않았지만, 각종

요소와 행동패턴의 상관관계에 관한 해석은 향후 택티컬 어바니즘과 같

은 도시 실험을 진행할 때, 어떤 요소를 더하고 뺄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

획을 수립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89) 다만, ②다동 140-1도 인근에는 흡연부스가 있었는데, 굉장히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적절한 흡연공간을 업무시설 주변에 설치한다면, 다동 56도와 ①다동

140-1도에서 발견되는 무분별한 흡연을 방지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이 더 활발히 대상필

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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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종합소결

5.4.1.도심부 유휴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 및 활용의 필요성

이른바 도심재개발이 시행됐던 곳 중, 전체 지구나 구역이 재개발 되

지 않고, 일부 혹은 상당부분 시행되지 않은 곳이라면, 다동구역과 마

찬가지로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가 발견되기 때문에, 도심부 곳곳에

이러한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은 상당하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시행과 미시행지구 접점부에 존재하는 유휴

도시공간의 유형을 크게 3가지 ①공원의 완성을 위해 확보되었지만, 공

원으로 쓰이고 있지 않는 필지, ②계획도로 완성을 위해 확보되었지만,

도로로 쓰이지 않는 필지, ③주차장의 완성을 위해 확보되었지만, 주차

장으로 쓰이지 않는 필지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 시간 및 요일별로 다

양한 활용양상을 보이는 다동구역의 유휴 도시공간 사례 3곳을 중점적

으로 관찰 및 분석하였다.

한편, 앞으로의 도시 패러다임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닌, 기존 도시구조나 건축물의 활용을 장려하는 등 저성장시대에 대

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갈수록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2017년 진행한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통합관리

(타운매니지먼트) 운영기획 연구�에서 ‘②다동 140-1도’에 제안한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90)은 대상필지의 주변 맥락이나 시간대별 활용양상

등에 관한 조사나 분석 등의 과정이 생략된 채로, 다시금 Top-down

방식의 환경개선이나 공간창출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연

90) 서울특별시 2017,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운영기획 연구

�, pp.161-162 참고 및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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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5.1.3. ②다동 140-1도’의 환경개선 예상도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2017,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통합관
리(타운매니지먼트) 운영기획 연구�, pp.161-162.

구에서는 ‘②다동 140-1도’의 문제

점 및 현황을 차량통행으로 인한

보행의 어려움, 저층부 프로그램의

부재, 공개공지의 비효율 등으로 평

가하며, 저층부에 가로활성화를 유

도하는 오픈카페를, 공공공지에는

우드데크를 조성하여 보도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공공공간 활용 프로그

램으로는 기업 프로모션 개최 및

버스킹과 지역 및 기업 홍보를 상

시운영 하도록 계획한다.

그림 5-29.  ②다동 140-1도의 환경개선 방안예시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2017,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운영기획 연구�, pp.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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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②다동 140-1도’는 인접 주점(다동골뱅이치킨)이 적어도 10년

이상,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영업을 하던 장소였다. 이러한 미시

행지구 음식점이나 주점의 공공공간 점유 및 활용 양태는 다동구역 곳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며, 이는 다동구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

요한 구역·거리문화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공간마스터플랜에서 제안하는

환경개선 기획안에는 이러한 현상을 존중하지 않고, 그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린다. 이는 어쩌면 시행과 미시행지구가 공존의 상황에서 자생적

으로 보였던 변화 및 적응의 과정과 결과물이 사라지고, 특색 없는 공

간이나 장소로 회귀할지도 모름을 의미한다. 또한, 다동구역 곳곳에 가

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가로공간별 활성화 프로그램 역시, 다동구역 내

에서 벌어지는 현장의 현상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일회성 이

벤트나 진부한 프로그램으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더더욱 현재 서울 도심부의 도시적 상황, 즉 시행지구와 미시

행지구 그리고 미완성의 기반시설이 한 데 뒤섞여 공존하며 만들어낸

현장의 현상 즉, 도시문화를 우선적으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진행하는 타운매니

지먼트 사업과 같은 도시재생사업 역시 과거 Top-down 방식의 환경

개선 제안과 마찬가지로 지속성 없는 단발성 사업에서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91).

91) 예를 들어, 다동과 같이 민간이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도시문화는 지구나 구

역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관리나 운영 미흡으로 활력을 저해하기도 한

다. 따라서 민간 스스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유지·관리에 관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는 회의나 교육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것 역시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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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소규모 도시 실험을 위한 고려사항

최근 도시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GPS, GIS, Space Syntax 등은 도

시나 건축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방법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만을 사용하여 도시나 건축을 이해하고 계획하면, 자칫 현재 우리 도시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중요현상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먼저, ‘공공생활 연구(Public Life Study)’와 ‘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에서 제안하는 도시공간의 연구 및 계획방법론과 그 한계를

간략히 살펴본 후, 앞선 2절과 3절의 현장조사 및 관찰 데이터를 토대로

각각의 공간과 장소에 부합하는 소규모 도시 실험을 위한 고려사항을 도

출하도록 할 것이다. 결국, 시행과 미시행, 미완성 기반시설 필지가 공존

하게 된 도시·건축공간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기존 도시계획 및 도

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의 완성만을 기다리는 공간·

공지의 관리 및 활용이 아니라, 유휴 도시공간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

및 관찰을 토대로, 이를 일시적으로 계획 및 활용하기 위한 소규모 도시

실험이 장려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공생활 연구는 공공공간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직접관

찰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손쉽게 골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

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대학·단체 등과

협업하여 조사와 관찰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한 후, 지

역 주민 혹은 사용자와의 워크숍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구현·평

가하기 까지, 일련의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다(표5-35 참조).

그러나 활성화되지 않은 공공공간이나 유휴공간을 어떤 디자인 도구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을 조성해줄 것인지와 같은 실제적인 설

계단계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어떤 공공공간이

나 유휴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구성요소인 장애

물, 화분, 수목, 벤치, 테이블, 차양막, 차양 파라솔, 바닥마감재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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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생활 연구(Public Life Study)의

Study Process

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의

Design Thinking Process

1

Organisation Empathize

관·대학·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조직
당신이 하는 디자인이나 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

2

Survey Define

현장조사 및 관찰
부지만의 특수한 기회를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정

3

Outcome Ideate

데이터 정리
규정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조사하고 개발

4
Translation Prototype

정책, 건물상태, 재사용, 하위전략 등에 관한 해석 빠르고, 비싸지 않은 프로젝트 계획수립

5

Process Test

기초보고서작성과 워크숍 개최
Build-Measure-Learn(짓기-평가하기-배우기) 

과정에 넣고 시험

6
Implementation

-
실행

7
Measuring Success

-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후평가

비고
구체적인 설계에 돌입하기 전까지의 공간과 장소

에 관한, 조사 및 관찰에 특화

구체적인 환경계획수립 시, 계획수립 및 실행단계

에 특화 
출처: Jan Gehl; Birgitte Svarre 2013, HOW TO STUDY PUBLIC LIFE, ISLAND PRESS, Washington, p.126. 
MIKE LYDON·ANTHONY GARCIA 2015, �TACTICAL URBANISM: Short-term Action for Long-term Change�, Island Press, Washington, 
po.171-207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표 5-35. 소규모 도시 실험을 위한 프로세스 비교분석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조사연구를 마친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환

경계획수립을 통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공공공간 연구에 익숙지

않은 연구자나 계획자는 계획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즉, 공공생활 연구는 구체적인 설계에 돌입하기 전까지의

공간과 장소에 관한, 조사 및 관찰에 특화된 것이다.

한편, 택티컬 어바니즘에서는 특정 공간과 장소에 특화된 소규모 도시

실험을 계획하기 위해, 디자인 프로세스를 총 5개의 단계로 나누어 정리

하고 있다. 각 단계는 위의 <표 5-35>와 같다92). 이중 특히, ④

Prototype단계에서는 택티컬 어바니즘이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92) MIKE LYDON·ANTHONY GARCIA 2015, �TACTICAL URBANISM: Short-term

Action for Long-term Change�, Island Press, Washington, pp.173-207 참고 및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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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 Project Planning.

허가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 자생적으로 할 것인지, 개입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를 정하는 단계로 물리적 디자인과 함께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언제 프로젝트

를 개시할 것인지, 자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재료는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세운다. 

택티컬 어바니즘에서는 48×48×48 프로세스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48시간 동안 신

속히 도시적 맥락에 개입하고, 48주(Short term) 그리고 48달(Medium term) 동안 운영되

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택티컬 어바니즘 프로젝트가 4년 혹은 5년의 기간으로 계

획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설에 익숙해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대개 정치적 변화 

주기가 4년이고 자본예산의 주기가 5년인 것에 있다.

2 Identify Project Partners

택티컬 어바니즘의 목표는 물리적 지속 혹은 정책의 변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혹은 분야를 넘나드는 파트너가 필수적이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다양한 능

력을 갖춘 파트너가 필요한데, 작은 그룹이거나, 처음 혼자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라면, 다

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좋다. 

Moneymakers(자금마련을 위한 사람), Hunter-gatherers(재료수집을 위한 사람), 

Makers(디자인과 건설을 위한 사람), Coordinators(보험, 허가, 안전, 대여비용, 자원자, 현

장 진입 등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 Mouthpieces(공공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알리는 대변

자)

3 Project Schedule 허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프로젝트의 시간표는 시간과 일시를 정해야 한다. 

4 Project Funding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마련 혹은 재료기부, 정부나 단체의 자금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5 Permitting

인터넷 이전의 세대로부터 나온, 의회의 허가와 같은 과정은 시대착오적이다. 많은 커

뮤티니 프로세스는 투명성이 부족해서, 택티컬 어바니즘 운동과 같은 시민주도의 프로젝

트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택티컬 어바니즘을 행

하고자 한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통관리국, 시설관리자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물의 비어있는 실외 혹은 실내의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승인이 필

요하다. 또한, 도시의 보도, 거리, 공원과 같은 공공공간에서는 특별집회 또는 대규모 집회

와 같은 허가를 받아야할 수도 있다.

6 Finding Materials

처음으로 시작하는 입문자에게는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한 빌리거나, 발견하거나, 재활

용된 재료의 사용을 권한다. 이는 분명히 싸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커

뮤니티에서 관계를 형성하거나, 프로젝트 개발과정에 기부자를 함께 참여하도록 하거나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6-1 Paint
색상의 작은 변화가 장소의 특성을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허가 없이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일시적으로 사용가능하고 물로 지울 수 

있는 페인트나 집에서 만든 페인트를 추천한다.

6-2 Landscaping
수목, 수풀, 식물 등은 지역의 특성을 임시적으로 바꾼다. 이러한 조경요소는 굳이 구

입하지 않아도, 주변의 시설에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 

6-3 Shipping Pallets
선박 화물 운반대는 의자, 벤치, 테이블, 식물, 무대, 낮은 벽, 경기장 의자 등 프로젝

트의 구성요소에 따라서 거대해 질 수 있다. 

6-4 Traffic Tape 자전거 레인, 주차장 가판대, 교차로와 같은 새로운 바닥표시를 통해 기존 상황을 대체한다.
출처: MIKE LYDON·ANTHONY GARCIA 2015, �TACTICAL URBANISM: Short-term Action for Long-term Change�, Island Press, 
Washington, pp.185-198, 참고 및 정리.

표 5-36. 택티컬 어바니즘 디자인 프로세스 중 Prototype단계의 세부계획

세부계획의 순서 및 내용을 제안하는데, 세부내용은 <표 5-36>과 같다.

이처럼 택티컬 어바니즘은 도시 속 다양한 성격의 공간에 다양한 재료의

도입과 프로그램의 제안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지만, 기존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이

부족한 실정이다93).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디자인 프로세스의 5단계 중,

93) ACTIVE LIVING RESEARCH에서는 택티컬 어바니즘의 실행 전, 사전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행 전 공간을 어떻게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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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 Empathize(공감하기)와 두 번째 Define(정의하기)의 세부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Empathize 단계에서는 먼저, 대상을 명

확히 하기 위해, 누구를 위해 계획하고 디자인하는지를 이해하라고 권고하

며, 주변 거주민이나 상인 등에게 직접 물어보며 걸어볼 것을 권한다. 다

음 Define 단계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는 대지를 찾아내고 구체적인 대상지의 크기와 물리적 맥

락, 그곳의 역사 등을 조사하라고 한다. 이처럼 택티컬 어바니즘은 앞서

살펴보았던 공공생활 연구에서 공간이나 장소 이용자의 행동분류와 직접

관찰 방법을 분류하여 활용하였던 것에 반해, 공간과 장소의 사전연구를

위한 프로세스가 위의 내용과 같이 추상적인 방향언급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택티컬 어바니즘은 유휴 도시공간에 관

한 데이터 구축 연구방법론으로 연구자에게 곧바로 활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이상, 위의 두 방법론은 1장 연구의 방법론에서도 밝혔듯이, 주된 대상

이나 방법론에서 서로의 한계를 적절히 상호보완하고 있다. 특히 택티컬

어바니즘의 경우, 구체적인 도시 실험의 계획수립 및 실행단계에 특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장조사 및 관찰방법론이 공공생활 연구처럼 체계적

이지 않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반영하는 것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위의 프로세스 내용에 덧붙여, 앞선 2절과 3절의

현장조사 및 관찰 데이터를 토대로 각각의 공간과 장소에 부합하는 소규

모 도시 실험을 위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다음의 내용은 주로 도시

실험의 계획수립 및 실천 전에 기본적으로 축적해야 할 데이터와 대상

및 전략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본 항에서 부족한 내용이나, 관련

프로젝트의 예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공공생활 연구’와 ‘택티

컬 어바니즘’이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참고 및 활용하면 될 것이다. 다음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은 부재한 상황이다. https://activelivingresear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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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대상지의 요일 

및 시간대별 

데이터 축적

2.공략 요일 및 

시간을 선정
3.이용대상을 설정

4.기존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

표 5-37. 도시 실험을 위한 기본 고려사항 및 시사점 

은 본 연구를 토대로 제안하는 기본적인 고려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첫째, 도시 실험을 위한 대상지의 요일 및 시간대별 활용양태에 관한

데이터를 현장관찰을 통해 축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행·미시행

지구 접점부와 같은 유휴 도시공간, 대상필지 3곳을 대상으로 현장관찰

을 진행하여, 세 곳 모두 각기 다른 이용 및 활용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인 대상지의 활용양태를 관

찰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통해, 추후 계획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적인 기초데이터를 확보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시 실험을 통해 활성화 할, 공략 요

일 및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는 ①다동 140-1도와

②다동 140-1도의 경우, 평일보다는 주말의 이용자수가 적으며, 평일 중

에서는 오전9시와 오후3시의 이용자 수가 낮게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도시 실험을 계획 시, 어떤 물리적 요소나 프로그램을 공간

이나 장소의 이용률이 낮은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를 공략하도록 계획하

는 것이다94).

셋째, 도시 실험의 목적에 따라 이용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이용자의 성격을 자세하게 구체화하여 설정할 수도 있지만,

모호하게 하는 것 역시 전략중 하나일 수 있다. 계획의 목적이 대상지를

94) 반대로,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의 이용률이 높더라도, 다시금 공간이나 장소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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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다양한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대상이 이

용하게 하는 것인지에 따라 세부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동의 경우 시행·미시행지구 접점부의 이용자 대부분이 회사원이

었다. 따라서 더 많은 회사원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지 혹은 다

양한 성격의 이용자가 대상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이용대상 설정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물리적 구성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최소한의 계

획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

동 56도와 ①다동 140-1도의 경우, 오전과 오후 인접 업무시설과 주변

수목이 깊고, 넓은 그늘을 형성했고, 많은 이용자가 이 그늘을 활용하여,

쉬거나, 대화를 나눴다. 또한, 다동 56도와 ①다동 140-1도의 조경공간이

나 볼라드 등이 단순히 경계를 나누는 목적이 아닌, 사람이 앉거나 휴식

을 취하는 모습 역시 현장관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존 환경과 요소를 잘 관찰하고, 이를 존중 및 활용한다면 과도한 계획

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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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시행과 미시행지구가 공존하는 우리나라의 도시적 상황을 설명하고, 도

심부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체

적인 도심부의 사례인 서울시 중구 다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관찰을

진행하였다. 결국, 시행지구, 미시행지구, 미완성의 기반시설이 공존하는

도시의 현상에 대한 탐구와 그것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은 추후 도심부 곳

곳에 택티컬 어바니즘과 같은 소규모 도시 실험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는 데에 꼭 필요하고, 서울 도심부 곳곳을 효율적으로 재생 및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 작업이라는 믿음에서였다.

그러나 대상구역을 다동으로 한정 지어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동구역

이 주변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다른 구역의 접점부에

서 벌어지는 또 다른 현상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정리하지 못했다

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또한, 봄이라는 제한적인 기간의 내용을 연구

의 데이터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날씨나 계절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한계이다. 본 연구가 더욱 높은 완결성을 갖기 위

해서는 다동구역을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관계성 속에서 자세히 파악하

고 분석한 후, 그곳의 현상에 대해 더 긴 시간 동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진행한 현장관찰 방법론과 데이터로는 물리적 구

성요소, 공간(장소)활용양태, 활성화 정도 등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상관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구성요소와 인접 프로그램 중 하나 혹은 여러 개를 통

제하거나 변화를 가해, 다양한 결괏값을 도출하고, 축적해야 하는데, 실

제 도시공간 안에서 이러한 실험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다9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찰방법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토

95) 예컨대, 도시 공간에서 A와 B의 관계성을 찾아 나가는 실험은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실험과 달리, 실험군과 대조군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단적인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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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어떤 요소로 구성된 곳이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식의 결과적

추론은 가능하겠지만, “어떤 요소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식

의 인과적 추론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애초에 본 연구의 목표는 서울의 도심부 곳곳에 모두 적용 가

능한 일반해(General Solution)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각기

다른 공간과 장소의 상황과 현상에 맞는 특수해(Particular Solution)를

구하기 위해, 조사 및 관찰방법론을 다듬고, 이를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적용해보는 데에 무게를 두었다. 이러한 현장조사 및 관찰방법론 혹은

축적한 데이터는 추후 서울 도심부의 유휴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택티컬

어바니즘과 같은 소규모 도시 실험을 진행할 경우, 기본지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는 서울 도심부의 도시·건축공간을 시행과 미시행지구

공존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고, 기존 자투리 공간,

사이공간 등의 유휴공간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시행과 미시행

지구의 접점부, 유휴 도시공간을 연구의 대상으로 다뤄, 도시 공간관리범

주에 포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는데, 결국 이를

통해 시행지구와 미시행지구 그리고 그 접점부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도

시와 건축이 점진적으로 변화 및 적응96)하는 대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기후, 날씨, 습도, 미세먼지, 사용자 등으로 이뤄진 도시공간 속, 수많은 변수를 제어하기

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96) 이러한 점에서 기존 도시 계획가나 기획자의 계획대로, 한 번에 완성되는 완벽한 이

론이나 도시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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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도시공간계획의 체계

공간

위계
해당법 계획의 종류 사업의 종류

국토

·

지역

국토기본법 ―

국토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

― 지역계획

― 부문별 계획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

정비계획
― 소관별 추진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도시

·

구역

↓

― 도시기본계획

↓

도
시
관
리
계
획

― 용도지역·지구·구역

― 기반시설 ― 도시계획 시설사업

―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

― 주거환경개선사업

↓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계획 ―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특별법 ―
도시재생

전략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 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사업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계획 ― 택지개발사업

건축물 건축법 ――――――――――――― 개별 건축계획

출처: 서울 도시계획 포털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urban.seoul.go.kr (2017.10.01.)

표 a-1.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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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필지 현장 조사일 정보

조사필지 서울시 중구 
다동 56도 조사일시 2018년 5월 15일 일별자료

평균기온:23.2℃
최고기온:29.3℃
최저기온:15.4℃
평균운량:8.5
일강수량:0.0mm

조사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관찰
노트

09:00 인접 업무시설 회사원이 흡연구역처럼 해당필지를 점유하여 활용.

12:00 점심식사를 하기위한, 보행인구가 많음. 
해당필지 안쪽 펜스에서 흡연하는 사람도 관찰됨.

15:00 볼라드에 앉아 쉬는 남성과 볼라드에 물건을 잠시 내려놓고 얘기를 나누는 사람이 관찰됨. 
대체로 한산

18:00 폐지수거를 하는 남성이 관찰됨.
일부는 볼라드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흡연을 하는 모습이 관찰됨.

21:00 해당필지에 포장마차가 설치되고, 야외영업을 하는 모습. 
손님이 많지는 않음.

09: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1 ℃ 습도 60% 미세먼지
미세먼지 109 나쁨

초미세먼지 86 매우나쁨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통화

사회적 행동
서다-대화

4 / 23 = 17.39% 1 / 23 = 4.35% 18 / 23 = 78.26%

12: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5 ℃ 습도 50% 미세먼지
미세먼지 51 보통

초미세먼지 36 나쁨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흡연

선택적 행동
걷다-대화

2 / 19 = 10.56% 1 / 19 = 5.26% 16 / 19 = 84.21%

표 a-2. 다동 56도 현장관찰 표 Day 1

2.다동 56도 현장관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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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7℃  습도 45% 미세먼지
미세먼지 45 보통

초미세먼지 32 나쁨

필수적 행동 선택적 행동
서다-통화, 앉다-휴식

사회적 행동
서다-대화

0 / 5 = 0% 2 / 5 = 40% 3 / 5 = 60%

18: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7℃  습도 60% 미세먼지
미세먼지 51 보통

초미세먼지 27 보통

필수적 행동
서다-일하다,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흡연

사회적 행동
서다-대화, 앉다-대화

4 / 9 = 44.44% 2 / 9 = 22.22% 3 / 9 = 33.33%

21: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6℃  습도 52% 미세먼지
미세먼지 48 보통

초미세먼지 34 나쁨

필수적 행동
서다-일하다

선택적 행동 사회적 행동
앉다-취식-여럿

2 / 5 = 40% 0 / 5 = 0% 3 / 5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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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필지 현장 조사일 정보

조사필지
서울시 중구 

다동 56도
조사일시 2018년 5월 24일 일별자료

평균기온:18.3℃
최고기온:23.7℃
최저기온:11.2℃
평균운량:0.5
일강수량: -

조사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관찰

노트

09:00 대상필지 주변으로 흡연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모습이 관찰됨.

12:00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과, 필지 주변에 서서 흡연이나 대화를 나누
는 모습이 관찰됨.

15:00 대상필지에서 흡연을 하거나 통화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관찰됨.

18:00 다동공원을 가로지르는 보행자와 흡연하는 사람이 관찰됨.

21:00 대상필지에 포장마차가 자리 잡고, 몇몇의 손님이 앉아있는 모습이 관찰됨.

09: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19℃ 습도 41% 미세먼지
미세먼지 74 보통

초미세먼지 14 좋음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흡연, 통화

사회적 행동
서다-대화

1 / 16 = 6.25% 7 / 16 = 43.75% 8 / 16 = 50%

12: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1℃ 습도 39% 미세먼지
미세먼지 84 나쁨

초미세먼지 16 보통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바라보다, 흡연

사회적 행동
서다-대화, 걷다-2인이상

2 / 15 = 13.33% 6 / 15 = 40% 7 / 15 = 46.67%

표 a-3. 다동 56도 현장관찰 표 Da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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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3℃ 습도 29% 미세먼지
미세먼지 119 나쁨

초미세먼지 21 보통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바라보다,통화

사회적 행동
서다-대화, 걷다-2인이상

4 / 19 = 21.05% 3 / 19 = 15.79% 12 / 19 = 63.16%

18: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2℃ 습도 44% 미세먼지
미세먼지 88 나쁨

초미세먼지 29 보통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통화

선택적 행동
서다-흡연

사회적 행동
서다-대화,  걷다-2인이상

2 / 13 = 15.38% 2 / 13 = 15.38% 9 / 13 = 69.23%

21: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19℃ 습도 57% 미세먼지
미세먼지 87 나쁨

초미세먼지 32 보통

필수적 행동
서다-일하다,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기다리다, 앉다-취식-혼자

사회적 행동
앉다-취식-여럿

3 / 13 = 23.08% 3 / 13 = 23.08% 7 / 13 = 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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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필지 현장 조사일 정보

조사필지
서울시 중구 

다동 56도
조사일시 2018년 5월 19일 일별자료

평균기온:17.6℃
최고기온:24.7℃
최저기온:10.3℃
평균운량:0.0
일강수량:0.0mm

조사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관찰

노트

09:00 이용자가 없는 한적한 모습이 관찰됨.

12:00 트럭 주정차가 있고, 볼라드에 앉아 쉬는 남성이 관찰됨.

15:00 다동공원으로 향하는 남녀와 볼라드에 앉아 흡연을 하는 남성이 관찰됨.

18:00 대상필지에 지게차가 주정차되어있고, 대상필지를 지나는 보행자가 관찰됨.

21:00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및 밤도깨비야시장의 이용객으로 보이는 유동인구가 몇몇 보이나, 대상필지의 포장마차

의 이용객은 2명 관찰됨.

09: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14℃ 습도 59% 미세먼지
미세먼지 9 좋음

초미세먼지 1 좋음

필수적 행동 선택적 행동 사회적 행동
0 / 0 = 0% 0 / 0 = 0% 0 / 0 = 0%

12: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16℃ 습도 54% 미세먼지
미세먼지 10 좋음

초미세먼지 5 좋음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취식, 앉다-휴식

사회적 행동
2 / 4 = 50% 2 / 4 = 50% 0 / 4 = 0%

표 a-4. 다동 56도 현장관찰 표 Da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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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3℃ 습도 33% 미세먼지
미세먼지 13 좋음

초미세먼지 7 좋음

필수적 행동 선택적 행동
앉다-휴식

사회적 행동
걷다-2인 이상

0 / 3 = 0% 1 / 3 = 33.33% 2 / 3 = 66.66%

18: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3℃ 습도 41% 미세먼지
미세먼지 12 좋음

초미세먼지 6 좋음

필수적 행동 선택적 행동 사회적 행동
걷다-2인 이상

0 / 2 = 0% 0 / 2 = 0% 2 / 2 = 100%

21: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19℃ 습도 34% 미세먼지
미세먼지 17 좋음

초미세먼지 10 좋음

필수적 행동
앉다-일하다,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사회적 행동
앉다-취식, 걷다-2인이상

2 / 16 = 12.5% 0 / 16 = 0% 14 / 16 =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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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필지 현장 조사일 정보

조사필지
서울시 중구 

다동 56도
조사일시 2018년 5월 17일 일별자료

평균기온:20.9℃
최고기온:23.5℃
최저기온:18.8℃
평균운량:10.0
일강수량:83.0mm

조사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관찰

노트

09:00 비가 잠시 그쳐서인지, 흡연을 하러 나온 남성이 관찰됨.

12:00 볼라드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남성과 흡연을 하는 남성이 관찰됨. 

15:00 보슬비가 내리고 있으며, 대상필지 주변으로 흡연하는 소수의 남성이 관찰됨.

18:00 보슬비가 내리고 있으며, 퇴근하는 회사원이 관찰됨.

21:00 대상필지에 포장마차가 열리고, 약 10명 정도의 손님이 관찰됨.

09: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

기온 19℃ 습도 95% 미세먼지
미세먼지 11 좋음

초미세먼지 7 좋음

필수적행동 선택적행동
서다-취식, 흡연

사회적행동
0 / 11 = 0% 11 / 11 = 100% 0 / 11 = 0%

12: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

기온 21℃ 습도 95% 미세먼지
미세먼지 12 좋음

초미세먼지 10 좋음

필수적행동
걷다-혼자

선택적행동
서다-흡연, 앉다-휴

사회적행동
걷다-2인 이상-대화

1 / 14 = 7.14% 11 / 14 = 78.57% 2 / 14 = 14.29%

표 a-5. 다동 56도 현장관찰 표 Da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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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

기온 23℃ 습도 92% 미세먼지
미세먼지 13 좋음

초미세먼지 8 좋음

필수적행동
걷다-혼자

선택적행동
서다-흡연

사회적행동
2 / 7 = 28.57% 5 / 7 = 71.43% 0 / 7 = 0%

18: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

기온 21℃ 습도 100% 미세먼지
미세먼지 17 좋음

초미세먼지 11 좋음

필수적행동
걷다-혼자

선택적행동 사회적행동
서다-대화, 걷다-2인이상-대화

1 / 5 = 20% 0 / 5 = 0% 4 / 5 = 80%

21: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

기온 21℃ 습도 100% 미세먼지
미세먼지 31 보통

초미세먼지 23 보통

필수적행동
서다-일하다, 걷다-혼자

선택적행동
서다-흡연

사회적행동
앉다-취식, 걷다-2인이상-대화

2 / 14 = 14.29% 1 / 14 = 7.14% 11 / 14 = 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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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①다동 140-1도 현장관찰 표

대상필지 현장 조사일 정보

조사필지
서울시 중구 

①다동 140-1도
조사일시 2018년 5월 15일 일별자료

평균기온:23.2℃
최고기온:29.3℃
최저기온:15.4℃
평균운량:8.5
일강수량:0.0mm

조사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관찰

노트

09:00 인접 업무시설 회사원이 흡연구역으로 활용

12:00
인접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인원과 대상필지 이용자(흡연자)가 뒤섞여 혼잡한 모습이 관찰됨.

인근 공사장 인부가 인접 조경공간 단차를 이용하여, 앉거나 누워 활용하는 모습이 관찰됨.

15:00
점심시간과 비교해 한적한 모습이 관찰됨.

조경공간 단차를 활용하는 모습이 관찰됨.

18:00 퇴근인구와 저녁식사를 위한 인구가 합쳐서, 혼잡한 양상을 보임.

21:00 인접 둘둘치킨에서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야외에 두고, 옥외영업을 하는 모습이 관찰됨.

09: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1℃ 습도 60% 미세먼지
미세먼지 109 나쁨

초미세먼지 86 매우나쁨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흡연, 앉다-흡연

사회적 행동
서다-대화, 걷다-2인이상-대화

4 / 23 = 17.39% 11 / 23 = 47.82% 8 / 23 = 34.78%

12: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5℃ 습도 50% 미세먼지
미세먼지 51 보통

초미세먼지 36 나쁨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기다림, 흡연, 앉다-흡연, 휴식

사회적 행동
걷다-2인이상-대화

3 / 33 = 9.09% 26 / 33 = 78.79% 4 / 33 = 12.12%

표 a-6. ①다동 140-1도 현장관찰 표 D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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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7℃ 습도 45% 미세먼지
미세먼지 45 보통

초미세먼지 32 나쁨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흡연,통화 앉다-흡연

사회적 행동
2 / 8 = 25% 6 / 8 = 75% 0 / 8 = 0%

18: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7℃  습도 60% 미세먼지
미세먼지 51 보통

초미세먼지 27 보통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흡연, 앉다-흡연

사회적 행동
2 / 18 = 11.11% 16 / 18 = 88.89% 0 / 18 = 0%

21: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6℃ 습도 52% 미세먼지
미세먼지 48 보통

초미세먼지 34 나쁨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흡연

사회적 행동
서다-대화, 앉다-취식, 걷다-2인

이상대화
1 / 39 = 2.57% 9 / 39 = 23.08% 29 / 39 = 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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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필지 현장 조사일 정보

조사필지
서울시 중구 

①다동 140-1도
조사일시 2018년 5월 24일 일별자료

평균기온:18.3℃
최고기온:23.7℃
최저기온:11.2℃
평균운량:0.5
일강수량: -

조사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관찰

노트

09:00 대상필지에서 흡연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관찰됨.

12:00 흡연을 하거나, 조경공간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이용자가 관찰됨.

15:00 흡연을 하거나, 조경공간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이용자가 관찰됨.

18:00 대상필지에서 흡연하는 이용자가 관찰됨.

21:00 인접 둘둘치킨에서 대상필지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야외영업을 하는 모습이 관찰됨.

09: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19℃ 습도 41% 미세먼지
미세먼지 74 보통

초미세먼지 14 좋음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취식, 흡연

사회적 행동
서다-대화, 걷다-2인이상-대화

4 / 11 = 36.36% 3 / 11 = 27.27% 4 / 11 = 36.36%

12: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1℃ 습도 39% 미세먼지
미세먼지 84 나쁨

초미세먼지 16 보통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기다리다,흡연, 앉다-흡연

사회적 행동
걷다-2인이상-대화

12 / 42 = 28.57% 22 / 42 = 52.38% 8 / 42 = 19.05%

표 a-7. ①다동 140-1도 현장관찰 표 Da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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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3℃ 습도 29% 미세먼지
미세먼지 119 나쁨

초미세먼지 21 보통

필수적 행동
서다-일하다,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바라보다,흡연, 앉다-휴식

사회적 행동
서다-대화, 걷다-2인이상대화

4 / 18 = 22.22% 8 / 18 = 44.44% 6 / 18 = 33.33%

18: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2℃ 습도 44% 미세먼지
미세먼지 88 나쁨

초미세먼지 29 보통

필수적 행동
서다-일하다, 호객행위,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잠시멈추다, 통화 흡연

사회적 행동
걷다-2인이상대화

4 / 27 = 14.81% 21 / 27 = 77.78% 2 / 27 = 7.41%

21: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19℃ 습도 57% 미세먼지
미세먼지 87 나쁨

초미세먼지 32 보통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흡연

사회적 행동
서다-대화, 앉다-취식-여럿, 걷다-2
인이상-대화

4 / 42 = 9.52% 8 / 42 = 19.05% 30 / 42 = 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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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필지 현장 조사일 정보

조사필지
서울시 중구 

①다동 140-1도
조사일시 2018년 5월 19일 일별자료

평균기온:17.6℃
최고기온:24.7℃
최저기온:10.3℃
평균운량:0.0
일강수량: - 

조사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관찰

노트

09:00 대상필지 이용자가 없는 한적한 모습이 관찰됨.

12:00 근처 공사장 인부로 보이는 이용객이 조경공간에 걸터앉아, 흡연을 하며 쉬는 모습이 관찰됨.

15:00
둘둘치킨의 간이 테이블과 의자가 대상필지에 펼쳐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의자에 잠시 앉아서 

쉬는 모습이 관찰됨.

18:00 대상필지에서 흡연 및 대화하는 사람이 관찰됨.

21:00 둘둘치킨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대상필지에 잠시 서있는 남녀가 관찰됨.

09: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14℃ 습도 59% 미세먼지
미세먼지 9 좋음

초미세먼지 1 좋음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사회적 행동
1 / 1 = 100% 0 / 1 = 0% 0 / 1 = 0%

12: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16℃ 습도 54% 미세먼지
미세먼지 10 좋음

초미세먼지 5 좋음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휴식, 앉다-흡연, 휴식

사회적 행동
2 / 10 = 20% 8 / 10 = 80% 0 / 10 = 0%

표 a-8. ①다동 140-1도 현장관찰 표 Day 3



- 244 -

15: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3℃ 습도 33% 미세먼지
미세먼지 13 좋음

초미세먼지 7 좋음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바라보다, 기다리다, 흡연 

앉다-휴식 사회적 행동
2 / 11 = 18.18% 9 / 11 = 81.82% 0 / 11 = 0%

18: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3℃ 습도 41% 미세먼지
미세먼지 12 좋음

초미세먼지 6 좋음

필수적 행동 선택적 행동
서다-바라보다, 흡

사회적 행동
서다-대화, 걷다-2인이상대화

0 / 11 = 0% 3 / 11 = 27.27% 8 / 11 = 72.73%

21: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19℃ 습도 34% 미세먼지
미세먼지 17 좋음

초미세먼지 10 좋음

필수적 행동
서다-일하다

선택적 행동
서다-흡연

사회적 행동
서다-대화, 앉다-취식

1 / 10 = 10% 2 / 10 = 20% 7 / 1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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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필지 현장 조사일 정보

조사필지
서울시 중구 

①다동 140-1도
조사일시 2018년 5월 17일 일별자료

평균기온:20.9℃
최고기온:23.5℃
최저기온:18.8℃
평균운량:10.0
일강수량:83.0mm

조사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관찰

노트

09:00 흡연하는 남성이 곳곳에서 관찰됨.

12:00 조경공간에 기대거나, 쪼그려 앉아 쉬는 남성 및 흡연하는 남성이 관찰됨.

15:00 조경수가 보슬비를 막아줘, 주위에 서서 흡연하는 남성이 관찰됨.

18:00 흡연하는 남성과 퇴근하는 남성이 관찰됨.

21:00 비 때문인지, 인접 둘둘치킨에서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내놓고 영업하지 않았으며, 흡연하는 남성이 관찰됨. 

09: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

기온 19℃ 습도 95% 미세먼지
미세먼지 11 좋음

초미세먼지 7 좋음

필수적행동
걷다-혼자

선택적행동
서다-흡연

사회적행동
1 / 6 = 16.67% 5 / 6 = 83.33% 0 / 6 = 0%

12: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

기온 21℃ 습도 95% 미세먼지
미세먼지 12 좋음

초미세먼지 10 좋음

필수적행동
걷다-혼자

선택적행동
서다-흡연

사회적행동
서다-통화, 걷다-2인이상-대화

2 / 20 = 10% 15 / 20 = 75% 3 / 20 = 15%

표 a-9. ①다동 140-1도 현장관찰 표 Da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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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

기온 23℃ 습도 92% 미세먼지
미세먼지 13 좋음

초미세먼지 8 좋음

필수적행동
걷다-혼자

선택적행동
서다-흡연

사회적행동
1 / 11 = 9.09% 10 / 11 = 90.91% 0 / 11 = 0%

18: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

기온 21℃ 습도 100% 미세먼지
미세먼지 17 좋음

초미세먼지 11 좋음

필수적행동 선택적행동
서다-흡연

사회적행동
걷다-2인 이상-대화

0 / 11 = 0% 9 / 11 = 81.82% 2 / 11 = 18.18%

21: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

기온 21℃ 습도 100% 미세먼지
미세먼지 31 보통

초미세먼지 23 보통

필수적행동 선택적행동
서다-흡연

사회적행동
서다-대화, 통화

0 / 10 = 0% 4 / 10 = 40% 6 / 1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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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②다동 140-1도 현장관찰 표

대상필지 현장 조사일 정보

조사필지
서울시 중구 

②다동 140-1도
조사일시 2018년 5월 15일 일별자료

평균기온:23.2℃
최고기온:29.3℃
최저기온:15.4℃
평균운량:8.5
일강수량:0.0mm

조사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관찰

노트

09:00 주정차 후, 업무를 보는 남성이 관찰됨.

12:00 보행공간으로 활용.

15:00 보행공간으로 활용.

18:00
인접 주점인 ‘다동골뱅이치킨’에서 야외영업을 하기 위해,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준비하는 모습이 관찰됨. 주점

과 맞닿은 전면공간은 이미 장사를 시작한 모습. 

21:00
‘다동골뱅이치킨’에서 야외영업을 활발히 하는 모습이 관찰됨. 18:00와 비교해, 테이블과 의자의 영역도 더 넓어

진 모습이 관찰됨. (보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조경공간과 맞닿은 공간을 활용)

09: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1℃ 습도 60% 미세먼지
미세먼지 109 나쁨

초미세먼지 86 매우나쁨

필수적 행동
서다-일하다

선택적 행동 사회적 행동
3 / 3 = 100% 0 / 3 = 0% 0 / 3 = 0%

12: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5℃ 습도 50% 미세먼지
미세먼지 51 보통

초미세먼지 36 나쁨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사회적 행동
걷다-2인 이상, 대화

1 / 9 = 11.11% 0 / 9 = 0% 8 / 9 = 88.89%

표 a-10. ②다동 140-1도 현장관찰 표 D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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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7℃ 습도 45% 미세먼지
미세먼지 45 보통

초미세먼지 32 나쁨

필수적 행동
서다-일하다,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사회적 행동
3 / 3 = 100% 0 / 3 = 0% 0 / 3 = 0%

18: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7℃  습도 60% 미세먼지
미세먼지 51 보통

초미세먼지 27 보통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사회적 행동
앉다-취식

1 / 7 = 14.29% 0 / 7 = 0% 6 / 7 = 85.72%

21: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6℃ 습도 52% 미세먼지
미세먼지 48 보통

초미세먼지 34 나쁨

필수적 행동
서다-일하다

선택적 행동 사회적 행동
앉다-취식

3 / 22 = 13.64% 0 / 22 = 0% 19 / 22 = 



- 249 -

대상필지 현장 조사일 정보

조사필지
서울시 중구 

②다동 140-1도
조사일시 2018년 5월 24일 일별자료

평균기온:18.3℃
최고기온:23.7℃
최저기온:11.2℃
평균운량:0.5
일강수량: -

조사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관찰

노트

09:00 대상필지를 지나는 보행자가 관찰됨.

12:00 대상필지를 가로질러 보행하는 사람이 관찰됨.

15:00 대상필지 이용인원이 없음.

18:00 인접 다동골뱅이치킨이 영업을 시작했고, 소주 홍보를 위해 대기하는 인원이 관찰됨.

21:00 다동골뱅이치킨이 야외영업의 영역을 확장했고, 다수의 손님이 이용 중인 모습이 관찰됨.

09: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19℃ 습도 41% 미세먼지
미세먼지 74 보통

초미세먼지 14 좋음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사회적 행동
걷다-2인 이상, 대화

1 / 3 = 33.33% 0 / 3 = 0% 2 / 3 = 66.66%

12: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1℃ 습도 39% 미세먼지
미세먼지 84 나쁨

초미세먼지 16 보통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통화

선택적 행동 사회적 행동
걷다-2인이상, 대화

2 / 9 = 22.22% 0 / 9 = 0% 7 / 9 = 77.78%

표 a-11. ②다동 140-1도 현장관찰 표 Da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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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3℃ 습도 29% 미세먼지
미세먼지 119 나쁨

초미세먼지 21 보통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사회적 행동
3 / 3 = 100% 0 / 3 = 0% 0 / 3 = 0%

18: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2℃ 습도 44% 미세먼지
미세먼지 88 나쁨

초미세먼지 29 보통

필수적 행동
서다-일하다, 앉다-일하다,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바라보다

사회적 행동
앉다-취식-여럿, 걷다-2인이상

8 / 13 = 61.54% 1 / 13 = 7.69% 4 / 13 = 28.57%

21: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19℃ 습도 57% 미세먼지
미세먼지 87 나쁨

초미세먼지 32 보통

필수적 행동
서다-일하다,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흡연

사회적 행동
앉다-취식-여럿

3 / 33 = 9.09% 2 / 33 = 6.06% 28 / 33 =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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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필지 현장 조사일 정보

조사필지
서울시 중구 

②다동 140-1도
조사일시 2018년 5월 19일 일별자료

평균기온:17.6℃
최고기온:24.7℃
최저기온:10.3℃
평균운량:0.0
일강수량:0.0mm

조사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관찰

노트

09:00 대상필지를 지나는 2명의 보행자가 관찰됨.

12:00 대상필지를 지나는 보행자가 관찰됨.

15:00 대상필지를 지나는 보행자가 관찰됨.

18:00 인접 다동골뱅이치킨이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야외에 펼쳐진 모습이 관찰됨. 

21:00 다동골뱅이치킨의 이용객의 모습이 관찰됨.

09: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14℃ 습도 59% 미세먼지
미세먼지 9 좋음

초미세먼지 1 좋음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사회적 행동
2 / 2 = 100% 0 / 2 = 0% 0 / 2 = 0%

12: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16℃ 습도 54% 미세먼지
미세먼지 10 좋음

초미세먼지 5 좋음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사회적 행동
걷다-2인 이상, 대화

1 / 7 = 14.29% 0 / 7 = 0% 6 / 7 = 85.71%

표 a-12. ②다동 140-1도 현장관찰 표 Da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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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3℃ 습도 33% 미세먼지
미세먼지 13 좋음

초미세먼지 7 좋음

필수적 행동 선택적 행동 사회적 행동
걷다-2인 이상

0 / 4 = 0% 0 / 4 = 0% 4 / 4 = 100%

18: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23℃ 습도 41% 미세먼지
미세먼지 12 좋음

초미세먼지 6 좋음

필수적 행동
걷다-혼자

선택적 행동
서다-바라보다

사회적 행동
걷다-2인 이상, 대화

3 / 6 = 50% 1 / 6 = 16.67% 2 / 6 = 33.33%

21: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기온 19℃ 습도 34% 미세먼지
미세먼지 17 좋음

초미세먼지 10 좋음

필수적 행동 선택적 행동 사회적 행동
앉다-취식

0 / 7 = 0% 0 / 7 = 0% 7 / 7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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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필지 현장 조사일 정보

조사필지
서울시 중구 

②다동 140-1도
조사일시 2018년 5월 17일 일별자료

평균기온:20.9℃
최고기온:23.5℃
최저기온:18.8℃
평균운량:10.0
일강수량:83.0mm

조사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관찰

노트

09:00 대상필지 이용인원이 없음.

12:00 보행공간으로 활용되는 모습, 그러나 유동인구가 적음.

15:00 대상필지 이용인원이 없음.

18:00 인접 다동골뱅이치킨이 영업을 하기 시작했고, 퇴근 인원이 1명 관찰됨.

21:00
비로인해, 다동골뱅이치킨이 야외영업을 하지 않음. 

대상필지에는 주점의 손님으로 보이는 남성이 흡연하는 모습이 관찰됨.

09: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

기온 19℃ 습도 95% 미세먼지
미세먼지 11 좋음

초미세먼지 7 좋음

필수적행동 선택적행동 사회적행동
0 / 0 = 0% 0 / 0 = 0% 0 / 0 = 0%

12: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

기온 21℃ 습도 95% 미세먼지
미세먼지 12 좋음

초미세먼지 10 좋음

필수적행동
걷다-혼자

선택적행동 사회적행동
걷다-2인 이상-대화

1 / 6 = 16.67% 0 / 6 = 0% 5 / 6 = 83.33%

표 a-13. ②다동 140-1도 현장관찰 표 Da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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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

기온 23℃ 습도 92% 미세먼지
미세먼지 13 좋음

초미세먼지 8 좋음

필수적행동 선택적행동 사회적행동
0 / 0 = 0% 0 / 0 = 0% 0 / 0 = 0%

18: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

기온 21℃ 습도 100% 미세먼지
미세먼지 17 좋음

초미세먼지 11 좋음

필수적행동
걷다-혼자

선택적행동 사회적행동
1 / 1 = 100% 0 / 1 = 0% 0 / 1 = 0%

21:00

대상필지 사진 대상필지 도면

날씨
맑음 비 눈 흐림 기타

√ √

기온 21℃ 습도 100% 미세먼지
미세먼지 31 보통

초미세먼지 23 보통

필수적행동 선택적행동
서다-흡연

사회적행동
걷다-2인 이상-대화

0 / 4 = 0% 2 / 4 = 50% 2 / 4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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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ay 4 종합표

2018.

05.17.

(목요

일)

09:00
0

(0명)

100

(11명)

0

(0명)

100

(총11

명)

16.67

(1명)

83.33

(5명)

0

(0명)

100

(총6명)

0

(0명)

0

(0명)

0

(0명)

0

(총0명)

흐림, 

비

12:00
7.14

(1명)

78.57

(11명)

14.29

(2명)

100

(총14

명)

10

(2명)

75

(15명)

15

(3명)

100

(총20

명)

16.67

(1명)

0

(0명)

83.33

(5명)

100

(총6명)

·평균기온

:20.9℃

·최고기온

:23.5℃

·최저기온

:18.8℃

·평균운량

:10.0

·일강수량

:83.0mm

15:00
28.57

(2명)

71.43

(5명)

0

(0명)

100

(총7명)

9.09

(1명)

90.91

(10명)

0

(0명)

100

(총11

명)

0

(0명)

0

(0명)

0

(0명)

0

(총0명)

18:00
20

(1명)

0

(0명)

80

(4명)

100

(총5명)

0

(0명)

81.82

(9명)

18.18

(2명)

100

(총11

명)

100

(1명)

0

(0명)

0

(0명)

100

(총1명)

21:00
14.29

(2명)

7.14

(1명)

78.57

(11명)

100

(총14

명)

0

(0명)

40

(4명)

60

(6명)

100

(총10

명)

0

(0명)

50

(2명)

50

(2명)

100

(총4명)

이용

객

합계

6명 28명 17명 51명 4명 43명 11명 58명 2명 2명 7명 11명
총 

120명 

a: 필수적 행동(Necessary Activities)

b: 선택적 행동(Optional Activities)

c: 사회적 행동(Social Activities)

표 a-14. Day 4 행동관찰 종합표

6.을지로3길, 다동길 시간대별 영상(2018.05.24.)

그림 a-1. 을지로3길, 다동길 
시간대별 영상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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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공생활 연구(Public Life Study)

(1)공공생활 연구의 전개

공공생활 연구97)는 기존 모더니즘 도시설계가 도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과 한계를 극복하고, 네이버후드의 커뮤니티와 보행친화적인 도시로

도시의 구조와 환경을 재편하기 위한 대안적인 연구방법론이다. 공공생

활 연구는 이미 1960년대부터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됐지만, 본격

적으로 꽃을 피운 것은 지속가능성, 거주적합성, 삶의 질, 공공공간, 공공

생활 등의 키워드가 비중있게 등장하기 시작한 21세기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1916-2006), 윌리엄 화

이트(William H. Whyte, 1917-1999), 앨런 제이콥스(Allan Jacobs,

1928-), 얀 겔(Jan Gehl, 1936-),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 1936-) 등이 있는데, 이들은 건축과 도시를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적 토대에서 벗어나,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현상에 주목·관찰하

고자 했다.

공공생활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단행본과 주요 연구자의 연구내용

의 개략적인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a-2>와 <표 a-15>와 같다.

97) 공공생활 연구가 태동할 무렵에 건축 분야에서는 전통적 도시의 장점을 재발견 했

고, 1980년대 알도로시와 크리에 형제를 필두로 도심을 재해석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건

축학 조류가 등장했다. 또한, 1993년에는 앞서 2장1절1항에서 언급하였던 ‘뉴 어바니즘

(New Urbanism)’ 운동이 시작됐다. ‘뉴 어바니즘’과 ‘공공생활 연구’는 모더니즘과 충돌

하고, 네이버후드와 친숙한 보행환경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지

만, 뉴 어버니스트가 도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공공생활 연구자는 사람의 활동

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얀 겔; 비르깃 스바 지음, 윤태경; 이원제 옮김

2014, 『인간을 위한 도시 만들기_도시 공간과 삶 연구』 (Jan Gehl; Birgitte Svarre

2013, HOW TO STUDY PUBLIC LIFE, ISLANDPRESS, Washington), 비즈앤비즈, 서

울. p.69 참고 및 부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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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 역사적 관점에서 본 공공생활 연구 
이미지 출처: Jan Gehl; Birgitte Svarre 2013, HOW TO STUDY PUBLIC LIFE, ISLAND PRESS, Washington,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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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내용 및 개요 대표 저서

제인 

제이콥스

(Jane Jacobs,

1916-2006)

-자동차 중심 교통정책으로 보행자가 소외당하는 도시계획 현실을 비판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거리를 관찰하고, 공공공간에서 공공생활을 증진시키

기 위한 조건을 조사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이 도시의 기능을 분리하여 개발하는 모더니즘 도시계

획이 공공생활을 저해하고, 지역 간 연결을 저해한다고 비판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1961)

윌리엄

화이트

(William 

H. Whyte,

1917-1999)

-뉴욕을 대상으로 연구 진행

-주로 육안과 타임랩스를 통해, 도시를 관찰

-소규모 공공공간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활동을 관찰

-사람이 공공공간에 어떻게 머무는지, 타인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기초적 질문을 연구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1980)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Christopher 

Alexander,

1936-)

-1967년 UC버클리 환경구조연구소를 설립

-기능주의적·근대주의적 도시계획가가 도시 생활의 복잡성을 포착하고 이해

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

-공공생활과 공공공간의 상호작용이란 관점에서 과거의 건축법과 도시 건설 

방식을 재해석하고자 함

-과도하게 지적이고 추상적인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의 일상적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설계해야한다고 주장

-보행자에게 매력적이어서 머물 수 있도록, 건물의 둘레를 계획해야한다고 

주장

-�Notes on the Synthesis of 

Form� (1964)

-�The Oregon Experiment�

(1975)

-�Pattern Language� (1977)

-�The Timeless Way of 

Building� (1979)

클레어 

쿠퍼 마커스

(Clare Cooper 

Marcus, 

1934-) 

-도시와 지역계획과 함께, 역사와 문화도 연구

-1960년대부터 공공공간의 용도를 범주화해 공공공간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선구자로 1969년 UC버클리에서 공공생활과 공공공간 사이 상호작용의 사회

적·심리적 측면에 주안점을 둔 강의를 시작

-여성, 어린이, 노인이 도시의 사용자로 가정한 연구를 진행

-�Housing as if People 

Mattered� (1986)

-�People Places� (1990)

도널드 

애플야드

(Donald 

Appleyard, 

1928-1982)

-1967년 UC버클리 도시설계학 교수 임용

-피터 보셀만과 함께 공공공간 내 사람의 이동 양상이나 정적 활동을 모의 

실험하는 시뮬레이션 연구소를 설립

-자동차 교통량과 공공생활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연구

-자동차 교통량이 많은 거리일수록 공동체 생활과 의식이 약하다는 결론의 

연구를 진행

-자동차 교통량이 거리의 공공생활, 사회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험

적 연구의 결론을 뒷받침함

-�Livable Streets� (1981)

피터 

보셀만

(Peter 

Bosselmann, 

1946-)

-UC버클리 환경 시뮬레이션 연구소를 움직이는 주요 인물

-건축가, 영화 산업 전문가, 광학 공학자와 함께 도시환경 모형을 만들어, 어

떤 건물이 생기면 주변 환경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모의 실험을 진행 (모형

과 영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보행·운전·비행 상황을 모의 체험할 수 있도록 

함)

-샌프란시스코의 마천루가 기후와 공공생활 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년간 연

구 및 분석

-거리의 햇볕과 환기 조건을 감안해 고층 건물을 계획 및 건설하도록 유도, 

고층 건물 건설 가이드라인에 큰 영향을 미침

-�Sun, Wind, and Comfort: A 

Study of Open Spaces and 

Sidewalks in Four Downtown 

Areas�, (1984)

-�Urban Transformation�

(2008)

앨런 

제이콥스

(Allan Jacobs, 

1928-)

-1990년대 초, UC버클리에 도시계획학 박사 과정 개설을 도움

-도시계획가가 사람을 위한 공간인 거리가 아닌, 자동차를 위한 도로만을 바

라봄을 비판

-�도시설계 강령� (1987)에서 앨런 제이콥스와 도널드 애플야드는 CIAM과 

Garden City 운동이 거리의 사회적 중요성을 간과했음을 지적

-설계도면과 지도로 도시를 바라보지 않고, 체계적 관찰법을 통해 공공공간

과 공공생활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것을 주장

-�Looking at Cities� (1985)

-�Great Streets� (1993)

얀 겔

(Jan Gehl, 

1936-)

-모더니즘 건축 방식으로 건설된 주택단지의 감각적 경험부족과 비인간적 

스케일을 비판

-비판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공생활과 공공공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기

본 지식 수집과 새로운 도구 발명에 집중하기 시작

-광장과 같은 공공공간의 시간대별, 계절별 이용자 수와 패턴 등을 연구

-�Life Between Buildings�

(1971)

-�Cities for People� (2010)

-�How to Study Public Life�

(2014)

출처: 얀 겔; 비르깃 스바 지음, 윤태경; 이원제 옮김 2014, 『인간을 위한 도시 만들기_도시 공간과 삶 연구』 (Jan Gehl; Birgitte 

Svarre 2013, HOW TO STUDY PUBLIC LIFE, ISLAND PRESS, Washington), 비즈앤비즈, 서울, pp.50-62 참고 및 인용,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표 a-15. 공공생활 연구자의 대표적인 저서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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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생활 연구의 연구방법론

공공생활 연구 분야의 대표적 학자인, 얀 겔은 그의 주요 저서인

『Life Between Buildings』(2001)에서 공공공간, 거리 등 도시의 주요

공간에서 일어나는 옥외활동의 유형을 필수적 행동(Necessary

Activities), 선택적 행동(Optional Activities), 사회적 행동(Social

Activities) 이상 3가지로 나누어 바라보았다.

먼저, 필수적 행동은 주로 ‘걷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동으로, 주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독립적인 행동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출퇴근 혹은 심부름이나 물건을 사러가는 행위가

있다. 반면 선택적 행동은 어떤 장소를 정처 없이 서성이거나, 산책하고,

햇볕을 쬐는 등 사람을 유혹하는 매력적인 외부조건이 있는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마지막 사회적 행동은 ‘연계적 행동’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좋은 조건이 갖추어진 공간이나 장소에서 일어나는 필수적, 선택적 행동

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간에 눈인사나 목례, 가벼운 인사 등을 건네는

등의 사회적 행동을 부추기기 때문이다98). 따라서 얀 겔은 매력 있고, 질

적으로 양호한 옥외공간(=공공공간, 공공장소)은 보행자로 하여금 가던

길이나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거나, 누군가와 간단한 대화

를 나누는 등의 선택·사회적 행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

한편, 또 다른 그의 저서『HOW TO STUDY PUBLIC LIFE』(2013)

에서는 도시의 옥외공간을 관찰·조사하는 방법론으로 크게 7가지를 소개

하고 있다. 그는 1.집계, 2.매핑, 3.트레이싱, 4.트래킹, 5.흔적관찰, 6.사진

촬영, 7.일기식 조사법, 8.시험 보행으로 방법론을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

는데, 대개는 한 가지의 방법만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98) 얀 겔 지음, 김진우; 이성미; 한민정 옮김 2003,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 (Jan

Gehl; translated by Jo Koch 2001, LIFE BETWEEN BUILDINGS,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푸른솔, 서울, pp.17-24 참고 및 부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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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물리적 환경의 질

열악하다 양호하다

필수적 활동(Necessary Activities)

선택적 활동(Optional Activities) ●

사회적 활동(Social Activities)

내용 출처: 얀 겔 지음, 김진우; 이성미; 한민정 옮김 2003,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 (Jan Gehl; translated by Jo Koch 2001, LIFE 

BETWEEN BUILDINGS,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푸른솔, 서울, p.19 내용 재작성. 

※하단의 이미지 출처: Jan Gehl; translated by Jo Koch 2001, LIFE BETWEEN BUILDINGS,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p.16.

표 a-16. 옥외공간의 질과 옥외활동 발생률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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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관련 이미지

1 집계

집계는 옥외 활동 연구에서 널리 사용하는 도구로, 원

칙적으로 모든 것을 셀 수 있다. 이렇게 도출한 숫자로 

각기 다른 지역을 비교하거나 한 지역의 이전과 이후

를 비교할 수 있다.

2 매핑(지도 작성)

활동, 사람, 머무는 장소 등 다양한 관찰 항목을 기호

화해 해당 지역의 지도에 표시함으로써, 어느 장소에서 

어떤 유형의 활동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기

법이다. 이를 ‘행동지도’라고도 부른다.

3 트레이싱
제한된 공간 내 사람들의 동선을 해당 지역 지도에 그

리는 기법이다.

4 트래킹

더 장시간 동안 더 넓은 공간을 이동하는 사람들의 움

직임을 관찰하기 위해, 피관찰자를 몰래 미행하거나 당

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피관찰자의 뒤를 밟는 기법

이다. 섀도잉(동행 관찰)이라고도 한다.

5 흔적 관찰

인간의 활동은 길거리 쓰레기, 잔디밭 발자국 같은 흔

적을 자주 남긴다. 관찰자는 이러한 흔적에서 도시 생

활을 유추할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흔적은 집계, 사

진 촬영, 지도작성을 통해 기록할 수 있다.

6 사진 촬영

카메라는 정책 시행 후 도시 생활과 공간의 상호작용 

양상 또는 상호작용 실패 상황을 기록할 때 필수 불가

결한 연구 도구다.

7 일기식 조사법

일지 작성은 공공생활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때 

세부 사항과 미묘한 차이를 기록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일지에는 나중에 범주화 또는 수량화할 수 있는 관찰 

내용을 담을 수 있다.

8 시험 보행

관찰자가 공간의 문제점과 개선 가능성을 파악할 기회

를 얻고자 해당 경로를 걸어가면서 주변 생활상을 관

찰하는 작업은 다소 체계적 기법이다.

내용 및 이미지 출처: 얀 겔; 비르깃 스바 지음, 윤태경; 이원제 옮김 2014, 『인간을 위한 도시 만들기_도시 공간과 삶 연구』 (Jan 

Gehl; Birgitte Svarre 2013, HOW TO STUDY PUBLIC LIFE, ISLAND PRESS, Washington), 비즈앤비즈, 서울, pp.24-35 내용과 

이미지 부분인용 및 직접인용

표 a-17. 공공생활 연구 관찰도구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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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결합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최근에는 GPS, GIS, Space Syntax처럼 기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

해, 도시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등장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얀 겔에 따르

면 예측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의 수가 불규칙적으로 산재해 있는 도시

야말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몸소 경험하고 이를 포착해야하며, 자동

도구와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나아가서 보고, 겪고, 기록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공생활 연구는 기존 이론에 집착하지 않

고 실용적으로 문제나 현상을 접근하며, 주로 직접관찰을 통해, 보행자와

똑같은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연구와 현실의 변증을 통해 생활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다99).

(3)공공생활 연구 프로젝트

이처럼 공공생활 연구는 기존 도시의 공공공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현실을 평가하는 분석 도구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관찰 방

법론이다. 또한, 이 연구방법론은 도시공간이 최대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기에도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공공생활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된 공공공간의

사례는 국가별로 다양한데, 어떤 곳은 노천카페가 생기고, 어떤 곳은 차

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위한 광장을 조성하기도 하였다(표a-18 참조).

99) 공공생활 연구는 현장을 중심으로 정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보행자)에게 친화

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을 쏟아, 전통적 논문만큼 주석을 달지도 않고, 논쟁적 토

론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도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공생활연구는 현장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토대로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다. 전게서, pp.22-23, 63, 78 참고 및

부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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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화 전 변화 후

호주 맬버른

전형적인 골목길 노천카페가 들어선 골목길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 2007년 12월 조지 스트리트 2015년 8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2009년 봄 타임스퀘어 2009년 여름

영국 런던

옥스퍼드 서커스 교차로 2010년 공사 전 옥스퍼드 서커스 교차로 2010년

이미지 출처: Jan Gehl; Birgitte Svarre 2013, HOW TO STUDY PUBLIC LIFE, ISLAND PRESS, Washington, pp.131-139; Google Maps

표 a-18. 공공생활 연구를 통해 개선된 공공공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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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

(1)택티컬 어바니즘의 전개

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은 북미를 중심으로 도시의 유휴

공간, 유휴부지를 단기간, 저비용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장기간의 변화

를 촉진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

기지 사태를 기점으로 발생한 전 세계적 경제 침체와 저성장, 저출산, 고

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북미를 포함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과

대규모 개발 보다는 쇠퇴하고 활력을 잃어가는 도시를 재활성화 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택티컬 어바니즘은 다양한 소규모 도시 실험을 도시

의 유휴공간이나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중이다. 이들의 실험은

간단하게 의자나 테이블 등의 거리가구(Street Furniture)를 두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작은 비용을 들여서 단기간에 이러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거쳐, 활성화를 위한 최적화된 전략을 찾아나가는 것이 큰 특징

이다. 결국 이들의 목표는 단기간의 전략적 도시설계를 통한 일시적 활

그림 a-3. 택티컬 어바니즘의 핵심가치
이미지 출처: THE STREET PLANS COLLABORATIVE 2016, �TACTICAL URBANIST’S GUIDE TO MATERIALS AND DESIGN 
VERSION 1.0�,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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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 택티컬 어바니즘의 영향관계 지도
이미지 출처: THE STREET PLANS COLLABORATIVE 2012, �TACTICAL URBANISM 2: Short-Term Action, Long-Term Change�, p.4.

년도 내용
1914 NYC launches the Play Streets program

1950 Play Streets spread to London, England

1965 Seattle starts first Open Streets initiative

1970 San Francisco artist Bonnie Ora She가 introduces Portable Architecture projects, a foreunner of Park(ing) Day

1973 Guerilla Gardening efforts start in NYC

1997 City Repair adopt intersections in Portland

2001 First Pop-Up Retail event held in London

2005 Park(ing) Day develops in San Francisco

2006 Programmed, Bogota-styled Open Streets initiatives spread to North America

2006 Pavement to Plazas program starts in NYC

2007 Depave program launched in Portland, OR

2007 Site Pre-Vitalization used for Hercules Market in Hercules, CA

2007 Sao Paulo, Brazil bans billboards, inspires Ad-Busters around the world

2009 Pavement to Parks begins in San Francisco

2010 Build a Better Block started in Dallas

2010 DoTank Chair Bombs the Streets of Brooklyn

2010 NYC rebrands San Fran’s Pavement to Parks as Pop-Up Cafes

2011 City Point developers use Site Pre-Vitalization at Brooklyn’s Dekalb Market

2011 Guggenheim Museum opens its traveling T Town Hall, the Guggenheim Lab

2011 San Francisco launches the Parkmobile

2011 Activists begin Weed Bombing Miami streets

2012 Grand Central Park, Biscayne Parkway bring insta-parks to downtown Miami

출처: THE STREET PLANS COLLABORATIVE 2012, �TACTICAL URBANISM 2: Short-Term Action, Long-Term Change�, p.4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표 a-19. 택티컬 어바니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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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5. 택티컬 어바니즘의 범위: 잘 계획된 프로젝트는 불법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합법이 된다. 
이미지 출처: MIKE LYDON·ANTHONY GARCIA 2015, �TACTICAL URBANISM: Short-term Action for Long-term Change�, Island Press, 
Washington, p.9.

그림 a-6. 택티컬 어바니즘 운영주체 및 운영프로그램
이미지 출처: THE STREET PLANS COLLABORATIVE 2012, �TACTICAL URBANISM 2: Short-Term Action, Long-Term Change�, p.7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용이 장기간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장

기간의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전에 일시적인 설계와 적용을 통해, 도시설

계의 효능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택티컬 어바니즘은 위와 같은 특징

으로 인해, Guerilla Urbanism, Pop-up Urbanism, Trial-and-error

Urbanism, DIY Urbanism, Spontaneous Urbanism, Ad-hoc Urb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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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7. 택티컬 어바니즘의 행동주체: 택티컬 어바니즘은 
Top-down과 Bottom-up 모두를 수용하는 방법론이다

이미지 출처: MIKE LYDON·ANTHONY GARCIA 2015, �TACTICAL 
URBANISM: Short-term Action for Long-term Change�, Island Press, 
Washington, p.11.  

Informal Urbanism으로 불리

기도 한다.

수많은 택티컬 어바니즘의

행위 주체와 프로젝트는 3가지

공통적인 사항을 보이는데, 그

내용을 아래와 같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기존의

관습적인 프로젝트 프로세스와

의회의 관료주의를 거치지 않

고, 항의하고, 시험모형을 제작

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시작된다. 이러한 활동

은 시민이 그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이나 개발과정에서 도시정부와 개발자 또는 비영리단체가 더

폭 넓게 공공에 참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된다.

·도시개발자가 장기간의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실험하기 위한 초기 실

행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택티컬 어바니즘은 Top-down기법 과 Bottom-up기법 중 하나

로 규정되지 않고, 도시계획자, 개발자, 사업가,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

여하여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기법이라 할 수 있다.

(2)택티컬 어바니즘의 계획방법론

▶택티컬 어바니즘의 물리적 구성요소 가이드라인

북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THE STREET PLANS

COLLABORATIVE는 Tactical Urbanism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프로젝트를 처음 접하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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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8. 택티컬 어바니즘 프로젝트 반복 프로세스
이미지 출처: THE STREET PLANS COLLABORATIVE 2016, �TACTICAL URBANIST’S GUIDE : TO MATERIALS AND DESIGN VERSION 1.0�, 
p.14.

건축 전문가부터 일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그들

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재료를

각종 장애물, 표면처리, 거리가구(Street Furniture), 조경요소, 사인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재료를 크게 아래의 세 시기에 적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표a-20 참조).

·실험사업(Demonstration Project) : Lasting 1 day – 1 month

·시범사업(Pilot Project) : Lasting 1 month – 1 year

·잠정적인 디자인 사업(Interim Design Project) : Lasting 1 year – 5 years

그들은 이러한 요소를 나라나 지역, 장소 별로 구하기 쉬운 것으로 대체

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는데, 이는 각 프로젝트의 지역이나 장소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주변 주민, 상인, 행인 등의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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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료 목록

※사용기간 
·Demo : 1 day - 1 month 
·Pilot : 1 month - 1 year
·Interim : 1 year – 5 years

1

P
ro

ject To
o
lb

o
x

Chalk Line Utility Knife Paint Roller Shovel

Tape Measure Pressure Washer Power Drill Utility Vehicle

2
Barrier Elem

ents

P
ost +

 C
ylind

ers

Traffic Cones
Cardboard 
Cylinders

Free-standing 
Delineators

Flexible 
Delineator Post

Raised Lane 
Separator

High 
Performance 

Delineator Post

K-71 Delineator 
Post

·Demo ·Pilot 
·Pilot

·Interim 
·Interim ·Interim 

So
lid

barriers

Traffic Control Barricades Plastic Barriers Concrete Jersey Barrier Granite Blocks

·Demo
·Demo
·Pilot 

·Pilot 
·Interim 

P
lan

ters (

화
분)

Wooden Crate Tire Planters
Custom 

Wood Planters
Galvanized 

Steel Planters
Large Polymer 
Plastic Planters

Self-Watering 
planters

·Demo
·Demo
·Pilot 

·Pilot 
·Interim 

C
urb

in
g
 (

연
석)

Straw Wattle Armadillos Concrete Buttons Parking Stops
·Demo ·Demo   ·Pilot ·Demo ·Pilot ·Interim 

표 a-20. 택티컬 어바니즘의 재료목록(Materials Pal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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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료 목록

※사용기간 
·Demo : 1 day - 1 month 
·Pilot : 1 month - 1 year
·Interim : 1 year – 5 years

3
Surface Treatm

ents

Strip
ing

Duct Tape Black Floor Mats Traffic Tape (Foil Backed)
Traffic Tape 

(Contractor Grade)
·Demo ·Pilot

Pavem
en

t M
arkin

gs

Sidewalk Chalk Home Made Stencil Spray Chalk / Spray Paint
Goverment 

/ Contractor Stencil
·Demo ·Demo ·Pilot ·Demo ·Pilot ·Interim 

C
o
lo

r

Corn Starch Paint Tempera Paint
Acrylic 

Asphalt Paint
Pigment 

Polymer Cement

Street Bond 
Pavement 
Coating

(Performed) 
Thermoplastic

Epoxy Gravel

·Demo ·Pilot ·Interim ·Interim 

4

Street Fu
rn

iture Bench
–Hay Bale

Bench
-Cinder Block 

+ Wood
Milk Crates

Shipping 
Pallets

City Bench Picnic Table
Movable 
Tables

+ Chairs

Movable
Umbrella

·Demo ·Demo ·Pilot ·Pilot ·Interim ·Demo ·Pilot ·Interim 
5

Land
scape Elem

ents

Astro Turf SOD (Live Grass) Small Tree Small / Medium Plants
·Demo ·Demo ·Pilot ·Demo ·Pilot ·Interim 

6

Sig
ns

Homemade Signs Walk <Your City> Signs Information Sign Official Traffic Signs
·Demo ·Demo ·Pilot ·Demo ·Pilot ·Interim 

내용 및 이미지 출처: THE STREET PLANS COLLABORATIVE 2016, �TACTICAL URBANIST’S GUIDE : TO MATERIALS AND DESIGN 
VERSION 1.0�, pp.24-78, 참고 및 내용을 직접인용 및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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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낼 수 있고, 이는 결국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마련이나 재

료마련 등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THE STREET PLANS COLLABORATIVE는 �TACTICAL

URBANIST’S GUIDE : TO MATERIALS AND DESIGN VERSION

1.0�에서 그들이 재료와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목적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가이드의 목적은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상관없이, 프로젝트

의 거리안전을 증진하고, 장소 만들기 노력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가이드는 기존의 자주 제기되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

을 개별적인 시간 간격으로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더 빠른 설치

와 넓은 공공의 참여 그리고 유연한 프로젝트 기간과 투자의 수준을 가

능하게 하며, 더 안전한 거리와 공공공간이 지금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프로젝트 개발과 재료 선정에서 당

연히 실험과 실패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과 장소에 맞

는 최적의 디자인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혁신을 멈추지 마십시오100).”

앞서 언급하였던, 장애물, 표면처리, 거리가구, 조경요소, 사인 등의 구

성요소는 각기 프로젝트마다 선정기준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a-21>과 같다.

100) THE STREET PLANS COLLABORATIVE 2016, �TACTICAL URBANIST’S

GUIDE : TO MATERIALS AND DESIGN VERSION 1.0�, p.13, 23 참고 및 내용을 바

탕으로 번역 및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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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선정 기준 (Barrier Selection Criteria)

Safety

-Safety for all streets users (walking, cycling, driving, wheeling etc.)
-Enhance safety / comfort for people of all ages and abilities
-Traffic calming (will help slow motor vehicles)
-Reflectivity

Planning+Design

-Dimensions (Meets project requirements)
-Aesthetics (Considering local context, potential damage over project duration)
-Availability / Ease of procurement
-Accessibility (ADA compliance, transit, trash collection, street sweeping, snow removal, 
emergency vehicle access etc.)
-Cost

Maintenance

-Construction impacts / Ease of installation
-Storm water impacts
-Stewardship partner(s) (Example: an organization to water planters)
-Durability

표면처리 재료 선정 기준 (Surface Treatment Criteria)

Safety
-Safety for all streets users (walking, cycling, driving, wheeling etc.)
-Visibility / Reflectivity (if appropriate)
-Non-slip (consider treatment condition when wet)

Planning+Design
-Availability / Ease of procurement
-Aesthetics (consider local context, wear and tear over anticipated project duration)
-Cost (Consider what treatment is most cost effective for the anticipated project interval)

Maintenance

-Anticipated duration
-Re-surfacing frequency
-Ease of installation (may consider use by city crews, volunteers, or artists)
-Removable (if required)

거리가구 선정 기준 (Street Furniture : Considerations)

Safety
-Access for people for all ages and physical abilities
-Physical comfort for all users
-Good state of repair

Planning+Design

-Availability / Ease of procurement
-Dimensions (May impact ease of transport, storage)
-Aesthetics (Considering local context)
-Storm water impacts
-Cost

Maintenance

-Durability
-Stewardship (For example, do chairs need to be locked together or taken inside each 
day?)
-Access for city services (Public transit, trash collection, street sweeping, snow removal etc.)
-Construction impacts / Ease of installation

조경 재료 선정 기준 (Landscaping Criteria)

Safety
-Safety for all street users (Walking, bicycling, driving, wheeling etc.)
-Physical comfort for all users
-Clear sightliness

Planning+Design

-Availability / Ease of procurement
-Dimensions (Meets height, width, depth requirements)
-Aesthetics
-Local climate (Depending on climate, you may need to look for drought resistance plants, 
or plants that are still beautiful in winter)
-Storm water impacts (Landscaping should improve stormwater management)
-Cost

Maintenance

-Durability
-Stewardship
-Access for city services (Public transit, trash collection, street sweeping, snow removal, 
emergency response etc.)
-Construction impacts / Ease of installation

표 a-21. 택티컬 어바니즘의 재료 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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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선정 기준 (Sign Criteria)

Safety
-Safety for all
-Legal requirements (MUTCD compliance, traffic control, use of public spaces, etc.)
-Installation

Planning+Design

-Availability / Ease of procurement
-Dimensions
-Method of posting / attachment
-Aesthetics
-Sponsor / Donor recognition
-Branding for community program or initiative
-Public engagement / education
-Cost

Maintenance
-Durability
-Construction impacts / Ease of installation
-Replacement (relevant for longer pilot and interim design projects)

출처: THE STREET PLANS COLLABORATIVE 2016, �TACTICAL URBANIST’S GUIDE : TO MATERIALS AND DESIGN VERSION 1.0�, p.27, 
45, 59, 66, 72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3)택티컬 어바니즘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목적
리더

(계획 및 운영주체)

적용

스케일
관련이미지

1 Open Streets

임시적으로 보행, 자전거, 스케

이팅 등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이다. 지역의 경제적 개발을 촉

진하고, 도시에서 자동차가 미

친 유해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

함

·City Departments

·Politicians

·Advocated

·Non-Profits

·City

·Districts

·Corridor

2 Play Streets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사회적

이고 활동적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조성

·Neighborhood

·Block Associations Advocates

·Street

·Block

3
Build a 

Better Block

생기 있는 거리와 지역의 활력

을 촉진하기 위함

·Local Advocates

·Local Businesses

·Street

·Block

·Building

4 Park(ing) Day

자동차에 헌신적인 공간을 교

화하고, 거리생활에 활력을 증

진시키기 위함

·Advocates

·Non-Profits

·Community Groups

·Street

·Block

5
Guerilla 

Gardening

도시환경에서 자연과 원예를 

소개하기 위함 
·Neighborhood Advocates 

·Block

·Lot

표 a-23. 택티컬 어바니즘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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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목적
리더

(계획 및 운영주체)

적용

스케일
관련이미지

6 Pop-up Retail

비어있는 점포공간과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장

려하기 위함

·Developers

·Local Entrepreneurs

·Artists

·Corporations

·Street

·Building

7
Pavement 

to Plazas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아스팔

트를 대규모 자본지출 없이 공

공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함

·City Departments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Street

·Block

8

Pavement 

to 

Parks(Parklets)

·Local Restaurants

·Municipalities

·Transportation Departments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Street

·Block

9 Pop-up Cafes

더운 기간에 주차차선을 야외 

공공좌석으로 활용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함

·City Departments

·Local Restaurants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Local Designer

·Block

·Street

10 Depave

빗물 오염을 줄이고, 거주지 

회복, 도시농업, 나무 심기, 토

착 식물, 사회적 모임을 위한 

토지 양을 증진시키기 위함  

·Neighborhood Activists

·Non-Profits

·Lot

·Block

11 Chair Bombing

폐기물을 활영하고 공공관계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이웃의 사

회적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

·Community Activists

·Local Property Owners

·Small Businesses

·Street

·Building

12
Food 

Carts/Trucks

저렴한 음식을 공급하고, 작은 

사업을 키우고, 잘 활용되지 않

는 장소를 활성화하기 위함

·Entrepreneurs

·Municipalities

·Block

·Lot

13
Site 

Pre-vitalization

재개발지를 일시적으로 활성화

하기 위함

·Municipalities

·Developers

·Citizen Activists

·Business Improvement Districst

·Block

·Lot

·Building

14
Pop-up Town 

Hall

시민의 중요함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 임시 광장을 제공하

기 위함

·Philanthropic Organizations

·Community Coalitions

·Activists

·Block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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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목적
리더

(계획 및 운영주체)

적용

스케일
관련이미지

15
Informal 

Bike Parking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기 위함

·Community Activists

·Local Businesses

·Property Owners

·Street

·Block

·Building

16
Intersection 

Repair

동네 거리 교차로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조직 함

·Neighbors

·Activists

·Community Organizations

·Home Owners Associations

·Street

·Block

17 Ad-busting
공적영역에서 시각적 오염을 

줄이기 위함

·Activists

·Municipal Leaders

·Corridor

·Block

·Building

18
Reclaimed 

Setbacks

구조물과 인도 사이에 공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거리풍경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함

·Property Owners

·Activists
·Lot

19 Park Mobile

동네에 더 많은 녹지를 만들고 

공공좌석을 늘려 거리를 활성

화시키기 위함

·City Departments

·Business Owners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Street

·Block

20 Weed Bombing

황폐한 동네에 관심을 불러일

으키고 그곳을 청소를 장려하

기 위함

·Neighborhood Associations

·Artists

·Activists

·Street

·Block

21 Mobile Vendors

필요한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

고, 공공공간을 활성화하고, 시

민의 수입을 돕기 위함

·Micro-Entrepreneurs
·Steet

·Block

22 Micro-Mixing

같은 장소에 서로 협력적인 사

용을 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

업을 장려하고 기존 사업을 지

속하게 함

·Entrepreneurs

·Property Owners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BLock

·Building



- 276 -

프로젝트명 목적
리더

(계획 및 운영주체)

적용

스케일
관련이미지

23 Park-Making

빈 땅이나 주차장의 잘 활용되

지 않는 토지를 빠르게 활용함

으로써 공원의 공급을 증가하

기 위함

·Activists

·Artists

·City Departments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Neighborhood Organizations

·Lot

·Block

24 Camps
공간의 일시적 점유를 만들어

내고 참여하기 위함

·Activists

·Protesters

·Refugees

·Goverment

·NGOs

·Lot

·Building

·Block

·District

내용 및 이미지 출처: THE STREET PLANS COLLABORATIVE 2012, �TACTICAL URBANISM 2: Short-Term Action, Long-Term 
Change�, pp.9-42, 참고 및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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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9. 지하보행로 개발 예시도 ©서울시 

9.관련기사

“서울시, 무교·다동부터 세종대로까지 '지하도시' 조성한다.”

조선비즈 최문혁, 2016년 9월 22일.

서울시가 서울시청 인근인 무교·다동부터 세종대로까지 약 3만1000㎡ 규모의

지하도시를 조성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종

대로 일대 보행활성화 기본구상

(안)’을 22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5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

고 총괄건축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구상안을 준비해왔다.

시는 기존에 단절된 시청역~광

화문역 구간에 지하보행로를 만

들어 구역 안 시청과 옛 국세청 별관, 프레스센터 등 5개 대형 건물의 지상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일대에는 지하·지상의 상업·문화·휴게 공간이 통합된 보행 환

경이 만들어진다.

이번 사업으로 종각역~광화문역~시청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5㎞가 ‘ㄷ자’

로 연결되는 지하 보행길이 생긴다. 이 구간에는 지하철역 12개, 시청, 대형 빌

딩 30개 등이 있다.

시는 일대 민간 사업자인 프레스센터(서울신문사)와 코오롱·SFC·프리미어플

레이스 빌딩(싱가포르 투자청)과 기본 구상안에 협의한 상태다. 앞으로 함께 구

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여러 개의 대형 건물과 공공인프라

가 도시 계획 및 민간협력을 통해 연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 기본 구상안에 따르면, 지하 공간에는 다양한 상업시설이 보행로와 연계

돼 입점한다. 무교공원 지하에는 북카페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옛 국세청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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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0. 개발 예시도 ©서울시

대문 별관 지하에 2018년 6월 완공

예정인 역사문화특화공간과 연계한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상에도 세종대로와 청계천, 무

교로 등 각 대로의 특성을 고려해

무교·다동 일대를 활성화할 계획이

다.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공

연장 형태의 선큰(sunken) ▲세종

대로, 청계천로, 무교로와 건물 전

면 공간을 연계하는 시민 문화·휴

게 공간 ▲가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의 연도형 상가 ▲전망엘리베이터

및 전망대 설치가 핵심이다.

이번 계획 대상 지역은 도심 재개발이 완료된 지 25~35년이 경과한 지역이다.

시에 따르면 기본 구상안 협의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

제안을 받았고 이를 추후 계획에 고려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사업자들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추가로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무

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의 추

진을 돕는 대신, 건물과 연결된 지하보행통로를 길이 400m, 폭 6m 이상으로 설

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달 초 미국 뉴욕의 로우라인 랩과 캐나다 몬트리올의

언더그라운드 시티 등 유사한 현장을 방문해 서울에도 이를 접목할 방안을 모

색해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다음 달까지 기본 구상안을 확정하고 2020

년 착공해 2025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원문: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2/20160922018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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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무교동, 건물주·상인이 나서 '도시재생’

한국경제 부동산 선한결, 2017년 5월 22일.

어린이재단 앞 잔디광장 조성

파이낸스센터 앞 공원도 단장

서울 중구 다동·무교동 일대에서 건물주와 상인이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다동과 무교동을 서울형 도심 활력 프로젝트 첫 번째 사업지로 선

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인 이 지역은 좁

은 골목에 노포가 모여 있다. 서울 중심부에 있어 점심시간대에는 인근 직장인

들이 모여 활기를 띤다. 이외 시간엔 찾는 이가 많지 않다. 상권 특색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인근 피맛골은 재개발 사업을 거치며 그랑서울, 디타워 등 유명

점포가 들어선 고층 빌딩 밀집지로 거듭났다.

서울시는 다동·무교동에서 민간이 선두에 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기로 했

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마중물 사업’이 선행됐다. 이

번엔 인근 건물주와 상인 등이 사업 재원 마련부터 행사 기획까지 직접 참여한

다. 서울시는 1억원 규모를 투자해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중구 어린이재단 건물 앞 공공도로에는 잔디광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구청

권한이던 부지 관리는 어린이재단에 위임한다.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소규모 공

원도 정비한다. 주변 기업과 상인은 회비를 납부해 지역문화행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활성화 행사도 열린다. 오는 26일까지 점심시간대인 오

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교로 차 없는 거리에서 ‘무교테라스’ 행사를 연다.

25일 낮 12시에는 박 터뜨리기 등 체험형 게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무료식사

권 등 쿠폰을 준다. 29개 상점이 1000여 장에 달하는 할인쿠폰을 발행할 예정이

다.

원문: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5228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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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살려 도심 재생…다동·무교동 '소규모개발' 탄력”

이데일리 정다슬, 2017년 5월 30일

서울시,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정안 6월 중 주민 공람공고

인사동 이어 두번째 소규모 정비 적용

"싹 밀어내는 재개발 대신 역사·문화 살려 변화 유도“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빠져 나오면 좁은 골목길을 따라 노포

(老鋪·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들이 들쑥날쑥 들어서 있다. 서울 중구 다동·

그림 a-11.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 대상지구 

무교동 일대 모습이다. 1970년대 ‘스타다스트’, ‘코파카바나’를 비롯한 230개의

유흥업소가 재개발로 자취를 감추고 프레스센터와 코오롱빌딩(더익스체인지서

울) 등 고층빌딩이 속속 들어섰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40여년 전과 크게 달라

진 게 없는 모습이다. 2000년대에는 인근 피맛골이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면서

이를 피해 전통 있는 음식점들이 이곳으로 둥지를 옮겨 자리를 잡기도 했다.

서울시가 도심의 역사성과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밀집된 노후 건축

물을 정비하기 위해 중구 다동·무교동과 서소문·양동 일대에 ’수복형 재생사업’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지역 일대 건물을 전면

철거하고 고층 건물을 세우는 기존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도로를 유지하면서

개별 건물의 리모델링·재건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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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60%→90%, 1~2개 필지 개발 가능해져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정안을 내달 주

민에게 공람한다. 지난해 5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발표한 지 약 1년 만이

다. 이번 수정안은 도시재생계획을 종전의 전면 철거 위주에서 ‘보전’과 ‘개발’

등 투트랙 체제로 전환하는 쪽으로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

는 “옛날에는 도심 재개발을 위해 기부채납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 올려주고

통합개발을 유도했다”며 “사대문 안은 그 역사성과 문화성이 보존할 가치가 큰

만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하고 개별 필지 단위의 소규모 개발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동과 무교동 등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해 소규모 맞춤

형 정비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지역들은 그동안 철거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대규모 개발 이외에는 건축행위가 제한돼 왔지만 앞으로는 1~2개 필지 단위로

건물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가능해진다.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은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 상한

을 60%로 적용하고 있지만, 중구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구내 도시환경정비구역

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 △4층 이하,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60% 이하 △2층 이하, 용적률 180% 이하, 건폐율 90% 이하 △지

하 1층 허용 등 3가지로 나눠어 있던 규제가 ‘4층 이하, 용적률 240% 이하, 건

폐율 90% 이하’로 완화됐다. 증축도 ‘4층 이하,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90%

이하’로 규제가 풀렸다.

◇도심 재개발 패러다임 전환…전면 철거에서 개발·복원으로

사업 절차도 간소화되고 빨라진다. 대규모 개발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

행인가, 관리처분계획수립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소규모 개별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은 건축허가를 받아 추진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해야 진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는 달리 개별 토지 소

유자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의사

결정도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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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2013년 11월 서울시 첫 소규모 정비사업 지구로 선정된 공평도시

환경정비구역(인사동 161 일대, 3만 3072㎡)의 경우 규제가 완화된 이후 건물 6

곳이 신축에 들어섰다. 이전에는 개발하려면 대규모 철거가 이뤄져야 했기 때문

에 실질적인 개발 행위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공평구역 내 열악한 도

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를 개설·확대하기도 했다. 이전에는 도로가 어디로

날지 모르기 때문에 방치할 수밖에 없었지만 옛길을 살린다는 방침이 정해지면

서 구청도 도로 정비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불법 건축물을 없애는 효과로도 이어지길 기대하

고 있다. 다동·무교동, 서소문, 양동 일대는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보다 이 일

대 상권의 역사가 훨씬 더 길다. 이 때문에 건물 대다수의 건폐율은 서울시 도

시계획 조례상 일방상업지역 건폐율 상한인 60%를 훨씬 넘긴 상태다. 중구청

관계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정비를 하려면 수십년이 걸리지만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은 개별 토지소유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건축행위를 할 수 있

다”며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법건축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이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해 특색 있는 거리와

건축물로 탈바꿈하면 유동 인구가 늘고 상권도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보고 있

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서울 상권의 중심은 강남이지만 수복형 재생사

업사업으로 서울 도심권이 새로 정비되면 상권이 재배치될 가능성도 크다”며

“향후 5~10년 정도를 내다본다면 도시재생지역이나 정비사업지역 중 저평가된

곳을 찾아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원문: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25126615934168&mediaCo

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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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2.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내 옥외영업 허가구간
출처: 서울 중구

“중구,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옥외영업 허가”

헤럴드경제 이원율, 2017년 5월 11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매일 저녁 지친 직장인이 몰려드는 ‘을지로 노가리

호프 골목’에서 이제 바깥바람과 함께 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달부터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안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일대를 골목 관광명소로 만

들기 위한 수단”이라며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옥외영업을 허

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

과점 등이 대상이다. 허용 구간은

을지로 11길, 을지로 13길, 충무

로 9길, 충무로 11길 일대 465ｍ

다. 사유지라면 부설주차장을 뺀

공터에서 영업을 하면 된다. 도로

인 경우 별도 도로점용허가만 받

으면 가능하다. 현재 구간 내 옥

외영업이 가능한 업소는 17개소

로 모두 호프집(일반 음식점)이

다.

구는 통일성을 위해 옥외영업 시설기준도 만들었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허용

점포주는 점포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해도 된다. 주변 환

경에 따라 데크 설치도 가능하다. 색상은 단색으로 하되 구에서 강조하는 색상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상인이 지켜야 할 사항들도 명시돼 있다. 청결 유지,

옥외조리 금지, 영업시간 이후에는 영업시설 철수 등이다.

오는 18ㆍ19일에는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홍보를 위한 축제도 열린다. 양일

간 찾는 방문객에게는 맥주를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각종 문화공연도 준비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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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식 구청장은 “이번 옥외영업 허가를 시작으로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홍보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했다.

원문: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110001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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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좌판 갈등'

중구청 옥외영업 허용 6개월, 도로점용료에 '휘청’

오마이뉴스 정대희, 2017년 11월 21일

서울 중구청 앞에서 A(47)씨가 몸에 시너를 뒤집어썼다. 라이터 부싯돌이 불

꽃을 일으키자 시뻘건 불이 그의 몸을 감쌌다. 순간이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황급히 소화기를 들어 불길을 제압했다. 찰나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목과

귀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지난 2일 서울 중구청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일은 '분신소동'이란 제목을 달고 짧게 언론에 소개됐다. 하지만 이면에는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중구청과 상인, 상인과 상인간의 깊은 갈등이 있

다. 퇴근길 직장인들의 발길을 붙잡는 도심 골목, 근대화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

한 추억의 공간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서울 중구청과 상인의 갈등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A(47)씨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는 서울 중구청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이다.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기도 하다. 그가

목소리를 높인 대상은 "중구청"이었다.

지난 10월 31일, 그는 서울 중구청 가로환경과로부터 한 통의 SNS(소셜네트

워크서비스) 문자를 받았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도로점용 3차 허가 신청안내

였다.

"을지로노가리골목에 대한 도로점용 2차 허가기간이 오늘로 종료됨에 따라

내일부터는 옥외영업을 하실 수 없으며, 향후 적발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

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외영업. 흔히들 '좌판'을 펴고 하는 장사를 말한다. 중구청은 지난 5월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을지로 노가리 골목 577㎡(174.5평) 한해 옥외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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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했다. 단, 허가 조건 중 하나로 '도로점용료'를 내걸었다.

이게 화근이 됐다. '도로점용료'는 영세 상인에게 부담이 됐다. 가겟세까지 내

면, 한 달 꼬박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었다. 아니, 오히려 '도로점용료'라는 빚

이 생겼다. 가게가 클수록 유리한 시책이라는 게 A씨의 말이다.

"가게 앞이 넓이 큰 가게들은 테이블을 많이 깔 수 있어 수익이 나는데, 그렇

지 않은 가게는 1000원짜리 노가리 팔아 도로점용료도 못 냈다. 앞 가게도 하

고, 옆 가게도 해서 어쩔 수 없이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는데, 3개월간 4평

(13.68㎡) 쓰고 200만원이 넘는 돈이 나왔다. 이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

책이냐. 죽이는 시책이지."

B 치킨집도 마찬가지다. 2개월간 중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면적

이 작아 좌판을 편 날 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많았다. 하지만 도료점용료는 산

정방법에 따라 부과됐다.

금액은 6.46㎡(2평)에 68만9750원이다. 지난 13일 만난 B치킨집 상인은 고지

서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중구청의 '도로점용 허가신청 안내' 문자를 받

고도 이번엔 신청서를 안냈다. 헛돈 쓰는 일이어서다.

중구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17개 업소에

도로점용료로 약 5263만 원을 청구했다.

상인과 상인의 갈등

좌판 때문에 상인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도로점사용료 부담에 일부 업체가 옥

외영업을 포기하면서 상인간 사이가 더 벌어졌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 17개 업

소의 '옥외영업'을 살펴보면 1차 17개 업소, 2차 13개 업소, 3차 8개 업소로 6개

월 만에 반토막 났다. C치킨집의 말이다.

"하루는 D 호프집 사장이 가게에 찾아와서는 '왜 도로점용료를 안 내서 남한

테 피해를 주냐'고 언성을 높였다. 황당했다. 옥외영업을 허용한 게 중단될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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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 하는 소리일 텐데, 나는 좌판 깔면 손해만 본다. 나한테 남 생각하라 할 게

아니고, 본인부터 남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좌판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옥외영업 허용

이전에도 도로에서 불법 영업 논란으로 상인간 갈등의 골이 깊었다. 하지만 결

과적으로 '도로점사용료'는 여기에 불을 끼얹은 꼴이 됐다. 좌판을 깔 수 있는

가게와 그렇지 않은 가게로 나뉘면서 옥외영업을 두고 상인들이 둘로 쪼개졌다.

하지만 중구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묘책을 못 찾고 있다. 산정방식

에 포함된 요율을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0.05에서 0.02로 낮춘다는 계획만 있을

뿐이다. 중구청 가로환경과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노가리 골목 상인들이 옥외영업을 요구해 몇 가지 허가 조건을 걸고 도로점

용 허가 신청을 받고 있다. 문자는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한 것일 뿐, 만료기간

에 업소가 직접 신청하게 돼 있다. 구청은 서류가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허가

를 해줄 수밖에 없다. 다만, 옥외영업을 시행하면서 도로점용료 때문에 힘들어

하는 업소가 있어 요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원문: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8816

&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

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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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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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on the co-existence of implemented

and non-implemented areas in urban cities of South Korea. The

situation of such co-existence is a proper example to show that a

city is a ‘gathering’ of various elements including people, architecture,

road, alley, programme, function and so on. With such elements, a

city adapts, evolves and regresses, providing foundation for a city

itself to continuously develop.

The situation of co-existence carries significant meaning due to

following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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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of all, current city development paradigm is aligned with

continuous social change such as; low growth,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Hence the co-existing conditions are expected to

continue for quite long time because of those social changes.

Secondly,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of South Korea including

Seoul have had almost same co-existing conditions without efficient

management of the spaces of between implemented and non-implemented

areas which made the districts unattractive.

Lastly, the city paradigm in many of developed countries shift

towards utilising the existing urban conditions, rather than newly

developing large scale high cost projects that takes long time.

For these reasons, this preliminary study focused on the city centre

of Seoul, where about 27% of the city had not been redeveloped by

2016 since 1970s. Moreover, Da-dong district shows interesting

characteristics of using patterns to the area at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implemented and non-implemented areas by surrounding

programmes and people, compared to the other districts in Seoul.

Therefore this study chose Da-dong as the main focus area of this

study for fieldwork and observation. Meanwhile, The data collected in

this research closely reflects daily phenomena of ‘co-existence’ which

later can be applied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small urban

experiments such as 'Tactical urbanism' on areas inefficiently

utilised.

In this research, the following aspects of considerations to apply for

small urban experiment were summarized through various field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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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bservation conducted on three different single plots in Da-dong

districts.

First aspect is that accumulating practical data by the day and time

for planning the urban experiment is feasible through fieldwork and

observation.

Secondly, analysing the accumulated data to determine the day and

time to activate through the urban experiment.

Thirdly, clarification of the users of a space and plac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urban experiment is needed.

Finally, the effect of experiment can be maximised by planning

mostly with pre-existing physical elements and adding minimal of

new elements.

The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has narrow perspective focused

on Da-dong district which may not completely represent situations in

other districts or relations between Da-dong district and surrounding

areas. Furthermore, the restricted study period makes it difficult to

apply study data on various weather and seasons. In this regard, it is

possible to make ‘deductive inference’ through analysing data obtained

from observation study, whereas it is an excessive interpretation to

make ‘inductive inference’ from the same data.

From the beginning, however, the aim of this study was not

obtaining 'General Solution' which is applicable to all parts of the

city centre of Seoul.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research and



- 291 -

observation methodology to find 'Particular Solution' suitable for each

situation and phenomenon of different spaces and places. Through

this methodology, the accumulated data of fieldwork and observation

can be utilised as basic indicators for small-scale urban experiments

such as tactical approach to unused spaces of the urban spaces in

Seoul city.

In the meantime, the studies and discussions on co-existence of

implemented and non-implemented areas help to explain how cities

and architectures intertwine in a macro-context of politics and

sociocultural setting, and also how cities develop and change within a

micro-environment with surrounding urban situation. In conclusion,

most cities show unexpected phenomena different from the city

planner's initial intention and it is therefore impossible to plan, design

and explain a city by a single theory.

keywords : CBD, Urban Renewal, Urban Regeneration,

Implemented and Non-implemented Redevelopment area, Unused

Space, Fieldwork, Public Life Study, Tactical Urbanism

Student Number : 2016-2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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