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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도시)는 출판유통구조의 현대화를 

위해 1991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출판사 및 출판업계가 조성한 국가산업단지이다. 

또한 파주출판도시는 문화산업의 집적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자체 마스터플

랜을 수립하고 두 차례의 건축지침을 만들어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다. 1998년 파

주출판도시 1단계 사업이 시작되고 20년이 지난 지금, 파주출판도시는 개성 있고 

질서정연한 도시 속에서 갈대샛강이 흐르는 경관을 형성하여 도시적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하지만 파주출판도시는 문화도시이기 이전에 국가산업단지로서 문화산

업을 활성화하고,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업과 지원기능이 약하며, 도시 구

조적 문제점들과 맞물려 출판도시 측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4년 1단계 사

업 준공이후 활성화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활성화 방

안을 모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3단계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3단지의 경우 1단지와 면해있

기 때문에 도시구조에 때라 출판도시가 처해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보완되거나,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보다 밀도 있는 게획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3단계 대상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연접부분에 대해 

단지계획을 보완하여 3단지 개발을 통해 파주 출판도시가 한국문화산업을 대표하

는 문화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조성된 도시 산업집적지인 상암DMC와 마곡산업단

지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계획 단계에서부터 단지의 활성화릉 휘해 보행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복합적인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복원되어 있고, 한

강하류의 생태적 경관이 잘 나타난 곳에 업무 및 산업시설이 집적된 파주출판도

시를 고찰하고 있다. 고찰함에 있어 주요 핵심어로 ‘지형적 특성’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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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지형적 특성이란 첫째, 땅이나 대지가 갖고 있는 지형, 

지질, 생태와 같은 자연환경과 둘째, 대지 위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셋째, 대지 위에 지어진 건물, 도로, 도시기반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형적 특성은 환경적 지형, 문화적 지형, 구조적 지형의 세 가

지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헌 연구와 현장조사를 통해 파주출판도시를 계

획 단계에서부터 기 조성된 파주출판도시, 그리고 파주출판도시 3단계 계획안의 

공간 구조와 토지이용계획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형적 특성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3단계 계획안의 경우 환경적 지형 측면에서는 소극적 생태 복원과 폐쇄

적 도시경관 문제, 문화적 측면에서는, 기존 단지와의 연계프로그램 부족 문제, 구

조적 지형 측면에서는 차량위주의 도로 구성이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구조 설계 목표와 세부전략을 세우고 3단지 계획안 대상지

의 구역과 용도 등을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재편하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지형적 특성의 가치를 가장 만족하는 최종안을 도

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대안을 바탕으로 1·3단계 연접부분에 공공주차시설을 

계획하여 1단지의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적, 문화적, 구조적 지형 

관점에서 고려하여 단지를 계획하였다.

본 연구는 3단계 사업의 최종 결정안이 아닌, 계획안을 토대로 논문을 진행하

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계획안은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된다

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계획안은 대상지를 바라보는 사업주체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최종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 

보완사항을 미리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개발의 논의가 본격화될 

시점에 참고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주요어 : 파주출판도시, 지형적 특성, 생태도시, 보행도시, 문화산업, 활성화

❚학  번 : 2017-2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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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도시)는 불합리한 출판유통

구조의 현대화를 위해 1991년에 360개 출판사 및 출판 관련 회사가 사업협동

조합을 결성하여 자체적으로 민간 주도하에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낸 출판인

들의 염원이 담긴 국가산업단지이다. 이에 파주출판도시는 출판업을 필두로 

하는 문화산업의 집적지이자 문화 활동의 중심지를 목표로 자체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개별 필지에 대한 건축지침을 만들어 개발되었다.1) 이후 파주출판도

시는 베니스 비엔날레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전시공간에서 전시되었으며, 파

주출판도시 내, 10개소의 건축물이 국내 여러 건축상을 수상하는 등의 기존과 

차별화된 산업단지로서 건축과 도시적으로 가치 있는 공간으로 대표되고 있

다. 하지만 파주출판도시 계획 단계에서 도시와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에 집중

되어 문화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활력을 위한 사람들의 활동이 일어나

는 가로 설계와 가로를 둘러싼 건축물의 입면과 용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파주출판도시는 산업집적법을 토대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로서 상업과 지원기능이 약하다는 태생적 문제점2)과 

맞물려 2004년 1단계 사업 준공이후 상업·지원기능 부족에 대한 문제점과 활

성화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존 파주출판도시의 유치업종을 바탕으로 한 파주 

3단계 사업이 파주출판도시 1단지를 면하여 남측 농업진흥구역을 대상지로 하

1)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2013). 『창조경제의 롤 모델: 파주출판도시 도시활성화전략』.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2) 조명래(2005). “파주출판도시의 긴장과 딜레마”. 『문화과학』, 41, 17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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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검토 중에 있다. 계획된 안을 살펴보면 기존 1·2단지와 마찬가지로 보행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도시구조를 하고 있었으며, 내부 중심적 구조로 1

단지와 연계성 또한 미흡하였다. 이러한 도시구조로 보았을 때, 3단계의 방문

객은 1단지의 방문객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목적을 갖는 방문객을 내부로 

유입시켜야 하게 된다. 기존 1·2단지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

서 유사 업종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문객을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케빈 린치, 제인 제이콥스, 얀 겔, 윌리엄 화이트와 같은 뉴어바니스

트 학자들은 도시 공간에 있어서 활력의 중요성과 이를 활성화하는 계획요소

로서 ‘가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 또한 국내에서는 ‘가로수길’, 

‘샤로수길’, ‘익선동 한옥거리’와 같은 지역의 독특한 특색의 문화자원과 

길을 중심으로 발달한 상업공간이 새로운 도시 문화풍경의 트렌드로서 자리매

김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출판을 필두로 한 문화자원과 독특한 도시경

관을 갖고 있어 파주출판도시의 가능성은 풍부하다. 하지만 보행환경이 고려

되지 않고 1단지와 연계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인 1·2단지의 선례를 보았을 때, 출판도시 전체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출판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3단계 단지의 성공적인 조

성을 위하여 3단계 단지와 기존단지의 도시 구조·기능적으로 연계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파주출판도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1·3단계 연

접부분에 대해 단지 계획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형적 특성은 환경·생태·

경관의 ‘환경적 지형’과 입주기업 현황·구심점의 ‘문화적 지형’, 단지 

접근성·주차·도로체계의 ‘구조적 지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3) 오성훈, 차주영(2011). 『한국 도시설계에 적용된 서구도시건축이론의 재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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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510번지 일원 3단계 개발 

예정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를 통해 도출된 설계 전략을 바탕으로 1·3단계 연접부분에 대해서는 보행환

경을 제안하고자 한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 조성된 파주출판도시 1·2단지의 환경·생태·도시구조·

활동 등의 전반적인 지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설

계 원칙을 제시하고 1·3단계 연접부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연

구를 진행하였다.

파주출판도시 3단계에 대해 연구를 함에 앞서, 기존의 1·2단지에 대한 이해

와 가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1·2단계 건축설계지침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4차례 현장답사를 통해 파주출판도시 3단계 부지의 현황파악과 종사자와 주민, 

방문객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각 주차용지와 불법주정차 현황파악과 가로와 

수변의 형태, 방문객 이용 행태 등을 관찰하였다, 또한 최근 산업단지 설계 사

례를 분석하여 공간구성, 토지이용, 가로구성 등을 보고 보행환경을 위한 도시

설계 방법을 고찰하였다. 앞서 현장답사와 문헌분석을 통해 파주출판도시의 지

형적 특성을 파악하여 3단계 계획 부지의 잠재력과 계획안의 문제점을 도출하

였다, 

위의 방법을 통해 설계원칙을 설정하고 3단계 개발 예정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시된 대안과 기존의 계획안의 유효

성 및 한계성을 검증하여 하나의 개선안을 도출한다. 그리고 도출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1단지 연접부분에 대해서 단지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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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파주시 현황

1) 위치

 파주시는 국토 공간상 한반도의 중서부, 경기도의 서북부에 위치하며, 동서길

이는 약 30km, 남북길이는 약 36km에 이르는 지역이다.4) 특히 서북쪽의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북도 개성특급시와 접해있어 다

가오는 남북교류 및 통일 한반도에 대비하여 대북 거점 지역으로서 의미와 변

화의 가능성이 큰 곳이다. 면적은 672.78km2이며, 행정구역은 4개의 읍과 9개

의 면, 파주출판도시가 있는 교하동을 포함해 7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 파주시와 파주출판도시의 위치 

2) 인구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파주시의 인구는 430,650인

이다. 1995년도부터 2017년 현재까지 파주시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

4) 파주시(2014). 『파주시중장기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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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00년도 파주시의 인구가 약17만 명을 상회하는데 반해 2015년의 파주시 

인구는 약 41만명으로 곱절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의 인구는 328,128명

으로 2005년대비 약 8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다. 같은해 파주시의 인구는 

242,241명으로 2000년대비 7만명 이상 증가하여 2000년도 이후 파주시의 인구

는 계속해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주시가 군에서 

시로 승격된 200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6%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5년도부터 인구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그림 1-2] 파주시 인구 추이

지역 내에서는 서울과 일산에 근접해있는 파주시 남부지역의 교하, 금촌 등

의 택지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어 향후에도 이러한 개발지역의 인구 증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5) 

5) 파주시(2017).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보고서』.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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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존 설계지침 및 유사사례 검토

1절. 파주출판도시 현황 및 1·2단계 건축설계지침 분석

1.1. 파주출판도시 현황

1) 개요

 파주출판도시는 1998년 10월에 착공하여 2007년 05월에 완공한 면적 

874,042.6m2의 1단지와 2008년 05월에 착공한 면적 687,896.0m2의 2단지로 이

루어져 있으며 총 파주출판도시의 면적은 1,561,938.6m2이다. 입주업체는 2018

년 3월 기준으로 총 401개이며, 종사자수는 7,183명이다.6)

구 분
면적(㎡) 구성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총 계 1,561,938.6 874,042.6 687,896.0 100.0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585,888.6 386,653.7 199,234.9 37.5 44.2 29.0

지

원

시

설

용

지

소 계 134,396.4 48,705.7 85,690.7 8.6 5.6 12.4

상업업무 77,615.8 27,083.3 50,532.5 5.0 3.1 7.3

문화시설 49,841.1 17,926.0 31,915.1 3.2 2.1 4.6

공공지원시설 6,939.5 3,696.4 3,243.1 0.4 0.4 0.5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795,252.4 410,556.0 384,696.4 50.9 47.0 55.9

녹 지 117,212.9 81,360.3 35,852.6 7.5 9.3 5.2

근린공원 10,620.0 10,620.0 - 0.7 1.2 -

유수지 및 수로 328,833.5 123,679.5 205,154.0 21.0 14.2 29.8

도 로 311,557.9 171,969.7 139,588.2 20.0 19.7 20.3

주 차 장 13,248.9 9,147.3 4,101.6 0.8 1.0 0.6

폐기물처리시설 13,779.2 13,779.2 - 0.9 1.6 -

주 거 용 지 46,401.2 28,127.2 18,274.0 3.0 3.2 2.7

출처: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2013.11.26.)

[표 2-1] 파주출판단지 1ㆍ2단지 토지이용계획 면적표

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파주출판도시 도시진단 연구』.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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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파주출판도시 토지이용계획도

출처: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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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지역 개발 및 교통 현황

파주출판도시 주변 개발현황으로는 교하지구와 운정1ㆍ2지구가 조성되었으

며 운정3지구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증이다. 운정3지구가 완공되면 파

주출판도시 주변으로 약 10만 세대의 배후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리고 파주출판도시 내, 파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 연계하여 판매시설

과 문화, 교육 등의 복합시설을 갖춘 세븐페스타가 재추진을 계획 중에 있어 

대상지 주변으로 계획 초기와 달리 상당한 공간구조 개편이 일어날 것으로 예

상된다.

파주출판도시 주변을 통과하는 주요 도로로는 자유로(국도77호선), 파주로

(국지도56호선), 동서대로(지방도358호선)이 있다. 국도77호선은 부산광역시 중

구 옛 시청교차로에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자유 나들목까지를 연결하는 일

반 국도이며,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교 북단에서 파주시 

문산읍 자유 나들목까지 연결하는 구간의 도로명이 ‘자유로’이다. 자유로의 

차선 수는 양방향 8차선이며, 제한 최고 속도는 시속 90km이다. 파주로는 양

방향 2~4차선의 보조간선도로이며, 파주출판도시에서 파주로를 통해 파주시청

이 위치한 파주 시가지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양방향 6~11차선의 동서대

로가 파주출판도시 3단계 남측 대상지 경계를 면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

대로를 통해 고양시와 파주시를 잇는 양방향 6차선의 제2자유로로 진･출입이 

가능하다.7) 또한 운정1･2지구에 약 3개의 역을 추가하는 지하철 3호선 연장방

안이 검토 중이며, 운정3지구의 운정역에서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GTX A노선

이 2023년 말 개통 예정에 있다.

7) 파주시 (2017). 『2030파주도시기본계획보고서』. p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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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주변지역 주요 개발 및 교통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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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개요

교하지구

위치 : 파주시 문발동, 동패동, 다율동 일원

면적 : 2,055,088㎡(621,664평)

인구 : 10,481세대(324백명)

사업기간 : 2000. 11 ~ 2006. 12

운정1,2지구

8)

위치 : 파주시 동패동, 목동동, 야당동, 와동동 일원

면적 : 9,452천㎡(286만평)

계획인구 : 111,161인(44,464세대)

사업기간 : 2003. 5. 20. ~ 2014. 12. 31.

운정3지구9)

위치 : 파주시 동패동, 목동동, 다율동, 당하동, 교하동, 와동동 일원

면적 : 7,157만㎡(217만평)

계획인구 : 97,077인(40,452세대)

사업기간 : 2008 ~ 2023. 12.

세븐페스타

위치 : 파주시 문발동, 서패동 일원

면적 : 305,000㎡(9만평)

계획기능: 판매시설, 문화, 교육연구, 공원 등

재추진 계획중(2017)

JDS지구

위치: 고양시 일산동, 서구 장항, 대화, 송포, 송산동 일원

면적: 25,885km2

사업목표: 국제교류업무지구, 산학연 클러스터, 대중교통중심 물류ㆍ

유통ㆍ신성장산업, 방송ㆍ영상ㆍ문화산업

지하철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10)

노선 : 대화역 – 운정신도시

노선연장 : 7.6km, 정거장 3개소

사업기간 : 2017 ~ 2027

GTX A
노선 : 고양 킨텍스 – 운정신도시

노선연장 : 6.1km, 정거장 1개소

[표 2-2] 주변지역 주요 개발현황

8) 파주시청 홈페이지 내 도시개발 정보.

9) 파주시청 홈페이지 내 도시개발 정보.

10) 『주요현안 추진사항』. 파주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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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지역 녹지 현황

대상지 북측으로는 고도 194m의 심학산이 위치해 있으며, 남측으로는 지방2

급 하천 장월평천을 면하고 있다. 서측에는 산남습지가 위치해있다. 산남습지

는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우리나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중 유일하게 강 하구가 둑으로 막혀있지 않아 해수와 담수가 만

나는 습지이다. 장월평천을 기준으로 북쪽의 파주시 구간은 정수식물인 갈대

와 모새달 군락이 넓게 분포하고, 남쪽의 고양시 구간은 약 30ha의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다.(그림2-3참고) 그리고 관찰되는 조류로는 오리류, 기러기류가 

관찰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203호 재두루미 도래지로 알려져 있다. 2011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로 지정

되어 관리되고 있다.11) 

[그림 2-3] 주변지역 공원ㆍ녹지 현황도 

11) 한국생태연구원(2016). 『2015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 모니터링』.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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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장항습지 식재현황도 및 단면

출처:한국생태연구원(2016). 『2015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 모니터링』.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그림 2-5] 천연기념물 개리

사진출처: 김포저널

 [그림 2-6]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사진출처: 드림위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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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 분석

파주출판도시로의 접근 교통수단은 지하철 및 철도가 없어 차량을 통한 도

로로 한정되어 있으며 서울·일산·임진각 방면으로는 자유로를 통해 접근하

며, 파주시 방면으로는 주로 파주로를 통해 접근이 이루어진다. 이에 대중교통 

또한 버스 및 통근버스로 편중되어 있다. 실제로 2017년 경기연구원에서 실시

한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모니터링에 따르면, 파주출판도시 근무자의 47.4%

가 자가용을 통해 통근하였으며 그 뒤로 통근버스가 23.0%, 대중교통이 19.2%

로 절반가량이 자가용을 통해 통근하고 있었으며, 출판도시를 방문하는 방문

객들의 방문 수단 또한 대중교통 비율이 24.6%, 자가용 비율이 62.3%로 자가

용을 이용한 접근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앞서 말한 대로 파주출

판도시로의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로 편중되어 있기도 하지만, 파주와 서울을 

잇는 대중교통 2200번과 200번 모두 오직 합정역으로 편중되어 있다. 배차간

격은 2200번의 경우 15분, 200번의 경우 20분이며, 소요시간은 2200번은 약 40

분정도 소요된다.12) 통근버스의 경우 합정역에서 출발하는 서울방면 버스는 

오전7시 50분을 시작으로 5분 간격으로 총 9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신도림, 

노원역에서 각각 1대씩 운영하고 있어 서울방면의 부족한 대중교통 수단을 보

완하고 있다13).  

[그림 2-7] 파주출판도시 통근버스 정류장 현황도

12) 네이버 길찾기 대중교통 검색 결과 기준 (검색일: 2018. 11. 16)

13) 『출판도시 통근버스 운행 시간표』.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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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지 내부의 버스 및 통근버스 정류장은 1·2단지 모두 고르게 분포하

고 있었으며 단지 내 정류소 이용현황으로는 버스의 경우 은석교 정류장과 롯

데아울렛 부근 정류장의 이용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4)

[그림 2-8] 파주출판도시 대중교통 현황도

출처: 파주시 교통정보 센터 http://traffic.paju.go.kr 재구성

14) “파주시 교통정보센터 정류소 이용 데이터:”. http://traffic.paju.go.kr 파주시 교통정보센터. (검색일 
2017년 12월 08일)



- 15 -

5) 토지이용계획

가. 산업용지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파주출판도시의 산업시설용지는 585,888.6m2이고 

전체면적의 37.5%에 해당하는데 타 국가산업단지들(반월특수지역: 51%, 서울디

지털국가산업단지: 75%15))이 50%를 웃돌지만, 파주출판도시는 전체 면적의 

21%에 해당하는 단지 중앙의 유수지로 인해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나. 주거용지

파주출판도시의 주거용지는 1단지가 28,127.2m2, 2단지가 18,274.0m2이며 모

두 계획상 단지 내 종사자를 위한 주거용지로 계획되었다.16) 하지만 1단지 주

거용지의 경우 종사자를 위한 주거용이 아닌 137세대의 타운하우스가 들어서

있어 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주거용지 내 상주계획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입주기업 종사자와 

근로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총 280세대의 LH 파주출판 행복주택이 

17년 11월에 완공하였다.17)

[그림 2-9] 파주 헤르만하우스 조감도

출처: 부동산114

 
[그림 2-10] LH 파주출판 행복주 조감도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5) 한국산업단지공단(2016). 『한국산업단지총람』.

16) 한국토지주택공사(2013).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계획 설명서』.

17) 한국토지주택공사(2016). 『파주출판 행복주택 입주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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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m2) 계획 세대수 (호) 현 세대수 (호)

1단지 28,127.2 297 137

2단지 18,274.0 146 280

총계 44,251.4 443 417

[표 2-3] 1ㆍ2단지 주거용지 세대 계획 및 현황 

다. 지원시설

지원시설은 1ㆍ2단지 전체 면적 중 8.6%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상업업무시

설과 문화시설, 공공지원시설로 구성된다. 지원시설 면적 134,396.4m2 중에서 

상업업무 시설이 77,615.8m2로 전체 지원시설 면적의 57.7%를 차지하고 있으

며 뒤이어 문화시설이 49,841.1m2로 37.0%, 공공지원시설이 6,939.5m2로 5.1%

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 

상업업무시설은 약 600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1ㆍ2단지 중심에 E쇼핑

몰과 L아울렛이 위치해있다. E쇼핑몰의 가로변 상가는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

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L아울렛의 경우 17년 4/4분기에만 약 100

만명이 방문하는 파주의 대표적인 아울렛이지만, 건물의 설계가 내부 지향적

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L아울렛 쇼핑객의 75%가 파주출판도시를 방문한 경험

이 없다고 응답하였다.18) E쇼핑몰과 L아울렛은 상업업무시설의 반 이상을 차

지하고 있으며 단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시설용지는 단지 중심의 호수 주변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총 4개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 한국영상자료원 파주센터 1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필

지는 8년째 비어 있으며, 지금은 L아울렛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공지원시설은 1ㆍ2단지 각각의 단지 중심에 고루 배치되어 동사무소, 파

출소, 우체국19) 등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1단지의 공공지원시설용지는 지금

18)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파주출판도시 도시진단 연구』.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19) 한국토지주택공사(2013).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계획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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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입주하지 않아 공공주차장으로 운영, 이용되고 있다.

6) 공간구성

가. 가로망

파주출판도시 1·2단지의 가로망은 크게 25m이상 도로, 12m이상 15m이하 

도로, 10m도로, 6m이상 8m이하 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25m이상 도로의 도로

명은 문발로이며, 파주출판도시 1·2단지를 관통하며 연결해주는 중심 도로로

서 왕복 4-5차선의 도로이다. 1단지의 경우 문발로를 중심으로 위 공간은 약 

100m간격으로 내부로 진입하기 위한 폭 12-15m의 진입로가 배치되어 있으며 

내부의 집산도로로는 폭 10m도로의 광인사길이 배치되어 있다. 광인사길은 초

기 보행자와 자동차의 구분이 없는 보차혼용도로였으나, 2014년 시케인

(chicane)기법을 도입한 일방통행의 보차분리도로로 전환되었다. 문발로를 중

심으로 아래 공간은 약 200m에서 260m 간격으로 내부로 진입하기 위한 폭 

12-15m의 진입로가 배치되어 있으며, 폭 12m의 보차분리 도로 문발로가 내부

를 관통하고 있다. 2단지의 경우 약 100m에서 230m간격으로 내부로 들어가는 

폭 12-15m의 진입로가 배치되어 있으며 내부의 집산도로는 10m도로와 6-8m

도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11] 파주출판도시 1·2단지 가로망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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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블록

파주출판도시 1단지의 블록은 대부분 장변이 약 160m에서 250m, 단변이 약 

145m에서 160m로 이루어져 있으며 2단지의 블록은 대부분 장변이 약 129m에

서 230m, 단변이 약 150m에서 220m로 이루어져 있다. 단지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문발로를 면하고 있는 1·2단지의 세부 블록들의 폭은 약 37m에서 45m

정도로 1·2단지 모두 비슷한 폭으로 이루어져 있다. 배후 블록의 폭은 1단지

의 경우 100m에서 120m를 상회하며, 2단지의 경우 1단지에 비해 한 켜 더 나

뉘어져 50m에서 100m정도를 상회하고 있다. 

[그림 2-12] 파주출판도시 1·2단지 블록 분석도

[그림 2-13] 파주출판도시 1·2단지 필지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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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녹지

파주출판도시 1·2단지 내 녹지를 살펴보면 1단지의 경우, 심학산과 단지 

중심을 흐르는 유수지와 한강 변을 이어주는 녹지 축이 약 250m 간격으로 배

치되어있으며, 2단지의 경우 각각 구역 중심에 녹지 축이 문발로에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다. 녹지의 폭은 약 30m로 일정하였다. 건축지침에는 단지 동·서

를 잇는 녹지 축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조성이 되지 않은 1단지의 자유로를 

면해있는 큰 블록의 경우 녹지가 부족하며, 동·서로의 보행이 어려운 상황이

다. 현재 동·서로 연결하는 대부분 녹지는 공원 및 보행자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단지 중심에 있는 호수 서측 변으로 1개의 공원이 존재하며, 접근이 어

려우며, 주변이 유수지로 둘러싸여 있어 근무자 및 방문자들의 이용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또한 1·2단지 전체 면적의 21%를 차지하는 유수지 및 수로의 

경우 접근이 어려워 활용도가 떨어지며, 일부 구간은 악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2-14] 파주출판도시 1·2단지 녹지 분석도

[그림 2-15] 공원 현황

  
[그림 2-16] 녹지축 현황

  
[그림 2-17] 유수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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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주출판도시 1단계 건축설계지침

1) 건축설계지침의 개요

파주출판도시의 1단계 건축설계지침은‘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본구상

/기본계획/상세계획’에 근거하여 1단지의 도시, 건축, 가로등을 조성하기 위

해 별도의 건축설계지침을 수립하였다. 

2) 기본목표 

파주출판도시의 1단계 설계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친화적 생태

도시를 조성한다. 둘째, 도시의 복합적 차원을 고려하는 3차원의 도시를 계획

한다. 셋째, 도시 안에서 일상이 유지되는 자족도시를 조성한다. 넷째.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 다섯째 도시발전에 서서히 속도를 내면서도 다양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를 계획한다.

3) 주요특징

  가. 공간구조(4가지의 선)

파주출판도시 1단계 건축설계의 공간구조는 도시를 관통하는 4가지의 선을 중

심으로 설계하였다. 첫 번째 선은 고속도로 그림자(highway shadow)로서 높이 

8m에 달하는 띠형 건물이다. 건물의 지붕에는 부분적으로 잔디가 깔려있고 용도

는 공장이다. 두 번째 선은 서가유형(bookshelf units)으로서 높이 15m에 달하는 

중정형 건물이다. 건물의 상부에는 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

며 자연채광과 통풍이 가능하다. 도로에 접한 부분은 반지하식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선은 중추부 건물(spine units)로서 높이가 15m에 달하는 고밀 건

물이다. 건물의 형태는 중정형이며 용도는 출판사이다. 네 번째 선은 수변건물

(canal lofts)로서 운하를 따라 설치하는 좁고 긴 건물이다. 지붕은 얕은 경사를 

띠며 높이는 가급적 15m 이하로 설계하고 폭은 9m이하로 한다. 또한 건물 사이

에는 심학산으로 통하는 통풍수로를 두어 환기와 자연채광이 원활하도록 한

다.20) 

20)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1999). 『파주출판도시 1단계 건축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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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물유형

 건물 유형은 3가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우선 벽식 유형(wall type)은 벽을 

일정한 질서에 따라 병렬로 나열된 건물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거젤 유형

(gazelle type)은 습지에 거젤의 다리와 같은 긴 기둥을 같는 건물을 의미한다. 

포디움 유형(podium type)은 갈대 습지에 놓인 거대한 암석과 같은 건물을 의

미한다.21)

[그림 2-18] 공간구조 다이어그램

출처: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1999). 

『파주출판도시 1단계 건축설계지침』
 

[그림 2-19] 건물유형 설명도

출처: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1999). 

파주출판도시 1단계 건축설계지침 자료 

연구자 재구성

[그림 2-20] 1단계 건축설계지침 배치도

출처: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1999). 『파주출판도시 1단계 건축설계지침』

21)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1999). 『파주출판도시 1단계 건축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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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지별 건축지침

필지 규모는 지침 기준 최소 218평에서 최대 21,785평이었으며, 300평, 400

평, 500평 700평, 1000평, 2000평, 3000평, 5000평 등으로 구성되었다. 개발의 

규모는 건폐율은 50%이하, 용적률은 200%이하로 동일하였다. 선1에 해당하는 

구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은 2층이하, 최고높이 10m 이하였으며 나머지 구역의 

건축물 층수제한은 4층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로 구성되었다. 

[그림 2-21] 벽식 유형 지침 사례1

 

[그림 2-22] 벽식 유형 지침 사례2 

[그림 2-23] 가젤 유형 지침 사례1

 

[그림 2-24] 가젤 유형 지침 사례2

[그림 2-25] 포디움 유형 지침 사례1

 

[그림 2-26] 포디움 유형 지침 사례2

출처: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1999). 『파주출판도시 1단계 건축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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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주출판도시 2단계 건축설계지침

1) 건축설계지침의 개요

파주출판도시의 2단계 건축설계지침 또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본

구상/기본계획/상세계획’에 근거하여 수립하였으며, 범위는 파주시 교하읍 문

발리, 서패리, 신촌리 일원에 해당한다.

2) 기본목표

파주출판도시 2단계 건축설계 지침은 1단계 설계와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태의 도시, 3차원의 도시, 자족의 도시, 경관의 도시라는 4가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첫째로 생태도시는 환경의 질을 매개로 원시의 자연과 첨단의 과학이 공존

하는 개념이다. 둘째로 3차원도시는 평면적인 분절과 구획의 수단보다 다양함의 

가치가 공유되는 개방된 환경, 복합된 환경의 개념을 의미한다. 셋째로 자족도시

는 단일한 프로그램을 가지는 산업단지의 한계를 벗어나 일상의 삶을 미래의 지

표로 준비하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경관도시는 기대나 명분의 가치를 넘어 함께 

살고 함께 어우러지며 서로를 의식하고 절제를 지향하는 공동성을 의미한다.22)

3) 주요특징

공간의 구조는 호수를 바라보는 수변지역과 대상지 뒤편의 경계를 따라 생

성된 긴 띠구조의 배후지 지역, 그리고 수변지역과 배후지 지역 사이의 필드 

블록 지역으로 구성된다. 

 
[그림 2-27] 2단계 공간구성 다이어그램

출처: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2011). 『파주출판도시 2단계 

건축설계지침』

22)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2011). 『파주출판도시 2단계 건축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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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건축지침은 17개의 필드 블록과 22개의 독립유형, 특수 프로그램별 

예시로 구성되어 있다.

필드 블록은 건축 필지의 교차 부분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안으로서, 상호

간의 연계를 중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독립 유형은 필드 블록의 반복에 따른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필드 블록으로 통합하기 어려운 필지에 해당한다. 특수 

프로그램은 상업지역1ㆍ2, 문화시설, 폐기물시설, 주거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있다.23) 

[그림 2-28] 상업지역2 제안

출처: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2011). 『파주출판도시 2단계 건축설계지침』

[그림 2-29] 필드 블록 배치도

출처: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2011). 『파주출판도시 2단계 건축설계지침』

23)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2011). 『파주출판도시 2단계 건축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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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지별 건축지침

필지 규모는 지침 기준 최소 205평에서 최대 3210평이었으며, 300평, 400평, 

500평 700평, 1000평, 2000평 등으로 구성되었다. 파주출판도시 2단계 개발 계

획안(2006)을 살펴보면 1단계 개발 사업에서 대형 필지 분할로 인해 여러 문

제가 발생하여 공동개발과 합벽을 통한 100평 크기의 소규모 필지 도입의 필

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2단계 건축설계지침(2011)의 상업지역2의 대지면적을 

100평대의 소규모 필지로 구획하였으며 합벽 건축물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현

재 상업지역2의 필지 크기는 제안된 100평대 필지 2개가 합쳐진 약 200평 규

모로 구획되어 있는데. 공동개발을 통해 공용지하주차장을 개발하는 등의 이

점이 있으나, 실현되기 어려워 200평의 개별 개발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의 규모는 건폐율은 50%이하, 용적률은 200%이하로 동일하였으며, 건축

높이는 대부분 15m이하지만, 일부 필지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라 12m

이하인 필지도 존재하였다. 1단계 지침의 경우 지침 상에 주차대수에 대한 지

침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1단계 조성 이후 불법노면주차와 주차 공간 부

족으로 인해24) 100m2 당 1대로 규제하였다.

[그림 2-30] 2단계 지침 사례1

 
[그림 2-31] 2단계 지침 사례2

출처: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2011). 『파주출판도시 2단계 건축설계지침』

24)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원협동조합 출판도시 2단계 건설 추진위원회(2006), 『파주출판도시 2
단계 개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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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파주출판도시 3단지 계획안 검토

본 논문에서 다루는 파주출판도시 3단계 계획안은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

단지 3단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방안 검토 단계에서 제시된 토지이용계

획안이다. 파주출판도시 3단계 계획안을 지형적 특성에서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현재 계획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3단지 계획 대상지의 현황과 이전에 논의가 된 ‘파주북팜시티’개발구

상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2.1. 3단계 계획 대상지 현황

1) 현황

3단계 계획부지는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에 위치한 파주출판도시 1단계 남쪽

에 있는 농림지역 755,255m2 해당하며, 동서대로, 장월평천, 문발로로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상지를 경계 일부분은 파주시와 고양시 시경계를 면하고 있

으며 대상지 북쪽의 계획관리지역에는 주거와 공업이 혼재되어 있다. 남쪽으

로는 한강으로 유입되는 장월평천이 흐르고 있으며 중앙에 심학산 줄기의 작

은 봉우리가 위치해 있다.

구분 도시관리계획 현황 비고

용도지역(용도구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부지

내부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부지

외부
도시계획시설 도로 문발로, 동서대로, 산남로

출처: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2016).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3단계 사업계획(안)』

[표 2-4] 3단계 대상지 주변 도시관리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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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3단계 주변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그림 2-33] 3단계 주변 현황도

2) 지형현황

대상지는 한강하류의 퇴적지형으로 평탄한 지형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표고는 5m이며, 최고표고는 15m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대상지의 경사는 

대부분 5도 미만으로 평탄한 지형을 보이고 있다. 대상지 북측 경계의 중앙 

부분으로 약 18.3m의 심학산에서 이어져 내려온 줄기가 위치해있다. 그리고 

남측 경계를 면해서 장월평천이 흐르고 있으며, 동측 경계로는 대상지에서 약 

3~4m 높이의 동서대로가 지나고 있으며, 서측 경계로는 약 1m 높이의 문발로

가 지나고 있다,

[그림 2-34] 표고분석도 

 

[그림 2-35] 경사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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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대상지에서 바라본 동서대로

사진출처: 네이버지도 로드뷰 재가공

 
[그림 2-37] 대상지에서 바라본 심학산과 줄기

촬영날짜: 18.09.17

[그림 2-38] 3단계 부지 항공사진

사진출처: 네이버지도 항공뷰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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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북팜시티와 현재 계획안

1) 파주 북팜시티

파주 출판도시 3단계 부지의 초창기 계획안으로 위치는 출판도시 남쪽 인근 

파주 및 고양시의 농업진흥지역이며 총 3,300,000m2 약 100만평에 달하는 거

대한 규모25)로 계획되어 있지만 85%가 농업용지로 계획되어 있다. 

 1차 산업인 쌀 산업과 2차 3차 산업이 동일 공간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서 산업간 융합 시범 단지화하는 것을 개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출판영상, 정

보통신, 영화방송, 농업관련 산업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림 2-39] 파주출판도시 3단계 사업 토지이용계획 구상도

출처: 이상훈, 이외희, 이수진, 채지민(2012). “파주출판도시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1-61

 

구분
면적

(㎡)

구성비

(%)

전체 

대비 

구성비

소계 495,000 100.0 15.0

출판

영상
165,000 33.3 5.0

정보

통신
198,000 40.0 6.0

방송 132,000 26.7 4.0

농업

관련
198,000 - 6.0

절대

농지

2,607,0

00
- 79.0

총면적
3,300,0

00
- 100.0

출처: 이상훈, 이외희, 이수진, 

채지민(2012). “파주출판도시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1-61

[표 2-5] 기능별 구성비

25) 파주출판도시 1·2단지 전체를 포함한 면적은 1,561,938.6m2이고, 1단지는 874,042.6m2, 2단지는 
687,896.0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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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파주출판도시 3단계 계획안

현재 파주출판도시 3단계 계획안은 초기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를 포함한 북

팜시티의 부지면적에서 대폭 축소되어 출판도시 남쪽의 농업진흥구역 면적

848,360m2을 범위로 하고 있다. 주요유치업종으로는 출판, 인쇄, 영상, 출판유

통 등의 기존 파주출판도시 입주업종과 출판도시와 연관된 연구 개발업, 디자

인, 전문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교육, 농업, 시설작물 재배업의 신규 업종을 계

획하고 있다.

구  분 면적(㎡) 구성비(%) 계 획 안

총 계

[그림 2-40] 파주출판도시 3단계 계획안(재구

성)

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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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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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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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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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공공·

문화시설

하천

출처: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2016).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3단계 사업계획(안)』

[표 2-6] 파주출판도시 3단계 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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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최근 산업 집적지 설계 사례 분석

3.1. 상암DMC

1) 개요

상암DMC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새천년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일대에 

69,925㎡(약1,720,00평) 규모로 조성한 첨단 디지털미디어 엔터테인먼트(M&E)

클러스터이다. 서울시와 SH공사 주도로 2011년 12월 31일에 준공하였다. 966

개 입주기업에 총 종사자수는 17년 1분기 기준 44,970명에 이르고 있다. 주요 

유치업종으로는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등의 미디어산업 및 엔터

테인먼트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하는 산

업과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 소비하는 산업,  소프트웨어 및 IT관련 서비스업, 

IT·BT·NT연구 및 제조업으로 나누어진다. 상암DMC의 기본 공간구성은 미

디어와 문화시설의 수평축과 디지털과 IT관련 시설의 수직축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중심부에 집적화한 선도시설을 구성하였다. 특히 상암DMC는 단지 중심

가로를 단지 정체성인 디지털미디어 컨텐츠와 첨단 기술을 물리적인 가로환경

과 결합하여 DMS(Digital Media Street)를 조성하였다.

[그림 2-41] 상암DMC 기본 공간구성

출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2013). 『디지털 미디어 시티 10년사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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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용도

상암DMC의 가로망 구성은 남북 방향으로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와 동

서 방향으로는 보행자 이동 위주의 도로로 구성하여 차량과 보행 동선의 분리

를 유도하였다. 대상지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도로를 살펴보면, 동측에는 폭 

30m의 양방향 6차선의 증산로, 서측에는 폭 35m 양방향 7차선인 가양대로, 

북쪽에는 폭 25m 양방향 5차선의 상암로, 남측에는 폭 40m의 양방향 6차선 

월드컵로가 지나고 있다. 그리고 대상지 중심을 동-서 방향으로 지나는 폭 

40m 양방향 8차선 원드컵북로와 남-북 방향으로 지나는 폭 28m 양방향 5차선 

상암산로가 있다. 그리고 대상지 중심도로인 월드컵북로와 상암산로에서 블록

내부로 들어가는 이면도로들은 대부분 폭 15m 왕복 2차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가운데 폭 3m의 경계식재가 설치되

어 있다. 

보행의 경우 상암DMC의 모든 도로 양쪽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기본 공간골격인 수평축과 수직축에서 블록을 관통하는 경우 

보행자전옹도로를 조성하여 블록간의 통행에 용의하도록 계획하였다. 중심에 

위치한 선도시설 블록의 경우 블록 내부를 남-북, 동-서측으로 관통하는 보행

자전용도로가 구성되어 있으며 남-북측의 경우 폭 20m, 동-서측의 경우 폭 

10m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단지의 골격을 형성하는 중심 도로를 활동이 일어나는 가로로 설정하

고 상업·업무 등의 주요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반면 상암DMC의 경우 단지 

중심 도로 면으로 폭 17m의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도로를 둘러싼 활동보다는 

통행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단지 내부에 중심활동가로를 설정하여 주

변으로 중심시설과 보행자도로를 배치하여 유도하였다.(그림2-42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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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상암DMC 가로망, 공원 및 녹지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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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계획

상암 DMC 내부의 중심 시설을 관통하는 두 개의 축을 중심활동가로로 설

정하고 전면공지, 공공조경 등의 대지 내 공지와 필로티, 중정, 로비 등의 건

축적 매개공간을 가로의 기능을 보완·확장하기 위한 공유공간으로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중심활동가로를 면한 건물 저층부(1~2층)

용도에 있어서는 시설과 용량, 형태에 있어서는 건축선과 외벽처리를 계획지

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2-43] DMC건축물 형태

출처: 디지털미디어시티(2013). 

『DMS 조성기본설계』

 [그림 2-44] DMC 중심활동가로 및 주변 용도

가. 용도

DMC의 가로활동 증진과 다양한 문화기능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저

층부 1,2층을 지정용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건축법상의 용도 구분에 따

라 지정용도를 제시하고 마스터플랜상의 구체적인 시설을 제시하고 있다. 중

심활동가로에 면한 건물의 경우, 저층부 1,2층 연면적의 70%이상으로 제한하

고 있다. 중심활동 가로변 저층부의 용도26) 예시로 의류, 잡화, 서적, 카페, 식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45호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 명시된 중심활동 가로변 저층부 및 건축물 저층부 구간에 대한 용도 계획 내용
* 중심활동 가로변 저층부(1,2층) 저층부 용도1(건축물저층부구간 1, 2층 연면적의 70% 이상):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
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
* 건축물 저층부 구간(1,2층) 저층부 용도2(건축물저층부구간 1, 2층 연면적의 30% 미만): 주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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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등의 상업용도나, 전시 및 공연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27) 

나. 건축선지정

보행의 연속성 및 상업가로 조성을 위해 건물의 저층부(1~2층)에 저층부 벽

면 지정선(1m~3m)을 지정하고, 고층부 조성으로 인한 위압감 방지와 개방감 

확보를 위해 고층부 후퇴를 위한 건축한계선(벽면 지정선에서 6m후퇴)을 지정

하였다.

다. 외벽처리

중심활동가로의 건축물 1층 벽면의 50%이상 투시벽을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1층 셔터 전체를 투시형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용도
27)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2010). 『DMC 종합발전계획1(물리적 계획 및 외연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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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곡산업단지

1) 개요

  마곡산업단지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일대 3,412,302m2에 컴퓨

터, 반도체, 정보통신 등의 IT산업, 유전공학, 바이오 등의 BT산업, 친환경, 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GT산업, 나노기술 중심의 NT산업과 ,R&D 연구개발의 첨

단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집적과 업무상업,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서울

시와 SH공사가 추진하였으며 2009년 9월 착공하여 2018년 완공을 앞두고 있

다. 원래 이곳은 서울월드컵경기장 후보지 중 하나28)였으나, 상암으로 결정되

면서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연계된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사업이 먼저 추

진되게 되었다. 이후 주변에 발산 택지개발, 방화 뉴타운 개발계획, 김포공항 

종합개발계획 등 마곡 주변으로 대규모 개발과 계획이 수립되어 마곡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

2) 주요교통

 마곡지역의 입지는 한강이남 서울 서측인 강서구에 위치하고 도심과는 

13km가 떨어져 있으며, 여의도와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와 연결되며 인천공

항, 김포공항,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연결되는 지역에 입지해있다. 그리고 대상

지 내부에는 총 5개소의 지하철역이 있으며, 강남과 여의도를 통하는 5호선 

및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는 공항철도가 관통하고 있다. 특히 김포공

항이 인접하고 있어 항공교통여건 또한 우수한 교통의 요충지라는 입지적 잠

재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계획하게 되었다.29)

28) 박신홍, “강서구, 마곡지구 월드컵경기장 유치 추진”, 『중앙일보』(1997년 08월 27일).

29) 서울시(2017).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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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로망구성·용도

마곡산업단지의 가로망구성은 기존 도시조직의 가로체계를 반영하고 연계하

여 기본골격을 구성하였다. 그로인해 대상지를 지나는 공항대로와 발산로를 대

상지 내부로 연장하여 중심가로로 하고, 내부는 격자형 도로로 구성하였다.

대상지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를 살펴보면, 동측에는 폭 30m의 양방향 6차선

의 강서로, 서측에는 폭 40m의 양방향 6차선 방화대로와 북측에는 폭 30m의 

양방향 6차선 양천로가 지나고 있다. 그리고 대상지 중심을 지나는 영등포와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공항대로는 폭 48m 양방향 9차선으로 가장 넓은 폭의 도

로이다. 나머지 단지 내부를 구성하는 보조간선도로의 경우 폭 30m 양방향 5차

선, 집산도로의 경우 폭 12m-20m로 양방향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계획되었다. 

대상지 내부의 간선도로와 집산도로 모두 보도가 양방향 설치되어 있었다. 그

리고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해 각 클러스터 별로 구성되어있는 근린공원과 지하

철역을 연결하고 전체적으로는 단지 중심의 서울식물원과 연결가능하게 계획하

였다. 마곡산업단지의 용도구성은 역세권 및 도보권 거리를 500m로 설정하고 

500m 내에 자족적생활을 위해 주거, 연구, 산업, 상업, 지원, 공원시설을 배치하

였으며, 유치산업의 특성에 따라 코어·InT·BiT·GeT·BmT 클러스터(cluster)

로 총 5개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성하였다. 상업‧업무용지의 경우 마곡·발산·

마곡나루·양천향교역 주변과 단지 주요 도로인 공항대로와 강서로, 마곡중앙

로를 면하여 계획되었으며, 산업과 업무시설을 지원하기위한 지원시설은 보행

자전용도로에 면하여 단지 내부에 계획되어있다. 공원은 단지 중심에 호수와 

서울식물원이 있는 대형공원이 있으며, 역·생활권·클러스터 등의 거점들을 

고려하여 거점공원을 배치하고 각각 공원을 연결녹지로 연결하여 녹지축형성 

및 그린네트워크를 구현하였다. 또한 보행에 있어서 연결녹지 이외에도 마곡역

(5호선)과 마곡나루역(공항철도·9호선), 광장의 연계를 위해 지하공간에 보행공

간을 계획하고 입체적 도시가로를 형성하기 위해 광장과 국제복합 업무지구에 

지하철연계 보행통로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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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마곡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출처: 서울시 (2017).『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설명서』

30) 서울시(2017).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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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지원시설에 면한 연결녹지축 예시도

출처: 서울시 (2017).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설명서』

[그림 2-47] 건축물 지하보행로 조성 개념도

출처: 서울주택공사(2013). 『-마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하철연계 보행통로계획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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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계획

마곡산업단지의 경우 가로변 활성화 및 정돈된 도시 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명시하고 있다. 가로변으로 3층이하

(12m내외)의 저층부를 형성하고 저층부 건축지정선을 기준으로 6m 후퇴하여 

4층이상의 고층부를 형성하여 넓은 개방감의 가로환경과 통일된 도시 경관을 

조성하였다. 특히 산업시설용지 내 보행활성화를 위해 기숙사, 식당, 매점, 기

업홍보·전시장, 보육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저층부에 허용하였으며, 부대시설

은 가로·연결녹지·공공보행통로 변에 배치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가로변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가로활동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지의 경우 도로·연결

녹지·공원·공공보행통로 변(이하 도로등)에 면한 건물의 1층은 시각적 개방

감 확보를 위해 도로 등에 투영된 벽면길이의 1/2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그

리고 상업용지와 업무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편익시설용지, 주차장용지 등에서 

저층부 건축지정선과 저층부 건축지정선(1층 전면지정용도)에 면한 1층 외벽면

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처리한다고 지침으로 명시하였다.31) 

[그림 2-48] 저층부 건축지정선 및 고층부 건축한계선 예시도

출처:『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서울시(2015)

31)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서울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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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최근 설계된 산업단지를 살펴본 결과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계획 단계에서

부터 보행을 위한 공간을 보행자전용도로나 연결녹지로 지정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폭은 중요한 활동공간의 경우 20m 정도였으며, 블록 내부를 통행하기 

위한 용도로는 6m 정도의 폭으로 계획하였다. 인접시설용도의 용도의 경우 업

무와 산업시설용도가 주를 이루었으며 단지 내부에서 녹지·오픈스페이스 및 

주요 시설간의 이동을 용이하도록 연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행자가로를 면

하고 있는 저층부와 건물의 1층 연접부를 보행환경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이에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통해 용도, 형태, 투시성 등을 명

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구분 방법 유형 폭(m)
인접시설

용도지역

녹지·오픈

스페이스 

주요시설간 

연계

연접부 

계획
형태

상암

DMC

지구

단위

계획

보행자

전용

도로

6~20 업무/산업 O O

마곡

산업

단지

연결

녹지
12~60

지원/산업

/상업
O O

파주

출판

도시

건축

지침

공용

공간
- 산업 X X

 ❚: 산업  ❚: 지원  : 보행 공간 : 연접부 계획 : 대지경계선

[표 2-7] 보행환경 공간구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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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상지의 지형적 특성 분석과 문제점 도출

본 연구는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복원되어 있고, 한강

하류의 생태적 경관이 잘 나타난 곳에 업무 및 산업시설이 집적된 파주출판도

시를 고찰하고 있다. 고찰함에 있어 주요 핵심어로 ‘지형적 특성’이라는 것

을 정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지형적 특성이란 첫째, 땅이나 대지가 갖고 있는 

지형, 지질, 생태와 같은 자연환경과 둘째, 대지 위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

든 활동을 의미하며, 셋째, 대지 위에 지어진 건물, 도로, 도시기반시설 등의 물

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즉 대지의 전반적인 속성을 지형적 특성이라 정의하였

다. 그리고 지형적 특성은 환경적 지형, 문화적 지형, 구조적 지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환경적 지형에서는 파주출판도시의 지형과 지질, 유수지와 수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문화적 지형에서는 파주출판도시의 입주기업현황 및 

업종계획과 근무자와 방문자들의 이용에 대한 구심점을 분석하였고, 구조적 지

형에서는 파주출판도시의 접근성과 도로체계, 주차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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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파주출판도시 1·2·3단계의 지형적 특성분석

1.1. 환경적 지형

1) 환경·생태·경관

가. 과거의 기억

파주출판도시 1·2단계의 부지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여 서해로 흐르는 

한강 하류의 저습지로서 갯골로 크고 작은 여러 지류들이 한강과 연결되어 있

었다. 1980년대 말 대규모 범람 이후 1990년 초반 제방형 도로인 자유로가 건

설되고 대상지는 한강과 단절되게 되었다. 이후 갈대 습지가 형성되었으며, 주

변의 갯벌지역은 평탄하여 논으로 이용되어왔다.32) 파주출판도시 3단계 부지

는 위와 마찬가지로 습지의 평탄한 퇴적지이나 비교적 한강변과 거리가 있어 

논경지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 대상지 변화 지도 및 항공사진

32) 이경재 외(2004).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갈대 샛강 생태계 보전·복원 기술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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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자유로 조성 이후 대상지_붉은 색이 유수지 및 수로

출처: 한국토지공사(1997).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나. 유수지와 수로

① 계획

파주출판도시 1·2단계의 부지는 경사가 없는 평탄지의 폐천부지로 초기 계

획은 갈대 샛강과 유수지 전체를 매립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갈대밭과 

도시구조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공간33)을 위해 수로와 유수지를 보존하기로 하

여 지금의 갈대 샛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수로와 유수지를 보전한 것은 긍

정적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자유로 조성이후 단절된 습지의 회복 없이 모두 

성토하여 가용지로 판단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단지 내 수로와 유수지 

활용에 대해 조망 등의 소극적 방안제시 단계에 그쳤으며, 종합적인 단지 환

경을 고려한 형태, 방법, 동선 등 상세한 계획과 설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② 현황

현재 파주출판도시에서 유수지와 갈대 샛강의 이용현황은 1단지의 일부구간

에서 관람데크를 설치하여 갈대 샛강으로 접근 및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린공원 내부에 유수지 내부의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탐조대가 설치되어 있

다. 또한 갈대샛강은 문발로와 일부구간 면하여 진행하는 구간에 있는 녹지대

의 너비가 넓어 도보에서 수로까지의 거리가 멀고, 녹지대의 관목이 무성하게 

33) 승효상 (2010). 『파주출판도시 컬처스케이프』. 기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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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있어 수 공간 조망에 방해가 되고 있다. 또한 갈대가 갈대 샛강 수면공간

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의 수 공간으로의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 

[그림 3-3] 관람데크 현황사진1

 
[그림 3-4] 관람데크 현황사진2 

[그림 3-5] 유수지 탐조대 현황사진 

 
[그림 3-6] 수로 조망 분석도

[그림 3-7] 1단지 갈대샛강 현황분석도

 모두 11월 02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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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형·지질

① 계획

수로와 유수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가용지로 하여 단지계획을 수립하였

다.34)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대상지는 3.6m에서 5.1m사이 표고의 대지였는데 

계획고를 5.6m로 계획하여 성토로 인한 경관변화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파주출판도시 1·2·3단계 지역 모두 하천의 퇴적에 의해 만들어진 충적층지

대에 위치해 있으며, 3단계 지역의 심학산 부근의 일부 구간에서 흑운모편마

암지대가 위치해있다. 

② 현황

기존 논경지로 쓰이던 배수가 불량한 토양위로 최소한의 성토로 인해 단지

의 일부 구간에서 가로수의 생육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황이다. 이에 여름철 

보행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림 3-8] 파주출판도시 1·2·3단계 지역 지질도

 

[그림 3-9] 생육상태 불량 가로수 현황

라. 경관

① 계획

심학산에서 한강의 조망과 연결을 위해 대상지 내부(동-서)를 관통하는 녹

지축을 계획하였다. 안보상의 이유와 내부 지향하는 가치들로 인해 건축물의 

34) 이경재 외(2004).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갈대 샛강 생태계 보전·복원 기술개발을 위한 모니
터링』.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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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를 낮게 계획하여 한강과 심학산 사이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 노력하

였다. 또한 한강과 심학산을 향한 조망이 가능한 건물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

도록 강으로부터 수직으로 건물을 계획하였다.

② 현황

한강과 심학산 사이의 연결을 위한 녹지출 일부가 실현되지 않아 단절되었

으며, 생태와 문화를 지향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생태(수로, 한강과 심학

산)의 이미지보다 도로와 건축물이 주를 이루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건축

지침을 통해 가로와 건축물을 중심으로 통일성 있는 정돈된 이미지와 개별 건

축물의 디자인이 모여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아 아랍에미리트

‘세이크자이예드 도서상 문화기술부문 최고상(2012)’을 비롯해 ‘대한민국 

토목 건축대상(2006)’ 조경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35)하였다. 그리고 광고와 

화보,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곽광을 받고 있다.

[그림 3-10]

심학산에서 한강으로의 조망축과 한강조망을 

위한 건물이 보이는 투시도

출처:파주출판도시 1단계 건축설계지침(1999)

   
[그림 3-11] 단지에서 보이는 심학

산 모습

촬영날짜: 18.11.02

35) 이환구(2018).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만족도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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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파주출판도시 1·2단계 녹지현황도 

[그림 3-13] 지혜의 숲 배경 통신사 광고

출처: SKT T건강걷기 광고

 [그림 3-14] 지혜의 숲 배경 의류업체 광고

출처: 유니클로 18ss 앵클팬츠 남자 편

  

[그림 3-15] 2단지 배경 의류업체 광고

출처: 유니클로 18ss DRY-EX 남자 편

 [그림 3-16] 미메시스 미술관 드라마 촬영

출처: JTBC 드라마 미스티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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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화적 지형

1) 유치업종

가. 계획

유치업종은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따르면 출판업,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영상산업, 출판유통업, 일반창고업으로 제한

하고 있으며 배치계획은 그림2536) 상단부분과 같다. 1단지의 경우, 자유로를 

면하는 부분을 따라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과 영상산업을 배치하고 

있으며 그 내부로는 출판업과 영산산업, 그리고 1단지 입구 부근에는 출판유

통업, 일반창고업으로 계획하였다. 2단지의 경우, 롯데아울렛을 기준으로 좌측

으로는 출판업,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으로 출판업을 밀도있게 계획

하였으며, 우측으로는 영상산업, 출판업,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영상

산업을 중심으로 계획하였다. 문발IC를 기준으로 우측으로는 소프트웨어산업

과 출판업,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으로 계획하였다. 

나. 현황

현황을 살펴보면 A구역은 계획과는 다른 업종이 분포해있는 구역으로서, 출

판산업의 장기불황과 일부 출판업체들이 마포 일대의 서울로 회귀하여37) 입주

기업이 이탈한 곳에 예술인들이 입주하여 작업실, 갤러리 등으로 사용하고 있

다. 현재 파주출판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큐레이터, 디자인 등의 미

술관련 전문가들의 협동조합 ‘파주아트벙커협동조합’이 있으며, 예술·문화

관련 세미나와 전시 등을 기획하고 주최하고 있다. 그리고 파주출판도시에 입

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숫자는 100여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B

구역과 C구역은 배치 계획과 마찬가지로 출판, 인쇄산업이 분포하고 있다. D

구역은 배치 계획에 따라  영상산업과 출판업이 고루 분포학고 있다. E구역은 

36) 현황도의 내용은 파주출판도시 도시진단 연구(2018)의 필지별 대표업종 분포 현황도를 재구성 하였
음.

37) 파주시(2014). 『파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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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출판업, 인쇄 및 인쇄 관련 산업 배치가 계획되었으나 현재 

인쇄업종 다수와 일부 출판업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 3-17] 업종별 배치 계획 및 현황 분포도 

[그림 3-18] 예술인 작업실 모습

촬영날짜: 18.09.17

  
[그림 3-19] 갤러리 전시 모습

촬영날짜: 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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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심점

파추출판도시는 용도계획과 물리적 공간상의 중심과 조성이후 실제 이용 측

면에서의 중심이 서로 불일치하고 있으며 근무자와 방문객, 단지를 묶는 단지 

구심점이 결여된 상황이다.

용도계획과 물리적 공간상의 중심은 롯데아울렛과 문화시설구역이 위치한 

곳으로서 상업과 문화시설 모두 대형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롯데아울

렛의 경우 조성 후 많은 쇼핑객이 이용하고 있지만 출판도시 방문객과 쇼핑객

의 목적은 상호 분리38)되어 있으며, 내부 지향적 설계 등으로 단지 기여도가 

미비하고 단지 중심에 상업시설과 연계한 대규모 필지의 문화시설을 조성하였

지만 문화시설의 경우 공공에 의존하여 한국영상자료원 파주보존센터를 제외

하고 나머지 3개 필지는 지금까지 미 입주 상태로 아울렛의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 이용의 측면에서의 중심은 아시아출판문화센터가 위치한 곳으로서 이

곳은 파주출판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기업은행, 컨벤션 등의 기업지원시설과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의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앵커시설이

다. 실제로 이곳에서 파주출판도시의 대부분의 문화축제 장소로 활용되고 있

다. 하지만 아시아출판문화센터 건축물 이외에 공동체 형성 및 휴식을 위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가 결여되어 있으며, 앞에 있는 미 조성 공공용지는 아

시아출판문화센터를 방문한 방문객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주차용량

이 적으며, 관리가 소홀하여 주변이 어수선한 상태이다. 

38)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파주출판도시 도시진단 연구』.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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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계획상 중심과 실제 이용의 측면에서의 중심 위치도

진한 부분이 이용의 측면의 중심, 연한 부분이 계획상 중심

 [그림 3-21] 

센터 앞 미 조성 공공시설용지 

현황 출처: 네이버지도

  [그림 3-22]

미 조성 문화시설용지 현황

촬영날짜: 18.11.02

1.3. 구조적 지형

1) 접근성

자유로와 파주출판도시의 진입경로로는 서울에서 오는 하행선의 경우, ‘장

월IC’를 이용하는 방법과 ‘파주출판도시 자유로 휴게소’를 통한 방법, 

‘운발IC’를 이용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 ‘장월IC’를 통해 나오면 문발로

와 이어지며 1단지의 세종삼거리 까지 약 1.6km를 이동해야 하며, ‘파주출판

도시 자유로 휴게소’를 통해 나오면 바로 직지길로 진입할 수 있으며, 2단지 

중심에 위치한‘운발IC’를 통하면 바로 문발로로 진입할 수 있다. 임진각 방

면에서 서울로 향하는 상행선의 경우 ‘운발IC’를 이용하여 나오는 방법 밖

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약 1.5km 우회 후 문발로로 진입할 수 있다. 파주출판

도시에서 자유로로 나가는 방법은 문발로에서 바로‘장월IC’를 이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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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세종삼거리에서 약 2.4km 떨어진 ‘구산IC’를 이용해야하는데, 문발로

를 나와 ‘구산IC’까지 폭4m의 1차선차로를 이용하여 2개의 암거를 거쳐 자

유로로 진입할 수 있다 . 그리고 ‘운발IC’를 이용하는 경우, 파주출판도시에

서 나와 양방향 2차선 지방도를 이용하며 약 2km를 우회하여 자유로에 진입

할 수 있다. 그 외로는 파주출판도시 2단계 끝 지점에서 임진각 방면으로 바

로 진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출판단지 경영자 설문조사에서 도로체계 개

선 우선사항에서 ‘자유로 서울방향 IC개선’에 84.0%가 응답39)을 하고 있어, 

다수의 근무자들이 불편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3-23] 출판도시에서 자유로(서울방면)진입 

위해 거치는 암거1

사진출처: 네이버지도 로드뷰

 

[그림 3-24] 출판도시에서자유로(서울방면)진입 

위해 거치는 암거2

사진출처: 네이버지도 로드뷰

39)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파주출판도시 도시진단 연구』.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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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문발IC 주변 자유로 진출입 현황도

[그림 3-26] 장항IC 주변 자유로 진출입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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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

가. 계획

파주출판도시의 1단지의 경우 공용주차용지를 중심으로 도보권 약 200m 반

경의 구역으로 블록이 계획되었으며, 총 6개소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산업용지

의 개별 필지의 주차 대수는 300m2 당 1대로 계획하였으며 당시 지반의 조건

상 모두 지상 주차장으로 계획40)하였다.

1단지 조성 이후 주차문제에 대해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2단지 계획 시, 1단

지 보다 좁은 간격으로 공용주차장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필지의 주차 대수를 

100m2 당 1대로 확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계획하였다.

나. 현황

1단지의 경우 조성된 6개의 주차용지 모두 출판도시 내 입주기업에게 판매

하여 사적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타 회사 근무자나 방문객의 이용이 금지되어 

있다. 방문객이 사용가능한 공용주차장은 조성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 3개소

를 사용하고 있다. 

2단지의 경우 계획된 5개의 공용주차장 모두 계획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

었다. 하지만 파주출판도시 건축지침에서 추정한 수요 주차면수는 9,286대로 

실제 조성된 총 주차면수는 6,616대41)에 그쳐 계획 대비 설치된 주차면수와 

방문객, 근무자들을 위한 공용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거의 모든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

40) ㈜종합건축사사무소 토문 컨설탄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1995).『출판문화정보산
업단지 기초조사연구』.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41) 파주출판단지 내 조성된 주차면수 현황: 산업시설용지-3,439대, 상업시설용지-2,507대(롯데아울렛 
1,792대 포함), 주거시설용지-143대, 공공시설용지-95대, 주차용지-432대로 총 6,616대
출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파주출판도시 도시진단 연구』.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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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파주출판도시 1·2단지 주차 현황도

[그림 3-28] 회동길 현황

촬영날짜: 18.02.09 

 [그림 3-29] 광인사길 현황

촬영날짜: 18.02.09 

 [그림 3-30] 공공용지 현황

촬영날짜: 18.02.09 

3) 도로체계

가. 1·2·3단지 주변 주요 도로

단지 서쪽으로 약 8m높이의 제방을 따라 도시고속도로인 자유로가 설치되

어 있으며, 장월평천을 지나는 약 380m 구간에는 교량으로 되어있다. 3단계 

계획 대상지를 면해서 운정신도시와 장월IC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가 약 

3m 높이로 성토되어 대상지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동서대로의 탑골IC를 통해 

일산으로 연결되는 제2자유로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3단계 계획 대상지의 

북쪽으로는 동서대로와 출판도시 1단지를 연결하는 산남로가 위치하며, 세종

삼거리에서 출판도시 1·2단지를 관통하는 문발로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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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1·2·3단지 주변 주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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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행 및 공용공간

파주출판도시 1·2단지 계획에서 공동성 형성과 외부활동의 공간으로 블록 

내부에 공용공간 및 공공통로를 조성하여 보행 및 활동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를 건축지침에서는 개인의 필지를 가로질러 연결하는 ‘녹도(green 

corridor)’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단지의 녹지와 주요 중심 시설 간 연결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스터플랜단계(1998)에서 출판시설용지 

주변으로 보행자 중심의 일방통행 상징가로를 조성하여 판매·위락·전시·이

벤트 등 다양한 활동이 발생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이후 건축지침(1999)에서 건

축물과 도시의 형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가로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가

로 설계와 가로를 면한 건물의 입면에 대한 계획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그림 3-32] 2단계 공용공간 배치도

(공용공간이 녹지로 일부는 연결, 일부는 

단절되어 일관성 없음)

출처: 출판도시 2단계 건축설계지침 (2011)

 

[그림 3-33] 상징가로 투시도 

(가로를 면하고 있는 건물의 입면이 

닫혀있음)

출처: 출판도시 1단계 건축설계지침(1998)

현재 파주출판도시 1·2단지에서 블록 내부의 공용공간은 보행공간, 정원, 

테라스, 공연장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공용공간

에서 지침 미 이행 및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공용공간은 공용의 

‘골목길42)’의 느낌보다는 개인의 사적 정원의 느낌이 강하여 통행하기에 매

우 꺼려지는 공간도 존재하였다.

42) 파주출판도시 컬처스케이프에서 승효상은 공용공간을 ‘남의 건물 속을 헤집고 다니는 골목길들’
이라 표현하였으며 이는 공동성을 진작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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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행환경의 경우 문화산업단지이지만 가로활동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는 1단지에 위치한 ‘광인사길’한 곳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

로면에 불법주정차가 성행하여 보행환경은 불량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1단지

의 경우 지상주차로 계획하여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 공지의 공간을 주차공간

으로 사용하고 있어 보행환경이 좋지 못하였다. 그리고 면해있는 건물 1층이 

폐쇄적이었으며 그로인해 북카페가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층부를 사무실

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존재하였다. 2단지의 경우, 1단지에 비해 면해있는 건

물 1층이 개방되어 대부분 북카페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문발로와 회동길을 제

외한 모든 이면도로가 보차혼용도로로 보행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그림 3-34] 공용공간 정원 및 테라스 이용

촬영날짜: 18.11.02

[그림 3-35] 공용공간 경계 식재 및 단차 조성

촬영날짜: 18.11.02

[그림 3-36] 공용공간 활용 사례

출처파주출판단지조합뉴스레터 2018.9월호

[그림 3-37] 공용공간 및 공공통로 조성 사례

촬영날짜: 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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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1단지 광인사길 관찰결과 재구성

관찰날짜: 11월 02일 금요일 오후 2시경, 당일 최고/최저기온 1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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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2단지 회동길 관찰결과 재구성

관찰날짜: 11월 02일 금요일 오후 3시경, 당일 최고/최저기온 18.6℃/-1.0℃



- 62 -

2절. 기존 3단계 계획안 문제점 도출

현 3단계 계획안은 사업방안 검토 단계에서 출판도시 측의 사업계획 구상안

이다.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이 계획안을 통해 현재 사업 주체의 3단계 부지

에 대한 시각과 개발 형태 및 도시 공간구성에 대해 파악하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림 2-40참고)

2.1. 환경적 지형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심학산과 한강 사이에 위치한 대지라는 대상지의 지형

적 특성을 고려한 기존 1·2단지의 주요 조성가치가 3단지 계획안에서는 찾아

보기 어렵다. 

자유로 조성 이전 한강 하류의 습지에서 현재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전체를 매립 후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파주출판도시 1·2단지에

서 나타난 기존 저습한 토양과 성토면 사이의 배수 문제와 같은 생태적 문제

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 수계를 일부 활용하여 단지 중앙에 수로를 계획하였

지만 보행자전용도로가 일부 구간에만 계획되어 있어 단지 개별 구역에서 수

로로의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수로변의 활용 또한 미지수이다. 그리고 도

로 위주의 도시 구조와 심학산에서 샛강을 거쳐 한강으로의 조망 축을 통한 

생태 연결성 또한 고려되지 않아 계획안에서 생태도시의 이미지를 읽기 힘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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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화적 지형

3단지 계획안은 파주출판도시 1·2단지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

의 유치를 통해 출판·인쇄·영상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이전을 목표

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3단지의 용도와 도시 형태적으로 내부 지향적이며 

1단지와 연계성이 부족해 보인다. 1단지와의 연계성이 중요한 이유는 1·2단

지 중심에 위치한 대형 상업시설의 많은 이용객이 파주출판도시의 방문객으로

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심에 위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와의 연계

가 매우 어렵다는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3단계의 방문객은 1단지의 방문

객에 의존하지 않고 새롭게 방문객을 유인해야 하는데, 산업이 유사하며 활성

화 방안을 모색 중인 1·2단지의 상황을 보았을 때 더욱 단지 상황을 악화시

킬 것으로 예상된다.

2.3. 구조적 지형

계획안의 도면을 통해서 정확한 도로의 폭과 구조를 파악하긴 힘들지만, 주

변 맥락과 스케일을 통해 가늠해볼 때 1·2단지의 도로체계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의 문발로와 동서대로를 연결하는 도로A는 보차분리의 25m도

로, 대상지 내부의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을 관통하는 도로B 또한 20-25m 내외

로 판단된다. 이외의 도로는 10m 안팎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1·2단지와 같은 

경우라면 일부 구간의 경우 보차혼용 도로로 구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보행자

전용도로가 일부 구간에만 조성되어 있어,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로서 

가로변의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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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파주출판도시 개선 종합

3.1. 파주출판도시 1·2·3단계 문제점 종합

파주출판도시의 기존 1·2단지의 환경·문화·구조적 지형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한강의 폐천부지에 유수지와 수로를 보존하고 민간주도하에 자체적으로 

건축지침을 만들어 질서 있는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문화

산업을 담는 도시임에도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가로 활성화 계획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지속해서 도시의 활력이 저조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와 같은 상황 속에 기존 출판도시 산업의 연계·확장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3

단계 단지가 계획 중에 있다. 기존 단지의 형성에서부터 고려된 생태적 가치

와 문화 활동을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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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지형적 가치 종합 내용

1·2단계

파주출판도시

환경적

지형

환경·생태

유수지와 수로는 보존하였지만 과거 습지였던 땅의 생태적 회복 및 환경 고려하지 않고 성토하였으며, 그로인해 일

부 구간의 식재 생육 상태 불량

유수지 및 샛강 활용 매우 소극적

토지이용 계획 상 녹지 비율이 높지만 대부분 유수지 및 샛강이 차지하며 활동 가능한 녹지 공간이 부족

경관
개성 있는 건축물의 집합과 정돈된 도시계획으로 독특한 도시경관 형성하였으나

생태도시를 지향함에도 도시가 주는 생태의 이미지가 약함

문화적

지형

입주기업현황
문화관련 다양한 산업을 계획, 입주하였지만 출판·인쇄산업 위주의 집적

출판사가 이탈한 공간이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대체

구심점 물리적 공간상의 중심과 실제 이용 측면의 중심이 불일치

구조적

지형

접근성 출판도시에서 자유로 진입 시, 단지 외부 도로와 암거를 거쳐 최대 2.4km 우회하여 진입

주차
공공주차용지 판매 및 계획 대비 조성된 주차용량 부족하여 불법노상주차 성행

이는 보행환경저해로 이어짐

도로체계
블록 내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건축지침을 통해 ‘공용공간’을 마련하였지만 상세 이용 행태 규제 어

려움

3단계

파주출판도시 

계획안

환경적

지형

환경·생태
3단계 계획 부지 또한 한강 하류의 퇴적지형, 현재 논경지로 사용 중

단지 중앙에 일부 수로를 마련한 것 이외에 모두 성토 후 단지 조성 예정

경관 단지 경계를 따라 건물이 계획되어 폐쇄적 도시 경관 형성 예상

문화적

지형

업종계획

구심점

1·2단계 연계 확장산업으로 계획한 상황에서 단지 중앙에 대형 상업지역 계획, 단지 내부 지향적으로 설계하여 3

단계 유입 여부 미비

구조적

지형
도로체계 단지 전체를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체계 구성하였으며, 보행 통행 고려 부족

[표 3-1] 파주출판도시 1·2·3단계 문제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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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파주출판도시 3단계 대상지 분석의 종합

1･3단계 연접부분과 3단계 대상지 분석의 종합과 설계 시 고려해야할 사항

은 다음과 같다.

분석항목 종합 내용

환경적

지형

환경·생태 과거 대상지 내 습지 지형을 회복하고 한강~습지-심학산의 생태적 연결의 기회

경관
심학산을 바로 뒤로 면하고 있으며 심학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줄기가 

대상지 북측 경계의 중앙에 위치

문화적

지형

입주기업현황 도보권 거리 내에 앵커시설·출판거리·창작예술업 밀집지역 위치

구심점

문발로와 산남로가 만나는 결절점

기존 단지에서 3단지로 유입 시 거치게 되는 첫 공간

3단지로 방문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앵커시설 필요

접근성 장월IC와 동서대로 이용하여 자유로 진·출입 문제 개선의 기회

구조적

지형 도로체계

동서대로는 보조간선도로로서 단지 중심도로와 연결해야하며 장월IC 

진출입을 위해 이격거리 필요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1･3단계 연계 필요

[표 3-2] 파주출판도시 3단계 대상지 분석 종합 내용

[그림 3-40] 파주출판도시 3단계 대상지 분석 종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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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설계 목표 및 세부전략

사례 분석 및 1･2단계 건축지침과 1･3단계 연접부분, 3단계 대상지 분석의 

종합을 고려하여 3단계 대상지의 설계 목표는 생태도시와 보행도시로 설정하

였다. 특히 ‘생태도시’는 1･2단지를 어우르는 중심 설계 목표로서 이를 통

해 사라질 수도 있었던 유수지와 수로를 유로를 보존하여 철새가 날아들고, 

갈대샛강이 흐르는 지금의 출판도시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3단계 대상

지의 설계 목표로서 생태도시를 계승하였으며, 자연과 산업, 문화가 어우러지

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행도시’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전략은 환경적 지형, 문화적 지형, 구조적 지형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그림 3-41] 파주출판도시 3단계 설계 전략의 3가지 범주

환경적 측면에서의 전략은 장월평천과 기존 수계를 활용하여 과거 습지를 

회복하고 단지 내부로 끌어드려 생태도시의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심학산에서 한강으로의 녹지축을 구축하고자 한다. 문화적 측면에서의 전략은 

1･3단지의 연계를 위해 도보권 내에 앵커시설을 도입하고 보행공간을 중심으

로 지원 및 상업시설을 배치하여 활동을 유발하고자 한다. 구조적 측면의 전

략은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3단계를 연계하며, 중심활동가로를 설정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활동범위를 구분하고 생태탐방로를 지형에 맞게 유기적으로 

계획하여 생태공간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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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대상지 단지계획안

1절. 대안 설정과 평가지표 구성

1.1. 대안 설정

사례분석과 파주출판도시의 지형적 특성 분석을 결과 가로 환경 이외에도 

토지이용계획의 단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였다. 이에 앞의 설계 목표 및 전략을 바탕으로 3단계 계획안에서 제시된 대

상지 경계와 시설별 구성비를 최대한 준수하여 새롭게 대안1과 대안2를 제시

하였다. 대안1은 3단계 대상지 범위와 동일하며 생태와 보행네트워크를 강조

한 안이며, 대안2는 3단계 대상지 주변의 계획개발구역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안이며 보행환경과 녹지축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계획안과 대안1, 대안2를 평

가하는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하나의 개선안을 도

출하여 1･3단계 연접부분에 대해 보행환경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4-1] 대상지 경계 및 연접부분 구역 



- 69 -

1.2. 평가지표 구성

앞서 파주출판도시 분석 결과 계획 당시 종합적인 지형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여 오늘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계

획안과 대안1･2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형적 특성을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평

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파주출판도시 분석을 위해 구성하였던 지

형적 특성의 3가지 범주인 환경적 지형, 문화적 지형, 구조적 지형을 평가항목

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세부 평가지표를 작성하였다. 평가지표는 사례조사

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파주출판도시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종합하여 구성하였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환경적

지형
환경·생태·경관

대상지 지형과 주변 산남습지 및 생태환경 고려

심학산-대상지-한강의 조망 축 (green network 구축)

생태환경 회복과 동시에 활용을 위한 유기적 공간 계획

문화적

지형
구심점

1단지와의 연계성 및 3단지로의 유입 방안 마련

활동을 위한 단지 중심 공간 마련

구조적

지형

접근성 자유로 진출입의 개선

도로체계

차량과 보행 동선의 분리

단지 활성화를 위해 주요 기능 간 연계 (보행네트워크 구축)

보행공간 주변 지원 및 상업시설 배치

[표 4-1]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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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3단계 토지이용계획 대안 비교

2.1. 1안

대안 1은 생태도시에 맞게 과거 습지를 회복하고 녹지축을 구성하는데 있어 

단지와 녹지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보행도시에 맞게 

차량 순환을 위한 도로와 중심활동가로를 분리하고 그에 따라 시설을 배치하

였다.

환경적 지형 측면에서 살펴보면 장월평천과 기존 수계를 활용하여 과거 습

지를 회복함과 동시에 단지 내부로 유기적으로 녹지를 유입시켰으며, 단지 중

앙에 심학산에서 한강으로의 녹지축을 구축하였다. 문화적 지형 측면에서는 

1･3단계 연계를 위해 도보권 내에 앵커시설을 도입하였으며, 유입된 방문객의 

활동을 위해 상업공간과 보행가로를 배치하였다. 구조적 지형 측면으로는 중

앙의 도로를 통해 자유로 진출입이 개선되었으며, 중심활동가로를 단지 내부

로 설정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을 분리하였으며 단지 뒤편으로 차량 순환

을 위한 도로를 배치하되 과속 방지를 위해 구역별 직선 연결을 배제하였다. 

또한 생태 탐방로를 지형에 맞게 유기적으로 계획하여 생태 및 수 공간을 활

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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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안 

대안2는 지질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계획개발구역 주변으로 비교적 고밀개

발을 하였으며, 나머지 공간에 습지 회복을 위한 유수지와 녹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단지 중심에 넓은 공원을 배치하여 단지 활동의 구심점을 확보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적 지형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질환경을 고려하여 개획개발구역 주변으

로 개발하였으며, 장월평천을 적극 활용하여 과거 습지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심학산에서 한강으로의 녹지축을 구성하였다. 문화적 지형 측면에서는 

1･3단계 연계를 위해 도보권 내에 상업시설을 도입하였으며, 유입된 방문객의 

활동을 위한 상업공간과 보행가로를 배치하였으며, 단지 중심에 넓은 공원을 

배치하여 단지 구심점을 확보하였다. 구조적 지형 측면에서는 중앙의 도로를 

통해 자유로 진출입이 개선되었으며 단지 내부에 보행자를 위한 중심활동가로

는 곡선형으로 계획하였으며, 중앙의 중심도로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직선형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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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대안1 토지이용계획 개념도

[그림 4-3] 대안2 토지이용계획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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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안 평가

앞서 설정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파주출판도시 3단계 사업의 계획안(기존

안)과 대안1과 대안2를 평가하였다. 먼저 3단계 사업의 기존 계획안(기존안)의 

경우 환경적 지형 측면에서는 기존의 수계를 활용하여 대상지 중앙을 관통하

는 수로를 조성하였으나 심학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충분히 고려

하지 못하였다. 문화적 지형 측면에서는 단지 중앙에 상업공간과 수로, 공원을 

연계하여 단지 활동을 위한 중심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1단지와 연계성

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구조적 지형 측면에서는 상업시설 주변으로 보행 

동선을 계획하는 등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보행 동선이 단지 

일부분에만 국한되어 보행자의 통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

다. 

대안1의 경우 환경적 지형 측면에서는 심학산에서 한강으로의 녹지축을 설

정하였다. 또한, 장월평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회복하여 한강과 연계하고 대상

지 내부로 진입시키는 등 계획단계에서 생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문화적 

지형 측면에서는 1단지와 면한 부분에 공공주차시설을 계획하여 3단지로 진입

하는 차량의 편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1·3단지의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구조

적 지형 측면에서는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

성하였다. 또한 상업지원시설에 보행동선을 확보하여 자연스러운 상업활동을 

유도하였다. 

대안2의 경우 대안1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지형, 구조적지형 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나 환경적 지형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대상지 

전면부를 유수지로 계획하는 안은 심학산 주변에 밀도있는 생태개발을 유도했

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성 측면에서 보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의 평가를 종합해본 결과 대안1이 가장 적합한 계획안으로 선정되었다. 

3절에서는 대안1의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1·3단계 연접부분에 대해서 보

행환경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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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복 평가지표 기존안 대안1 대안2

환경적

지형

환경

생태

경관

대상지 지형과 주변 산남습지 및 생태환경 고려 ▲ ▲ ●

심학산-대상지-한강의 조망 축 (green network 구축) X ● ●

생태환경 회복과 동시에 활용을 위한 유기적 공간 계획 ▲ ● ▲

문화적

지형
구심점

1단지와의 연계성 및 3단지로의 유입 방안 마련 X ● ▲

활동을 위한 단지 중심 공간 마련 ● ▲ ●

구조적

지형

접근성 자유로 진출입의 개선 ● ● ●

● ● ●

도로체계

차량과 보행 동선의 분리

X ● ●단지 활성화를 위해 주요 기능 간 연계 (보행네트워크 구축)

● ● ●보행공간 주변 지원 및 상업시설 배치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X: 그렇지 않다

선정안: 대안1

[표 4-2] 대안별 평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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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습지 복원 예시 콜라주

3절. 연접부분 단지 계획

3.1. 환경적 지형

환경적 지형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점으로는 기존 수계를 활용하

여 수로와 습지를 복원하고 개발과 습지 복원의 구역을 구분하여 단지를 개발

함에 있다. 또한 복원된 수로와 단지 사이에 녹지를 두어 자연과 도시 사이 

전이공간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수변을 

따라 산책로를 조성하여 복원된 수로

와 습지를 체험 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단지 내부의 보행자전용도로와 연

결하여 보도로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4-5] 환경적 지형에서의 연접부분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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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문화적 지형

문화적 지형 측면세서는 책방거리와 1단지 앵커시설인 지혜의 숲과 연계 

가능한 동선과 시설을 계획하였다. 1단지 앵커시설의 도보권 내에 위치하면

서, 단지의 입구에 해당하는 지점에 위치한 결절점 부분에 새로운 앵커시설

인 공용 주차시설을 계획하였다. 1･3단지 연접부에 위치해 있어 1단지 방문

객이 사용가능하며, 파주출판도시 1단지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족한 공용주

차장에 대한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단지 입구

에 위치해 있어, 방문객의 3단지로의 유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주차시설과 3단지 내부로 연계 할 수 있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계획하였으며, 

보행자전용도로를 단지의 중심활동공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

해 상업 및 지원시설로 계획하였다. 이곳을 통해 단지에서 생산되는 문화 콘

텐츠를 활용한 상업 활동과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들을 계획하여 방문

객과 근무자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4-6] 문화적 지형에서의 연접부분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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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조적 지형

연접부분의 도로구성은 주변 도로를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단지의 주간선도

로는 양방향 4차선도로에 폭 36m이며, 주 용도는 차량의 통행이다. 단지 활동

의 중심 공간은 주간선도로가 아닌 단지 내부에 있는 폭은 15m의 보행자전용

도로로 설정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해 주변으로 상업･지원시설을 계획하였다. 

주 간선도로에서 블록 내부로 진·출입을 하기 위한 보조간선도로는 양방향 2

차선에 폭 15m로 계획하였다. 나머지 블록 내부 이동을 위한 집분산도로는 격

자형으로 구획하였으며 양방향 2차선에 폭 10m로 계획하였다. 주차용지의 경

우 1·3단계 방문객을 위한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차타워로 계

획하였다. 그리고 대형 차량통행 수요가 많은 인쇄･물류시설의 경우 문발로와 

보조간선도로 변으로 위치시켜 대형차량 진출입의 용이성 확보와 보행자와 대

형차량 사이에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4-7] 구조적 지형에서의 연접부분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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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파주출판도시는 도시 구조적 문제점으로 도시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으며, 

활성화 방안을 지속해서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43) 이러한 상황에서 3단계 계

획이 진행 중에 있으나, 계획안에서 도시의 구조적 개선과 1단지와 면해있는 

3단지 계획 대상지의 경우 보다 밀도 있는 계획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이에 3단계 대상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연접부분에 대해 

단지계획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에 파주출판도시 1·2단지 조성 토대인 건축설계지침을 분석하고 최근 산

업 집적지 설계 사례분석을 통해 산업단지 내에서 보행공간이 어떤 방법으로 

실현되며,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와 과거 파주출판도시의 계획상 한계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파주출판도시 1·2·3단계 부

지를 대상으로 지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1·3단계 연접부분의 단지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도출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주출판도시 1·2단계 건축설계지침을 살펴본 결과, 기존 파주출판도

시 1·2단계에서 단지를 조성하는 중심 가치는 생태·자주·3차원·경관(공동

성) 4가지였으며, 지금까지도 도시와 개별 건물을 구성하고 가꾸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화산업을 위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가

로변 활성화에 대한 계획과 유수지 및 수변 이용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43)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2013). 『창조경제의 롤 모델: 파주출판도시 도시활성화전략』. 한국출판문
화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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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암DMC와 마곡산업단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 둘의 사례지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상 지침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었다. 이 둘 모두 차량이 

배제된 보행자만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를 오픈스페이스, 녹지, 주요 시설 간 

연계하고 있었으며, 토지이용계획 상에서 상암DMC에서는 보행자전용도로로, 

마곡산업단지에서는 연결녹지로 구분하고 있었다. 또한 보행자전용도로를 단

지의 주요 활동 발생공간으로 설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인접 필지의 용도지

역을 상업 활동과 주변 산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상업·지원시설로 계획하고 

있었다. 나아가 가로를 면한 저층부의 상세 시설과 형태에 대해서도 상세히 

지침에 명시하고 있었다.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보행환경이 매우 중요하며, 이

를 위해 복합적인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었다.  

셋째, 파주출판도시 1·2·3단계 부지를 대상으로 지형적 특성을 분석한 결

과 배수가 불량한 한강하류의 평탄한 습지지대로서 성토 후 출판단지를 조성

하여 현재, 일부구간 식물의 생육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며, 단지 

중심에 위치한 상업시설의 지침 부족과 미 조성된 대형 문화시설용지 등의 이

유로 인해 계획상의 중심과 현재 이용 상의 중심이 미 일치하여 이용 상의 문

제점들이 생겨났으며, 보행자 편의가 부족한 단지설계와 부족한 주차 공간, 산

업단지임에 갖는 한계 등으로 인해 활성화가 저조 되고 있었다. 한편, 출판업

이 나간 공간에 창작 예술업이 새롭게 들어오고 있으며. 창작 예술업이 밀집

되어 있는 1단지 남측에 면하여 파주출판도시 3단계 계획부지가 위치해 있다. 

이에 3단지 대상지의 경우 파주출판도시 1단지가 처해있는 문제점과 잠재력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 1･3단계 연접부분의 경우 이를 해결 및 포함하는 계획안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계획안에는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되

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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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파주출판도시 3단계 대상지의 토지

이용계획 개선안 두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지형적 특성

의 가치를 가장 만족한 하나의 안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1·3단계 연접부

분에 설계 목표를 중점으로 단지계획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1·3단계 연접부

분에 공공주차시설을 계획하여 1단지의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환

경적, 문화적, 구조적 지형 관점에서 고려하여 단지를 계획하였다.

본 연구는 3단계 사업의 최종 결정안이 아닌, 계획안을 토대로 논문을 진행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계획안은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계획안은 대상지를 바라보는 사업주체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최종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 보완사항을 미리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개발의 논의

가 본격화될 시점에 참고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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