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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의 고밀화로 인해 지하 공간으로도 생활공간의 확장이 일어났다. 지하 

공간의 관리 주체는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 되었고, 휴게 편의 시설, 문화 시

설 등 비 상업 시설의 유치 활동이 일어나면서 현재의 지하 공간은 공공공간

으로 기능하는 의미가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상가위주의 지하 공간은 

경기불황과 유통 구조의 변화,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쇠퇴 국면을 맞이

하게 되었다. 지하 공간의 노후화, 저 이용 상태, 공실률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러한 현상들이 지하 공간의 공공성 향상 및 활용성 증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존 지하 공간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지하 공간의 공기질 

문제, 시설의 물리적 노후화와 같은 물리적 문제와 저 이용 상태, 공실률, 휴

게 공간, 도입 프로그램 부족 등의 사회적 문제, 그리고 자연채광 부족, 시간

감각 상실, 폐쇄감, 방향감상실, 심리적 제약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지하 공간은 도시의 고밀화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오픈스

페이스에 대한 요구에 대처하고, 기후변화의 대처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 도

심 커뮤니티 형성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술의 발

전 및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 지하 공간의 녹지도입에 대한 관심과 시도가 점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지하 공간에 대한 개념과 현대도시에서 지

하 공간이 가지는 의미, 지하 녹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지하 

녹지 도입 관련 기술 및 그 효과, 사례조사 등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하 공

간이 가지는 잠재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하공간의 녹지 도입은 식물의 증산작용, 흡착작용 및 광합성으로 공기질 

문제 개선 및 녹지도입을 위한 지하 공간 개보수 공사로 노후화된 시설 보완

하여 물리적 문제의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녹지 도입과 함께 휴게 공간 제공 

및 공간 활용 프로그램 제안으로 지하 공간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사회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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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완화하고, 식물 도입으로 심리적 안정감 부여 및 지하 공간의 폐쇄감을 개

선시킨다. 또한 녹지 도입은 거점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하 공간의 방향감을 

부여하여 심리적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 공간

의 기존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지

하 공간의 공공적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녹지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을지로 지하 공공 보행 공간으로 

을지로입구역에서 을지로4가역 사이의 지하 공간이다. 계획안 제시에 앞서 대

상지를 둘러싼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 계획’ 및 ‘도심권 보행중심 입체 

보행도시 조성계획’,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다양한 정책사업의 

고찰을 통해 지하 공간의 활용은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안으로써 

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대상지를 포함한 광역 환경에 대해 역사, 입지, 주변 

지하 공간, 인접 지상부, 인구, 교통 등 대상지의 특성을 거시적으로 관찰했고 

대상지의 공간 및 프로그램, 녹지 도입 환경 등에 대해 미시적인 시각으로 면

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가능성을 도출했다.

을지로 지하 공공 보행 공간의 녹지 도입 계획은 녹지를 도입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확보와 식물의 생육 환경 구축을 주요 전제로 설정했다. 물리적 

공간 확보와 같은 경우 도심 속의 새로운 지하 공간 개발이 아닌 기존의 노후

화, 저 이용 상태의 지하 공간에 대한 재생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 

및 시설파악을 바탕으로 한 공간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식물의 생장환경 

조성으로는 식물 생장에 필요한 환경에 대해 대상지의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광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도출했으며 구체적으로 광환경 개선 방법으로 자연 

채광 시스템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본 계획은 1) 누구나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입체적 보행 공

간’ 2)생태환경이 살아있는 ‘자연 공간’ 3)일상과 밀접한 ‘생활 휴게 공

간’ 4)다양함이 살아있는 ‘문화 창출 공간’의 네 가지의 기본 방향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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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녹지 도입 공간과 광환경을 구상하고 공간을 계획 한 후, 활용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구체적인 녹지 도입 방안을 계획했다.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지하 공간의 녹지 도입을 위해 녹지 도입 요소와 광원 도입 요소 및 

기타 요소를 유형화하여 나타냈다.

우선 대상지 분석에서 도출되었던 가용공간을 바탕으로 각 공간들의 층위를 

설정하여 거점광장공간, 입체보행공간, 소규모활용공간으로 나누어 녹지 도입 

공간을 계획했다. 기존 공간의 활용 및 확장 제안과 함께 각 공간의 특징에 

따라 광원 도입 위치와 광원 도입의 유형을 제안하고 녹지 도입 요소와 광원 

도입 요소 및 기타 요소의 유형화한 요소들의 조합을 제시했다.

종합적으로 본 계획은 지하광장 3개소와, 입체보행공간 2개소, 소규모 활용 

공간 7개소의 공간을 구성했다. 광장형의 거점공간을 둠으로써 선형으로 구성

된 지하 공간에 방향성 부여하고, 입체보행공간 조성으로 지하 공간의 진입장

벽을 낮추었으며 주 보행동선과 분리된 소규모 활용공간으로 전체적인 활용도

를 높였다. 프로그램 도입으로는 녹지도입에 의한 지하 공간의 문화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다양한 보행 유형에도 연속적으로 녹지 및 프

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하며, 시민의 참여 유도 및 상주인 간의 내부적 관계

향상과 비상주인 간의 커뮤니티를 증진시키고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

공한다. 또한 본 계획은 식재계획 및 운영관리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까

지 포함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지의 소유 관리 주체가 구역별로 각기 다르고 주변의 고층빌

딩 개발과 함께 기존 지하 공간과의 연결 공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된 탓에 지

하 공간의 정확한 치수를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실

제 지하공간의 녹지 도입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

의 기술과 협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녹지도입을 통해서 기존 지하 공간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지

하 공간은 점차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왔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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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녹지 도입은 가능한 일이 되었다. 본 연구는 지하 공간을 단순 녹지조성이 

아닌 주변 환경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뤄야 할 공공 공간으로 바라봤다. 도시 

공공환경에서 광역적, 다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녹지 도입을 통해 지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역할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주요어: 지하 공간, 지하 녹지, 을지로, 지하 공공 보행 공간

❚ 학  번: 2018-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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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도시의 고밀화로 인해 지상 뿐 아니라 지하 공간으로도 지하철, 지하보도, 

지하도상가, 지하차도 등으로 교통 및 생활공간의 확장이 일어났다. 그 중 대

표적 지하 공간인 지하도상가는 주로 지하철역과 연계하여 개발되었으며 점차

적인 확장과 함께 지상의 가로와 같이 공공보행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었다. 

국내 최초로 1967년 시청 앞 ‘새 서울 지하도상가’가 등장하면서 지하 공간

이 새로운 상권으로 주목받았으며 점차 현대인들의 지하 공간유입 및 체류시

간이 증가했다. 지하도상가는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조성 초기에

는 사실상 도심 내 상권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를 비

롯하여 전국의 도시마다 지하상가는 대체로 도심 근처에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지하도상가는 새로운 도심 형성과 대형 할인마트의 등장 및 

IMF로 인한 권리금 하락으로 인해 일차적으로 쇠퇴기를 맞게 되었고, 다각적

인 노력에도 유통구조변화와 노후화 등의 이유로 인해 점차 상권이 침체되었

다(김선아, 2017). 최근에는 경기불황에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 등으

로 소비패턴이 변화되면서 침체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 

지하 공간마다 상가용도 뿐 아니라 휴게편의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 다양

한 용도를 적극 도입하여 지하를 새로운 도시 생활공간으로 변신시키려 노력 

중이다.1) 동시에 민간의 투자로 건설된 지하도 및 상가들의 사용기한이 점차 

1) 서울시 지하철 지하상가의 경우 공실률이 2018년 15.9%로 2015년(7.4%)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대략 6개 상가 중 1개소가 비워져 있는 상태이다. 이 같은 침체 상황은 이후 경기 불황과 함께 사드
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 시민 보행권 중시정책에 따른 지상 횡단보도 설치 등으로 더욱 악화되어 
서울, 인천, 대구, 춘천, 안양, 청주, 진주, 의정부, 제주 등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
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 지자체나 상가들은 업종 선택과 집중, 맞춤형 사무실 임대, 문화예
술 및 커뮤니티 공간화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중이다. 출처: 일요서울 (2019년 6
월 21.일자), 시사저널 (2018년 6월 20일자), 환경일보 (2018년 9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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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면서 관리의 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되어갔다. 그러면서 

이곳에 전시 공간, 창작 공간 등 비상업적인 시설들을 유치시키는 등 활용도

의 변화현상도 나타났고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도심의 지하 공간인 지하도상

가는 공공공간으로써 기능하게 되는 의미가 가중되었다. 

이에 최근에는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이 입체보행공간으로써 도심을 잇는 

지하보행 공간과 지하도상가를 주목하고 있다.2)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언급하고 있는 지하보행 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자연채광의 부족으로 인한 시간감각의 

상실, 외부조망의 부족으로 인한 폐쇄감 및 방향감의 상실, 지하라는 이미지에 

의하여 유발되는 심리적인 제약 등을 문제점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공기질도 

지적했다(황재윤 2013, 김수봉 외 2001). 이렇듯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단조롭고 삭막한 지하 공간의 열악한 환경은 이용자로 하여금 지하 

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2009년 환경부에서 지하 공간에 효과

적으로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민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으

로 지하 공간 생태경관지침을 작성했지만3) 해당 문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을 

뿐더러 작성 이후 관리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의 지하유휴공간에 지하정원(종각역 태양의 정

원)을 건설하면서 지하 공간에 대한 녹화 시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지하 공간에 대한 시각은 점차 상업적인 장소에서 공공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하 공간의 녹지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2019). 주요업무 보고

3) 환경부 (2009). 지하 공간 생태 경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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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지상과 대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지하 공간에 녹지를 도입

하여 사람들에게 볼거리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지하 공간의 공공성 

및 공간의 질을 높이고자 하며 고밀화된 도시의 지하 공간을 지상 공간과 같

이 균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의 입체적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지하도상가는 높은 노후도, 지하 공기질 문제, 지하라는 공간이 주는 

심리적 불안 등의 열악한 환경이 문제가 되지만 이를 개선하면 오히려 지상과 

대비해 한파나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 유발되는 환경 변화에 대한 컨트롤이 

용이하여 안정감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간에 녹지를 조

성함으로써 사계절 내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를 조성 할 수 있다. 따라

서 대상지 일대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를 반영한 녹지도입 계획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지하도상가를 상업 공간, 보행 공간, 유휴공간이 혼합된 형태의 공

공공간으로 바라보았으며, 다양한 형태의 지하 공간에 녹지를 도입하는 방안

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으로 분석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지하 녹지 도

입 방안의 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상업공간으로써 역할이 미진해진 

을지로 일대의 지하 공공보행 공간을 대상지로 지정하여 이를 공공공간으로 

바라보고 이 공간의 녹지도입을 위한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하도상가의 녹지 도입에서 기술적인 측면의 분석뿐만 아니라 현대사

회에서 지하 공간이 가지는 의미의 이해를 통해 대상지가 가지는 물리적, 사

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경학적 접근으로 단순 실내녹화와 차별성

이 있다. 따라서 지하 공간의 공공성 확보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공공

적 활용성을 제고하여 변화하는 도시 공공환경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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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을지로입구역에서 을지로4가역 사이의 공간인 서

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일원에 위치한 지하 공공보행 공간이다. 대상지 전체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지하철역이 약 500m 간격으로 배치되어있고, 역 

사이는 모두 지하도상가로 연결되어 있다. 지하도상가 및 지하철역사의 관리 

주체는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하철역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도상가는 서

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대상지는 길이 1.6km, 총면적 약 78,487이

며, 청계천과 나란히 시청에서부터 동대문 일대에 걸친 지하 공간이 지하철역

과 지하도상가로 연결되어 있다. 대상지가 속해있는 지하 공간은 지하로 연속

된 전체 길이가 약 3km에 달해 국내 최장 길이의 지하 공공보행 공간이다. 대

상지가 포함된 을지로 인근 구역은 최소한의 지하연결구간을 추가로 형성함으

로써 주변 지하 공간과 거대한 지하보행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이기도 하다(이광석, 2019). 본 연구는 지하 공간의 공공성 향상 및 공간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 5 -

의 질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대상지는 요금 지불 없이 통행할 수 있

는 공공 보행이 가능한 지하 공간으로 한정했으며 이에 지하철역사의 개찰구 

이후 부분은 범위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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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보행 도시로 거듭나려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지

하도상가를 활용한 입체 보행환경 구축, 지하 녹지 도입을 통한 지하 공간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지하 공간의 녹지도입 계획과 도입 프로그램 제

안 등을 포함한 대상지의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하 공간의 개념 중 인간의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특히 현대도시에서 지하 공간의 위상과 방향성을 읽어 공공성 제고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써 지하 공간에 녹지를 도입하는 기술과 그 효과를 고찰

한다. 지하 공간상 녹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함께 지하도

상가의 현황 및 주변여건과 환경에 대한 현장조사, 문헌조사, 정책 동향 등의 

연구를 통해 대상지 일대를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지하 공공보행 공간의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건축, 토목, 전기, 배관, 계장, 

공조시설 등의 설계분야는 기 설치된 부분의 도면을 참조하거나 도면의 확인

이 어려운 경우 현지에서의 개략 측량으로 대체 보완하였다. 계획안 구상 시 

구조적인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분야와 관련된 재질선정, 하중계

산 등의 건축적인 설계는 본 연구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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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의 방법 및 과정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지하 공간에 대한 

관점과 대표 공간인 지하도상가의 활용성 변화에 대한 경향을 알아본다. 또한 

쾌적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그 니즈에 대한 해법으로 지하 공공 보행 공간

에 녹지를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존 대상지를 선정한다.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지하 공간의 개념에 대해 

정립한 후 현대도시에서 지하 공간의 역할 및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

다. 지하 녹지 도입의 필요성과 조성관리 및 조성 기법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및 지하 녹지 조성 효과에 대해서 선행연구의 분석 및 문헌조사, 필요시 관련 

업체의 자문을 통해 정리한다. 공공공간으로의 지하 공간 이용 사례와 지하 

녹지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현재 동향을 

파악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하도상가 녹지 도입 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제3장 대상지 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지인 을지로 지하 공공 보행 공간

을 포함한 주변 공간의 광역 환경 분석과 대상지 내부분석을 진행한다. 입지

와 그 지역의 역사, 관련 계획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하고, 인구, 교통 및 상

가, 공간 및 시설파악 등의 현황을 GIS활용, 빅 데이터 기반 분석 등을 통해 

분석한다. 녹지도입 환경 분석으로는 대상지의 광환경과 온습도 환경 파악을 

위한 PPFD 측정 및 온습도 측정 장비를 이용하고, 본 대상지의 관리˙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에서 제공한 각종 설비 관련 자료와 문헌

조사를 활용한다.

제4장 기본구상 및 계획에서는 앞서 분석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상지의 

녹지도입계획에 대한 목표와 전제에 대해 언급하고 그에 따른 기본구상과 지

하 공공 보행 공간의 녹지도입을 위한 구역별 계획 및 종합계획을 제시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요점을 정리하고 연구가 갖는 학술적 의의와 

시사점 요약 및 한계점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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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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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지하 공간에 대한 고찰

1. 지하 공간의 개념

지하 공간 활용의 가장 오래된 역사는 기원전 8~7세기 로마왕조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 이주한 신교도인의 피난처 역할을 했던 터키의 데린쿠유

(Derinkuyu)이다. 

이처럼 초기의 지하 공간은 피난처, 군사적 방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되었

다. 지하 공간의 개념은 여러 연구에서 다음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지하 공간이란 ‘지표면 아래 수직 또는 수평으로 흙이나 암석을 굴착하여 

만든 공간’으로써 미국 지하 공간협회(American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의 정의에 의하면 ‘합목적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표면 

하부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일정한 규모의 공간자원’으로 

‘지하시설’ 또는 ‘지하 시설 공간' 으로 지칭한다. 또한 지하 공간에 대한 

범위는 지표 근처 지하부터 심층 지하 공간까지 광범위 하게 바라보고 있는

데, 지각구조를 감안하여 지하 공간을 다시 표층 지하 공간(3~30m), 지표접근 

지하 공간(30~300m), 심층 지하 공간(300~3000m)으로 구분하고 있다.4)

4) 배윤신 외 (2010), 손경애 외 (1994), 등 다수 논문

[그림 2-1] 터키의 데린쿠유(Derinkuyu)

출처: CappadociaTurke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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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지인 지하도상가 또한 표층 지하 공간(3m~30m)에 포함되며, 

연구에서 사용되는 지하 공간의 정의는 다양한 영역의 지하 공간 중 인간의 

활동 범위에 있는 생활공간으로의 지하 공간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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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도심에서 지하 공간의 의미

 현대도시에서 지하 공간은 건축, 토목, 교통과 관련된 기술의 진전과 함께 

지표 근처부터 심층 지하 공간까지 다양한 범위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성곤, 2010). 지하 공간이 활용되는 유형은 [그림 2-2]와 같이 크게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과 활동하지 않는 도시기반시설로 나눌 수 있으며, 지하 공간의 

활용이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싱가포르에서는 좁은 국토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계획적

으로 지하 공간을 개발하고 있다. [표 2-1] 은 싱가포르 전력공사의 전력구 터

널 프로젝트의 모식도이며 도시 기반시설인 전력구 터널과 함께 심도별로 지

하 쇼핑몰, 교통시설, 하수도 시스템 등 여러 기능의 지하 공간이 체계적으로 

지하화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표 2-2] 서울시 행정구역 지하 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 관

련 내용과 [그림 2-3] 지하시설물 현황을 통해 지하 이용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다. 서울시 역시 표층 지하 공간에서부터 지표 근접 지하 공간까지 다양한 

범위의 지하 공간을 활용하여 교통, 상업, 기반시설 등 여러 분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2-2] 지하 공간 개발유형

출처: 서울시, 2006

https://www.straitstimes.com/sites/default/files/attachments/2017/12/20/st_20171220_vntunnel3_36384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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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현대 사회는 지하 공간을 하나의 자원으로 바라보고 급격한 산업화

로 인해 산업 제반 시설이 도심부로 밀집하여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효율

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지하 공간을 사용하고 있

다. 특히 현대 도시민에게 지하 공간의 의미는 생활공간의 한 부분이며 본 연

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심의 

지하보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의 지하 공간이다.

내 용

이

미

지

지

하

시

설

물

3m Swage and current power grid

12m Underpass and malls

8-25m Underground expressways

30m MRT tunnel

20-55m Deep tunnel sewerage system

60m Electricity Cable Tunnel

[표 2-1] Cable Tunnel Project in Singapore

출처: The Strait Time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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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지하시설물 심도 분포

출처: 서울시, 2006

분 류 대상시설 관계기관

교통상업

관련시설

지하보차도,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 및 자치구

지하철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및 민간

생활기반 

시설

상수도(정수장, 취수장 등)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자원공사
하수도 서울시 하수계획과

통신시설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시정보통신담당관

전력시설(전력구) 한국전력공사

가스시설
한국가스공사, 강남, 극동, 대한,

서울한진도시가스
열공급시설 한국지역난방공사, SH 공사

공동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및 민간
치수관련

시설

복개하천, 유수지, 저수지 등 

저류시설
서울시 치수과

환경기초

시설
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서울시 하수계획과, 환경과

[표 2-2] 서울시 행정구역 지하 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

출처: 서울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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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

과밀화된 도심부에서 현대 도시민에게 지하 공간의 의미는 앞서 언급한 것

과 같이 생활공간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하보도, 지하역사, 지하

도상가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 지하보도, 지하역사도 지하도상가

와 마찬가지로 통행의 목적과 함께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지하상가는 공

공시설물로써의 역할과 기능 확보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상은 수익 우선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김선아 2017). 그러나 최

근 들어 공간의 쓰임새가 다양화 되고 있는데, 서울시 중구 신당지하도상가에 

위치한 신당창작아케이드는 도심 지하 공간의 지역 연계로 입주 작가들을 지

원하는 프로그램과 시장 연계 프로젝트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5), 1970년대 군

사정권 시절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영등포구의 SeMA 벙커는 현재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지하도상가는 주민들이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다락’ 이라는 이

름의 송파 마을 예술 창작소6)로 변화했으며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종각역 

지하의 지하정원7)이나 을지로 지하도상가의 갤러리 아뜰리애 등 도심의 지하 

공간이 휴게 공간이나 지하광장, 전시 공간, 창작 공간 등으로 활용되면서 공

간의 쓰임새가 다양화되고, 이러한 공간들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새로운 도

시 공공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고이용, 고가의 도심부에 부족한 공공공간

에 대한 새로운 도심형 일상문화로써 도시를 새롭게 진화시켜나갈 기회 인자

로 지하 공간을 주목한다.

5)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sfac.or.kr

6) 송파마을예술창작소 홈페이지 http://masulso.org/home/bbs/page.php?hid=intro

7) 본 논문의 2.3.2.지하 녹지 조성 사례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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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지하 녹지도입에 대한 고찰

1. 지하 공간 녹지도입의 필요성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은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지만 외부 공기질에 대한 

관심에 비해 실내 공기질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러

나 도시민의 경우 실외보다 실내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24시

간 중 85%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그 중 특

히 지하 공간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밀폐도가 높고 환기가 어려우며 그로 인

해 외부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축적되는 특징이 있다.

지하 공간으로 대표되는 지하철 역사와 지하도 상가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로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다. 해당 법률

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과 실제 지하철 역사와 지하도 상가의 

공기질 측정값을 비교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8) Douglas W. Dockery & John D. Spengler (1981) Personal Exposure to Respirable Particulates and 
Sulfates,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31:2, 153-159 

      오염물질

구분 

유지기준9) 권고기준10)

미세먼

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

화탄

소

(ppm)

폼알데

하이드

(㎍/㎥)

일산화

탄소

(ppm)

이산화

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

성유기

화합물

(㎍/㎥)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지하철

역사11)

평균값 81.37 -
529.7

2
7.55 0.68 0.026 28.87 54.82

최댓값 102.6 - 923 25.7 1.7 0.046 94.4 341.2

최솟값 54.4 - 356 0.5 0.1 0 7 4.5

지하도

상가12)

평균값 72 36.8 629.5 36 1.8 0.04 37.1 330.5

최댓값 134.2 68.1 911.8 53.8 3.2 0.065 68.4 523.6

최솟값 31.1 11.7 357.8 19.7 0.5 0.021 22.5 204.6

[표 2-3] 실내 공기질 관리법 기준과 측정값 (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

출처: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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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와 지하도 상가의 공기질 측정 평균값은 대부분 수치에서 기준

치를 만족시키고 있지만 미세먼지(PM-2.5)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일부 

값들은 기준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내 공기질 기준 값

인 미세먼지(PM-10) 100㎍/㎥ 이하인 경우에도 심혈관질환 4.7%, 만성폐쇄성 

폐질환 9.4%, 천식 2.4% 증가하는 인체 위해성이 있다.13) 통합대기환경지수의 

경우 미세먼지(PM-10) 100㎍/㎥은 예보 상 나쁨 수준(81~150㎍/㎥)으로 분류된

다. 또한, 지하역사 100곳 내부의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의 미세먼지 농도에 비

해 모두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로 (황성호 외 2017) 미루어보아 현재 지하

철 역사와 지하도 상가의 공기질이 지상의 환경보다 쾌적하다고 보기 어렵다.

9)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

10)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11) 지하철역별 공기질 측정정보 2017년 측정자료 (출처: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12) 서울시설공단 (2019). 2019년 지하도상가 실내 공기질 측정대행 용역 결과 보고서

13) 미세먼지(PM-10)농도 81㎍/㎥~150㎍/㎥인 경우, 심혈관질환 4.7%, 만성폐쇄성 폐질환 9.4%, 천식 
2.4% 증가하고 150㎍/㎥ 이상에서는 일 사망률 5%가 증가하는 인체 위해성이 있다. (출처: 환경부 대
기환경정책관실 (2019). 미세먼지 팩트체크 미세먼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림 2-4] 지하철 1-4호선역사 실내와 실외의 미세먼지(PM10)농도 비교

출처: 황성호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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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한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근무자의 건강 장애에 관한 조사 결

과에서는 지하도 상가의 공기질 문제로 인해 68.5%가 실내공기 오염에 의해 

발생되는 건강장애인 빌딩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 SBS)14)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주리 외 1998). 이렇듯 지하 공간의 문제는 공기질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친다. 지하라는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발

생되는 문제는 비단 공기질 문제 뿐 만이 아니라 방향감각 상실, 폐쇄감, 등의 

심리적 불안감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강신 외 1988, 심우갑 1993).

그러나 세계 곳곳의 지하 공간의 이용이 수십 년에 걸쳐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서울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림 2-5]와 같이 대상지 일대

를 포함한 주변 지하 공간을 연결하여 보행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계획이 있

다.

지가상승에 의한 토지 이용의 다각적 이용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도시 기

14) 해당 연구에서 빌딩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 SBS)의 진단 기준은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하루 
이상 눈, 코, 목, 호흡기 등의 증상과 두통, 피로감을 한 가지 이상 경험하였고 지하 공간을 벗어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이다.

[그림 2-5] 서울시 중구 일대 지하보행로 개발예시도

출처: 시울시 보도자료 (2016년 09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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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 즉, 복잡한 지상 환경 하부로 효율적인 

통로 제공, 혹독한 외부 기후와 만나는 것을 제거, 다양한 상가들로 안전감 확

보하고 활력을 부여함으로써 건설비, 유지관리비 상쇄 등의 이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이강주, 2008). 

따라서 지하 공간의 쾌적한 환경 조성은 국민 복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

제이다. 지하 녹지 조성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만족감을 주며 실제로 

상당수의 시민들이 녹지가 조성된 지하 공간을 쾌적하고 생기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였다(김선혜 외, 2008). 지하 공간 녹지조성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식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지하 공간에 식물도입을 통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김수봉 외, 2001). 이에 지하 녹지 조성 

방안은 지하 공간의 환경개선에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김선혜 외,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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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 녹지 도입 기술

본 연구에서는 지하 공간을 인간이 활동 하는 범위에 있는 생활공간으로 한

정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이 활동 가능한 환경이 제공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녹지 도입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 고찰하였다.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은 햇빛, 온도, 수분, 양분, 토양이라

고 알려져 있다. 지하 공간에 녹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들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 가능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지하도상가 공간에서 녹지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관련 기술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지하 

녹지 도입 후 유지 관리 측면에서 대해서도 유지관리 기술로 분류하여 알아보

았다. 식물마다 알맞은 생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하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선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지하 공간에 도입 가능

한 적합 수종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1) 광환경 제어 기술

지하 공간은 구조적 특성상 폐쇄된 공간 구성으로 인해 자연 채광에 불리한 

구조이다. 따라서 지하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광원 도입이 필수

적인데 이는 크게 인공 광원과 태양광을 이용한 자연 광원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인공 광원의 경우 LED, 형광등, 백열등, 수은등 등 전기사용기반의 광

원이 일반적이다. [표 2-4]는 인공 광원 종류에 따른 식물의 반응이다.

인공 광원 식물 반응

형

광

등

Cool white(CW) 

and warm 

white(WW)

- 잎은 형광등과 나란히 퍼짐

- 줄기는 천천히 길게 늘어짐

- 개화기간이 길어짐

[표 2-4] 인공광원에 대한 식물 반응

출처: 김선혜 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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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공간에 자연광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연채광시스템을 이용해야 한

다. [그림 2-6]은 자연채광시스템을 도식화 한 것으로 자연 광원은 태양광을 

- 곁순들이 많이 자람

Gro Lux(GL) and 

plant light

-짙은 녹색의 잎이 CW 또는 WW 아래에서 자란 잎보다 크게 

자람

- 줄기는 가늘고 길게 자라지만 때로 굵은 줄기가 자라기도 함

- 곁순들이 많이 자라고 화경은 길게 자라지 않음

Gro 

Lux-WS(GL-WS), 

Vita-lite(VITA), 

Agro-lite(AGRO) 

and wide 

spectrum lamps

- 옅은 녹색의 잎이 등을 향해 자람

- 줄기는 길고 빠른 속도로 자람 (잎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

음)

- 곁순의 성장이 억제됨

- 개화는 빨리됨; 화경은 길게 자라고 식물의 성장과 노화가 촉

진됨

고

광

도 

방

전

등

수은 또는 

메탈할로겐등

- CW나 WW 형광등과 에너지 소모가 비슷함

- 진녹색 잎이 넓게 퍼짐

- 줄기는 천천히 길게 늘어짐

- 곁순들이 많이 자람

- 개화 기간이 길어짐

고압나트륨등

- Gro-Lux이나 기타 형광등과 에너지 소모가 비슷함

- 진녹색 잎이 넓게 퍼짐; 수은등이나 메탈할로겐등 아래서 보다 

더 크게 자람

- 줄기는 천천히 길게 늘어짐; 때로는 굵은 줄기가 자라기도 함

- 곁순들이 많이 자람

- 개화기가 늦고 화경은 길게 자라지 않음

저압나트륨등(LPS)

- 매우 진한 녹색의 잎이 자라며 다른 광원에서 자란 잎보다 크

고 두꺼움

- 줄기의 늘어짐이 느리고 매우 두껍게 자람

- 2차 가지에서도 많은 순들이 자람

- 개화는 되지만 화경은 길게 자라지 않음

백열등(INC)과 

백열수은등(INC-HG)

- 잎색이 엷어짐; 다른 광원 하에서 자란 식물의 잎보다 가늘고 

길게 자람

- 줄기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만큼 길게 자람

- 곁가지의 성장이 억제되고 수직 성장만 계속됨

- 개화가 빠름; 식물의 성장과 노화가 촉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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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광하는 집광부, 집광된 광을 전송하는 광전송부, 빛을 다시 산란시켜주는 산

광부로 구분할 수 있다. 크게 이 세 단계를 거쳐 지상에서 지하로 또는 외부

에서 내부로 태양광이 유입되는데 각각의 구성 부분이 가지는 특징에 따라 

[표 2-5]와 같이 자연 광원 도입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 광

원은 에너지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정전 및 

유사시 시야를 확보하거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연기의 배연 등

의 방재효과가 있다. 이렇듯 태양광의 유입은 심리적 안정과, 신체 생리적 작

용에 의해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에너지 절감

과 방재상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김세동, 1997). 

[그림 2-6] 자연채광시스템의 구성

출처: 송혜영 외, 2008

집

광

원

리

자연채광시

스템

작동법 광전송방법 사용목적 적용위치

태

양

추

적

식

고

정

식

공

간

전

송

광

섬

유

광

덕

트

집

광

채

광

차

양

천

장

지

붕

수

직

창

천

창

반

사

형

반사거울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광선반
O 　 O 　 　 　 O O 　 　 O 　

　 O O 　 　 　 O O 　 　 O 　

유도반사체 　 O
O 　 　 O 　 　 O 　 O 　

　 　 O O 　 　 O 　 O 　

블라인드형 O 　 O 　 　 　 O O 　 　 O 　

[표 2-5] 자연채광시스템의 분류

출처: 송혜영 외, 200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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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과 같이 광원별로 파장은 상이하다. 식물의 생육환경에는 파장별 

스펙트럼 분포가 풍부한 자연광이 일반 인공광원보다 유리하다(이주윤 외 

2007). 그러나 자연광원의 특성상 계절 및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광량이 변화하여 지하 공간에서 일정한 광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공 광원

이 보조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지에는 인공 광원과 자연 광원이 

　 O O 　 　 　 O O 　 　 O 　

루버형 　 O O 　 　 　 　 O 　 　 O 　

굴

절

형

렌즈 O 　
O 　 　 O 　 　 　 O 　 　

　 O 　 O 　 　 　 O 　 　

프레넬 

렌즈
O 　

O 　 　 O 　 　 　 O 　 　

　 O 　 O O O 　 O 　 　

프리즘 

패널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투

과

형

일반창 　 O O 　 　 　 O 　 　 　 O O

덕트형 　 O

　 　
O

수평
　 O 　 O O 　 　

　 　
O

수직
　 O 　 　 O 　 　

[그림 2-7] 광원별 파장 비교

출처: Calculating the Emission Spectra from Common Light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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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된 형태로 광환경을 구성해야 하고 세부 적용 공간에 알맞은 형태의 광원

을 선택해야 한다. 광량의 경우 식재된 식물종의 최소 필요 광량을 반영하여 

디자인 하여야 한다. 식물체 광합성에 관련된 광량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

는 조명의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광합성유효광량자속(PPFD)15)의 단위로 표시

한다(이상배 외 2011). 광 단위는 물리적으로 정확한 환산은 불가능하지만 복

사량(w/m2), 조도(lux), 광합성유효광량자속(㎛ol·m-2·s-1)간 ±5%의 오차범위

로 환산할 수 있다.16)

2) 온도 환경 제어 기술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하도상

가 내에는 통합제어가 가능한 냉난방시설을 설치한다.17) 또한 공공기관 에너

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18)에 따라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가 유지된다. 따라서 지하도상

가는 일정한 실내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온도환경 조

건에 맞는 식물을 도입해야함을 알 수 있다.

지하역사의 경우 [그림 2-8]과 같이 대부분 공조 기계실 내부에 냉동기 및 

공기조화기를 집중 설치하여 필요한 부분에 덕트 또는 배관으로 냉풍을 공급

하는 중앙식 냉방을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직접 팽창식 공기조화기 냉방을 

적용한다. 지하철 역사는 공간의 특성상 겨울철 외부 온도 보다는 비교적 높

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서울교통공사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지하역사에 

15) 광합성유효광량자속(PPFD; 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 광합성을 유발하는 400~700nm 
파장범위의 광선인 광합성유효방사(PAR;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를 측정하며 단위는 
μmol·m-2·s-1이다. (출처: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https://en.wikipedia.org/wiki/Photosynthetically_active_radiation#cite_note-:0-4)

16)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 ‘광단위 환산프로그램의 사용법’ 
http://blog.daum.net/phes_greenhouse/7842548

17)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6. 
냉난방시설은 중앙집중식 또는 개별공조방식(통합제어가 가능한 방식에 한한다)으로 설치할 것 

18)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
비 가동 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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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19) 실제 몇몇 지하역사의 온도를 측정,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30℃이하를 유지했고, 지하 1층 이하에서는 겨울철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였으며 지하층으로 내려갈수록 겨울철 실내온도가 상승

하는 경향을 보였다(이수연 2014).

3) 수 환경 제어 기술

수 환경은 크게 공중 습도와 급·배수제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설원예시험장 권준국에 따르면 공중 습도가 높은 경우 곰팡이병 발생이 

많아지고 낮은 조건에서는 입의 기공이 잘 열리지 않아 생육이 저조해지며, 

호건성 병해가 발생된다. 따라서 적정 습도의 유지가 중요한데, 제습제, 제습

기, 환기를 이용한 제습과 관수, 살수, 미스트분무, 포그분무방법 등을 이용한 

가습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20) 공중 습도의 경우 몇몇 지하역사에서 측정한 

19) 서울교통공사 기계처 정보공개청구 답변사항 (2020년 3월 4일)

[그림 2-8] 지하역사 내 냉방시스템 계통도

출처: 서울교통공사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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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지하 1층 이하에서 50% 이하의 상대습도를 나타냈

고 지표와 가까운 지하의 경우에는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편차가 컸으며, 여

름철에는 지하의 깊이와 관계없이 50% 이상의 상대습도를 나타냈다(이수연 

2014).

급수 제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 급수 시설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서울메

트로 9호선 흑석역의 지하 생태공간과 종각역 태양의 정원에 조성된 지하녹지 

공간의 경우 바닥면에 물이 튈 경우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실제 누수 등

의 잔고장이 많아 수동으로 관수를 하고 있다.21)22)

배수는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주변 하수도관로보다 지하 공간이 높은 경우

에는 바로 하수도관으로 배수하지만 하수도관로보다 낮은 깊이로 지하 공간이 

조성되어있을 경우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 관리를 하고 있다. 

4) 실내공기 제어 기술

식물의 생장에서 공기 중 CO2 농도는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친다. 광

합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산화탄소농도의 영역은 300ppm～750ppm으

로 일반적인 실내의 이산화탄소의 농도인 450ppm정도의 영역 대와 일치한다 

(장석준, 2011). 지하철역사와 지하도상가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각각 평균 

554ppm23), 629ppm24)로 측정되어 일반적인 실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상회하

는 값이었지만, 광합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산화탄소농도의 영역 안의 

수치를 보였다. 식물을 도입함으로써 광합성 작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소, 

산소 발생의 효과와 함께 증산, 흡착 효과로 본 논문의 2절의 1.지하 공간 녹

지도입의 필요성에서 언급했던 지하도상가 및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문제를 

20)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 http://blog.daum.net/phes_greenhouse/7842548

21) 서울메트로 9호선 노들역 및 흑석역 생태공간 관리업체인 ‘초록빛풍경’ 대표 인터뷰 (2020년 04
월 09일 오전 10시)

22) 종각역 태양의 정원 녹지관리 근로자 인터뷰 (2020년 04월 02일 오후 1시 50분)

23)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자료

24)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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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지하시설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는 필요 환기량에 

대해 [표 2-6]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식물의 도입으로 인해 공중 습

도를 조절하는 용도로도 환기시설을 조작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5) 적합 수종 선정

빛이나 온도, 공중 습도는 물론 급배수 환기 등 환경조건이 일반적인 지상

부와는 다른 지하 공간을 녹화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조건에 잘 적응할 수 있

는 식물 종을 선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식물의 생장에 있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하 공간의 설비 및 조성 환경에서 식물 생장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어

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식물의 생장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되어

야 할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앞서 광환경 제어 기술에서 언급한 광합성유효광량자속밀도(PPFD)에 따라 

[표 2-7]과 같이 지하 공간에 도입 가능한 식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하공간에서 소 관엽류의 식재는 25㎛ol·m-2·s-1 이상의 광 조건에서 가능

하다(이상배 외 2011). 이는 [표 2-8]상의 작물 광포화점25)과 광보상점26)과 비

교했을 때 대부분 작물의 광보상점은 만족시키지만 광포화점에는 미치지 못하

는 조건이다. 추가적으로 지하 공간은 공간이 한정되었기에 식물체의 높이나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이수연 2014). 이와 더불어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실내

공기정화 자생식물27)과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인 식물 5종28) Wolverton, B.C. 

25) 광포화점(Light saturation point): 식물의 광합성 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빛의 세기 (출처: 네이
버 지식백과)

26) 광보상점(Light compensation point): 식물의 광합성 양이 호흡량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의 광도를 일
컫는 말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구분 필요 환기량(㎥/인ㆍh) 비고

지하시설
지하역사 25 이상

지하도상가 36 이상 매장(상점) 기준

[표 2-6] 지하시설의 필요 환기량

출처: 국토해양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4항, 별표1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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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이 제시한 실내공기 정화식물 50종29) 등 기존의 실내 식물로 연구되었

던 식물들의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지하 공간에 도입할 수 있다.

27)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실내공기정화 자생식물로 남천, 돈나무, 마삭줄, 만병초, 백량금, 산호수, 자
금우, 털머위, 부처손이 있다. (출처: 고관달, 2014) 

28)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파키라, 백량금, 멕시코 소철, 박쥐란, 율마’에서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
다. (출처: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19.03.27.일자)

29)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Johnson Anne, Wolverton B. C., Bounds Keith, NASA Stennis Space 
Center. (1989). Interior landscape plants for indoor air pollution abatement. NASA Center for 
AeroSpace Information (CASI) 보고서 저자인 Wolverton B.C.의 단행본 Wolverton B.C. (1997). How to 
grow fresh air : 50 houseplants that purify your home or office에 의한 실내공기정화식물 50종은 
‘아레카 야자, 관음죽, 대나무야자, 인도 고무나무, 드라세나 데레멘시스 자넷 크레이그, 헤데라(아이
비), 피닉스 야자, 피쿠스 아리, 보스톤 고사리, 스파티필럼, 드라세나 맛상게아나(행운목), 에피프레넘
(포토스), 네프롤레피스 오블리테라타, 포트멈, 거베라, 드라세나 와네키, 드라세나 마지나타, 필로덴드
론 에루베스센스, 싱고니움, 디펜바키아 콤팩타, 테이블 야자, 벤자민 고무나무, 쉐플레라, 꽃베고니아, 
필로덴드론 셀륨, 필로덴드론 옥시카르디움, 산세베리아, 디펜바키아 카밀라, 필로덴드론 도메스티컴, 
아라우카리아, 호마로메나 바리시, 마란타, 왜성 바나나, 게발선인장, 그레이프 아이비, 맥문동, 덴드
론비움, 클로로피텀, 아글라오네마 실버퀸, 안스리움, 크로톤, 포인세티아, 아잘레아, 칼라테아 마코야
나, 알로에베라, 시클라멘, 아나나스, 튤립, 팔레놉시스, 칼랑코에’와 같다.

작물 광포화점(PPFD) 광보상점(PPFD)

토마토, 수박 847 36

오이 665 24

완두콩 484 24

양상추, 피망 302 18

포도 484 5

귤 484 2.5

배 484 3.6

복숭아 484 5

무화과 484 12

세인트 플리어 60 6

난종류 121 3.6

시클라멘 181 3.6

인삼 145 6

[표 2-7] 작물별 광포화점과 광보상점

출처: 식물생장용 LED 전문업체 ‘빛솔엘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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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합성유효광량

자속밀도(PPFD)

(㎛ol·m-2·s-1)

식재가능식물

LED

저광구

10 

이하

국화과 적치커리(트레비소, 로사이탈리아나), 코튼라벤더

배추과 꽃케일(백축면, 적축면)

미나리과 샐러리

꿀풀과 장미허브

10~25

*10이하 

식물 

식재가능

국화과 분화국, 엔디브, 치커리(네로네), 고들빼기, 치커리(구루모)

배추과 양배추, 열무, 무, 배추, 다홍채, 배양채, 적겨자채, 브로콜리

미나리과 일당귀, 삼엽채

꿀풀과 캔들플랜트, 레몬밤

대극과 포인세티아, 세엽무늬크로톤

돌나물과 칼랑코에, 돌나물

협죽도과 빙카, 오색마삭줄

쥐꼬리망

초과
아펠란드라, 핑크스타, 화이트스타, 휘토니아

기타

말라바시금치, 비트, 아마란스, 적소렐, 제라늄, 무늬사스레

치, 캄파뉼라, 아글라오네마, 익소라, 칼라산호수, 오렌지자

스민, 빅토리아, 은사철, 부추, 벤쿠버제라늄

관엽(화훼):　소관엽류

LED

고광구

80~100

*LED 

저광구 

식물 

식재가능

국화과

그랜드래피드상추, 뚝섬적축면상추, 열풍적치마상추, 맛치마

상추, 진빠롤라상추, 진자적축면상추, 롤라로사상추, 적삼각

추상추, 적오크립, 신기추상추, 시저스레드로메인, 미니컵로

메인, 시저스그린로메인

가지과 꽃고추, 화분용 방울토마토

자소과 체리세이지

운향과 보로니아

[표 2-8] 지하역사내 광량별 식물식재 가능식물

출처: 이상배 외, 2011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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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관리 기술

현재 국내 지하정원을 유지관리중인 종각역 태양의 정원30)과 흑석역 생태공

간31)의 유지관리방법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조사했다.

2019년 12월부로 개장한 종각역 태양의 정원은 서울시에서 조성 및 운영관

리를 맡고 있다. 2명의 녹지관리 근로자를 두어 주 7일 유지관리를 한다.

담당 녹지관리 근로자에 의하면 종각역 태양의 정원에서는 양지식물, 음지

식물 모두 고사율이 거의 없어 생육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꽃대가 높게 자

라는 형태 등의 웃자람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작업일보32)의 기록에 

의하면 실내와 실외의 온습도에 차이가 있었고, 실내환경에서 온습도의 변화

가 낮은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근무 중 근로자는 광량과 환기가 부족하다

고 느꼈고, 아직 여름철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름에

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병원체의 증식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주일에 한 

번 충분한 관수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물을 주면 물을 흡수하고 오랫동안 유

지되며, 간간히 뿌리가 썩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녹지관리 근로자의 주요 관

리사항으로는 주변 환경 정리 및 청소, 물 관리, 전정 작업, 이식 작업, 지지대

설치, 낙엽제거 등의 화단관리가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신기하다는 의견이 가

장 많았고 꽃이 있어서 좋아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꽃

을 찍거나 꽃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33) 지하정원의 조망이 

가능한 주변 상인들의 인터뷰에서는 시각적인 효과나 심신 안정 효과는 있으

나 공기질 개선에 대해서는 체감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34) 인터

뷰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상황 때문에 매출 및 유동인구 상황 등을 지

하정원의 도입 효과와 연관시키기에 무리가 있었다. 연구자가 태양의 정원의 

PPFD 측정 결과 지하의 태양빛 산광부 아래는 오후 2시 39분 313μ

30) 본 논문의 2.3.2 지하 녹지 조성 사례조사 참조

31) 본 논문의 2.3.2 지하 녹지 조성 사례조사 참조

32) 녹지관리 근로자의 작업일보 상 기록된 일 3회(09:00시, 13:00시, 17:00시) 온습도 측정데이터 참조

33) 종각역 태양의 정원 녹지관리 근로자 인터뷰 (2020년 04월 02일 오후 1시 50분)

34) 종각역 태양의 정원 옆 상가 근로자 인터뷰 (2020년 04월 02일 오후 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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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m-2·s-1 으로 측정, LED 조명 아래는 60μmol·m-2·s-1으로 측정 지

하정원을 벗어나면 11μmol·m-2·s-1로 측정되었다. 선포탈 업체의 자연 채

광 시스템 보수공사로 인해 방문한 직원과의 인터뷰 결과, 지하정원의 LED는 

식물 생장용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흑석역의 지하 생태공간의 경우 외주관리업체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다. 업

체의 관리자와 인터뷰를 통해 유지 관리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관리자는 

‘흑석역의 생태공간은 아열대성 식물 중 햇빛이 부족해도 유지되는 식물을 

도입하고 있는데 비교적 큰 식물들은 잘 죽지 않지만 지피식물들은 햇빛 부족

으로 죽거나, 겨울철 냉해를 입는다.’고 답했다. 일부 남부지방 수종의 고사

가 나타나지만 그 외의 식물들이 고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지피식물의 경

우 보식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자가 언급한 관수의 적정 주기는 일주

일에 한 번 정도였으나, 관리비 절감 측면에서 관수가 자주 필요치 않은 식물 

위주로 식재 및 배치하여 2주에 한 번 관수하고 있었다. 최초 시공 시에는 자

동관수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잦은 고장과 누수로 폐기하고 현재는 수동으로 

관수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관리사항은 관수, 보식, 재 식재 및 계류의 이

끼 청소가 있다. 병충해 관련해서 관리 방안에 대해 인터뷰 시 ‘깍지벌레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약을 치거나 자주 닦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

는 경우 재 식재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기에 그런 방법을 통해 관리

하고 있다’고 답했다.35)

지하에 조성된 정원의 실제 관리자와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지하 공간에 

조성된 정원이기에 관수 시 물 튀김, 바닥 미끄러짐 등을 유발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었다. 또한 광량의 부족 때문에 도입 

수종에 제한이 있었고, 일부 고사, 생장 더딤, 웃자람현상 등의 지상과는 다른 

생육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5) 서울메트로 9호선 노들역 및 흑석역 생태공간 관리업체인 ‘초록빛풍경’ 대표 인터뷰 (2020년 04
월 05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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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 녹지 도입 효과

실내 식물에 관한 심리적, 환경적, 경제적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효

과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지하 녹지 조성 효과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추출된 요소를 정리했으며, 지하 녹지를 

단순 식물도입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공 시설물, 문화 예술의 관점으로 확대하

여 그 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식물 도입으로 뇌파, 혈압, 맥박 수 등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리적 반응

이 일어나며(이마니시 히데오 외 2004) 쾌적한 공간연출과 음이온 발생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박신애 외 2010). 

식물의 광합성 작용은 공기질 개선 효과와 연결되어있다. 식물의 생육을 위

한 광합성 대사 작용은 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으로써 이산

화탄소를 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환원하는 과정이다(이변우 외 1999). 그 결과

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여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식물의 호흡작용을 통해 밀폐된 실내 공간 내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36) 등의 흡수와 흡착이 일어나 공기를 정화한다. 식물에 

의해 낮과 밤 시간에 상관없이 미세먼지가 감소하지만 식물의 경우 낮 시간에

는 호흡보다 광합성을 많이 하고 밤 시간에 호흡이 활발하여 밤 시간 때의 미

세먼지 흡수량이 크다(정수봉 외 2018). 또한 증산작용을 통하여 실내 공간으

로 수분을 방출함으로 건조하기 쉬운 실내 습도를 높여주며, 잠열의 증가로 

인해 기온 변화를 더디게 하여 온도조절을 하는 효과도 있다. 때문에 여름철 

온도 강하, 겨울철 온도 상승효과가 있고, 이로 인한 냉난방비 절감 등의 경제

적 효과도 있다. 또한 녹지의 도입은 실내의 소음 경감 및 음향조절을 한다(김

수봉 외, 2001). 심리적으로 실제 수치보다 높은 방음 및 차폐효과를 나타낸다.

자연적인 요소를 실내에 도입함으로써 자연과 환경, 식물에 대한 이해증진

36)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초미세먼지(PM-2.5)
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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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을 주므로 교육적인 효과를 가지며 식물 고유의 냄새를 지하 공간으로 

끌어들임은 물론, 미적인 효과까지도 제공한다(김수봉 외, 2001). 

이처럼 지하 공간에서 녹지 도입은 인공 환경과 자연환경의 일체화를 통하

여 삶의 의미와 가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고 

자연과의 접촉을 통한 인간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쾌적함을 보장하면서 생리

적인 만족감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상인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 근무환

경을 제공하면서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지역 어트랙션 제공으로 가치

를 창출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하 공간의 공공성 및 활용성 증대와 보행

환경 개선이 가능하다. 더불어 대상지가 가지는 위치적 특징에 따라 주변 관

광자원 및 상업시설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 요소로 대상지 일대의 활력을 불

어넣는 역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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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 녹지 도입 선행연구 조사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하 공간에 녹지를 도입하는 목적에 있어서

는 기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써의 녹지 도입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 공간의 녹지 현황이나 녹지 도입 방안 제

시, 녹지 도입 효과, 이용자 인식조사 등의 내용이 선행연구들의 주제로 다루

어지고 있다. 녹지의 도입 공간은 인간의 보행으로 접근 가능한 지하철 역사

나 지하도상가로 한정되어 있어 녹지의 도입 필요성이 인간의 생활환경 개선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지하 공간은 지상부와 동일하게 녹화가 가능한 

하나의 자원으로 보아야 한다(김수봉 외 2001). 지하 공간의 녹지 도입에 대한 

과학적 근거, 설문조사결과 및 실험 등의 연구결과들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제도의 미비와, 관리 주체에 대한 논의, 경제

성 등의 문제들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있다.

김수봉 외(2001)은 연구 대상지의 지하 공간 대기상태는 지하 대기 오염기

준에는 미치지 않으나, 부유분진이 다수 측정되는 것을 지적하며 식물 도입을 

통해 지하 공간 대기질의 개선이 가능함을 시사하면서 지하 공간에 공기오염 

및 광합성을 배려한 수종을 제안했다. 김정호(2009)는 도심부 지하 공간은 다

양한 도시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우선 법 제도적인 

및 도시계획수립이 시급하고 기술개발, 지하 공간 이용자의 심리, 생리적 영향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엄정미(2010)는 지하생태공간이 조성된 흑

석역과 조성되지 않은 샛강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및 선호

도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생태공간이 조성된 흑석역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밝혔고, 녹지시설이 조성될 경우에는 휴게 공간의 조성도 함께 이루어져야하

며, 녹화유형은 기둥 및 벽면형의 녹화보다 정원형과 혼합형을 선호함을 결과

로 나타내었다. 송인주 외(2010)은 지하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심리

적 요소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 및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성 언급

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지하 녹지 공간 조성제시와 서울시 지하철 역사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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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관 현황 파악과 지하 녹색 공간 활성화방안을 제시했다. 박미옥 (2010)은 

지하철 흑석역에 조성된 지하녹지 공간에 대한 생태적 기능을 8가지 평가항목

(다층구조, 그린존, 청정에너지, 친환경 인공재, 환경 오염재, 기후변화, 공기정

화, 수분공급)을 적용하여 평가했으며 흑석역 지하녹지 공간의 생태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박아영 (2010)은 흑석역 내부에 생태공간을 설계 및 조성한 

후, 공기정화의 효과를 측정했고, 결과적으로 지하녹지 공간은 포름알데히드 

농도 및 분진을 감소시키고 습도를 증가시켜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했다. 송인

주 (2011)은 지하철 역사의 소극적인 지하녹색공간 조성에 대해 비판하며 다

양한 형태의 지하녹색공간 조성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의 지하철역사를 유

형화 하여 환경에 적합한 저관리형 모델을 통한 지하 공간 녹화 활성화 방법

에 대해 연구했다. 하미경 외 (2013)는 도심 엔터테인먼트형 복합상업시설 지

하 공간에 자연요소를 이용한 환경디자인 요소를 추출했다. 고지근 외 (2018)

은 국내외의 지하녹색공간 조성 사례 및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 녹색공간의 필요성 제시했다.

[표 2-9] 지하 공간의 녹지 도입 관련 선행연구 조사 

저자, 

연도
주제 주요내용

김수봉 

외 , 

2001

식물을 이용한 지하 공간

의 친환경적 활용과 대구

시 녹지 환경의 개선에 대

하여

지하 공간을 지상부와 동일하게 녹화가 가능

한 하나의 자원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식물 도

입을 통해 지하 공간 대기질의 개선이 가능함

을 시사. 지하 공간에 적합한 수종을 제안함.

김정호, 

2009

녹색성장을 위한 지하 공

간의 활용 및 기술개발

법 제도적인 및 도시계획수립이 시급하고 기

술개발, 지하 공간 이용자의 심리, 생리적 영

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

엄정미, 

2010

지하 공간 내 생태공간의 

이용만족도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지하생태공간이 조성된 흑석역과 조성되지 않

은 샛강역에 대해 이용자의 만족도 및 선호도

를 조사·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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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주 

외 , 

2010

서울시 지하 녹색 공간 조

성 및 활성화 방안

지하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심리적 

요소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 및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성 언급. 그 해결책에 대

해 지하 녹지 공간 조성방안 제시. 서울시 지

하철 역사의 생태경관 현황 파악과 지하 녹색 

공간 활성화방안 제시

박미옥, 

2010

지하 녹지 공간 생태성 평

가

지하철 흑석역에 조성된 지하녹지 공간에 대

한 생태적 기능을 8가지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평가

박아영, 

2010

지하철 역사 내 생태공간

의 조성에 따른 분진·포

름알데히드 제거 효과에 

대한 연구

흑석역 내부에 생태공간을 설계 및 조성한 후, 

공기정화의 효과를 측정 및 분석

송인주, 

2011

지속가능한 지하 녹색 공

간 활성화 방안

지하철 역사의 소극적인 지하 녹색 공간 조성

에 대해 비판하며 다양한 형태의 지하 녹색 

공간 조성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의 지하역

사를 유형화 하여 환경에 적합한 저관리형 모

델을 통한 지하 공간 녹화 활성화 방법에 대

해 연구함

하미경 

외 

2013

도심 엔터테인먼트형 복합

상업시설 지하 공간에 자

연요소를 이용한 실내 환

경디자인 방안에 관한 연

구

도심 엔터테인먼트형 복합상업시설 지하 공간

의 자연요소를 이용한 환경 디자인 요소를 추

출하여 설문조사 실시 및 현장 조사를 통한 

디자인 현황 분석

고지근 

외 , 

2018

지하녹색공간 조성사례 및 

효과

국내외의 지하 녹색 공간 조성 사례 및 효과

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 녹색공간의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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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사례조사

1. 공공 공간으로의 지하 공간

❚ 캐나다 토론토 PATH

토론토는 온타리온 주에 위치한 캐나다 최대의 도시로 경제, 통신, 운수사업

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토론토의 지하 보행네트워크인 PATH는 1900년 Eaton 

백화점과 부속 건물을 연결하면서 시작된 민간 주도의 지하 공간이다. 현재는 

자동차 의존율 감소, 지하철 유지보수 비용 절감, 걷기를 바탕으로 한 시민 삶

의 질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발전과 함께 도심의 

커뮤니티 형성의 중요한 기반으로 떠오르고 있다.37) 토론토 시는 도심 지하 

도로를 도시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38)

현재 PATH는 길이 30km, 면적 371,600m^2로 세계 기네스 기록상 가장 큰 

지하 보행자 통로로 자리매김 했다. 약 1,200개의 상점과 50개 이상의 빌딩들

37) 서울연구원 (2019). 세계도시동향

38) 토론토 시 홈페이지, https://www.toronto.ca

[그림 2-9] PATH 의 성장과정 (1973~2010년)

출처: 토론토 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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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PATH와 연결되어있으며, 약 5,000명의 인원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일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PATH를 이용한다. PATH는 토론토의 교통 기반 정책 중 

하나인 ‘토론토 보행 전략(Toronto Walking Strategy)과 연결되어 미래 도심

계획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림 2-10] 토론토 PATH 네트워크 지도

출처: 토론토 PATH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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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다나 몬트리올의 지하도시 레조(RÉSO)
지하도시 레조(RÉSO)는 편리함, 즐거움, 공공성에 기초하여 구축되었으며 

이는 이동, 구매, 머물기 등의 도시적인 행위로 나타났다(이강주, 2008).

1962년에 건설된 지하도시 레조(RÉSO)는 1984년~1992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확장하였으며 현재 20마일(약 32km), 총면적 약 12㎢의 거대한 공간으로 성장

했다. 지하도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몬트리올의 레조(RÉSO)의 내부

는 실제로 지하뿐만 아니라 지상 레벨의 공간도 아우르는 복합 개발의 형태를 

띄고 있다. 전체적으로 쇼핑센터와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고 지하철역, 기

차역, 버스터미널, 대학, 공연장, 아파트 등과 주변 대형 건물 등으로 대부분의 

생활환경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155개의 통로가 지상과 연결되어있으며 하루 

평균 50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다.39)

39) 캐나다 관광청, kr-keepexploring.canada.travel

[그림 2-11] 몬트리올 지하도시 레조 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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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명
몬트리올실내도시 탄생 

(1962년)

지하철설치 및 도시 

확장 (1969년)

도심 안쪽으로 

실내도시 확장 (1979년)

이미지

설명
남북축의 첫 번째 관통 

(1989년)

남북측의 두 번째 관통 

(1996년)

동서축의 확장과 

실내도시의 U자형 통합 

(2006년)

이미지

설명 현재 몬트리올 레조(RÉSO)

[표 2-10] 몬트리올 실내도시의 단계별 형성과정

출처: 이강주, 200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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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헬싱키 지하도시 (Underground City helsinki)

도시 구조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목적의 많은 시설들이 지하에 배

치되었고, 이 지하 건물들을 서로 연결하여 통일성 있는 복합 단지를 형성해

야하는 요구가 증가했다. 헬싱키는 국민의 1/4가 거주하는 핀란드에서 가장 인

구밀도가 높은 도시이다. 그러나 이 도시는 지표 면적이 215km²에 불과한데 

도시기반시설이나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지하 공간에 건설하여 도시 면적

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헬싱키의 지하 공간 체적은 약 1,000만 m³으

로, 이는 평균적으로 지표 100m²당 1m²의 지하 공간이 있다는 수치이다. 

핀란드의 암반구성은 터널이나 지하 공간 건설에 이상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하 공간의 개발에 유리하다. 또한, 핀란드에서는 1200m²이상의 건물

은 방공호를 갖춰야 하는 제약 사항이 있는데 오늘날 이 공간들은 평상시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필요 시 비상 대피소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사용

된다. [그림 2-12]는 이타케스쿠스(Itäkeskus)의 지하 수영장으로 실제로 주변이 

암반으로 둘러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평상시에는 하루 약 1000명, 연간 

40만 명이 이용하는 수영장으로 이용되며, 비상시에는 약 3800명을 위한 대피

소로 활용 할 수 있다. 

[그림 2-12] 이타케스쿠스(Itäkeskus)의 지하 수영장

출처: MTR FTA (Maanalaisten tilojen rakentamisyhdistys Finnish 

Tunnelling Associatio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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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 도시 계획 부서는 헬싱키에 산재된 지하 공간의 체계적인 활용 및 

상호 연결을 제어하기 위해 UMP(Underground Master Plan)을 내놓았다. ([표 

6] 참고)

종합적으로 헬싱키의 지하 공간 개발이 가능했던 것에는 해당 지역의 단단

한 기반암의 특징과 정책적인 영향, 도시 고밀화 현상으로 인한 오픈스페이스

에 대한 요구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2014, Ilkka Vähäaho).

내 용

이

미

지

범

례

밝은 파란색 향후 예정된 새로운 터널을 위한 경로

짙은 파란색 향후 예정된 지하 공간
회색 현존 터널 및 지하 공간

갈색 향후 지하 공간 활용 예정 부지(미정)
밝은 갈색 지면에서 10m 미만의 암반 부지

[표 2-11] 헬싱키 지하 마스터 플랜

출처: Helsinki city planning department 2014, Ilkka Vähäaho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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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 녹지 조성 사례조사

❚ 종각역 태양의 정원

지난 2019년 12월 13일 개장한 종각역 태양의 정원은 도심의 유휴공간을 활

용하여 조성된 지하정원이며, 더 로우라인(The Lowline)40)을 벤치마킹한 사례

이다.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도심에 기능이 상실된 유휴공간이 증가하게 되었

고, 과밀화된 도시 안에서 녹지 및 휴게 공간이 부족한 배경으로 조성되었다. 

8개의 자연광 집광시스템과 추가적인 LED시스템으로 광원을 확보하여, 자연

채광을 활용한 지하 유휴 공간 재생 모델로 조성되었다. 서울시에서 조성한 

태양의 정원은 관리 주체에 있어서 공원 등 녹지를 관리하는 녹지관리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지하에 위치한 연유로 태양의 정원을 설치한 서울특별시 안전

총괄과에서 1년간 운영하고 있다. 정원 조성 이외에도 자투리 공간에 상업시

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활용성을 높였다.

[그림 2-15] 종각역 태양의 정원

출처: 한국경제 (2019년 12월 13일자)

40) 본 논문의 2.3.2 지하 녹지 조성 사례조사 로우라인(The Lowline)에 대한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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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종각역 태양의 정원 식재계획도

출처: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청구

[그림 2-13] 종각역 태양의 정원 식재 수량표

출처: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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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석역 생태공간

2009년 7월에 개통된 서울메트로 9호선은 공사 계획단계에서부터 지하 공간 

내에 생태공간 조성사업을 고려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흑석역에 조성되

어있는 생태공간의 상부 천장은 초기 설계단계 계획의 영향으로 직접 자연광

을 유입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관수시설, 보조광

원을 위한 전기설비, 배수시설 등도 지하철역사 설계 시 미리 반영하였다. (박

아영, 2010) 때문에 여타의 지하 공간에 마련된 녹지 공간과 형성자체의 성격

이 다르다. 개찰구 외부에 생태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뿐 만 아니라 이용하지 않는 주변 행인들의 휴게 공간으로도 사용된다.

[그림 2-17] 정원형 식재계획도

출처: 박아영, 2010

[그림 2-16] 흑석역 생태공간 이미지 및 조감도

출처: 서울메트로 9호선 홈페이지, 박아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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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wline

더 로우라인(The Lowline)프로젝트는 1948년 이후 맨하탄 도심의 유휴공간

으로 방치되고 있었던 지하 터미널(Williamsburg Bridge Trolly Terminal)을 활

용하여 지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정부주도의 사업

이 아닌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시작되었으며, 미 항공우주국(NASA)의 엔

지니어 출신인 제임스 램지(James ramsey)와 하버드 출신 댄 바라시(Dan 

Barasch)가 ‘뉴욕매거진’에 로우라인 계획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조성하

는데 필요한 초기 자금은 클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단기간

에 3,300여 명의 서포터들로부터 총 15만 5천 달러를 모금하였다. 이후 뉴욕 

시로부터 조건부 부지 권한을 얻었고, 경제개발부서에서 500억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로우라인 랩(Lowline Lab)이라 명명한 소규모의 쇼 케이스 공간을 

주말에 한정하여 오픈하고, 주중에는 이 공간을 지역 주민들의 요가 및 지역 

커뮤니티의 활동 장소로 제공했다. 현재 로우라인 랩(Lowline Lab)은 임시 폐

장상태이며 로우라인 파크(Lowline Park)로 2021년 개장 할 계획에 있다.41)

[그림 2-18] 벽면형 식재계획도

출처: 박아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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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공원 조성에 필요한 광원으로 한국 기업인 ‘선포탈’에서 세계 독점

기술로 개발한 태양광 집광시스템을 도입했다. 지상부에 설치한 시설로부터 

태양광을 집광하여 파이프를 통해 지하로 빛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42)

더 로우라인(The Lowline)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지하 유휴공간의 녹지 

공간 조성을 시도했다는 점과 이것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서 시작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1) 더 로우라인 홈페이지, http://thelowline.org/about/project/

42) 선포탈 홈페이지, http://www.thesunportal.com

[그림 2-19] 로우라인 랩(Lowline Lab) 이미지

출처: 더 로우라인 홈페이지

[그림 2-20] ‘선포탈’기업의 태양광 집광시스템 이미지

출처: 더 로우라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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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팜

메트로팜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농업회사법인 팜에이트(주)의 합작으로 

2019년 9월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지하 1층 유휴공간에 조성되었다. 국

내에서는 최초로 지하 공간에 조성된 수직농장이며, 스마트팜43) 시설을 갖춘 

도시농장이다. 재배실은 3無(무농약, 무GMO, 무병충해)와 함께 미세먼지의 걱

정에서 벗어난 친환경적인 재배 환경을 제공한다. 팜 갤러리, 팜 카페, 팜 피

크닉, 팜 아카데미와 같이 메트로팜에서 재배되는 식물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

도 벌여지고 있어 단순 신선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재배만이 아닌 상업적, 교

육적 효과와 일자리창출, 공공 휴식 공간 제공 등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답십리역, 천왕역, 을지로3가역 등의 지하철역

사 내에도 민관협력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사 내의 유휴공간에 메트로팜을 조성함으로써 시

민들에게 도시농업을 보다 쉽게 접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다

양한 방식으로 지하 공간을 활용하면서 자연광이 들지 않는 지하 공간에서 식

물의 경작이 기술적인 측면으로 해결 가능함을 보여준다.

43) 스마트팜(Smart Farm): ICT를 온실, 과수원 등 농업 시설 및 노지에 접목하여 작물의 생육상태를 모
니터링하고 원격․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 (출처: 한국정보통
신기술협회 용어사전)

[그림 2-21] 상도역 메트로팜

출처: 내 손안에 서울 (2019년 10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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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종합 및 시사점

통상적으로 고밀도, 지가 높은 도심부에 생성되는 지하 공간은 점차적으로 

확장되면서 여러 시설들이 서로 연결되고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국내의 경우에도 지하철과 연계된 지하 공간들과 그 주변 지하도 상가

들이 점차적으로 연결되고, 그 주변 대형 빌딩들의 지하 공간과도 연결되며 

성장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지하 공간이 지상의 가로와 같이 보

행통로, 광장 등의 공공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

적 공간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공공성과 쾌적성을 확보하여 활용성

을 제고해야 한다. 지하 녹지 도입은 지하 공간의 공공성과 쾌적성 확보 목적

으로 조성된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메트로팜과 같은 일부 상업 목적에 의한 

녹지 도입사례도 있었으나 그 또한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바

가 크고, 도시민들이 조금 더 농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접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타 지상부의 공공을 위한 녹지 도입과 크게 다른 점은 지하라는 공간

이 가지는 물리적 한계였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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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시사점 및 연구의 착안점

지하 공간에 대한 개념과 현대도시에서 지하 공간이 가지는 의미, 지하 녹

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지하 녹지 도입 관련 기술 및 그 효과, 

사례조사 등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하 공간이 가지는 잠재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하 공간의 활용은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안으로써 그 범

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하 공간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공간으로써의 지하 공간은 도시가 확장되거나 새

로운 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심의 대형 빌딩, 지하철, 공공시설 등의 지하 공간

들을 점차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였고, 반복적인 결과로 도시 지하에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때문에 도심의 지하 공간은 공공보행이 자유롭

게 일어나는 공공공간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지하라는 물리적 공간의 특성

으로부터 기인한 심리적, 환경적 문제가 있어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의 성격상 

국민 복지차원의 지하 공간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환경 개선을 위해 

주로 환기설비 적정가동, 주기적인 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필터교체 등의 조

치를 취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시설위주의 

관리방안과 더불어 지하 녹지 도입으로 보다 쾌적한 지하 공간의 환경을 위한 

관리가 요구된다. 지하 공간에 녹지를 도입함은 식물 생장 관점에서 광원확보, 

토양 및 수 관리 등 다양한 제약사항이 있으나 점차적으로 기술적인 한계가 

극복됨에 따라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지하 생활공간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기

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함을 알 수 있고, 앞서 언급된 연구

결과와 기술들의 분석을 통해 지하의 녹지 도입이 지하 공간의 공공적 활용성

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해결방안임을 시사한다. 기존의 연구

는 열악한 지하 환경의 개선방안으로 녹색 공간, 생태공간, 자연요소 등의 명

칭을 사용하여 지하 공간에 녹지를 도입하는 단순 지하 녹화에 대해 주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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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져 있다. 그러나 해당 지하 공간의 도시 내 위치 및 그에 따른 입지상의 

장소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주변부를 포함한 지상부와의 긴밀한 연계 등

도 미처 감안하지 못한 채 단순히 지하 공간 녹화에만 치중한 것으로 평가된

다. 그 결과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 공간의 녹지 도입에 따라 공공성과 쾌적성 

향상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적 활용성 제고 측면

에 초점을 맞춰 을지로 지하 공공보행 공간을 대상으로 녹지 조성 방안을 제

시할 것이다. 따라서 을지로 일대 지하 공공보행 공간의 녹지도입계획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착안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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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상지 분석

1절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1. 입체복합도시

1)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

도로, 하천, 지하보도 등 도시 기반시설들의 개별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시공

간들이 파편적으로 개발되어왔다. 그로 인해 기반시설은 서로 단절되어 유기

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생겼고 통합적인 도시 활성화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

다. 서울시는 시에 대한 도시공간구조차원의 종합검토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기반시설을 지하화하고 유휴 부지를 활용 하는 등 입체복합도시 구축을 통합

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그림 3-1] 및 

[표 3-1]과 같다.

[그림 3-1] 서울입체복합도시 마스터 플랜

출처: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주요업무 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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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토부 ‘도로 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제정과 ‘입체하천구

역도입’연구 등을 추진하면서 관련법 제정 및 제도 개선 추진을 통한 도시공

간의 입체복합 활용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44)45)

44)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2019). 주요업무 보고 p.11

45)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 http://yesan.seoul.go.kr/wk/wkSelect.do?itemId=100430&tr_code=sweb

사업목적 세부내용 기대효과

기반시설 개선사업 및 개

발사업과 연계한 도시공간

의 복합 활용을 위한 마스

터 플랜 수립

부서단위 개별 추진사업을 

통합한 추진전략 마련 및 

실행과제 제시

입체복합 활용을 통한 도

시공간구조 개선안 마련 기반시설 개선사업 및 개

발사업 등과 연계한 도시 

공간 복합 활용 가능

효율적인 도시공간 활용을 

통한 입체도시 서울로 재

탄생

기존 기반시설을 개발사업

과 연계 통합한 입체 활용 

공간 발굴 및 유형화

-

사업유형별 추진전략(가이

드라인) 수립 및 추진모델 

구축

단위사업 유형화 및 특성

별로 추진모델 구축, 시범

사업 선정 추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2개

소) 및 시범사업 구상(안) 

수립

[표 3-1]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재구성

출처: 2020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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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심권 보행중심 입체 보행도시 조성계획

서울시는 도심권의 지하 공간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한 보행 네트워크 구축

으로, 한양 도성길~서울로~지상보도~지하 공간을 이어서 연속적인 보행이 가

능토록 하는 입체 보행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지하 보행 공간 조성 시, 서울시

는 중점 사항으로 “1)단절된 지하보도 연결로 보행 네트워크 구축, 2)단순 통

로가 아닌 필요 공간 중심의 지하 공간 재생, 3)지상과 지하를 입체적으로 연

결해 혁신 거점 조성, 4)첨단 기술을 활용해 지하 공간을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재생, 5)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지하 공간 통합  

사용, 6)역사 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혁신적인 공간계획”의 여섯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주요 지하보행 네트워크 구축 계획 구간은 [그림 3-2]와 

같이 세종대로 일대, 을지로 일대, 서울광장, 남대문로 일대이다.46)

46) 서울시 (2020). 시민의 삶을 바꾸는 앞으로 10년, 서울미래지도 p.50-59

[그림 3-2] 지하보행 네트워크 구축 계획구간

출처: 서울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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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사업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사업은 앞서 언급했던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사

업 및 도심권 보행중심 입체 보행도시 조성계획과 연관된 사업으로, 서울시에

서 추진하는 다양한 보행사업의 중심축에 위치한 을지로 지하보행통로를 지상 

수준의 쾌적한 보행환경 및 시민중심 공간으로 개발하여 도심 내 활력을 부여

하는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시장 요청사항, 자연환경보전법 제43

조 제2항,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을지로 입체

보행공간 조성사업 추진계획(ʼ19.7.22)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을지로 입체보

행공간 조성사업은 [표 3-2]와 같은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가 있다.47)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시장 요청사항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

사업은 서울시청에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까지의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규모 연장 2.5km, 면적 21,686에 총사업비 956억 원으로 2024년 완공 예정

에 있다.48)

47)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사업, http://yesan.seoul.go.kr/wk/wkSelect.do?itemId=100853&tr_code=sweb

48) 서울시 (2020). 시민의 삶을 바꾸는 앞으로 10년, 서울미래지도 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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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세부내용 기대효과

지상, 지하 간 입체적 보행

연결을 통한 거점 공간 조

성

지하철 역사와 지상부 교통

섬을 활용하여 입체적 보행 

연결

단순 환승통로 공간이 아닌 

집객이 가능한 지하광장 역

할 부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처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친환

경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하

도 상가 활성화 기여

시민, 상인의 수요를 반영

한 공공문화공간 조성

노후화된 단순 지하보행통

로를 쾌적하고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

상가 공실공간을 활용하여 

부족한 시민 편의 공간 제

공

친환경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쾌적한 지하 환경 조

성

지상의 햇빛을 끌어들여 친

환경 지하정원 조성

지하 공간 내 답답한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조경 공간 

조성

[표 3-2] 서울시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사업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재구성

출처: 2020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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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 ‘다시세운 프로젝트’

‘다시세운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세운상가를 도심의 남북 보

행 축 및 창의 제조 산업의 혁신지로 만들려는 사업이다. 세운상가는 1967년

부터 1972년까지 건립된 세운, 현대, 청계, 대림, 삼풍, 풍전(호텔), 신성, 진양

상가를 통칭한다. 종로부터 청계천로, 을지로, 퇴계로를 남북으로 관통하여 구

성되어있으며 그 길이는 약 1km에 달한다.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로 지어

진 세운상가는 지어진 당시 상가시설에는 종합가전제품 판매가 이루어졌고, 

주거시설에는 연예인과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등이 입주하여 호황을 누렸다. 

1970년대 말 강남 지역이 개발되면서 세운상가의 주거기능은 상가들의 사무실

로 대체되면서 세운상가는 곧 전자상가로 인식이 굳어졌다. 그러나 1987년 용

산전자상가가 건설되면서 기존의 전자업종이 대거로 이전했고, 점차 쇠퇴하여 

1990년대부터는 지속적으로 전면철거 의견이 제기되었다. 2008년 상가를 철거

하고 대규모 녹지축을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가장 북측의 현대상가를 

공원으로 조성 후 보상 문제와 금융위기 등의 문제로 해당 사업은 2012년 백

지화되었다. 그러나 세운상가와 주변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 업체들

이 입지해 있어, 그 잠재력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2014년부터 ‘다시세운 프로

젝트’를 통하여 재생 사업을 시작했다. 1단계 사업으로는 종로-대림상가 구

역을 선정하여 세운상가-청계상가-대림상가를 연결하는 공중 보행길 ‘다시세

운보행교’를 개통하는 등 2017년까지 보행재생, 산업재생, 공동체재생 사업을 

진행했다. 2단계 사업은 삼풍상가~진양상가~남산순환로 구간이며 전체 사업이 

종료되면 종묘에서 세운상가 건물군을 지나 남산공원까지 지상과 공중 보행길

을 연결하는 역사도심의 남북 보행 축을 완성하게 된다.49)50)51) 을지로는 1단

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경계에 을지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와 교차하

고 있어 활용성 향상을 위해 물리적 연결성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표 3-3]과 

49) 이신해, 정상미 (2019).‘걷는 도시, 서울’ 정책효과와 향후 정책방향 p.41

50)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92449&cid=40942&categoryId=34709

51) 다시세운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sewo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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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세운상가군의 대림상가와 을지로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통로 및 엘리베이

터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구분 이미지

지상부 전경

지하부 전경

[표 3-3] 세운상가군의 대림상가와 을지로 지하상가 연결 공사

직접 촬영 (촬영일: 2020년 3월 28일)

[그림 3-3] 다시세운 프로젝트 조감도

출처: 내 손안에 서울 (2016년 1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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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규제 및 법규 검토

1) 관련 규제 검토

대상지는 시설물과 건축물로 구성되어 지하철역사는 시설물로, 지하도상가

는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다. 지하도상가는 건설 이후 시설물로 관리되다 상가 

임대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2015년부터 건축물대장을 등록하여 건축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52) 대상지의 관련 필지는 중복사항을 제외하면 총 74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지번은 [표 3-4]와 같으며, 그에 대한 해당 구역

의 토지이용 규제사항은 [표 3-5]와 같다. 대상지 전체는 공통적으로 일반상업

지역,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세운재

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있다. 여러 필지에 걸쳐 지하 공간이 개발되어있는 

만큼 다양한 지역ㆍ지구에 속해있다. 김지엽 외(2019)에 따르면 지상부를 연계

한 개발이나 지하 네트워크 개발은 현재 설치 및 운영의 명확한 법적 기준 및 

원칙이 없어 사례별로 다르게 진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도시계

획 시설 결정 기준, 도로점용허가기준, 기부채납기준, 구분지상권 설정기준, 점

용료 및 사용료 부과 기준”은 법적 쟁점의 소지가 있다.

구역명칭
도로 명 주소

(지번)
관련지번

a.을지로입구 

2호선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0-1)
을지로2가 1-1, 9-7

b.을지로3가

2호선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347-3)

을지로2가 108-1, 123, 149-10, 

을지로3가 335-1

c.을지로3가

3호선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2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82-8)

을지로3가 164, 164-1, 209-1, 

291-5, 335-1, 초동 17-8, 22-2

d.을지로4가

2호선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267-1)

을지로4가 101-7, 119-5, 122-4, 

124-3, 130-8, 188-7, 267-3, 47-2, 

49-7, 68-1, 80-10, 80-2, 82, 91-9, 

93, 93-1

e.을지로4가

5호선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51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191)

을지로4가 101-10, 101-7, 101-8, 

102-2, 103-1, 124-3, 130-8, 88, 

[표 3-4] 대상지 관련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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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서울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인터뷰 (2020년 3월 24시 오후 4시 51분)

90-2, 95-2, 95-6, 96-2, 주교동 

122-1, 123-18, 150-1, 174-1, 

175-6, 176-7, 179, 187-1, 193-1

f.을지입구
중구 을지로 지하 5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9-7)

을지로 2가 1-1, 18-6, 19-3, 

193-2, 3-3, 9-8

g.을지로 

(2구역)

중구 을지로 지하 8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49-10)

을지로 2가 1-1, 108-1, 18-6, 

19-3, 193-2, 20-2, 22-4, 22, 27-2, 

40-2, 41-2, 42, 55-7, 65-39, 68-3, 

68-4, 69-2, 69-4, 9-7, 9-8

h.을지로 

(3구역)

중구 을지로 지하 13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82-8)

을지로3가 335-1, 을지로4가 

267-1, 314-5

대상지 관련 필지 이미지

구분

지하철역구역

*구역명[표15]참조

지하도상가구역

*구역명[표15참조]

a b c d e f g h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일반상업지역 O O O O O O O O
중심상업지역 O 　 　 　 　 O O 　

방화지구 　 　 　 O 　 O O 　
특정개발진흥지구 O 　 　 　 　 O O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O 　 　 　 O O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장 저 　 　 　 　 　 　 　
도로 O O O 저 저 저 O O

도시철도 저 저 　 저 저 　 저 　

[표 3-5] 대상지 토지이용규제 사항

출처: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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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해당, 저: 저촉, 접: 접합

2) 관련 법규

현재 지하도상가와 관련된 법규는 [표 3-6]과 같으며, 임대차 관련 법률이나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률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

부와 관련하여 도로 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에 2017년 

처음 제안 된 이후 2018, 2019년에 제안 되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제안 이유는 아래와 같다.

지금까지 도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행 기능 확보의 관점에서 조정·

관리되어 왔으나, 한정된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공간을 창의

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로의 상·하부 공간(이하 “도

로공간”이라 함)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음. …중략… 

도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시공간의 창의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그러나, 건축기준완화 적용에 대한 의문 및 기존 절차의 활용성 여부와 새

로운 통합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타당성 등의 의견으로 해당 법안의 반대의

견도 분분하다.53) 하지만 한정된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한 도로 

53) 도로 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내용 참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C9M0R4W1H5H1A8S4E7H3E0G8U8Z7)

보행자전용도로 　 　 　 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 O O O O O O O O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안지역 O O O 　 O O O O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O O 　 　 　 O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O O 　 　 　 O

상대보호구역 　 　 O O O 　 　 O
대공방어협조구역 O O O O O O O O

도로구역 　 　 　 O 　 　 　 　
정비구역 　 　 　 O 　 　 　 　

역사도심 O O O O O O O O
건축선 　 　 　 O 　 　 　 　

과밀억제권역 O O O O O O O O
중점경관관리구역 O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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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대한 시도는 앞서 언급되었던 다양한 사업들과 더불어 

전 세계 고밀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임은 자명하다.

점포임대차·광고물·부대사업 시설물관리 기타법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지하 공공 보도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임대차 조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령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종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 발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

령

지하도상가관리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

규칙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규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폐기물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표 3-6] 지하도상가 관련법규

출처: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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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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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광역 환경 분석

1. 을지로의 역사

대상지는 지하철역사 및 지하도상가로 이루어졌으며 을지로의 지하에 위치

하고 있다. 을지로는 길이 2.74km 로 종로·청계로·퇴계로와 함께 서울의 도

심부를 동서로 가르는 간선도로이며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 및 업무지역으로 

꼽힌다. 조선시대에는 구리개로 불렸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황금정통으로 불리

다가 1946년 10월 1일 일본식 동명을 정리하면서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성

을 따서 붙이면서 현재의 이름인 을지로가 되었다.54) 그 후 1954년 서울역에

서 신당동까지 폭 30m, 길이 2,740m로 도로가 확장 및 신설되었고, 1984년 을

지로 3가가 추가되면서 을지로는 시청을 기점, 서울운동장(현 동대문디자인플

라자&파크)을 종점으로 이름 붙여졌다.55) [그림 3-4]는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도심의 주요 도로로 이용되어 왔던 을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54) 서울교통공사 사이버스테이션, http://www.seoulmetro.co.kr/kr/cyberStation.do?menuIdx=538

55)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지명사전, 
https://history.seoul.go.kr/nuri/etc/sub_page.php?pidx=146579435936&CLSS1=0&CLSS2=&first_con2=&sSel=
sch_name&sText=%EC%9D%84%EC%A7%80%EB%A1%9C&x=33&y=11

[그림 3-4]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을지로

출처: 국토정보플랫폼 및 인터넷검색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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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 입지

본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시 중구 일대이며 청계천과 퇴계로 사이인 을지로 

지하에 위치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을지로입구역부터 을지로4가역 사이로 지

하철역사 및 지하도상가가 혼합된 형태의 지하 공간이다.

옛 한성 한양도성의 사대문 (숭례문(남대문), 흥인지문(동대문), 숙정문(북대

문), 돈의문(서대문)) 내부의 지역에 속해 있으며 이곳은 현재까지도 서울의 원 

도심으로 기능한다. 때문에 대상지 주변인 반경 1.5km 내에는 덕수궁, 경복궁, 

창경궁, 종묘, 숭례문 등의 문화재와 명동, 인사동,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중

앙시장, 세운상가, 청계천, 서울시청, 남산, 훈련원공원, 탑골공원, 서울광장 등 

[그림 3-5] 연구의 대상지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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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설과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변의 다양한 

환경 및 지하철 인프라를 지하보행 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활용성 높은 공공공

간으로써 작용케 할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현재 이 공간은 지하철의 이용통

로로 이용되는데 그치고 있다(이종호, 2014). 대상지 일대는 종로 및 퇴계로와 

더불어 도심 내의 동서축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종로 및 퇴계로에 비

해 보행환경이 열악하다. 이는 지상과 지하 공간 사이에 보행 연계요인이 부

족한 점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서로 길게 조성된 지하도 상가 

사이사이에 지하철역이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내 빈 상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상지는 청계천과 나란히 

동서로 길게 뻗은 보행 환경을 제공하여 주변의 다양한 자원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의 지하 녹지 도입은 공공성 확보 및 쾌적성의 향상 뿐 

아니라 관광의 한 요소로도 자리매김 하여 공공적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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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 지하 공간 분석

대상지 주변의 지하 공간은 [그림 3-6]과 같이 다수의 지하철역사, 지하도상

가 및 건물 지하부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철역사 및 지하도상가가 주축이 되

어 주변 건물들의 지하와 연결되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새로 건설되는 건물

들의 지하는 기존의 지하 공간과 연결시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는 특징이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이미 형성된 지하 공간간의 연결성 확보를 통해 지

하보행로의 확장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그림 3-6] 대상지 주변 지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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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지 인접 지상부 분석

동서를 축으로 형성된 대상지의 주변 건물용도는 [그림 3-7]과 같다. 을지로

1가 및 을지로2가 주변은 업무시설이 밀집해있고, 을지로3가 및 을지로4가 주

변은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공장건물 등이 혼

재해 있다. 블록별, 건물별로 용적률, 건폐율, 노후도에 대해 [표 3-7]과 같이 

비교하였을 때도 을지로를 중심으로 동서 간의 명확한 특징적 차이를 나타냈

다. 을지로1가, 2가 인근은 을지로3가, 4가 인근에 비해 노후도가 낮고, 용적률

이 높으며 건폐율이 낮아 주로 높은 빌딩들로 구성되어 있고 공개공지와 같은 

유휴공간이 동측에 비해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을지로3가, 4가 인근은 

낮은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형상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동측으로 갈수록 작

은 필지들의 낮은 건물들로 구성되어있으며 건물의 노후도 또한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을지로 1가 주위에는 대형 백화점 및 호텔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프레지던트호텔)이 들어서 있고, 을지로 2가에는 금융

기관이 밀집해 있다. 을지로3가는 노가리 골목, 골뱅이 골목 등 특색을 가진 

골목이 형성되어있다. 을지로4가는 세운상가군이 관통하고 있으며 그 주변으

로 조명기구와 건축자재판매업이 발달해 있고 광장시장, 방산시장, 중앙시장 

등의 시장과 인쇄업종이 밀집해 있다.

[그림 3-7] 대상지 주변 건물용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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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이미지

블록별 

용적률 

비교

블록별 

건폐율

비교

건물별 

노후도 

비교

[표 3-7] 대상지 인접 지상부 분석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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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구 분석

대상지가 위치한 서울시 중구는 [그림 3-8]의 서울시 구별 인구분포도와 같

이 서울시의 여타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낮은 주거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표 3-8]처럼 업무시설 및 상업지역 밀집으로 서울시 중구의 단위ha당 

직장인구는 주거인구의 약 4.4배이며 이 수치는 서울시 전체 기준 단위ha당 

직장인구 대비 주거인구가 0.5배 인 것에 비교해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상지를 포함하는 명동과 을지로동, 광희동의 경우 같은 중구 안에

서 상이한 직장인구 수를 갖는데, 명동이 을지로동과 광희동에 비해 ha당 직

장인구가 3배 이상 많다. 따라서 대상지는 상업 종사자 및 관광객, 업무시설 

이용자를 위한 공간 구상이 요구된다.

행정구역 주거인구 직장인구
주거인구 대비 직장인구 

비율 (배)

소공동 12 1489 124.1

회현동 50 844 16.9

[표 3-8] 서울시 중구 행정구역별 인구 수

출처: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 재구성

[그림 3-8] 서울시 구별 인구분포도

출처: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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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상권분석 서비스를 이용해 길 단위로 주중 및 주말 시

간대별 상존인구를 분석했다. 길 단위 상존인구는 빅데이터인 KT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생성된 자료이며, 상존인구가 많고 적음에 대해 설정 범위 안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대상지 주변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3-9]와 같다. 주중

에는 새벽시간 (00~05)과 늦은 저녁시간(21~23)을 제외하고 상존인구가 지속적

으로 많았고, 주말에는 오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상지 주변 상존인구

는 주중이 주말에 비해 월등히 많다. 상존인구는 구역별로 뚜렷한 특징이 나

타났는데 을지로 1가, 2가 방면은 주중에는 대상지를 기준으로 북쪽에 상존인

구가 많고, 주말에는 남쪽으로 상존인구가 많았다. 주중, 주말에 관계없이 을

지로 3가, 4가 부근에 상존인구가 비교적 적었는데 대상지 주변의 개발부 및 

저 개발부 특성이 상존인구 분석 결과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을 관통하는 을지로 지하보행 공간의 특징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 창출 가능성이 있다.

명동 29 1686 58.1

필동 28 167 6.0

장충동 46 94 2.0

광희동 66 531 8.0

을지로동 28 480 17.1

신당동 135 267 2.0

다산동 275 147 0.5

약수동 349 60 0.2

청구동 425 84 0.2

신당5동 290 65 0.2

동화동 344 85 0.2

황학동 378 98 0.3

중림동 163 157 1.0

중구 전체 120 531 4.4

서울시전체 160 83 0.5
(단위: ha당 명, 기준일: 2019년9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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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주중 이미지 주말 이미지

00~05　

상존인구 적음: 8 ~ 상존인구 많음: 28 상존인구 적음: 8 ~ 상존인구 많음: 23

06~10　

상존인구 적음: 14 ~ 상존인구 많음: 68 상존인구 적음: 9 ~ 상존인구 많음: 22

11~13　

상존인구 적음: 10 ~ 상존인구 많음: 75 상존인구 적음: 6 ~ 상존인구 많음: 31

12~16　

상존인구 적음: 10 ~ 상존인구 많음: 74 상존인구 적음: 5 ~ 상존인구 많음: 37

17~20　

상존인구 적음: 9 ~ 상존인구 많음: 68 상존인구 적음: 5 ~ 상존인구 많음: 44

21~23　

상존인구 적음: 7 ~ 상존인구 많음: 24 상존인구 적음: 4 ~ 상존인구 많음: 18

대상지 범례

 

 2019년 9월 기준

[표 3-9] 대상지 주변 시간별 길 단위 상존인구 분석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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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 분석

대상지는 지하철역 5개(을지로입구역(2호선), 을지로3가역(2, 3호선), 을지로4

가역(2, 5호선))를 포함하고, 지하철 2호선 경로를 따라 형성된 태생적 특성에 

따라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지하 공간은 시청역부터 동대문역사문

화공원역까지 끊김 없이 연결되어있어 지하 공간만을 이용하여 도보로 약 

3km의 거리를 이동 할 수 있다. [그림 3-9]와 같이 지하철 이용객은 을지로입

구가 일평균 약 1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을지로3가역과 을지로4가역 순으로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다.56) 을지로 주변의 버스정류장들은 지하보행 공간의 

출입구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림 3-10]과 같이 상대적으로 환승역이 있는 을지로3가와 을지로4

가 근처로는 광역버스 및 지선버스 이용이 불편하며 3호선, 5호선 출입구 근

처에는 버스정류장이 거의 없고 버스정류장 간격 또한 다른 정류장에 비해 긴 

것을 볼 수 있다.

보행거리 방문 시 이용자들은 유명한 가게 문화시설 다양성 등 다양한 놀거

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특히 승용차 이용자임에도 여유 있는 주차공간은 

56) 서울교통공사 제공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지하철역별 일평균 승하차인원은 2호선을지로입구역: 
101187명, 2호선을지로3가역:45964명, 3호선을지로3가역: 22638명, 2호선을지로4가역: 25086명, 5호선을
지로4가역: 10837명이다.

[그림 3-9] 2019년 지하철역별 일평균 승하차인원(명)

출처: 서울교통공사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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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으로 고려하지 않았다.57) 하지만 서울시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

면 매장운영자의 입장에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다.58)

57) 이신해, 정상미 (2019). ‘걷는 도시, 서울’ 정책효과와 향후 정책방향  p.53 보행 거리 방문 시 중
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복응답)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승용차 이용자: 유명한가게(75.6%), 문화시설 다양성(40.0%), 가까운 거리(21.1%), 여유있는 주차공간
(20.0%), 편리한 대중교통(3.3%), 보행환경(11.1%)

대중교통 이용자: 유명한가게(72.5%), 문화시설 다양성(56.3%), 가까운 거리(17.5%), 여유있는 주차공간
(2.5%), 편리한 대중교통(28.8%), 보행환경(12.5%)

과 같다.

58) 서울시 (2006). 지하 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부록 지하상가 매장운영자 대상 설문조사 p.25-79

[그림 3-10] 대상지 주변 교통 분석

출처: 네이버지도 정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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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대상지 분석

1. 대상지 현황

본 연구의 대상지 주변 지하철 역사 및 지하도상가의 현황은 [표 3-10]과 

같다. 관리 주체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리 주체

에 따라서 운영방식이 상이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상가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지하철 운영시간에 맞췄다. 을지로 일대 지하철역사와 지하도상가

의 소유 및 관리의 주체에 대해서는 인터뷰 및 관련 도면 분석을 통해 파악하

였다. 두 주체 모두 정부 출자로 설립된 공공기업으로 해당 구역의 소유관계

는 관리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역사는 서울

교통공사의 소유,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의 공유재산

이다. [그림 3-11]과 같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의 관리 영역이 서로 

교차하여 구성되고 있다.

 

[그림 3-11] 대상지 일대 관리의 주체

출처: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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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주체　
명칭 호선

면적

( )

점포

수
상가운영 운영시간

대상

지

지하

철역

(서

울교

통공

사)

시청
1호선 11317 6

-

개장 - 상가 임차인 개별 

운영

통로개방 - 첫차 운행 

30분 전 ~ 막차 운행 

10분 후

*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24시간 운영하지 않음59)

2호선 12561 13

을지로

입구
2호선 19631 21 O

을지로

3가

2호선 8181 19 O

3호선 9958 10 O

을지로

4가

2호선 6622 11 O

5호선 11492.73 8 O

동대문

역사문

화공원

2호선 6540 9

4호선 14688.77 7

5호선 9136.33 0

지하

도상

가

(서

울시

설공

단)

시청광

장

-

4871 53
㈜대현프

리몰

개장 - 09:00 ~ 22:00 

휴점일 - 일요일, 국경일 

(일부 점포는 개점) 

통로개방 - (주중)05:00 ~ 

익일 22:00,(주말/휴일) 

05:00 ~ 24:00

을지입

구
2271 66

㈜을지입

구쇼핑센

터

개 장 : 09:00 ~ 22:00 

휴 점 일 : 일요일, 

국경일(일부개점) 

통로개방 : 주중 05:00 ~ 

익일 01:00 주말/휴일 

05:00 ~ 24:00

O

을지로 

(2, 3, 

4 구역)

20331 216
㈜대현프

리몰

개 장 : 09:00 ~ 22:00 

휴 점 일 : 일요일, 

국경일(일부개점) 

통로개방 : 주중 05:00 ~ 

익일 01:00,주말/휴일 

05:00 ~ 24:00

O

동대문 2151 62

㈜동대문

지하쇼핑

센터

개 장 : 09:00 ~ 22:00 

휴 점 일 : 둘째, 넷째 주 

화요일 

통로개방 : 05:00 ~ 22:00

[표 3-10] 대상지 주변 역사 및 지하도상가 현황

출처: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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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과정

일대의 지하 공간은 ‘새 서울 지하도상가’를 시작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으

며, 1977년에는 을지입구 지하도상가가 개통되었다. 1983년에는 서울지하철 2

호선을 따라 을지로입구역부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DDP)까지 이어지는 지하

보행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도심지하 공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이

었다(이종호 2014). 이후 지하철 2호선을 환승역으로 삼는 3호선, 5호선 등이 

이 일대를 지나가면서 지하 공간의 확장이 일어났다. 대상지의 지하보행 공간

이 개통된 년도는 [표 3-11]과 같다.

59)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인터뷰 (2020년 03월 25일 10시 25분)

구분 명칭　 호선　 개통년도

지하철역사

을지로입구역 2호선 1983년

을지로3가역　
2호선 1983년

3호선 1985년

을지로4가역　
2호선 1983년

5호선 1996년

지하도상가

을지 입구 - 1977년

을지로 2, 3구역 - 1983년

[표 3-11] 대상지 지하보행 공간 개통년도

출처: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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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가 분석

2020년 4월 12일 기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상가 현황 자료 및 2020년 2

월 11일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상가정보를 토대로 분석결과 전체 상가 

수는 294개이며 공실은 총 30개소로 10.2%의 공실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점의 분포는 크게 잡화(34.7%), 식품(25.5%), 사무용기기(9.2%), 인쇄업(5.4%)

로 조사되었으며 업종별 점포 개수가 10개 미만인 것은 기타(15.0%)로 분류했

다. 업무지구가 형성되어있는 을지로1가 부근 지하상가에 사무용기기 상점들

이 들어서있고, 을지로1가에서 을지로2가 사이에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다. 

을지로2가를 지나 을지로4가에 이르기까지 인쇄업 관련 점포가 간간히 입점해 

있다. 이러한 지하상가의 분포는 지상의 흐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식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을지로1가에서 을지로2가 사이를 제외하고

는 잡화점이 전체적으로 분포해 있다.

[그림 3-12] 대상지 지하상가 현황

출처: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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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 분석

대상지는 공간적 성격상 보행 공간 계단, 상가, 공실, 화장실, 엘리베이터, 

관리시설, 개찰구 이후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지 전체를 기준으로 공

간을 구분한 결과는 [표 3-12]와 같다. 

보행이 가능한 공간은 선형으로 분포해있으며, 상가의 유무, 교차지점, 출입

구형태에 따라 교차되는 영역이 가지를 친 것과 같은 형상이다. 공실의 경우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보다 지하철역사에 분포가 치중되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단은 주로 출입구에 활용되고 있고, 출입구는 지

상부의 주요 교차로에 최대 약 200m의 간격으로 형성되어있다. 주 보행통로의 

단차극복을 위해 계단이 설치되어 있기도 한데 이 경우 램프나 엘리베이터 등

의 시설이 부족해 노유자의 통행불편을 초래한다. 관리시설로 분류된 공간은 

지하 공간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나 서울시설공단의 기관에서 시설물의 관

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접근이 불가하지만, 실

제 비어있거나 창고형태로 사용되는 공간도 있다. 대상지 내에는 총 294개의 

상가가 분포해 있는데 지하철역사보다 지하도상가 구역의 상가 밀도가 높다. 

또한 대상지 내 총 7개의 화장실이 있고, 최대 약 370m의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고, 총 8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으나 지하철역사에 6대가 편중되어있다. 개찰

구는 대상지의 경계부에 해당되는데, 지하1층의 개찰구를 이용해 지하철 탑승

장소까지 이동하는 형태이다. 모든 승강장은 지하2층 이하 층에 위치하고 한 

역사 당(환승역포함) 4-6개의 개찰구 분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은 보행 공간이었고, 관리공간

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

하고 있었다. 



- 79 -

공간

구분
이미지

공실

보행 

공간

계단

관리

공간

화장

실

엘리

베이

터

상가

[표 3-12] 대상지 공간 구분

직접촬영 (촬영일: 2020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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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세부적인 분류를 바탕으로 [표 3-13]과 같이 기존 대상지의 활용 가

능공간을 분석했다.

 보행 공간과 공실은 활용 가능한 구간으로 고려했고, 계단과 관리시설 공

간은 가용구간보다는 활용에 제약이 있지만 대체 공간 확보 혹은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조건부 가용 가능한 구간으로 봤다. 

개찰구 이후 구간은 본 연구의 대상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비가용 구간으로 

분류했고 화장실과 엘리베이터공간과 같은 시설 또한 비가용 구간으로 구분 

지었다.

을지로 입구 역사와 상점 사이 유휴 공간, 출입구 연결부의 빈 공간, 을지로

역 시민 쉼터, 을지로3가역사 교차구간, 세운상가군 교차구간, 을지로5가 3,4 

번 출입구방향의 구역들을 가용공간으로 선정했다. 이 구역들은 전체 대상지

를 가용구간과 조건부가용구간, 비 가용구간으로 나누어봤을 때 가용구간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곳이다.

개찰

구 

이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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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 공간 분석

구분 이미지

을지로입구역사

지하 광장 지상부 교통섬

을지로3가역사 

교차구간

2호선, 3호선 역사 교차구간 3호선역사 진입부 단차

을지로5가 3,4번 

출입구 방향

지하 유휴공간 지하 유휴공간

[표 3-13] 활용 가능 공간 분석

직접 촬영 (촬영일: 2020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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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역 시민쉼터 

연결구간

을지로역시민쉼터 출입구 을지로역시민쉼터

세운상가군 교차구간

지하 정글테마존 지상부 세운상가군

소규모 유휴 공간

상가 사이 휴게 공간 출입구 근처 유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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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게 시설 및 프로그램

대상지 내의 휴게 시설 및 프로그램은 [표 3-14]와 같다. 

앉아서 쉴 수 있는 형태의 휴게 시설은 대상지 내에 총 6군데이다. 유휴공

간에 스툴을 배치하거나, 입체적으로 디자인된 벤치가 놓여있기도 하고, 통행

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벤치가 조성되어 있기도 하다. 1개소의 휴게공간에는 

스툴과 함께 플랜터가 조성되어있다. 식물의 생장을 위한 보충광원 장치는 없

어서 식물의 웃자람 현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동시간대에 다른 휴게 공간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머무는 것을 볼 수 있다. 약 1.6km의 지하 보행 공간 중 동

시에 앉아 쉴 수 있는 인원은 최대 약 50명이다. 을지로입구역의 일일 승하차 

인원이 약 10만 명 임을 감안했을 때 매우 적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추가적

으로 대상지와 맞닿아 있는 휴게공간으로는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의 을지로

역 시민쉼터가 있다. 을지로역 시민쉼터는 파인에비뉴 건물의 공개공지로 조

성된 공간으로, 이용 행태는 통행의 목적이 강하다.

 대상지 내의 프로그램은 벽면과 기둥을 활용한 전시 위주로 구성되어 있

다. 을지로3가역사에는 신한카드와 서울교통공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크

리에이터들과 함께 역사 내 ‘을지로3가 프로젝트’문화 예술 공간을 조성했

다. 을지로를 담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컬처존’과 보행로를 오가며 공공미

술과 디자인을 향유할 수 있는 ‘아트스트리트’로 구성되어 있다. 세운상가

와 교차하는 부분의 지하 공간은 정글테마존으로 꾸며져 있다. 간단한 조명 

색 조절과 벽면 이미지로 정글의 느낌을 냈다. 시 항아리라는 프로그램은 이

용객들이 시 항아리에서 두루마리형태로 말려있는 시가 적힌 종이를 뽑아 갈 

수 있다. 대상지 내의 을지로입구역사 뿐 아니라 시청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혜화역, 안암역, 잠실역 등 지하철 역사 곳곳에 배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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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미지

휴게 시설

을지입구 2구역 휴게공간 1 을지입구 2구역 휴게공간 2

휴게 시설

을지입구 2구역 휴게공간 3 을지입구 2구역 휴게공간 4

휴게 시설

을지로3가역사 휴게공간 을지로4가역사 휴게공간

프로그램

을지로3가 프로젝트 

‘아트스트리트’
을지로3가 프로젝트‘컬처존’

프로그램

정글테마존 시 항아리

[표 3-14] 대상지 내의 휴게시설 및 프로그램

직접 촬영 (촬영일: 2020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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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녹지도입 환경 분석

지하 공간의 식물 도입을 위해 현재 대상지의 환경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조건을 보완해야 할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지의 광환경 및 온습도 측정, 온

도제어, 배수방법을 분석했다.

1) 광환경 및 온습도 측정

[표 3-15]의 장비를 사용하여 구간별로 광환경과 온습도를 측정했고 그 결

과는 [표 3-16]과 같다.

측정 장비 Quantum Light Meters Temp/humidity Data logger system

이미지

제조사 Spectrum Technologies, Inc. T&D

모델명 3415FXSE TR-72wf

측정값 PPFD(광합성광량자속밀도)
온도

상대습도

단위 μmol·m-2·s-1
온도: ℃

습도: %RH

제조사 Spectrum Technologies, Inc. T&D

오차범위
±3% at 45°

±7% at 80°

온도: ±0.5℃

습도: ±5%RH

[표 3-15] 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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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FD의 경우 실내에서는 오전, 오후 구별이 없었고 대상지 내 구간별로 조

명의 종류 및 설치 간격이 바뀔 때마다 값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폭은 크지 

않았다. 실외에서는 오전, 오후 시간에 따라, 그리고 측정지점의 일조량에 따

라 값의 변화가 컸다. 온도의 경우 실외환경은 바람, 햇빛 등으로 인한 미기후

에 민감하게 변화되고 실내의 경우 그러한 경향은 적었다. 비교적 실내온도가 

실외온도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상대습도의 경우는 실내와 실외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감지하지 못했다. 온습도 측정의 경우, 측정기간이 한시적이고 및 

측정 장소, 시간 등이 규칙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경향을 알아보기에 

부족했다고 판단한다. 이수연 (2014)이 측정한 지하 공간의 온습도 환경에 따

르면 온도의 경우 여름철에는 30℃이하를 유지했고, 지하 1층 이하에서는 겨

울철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였으며 지하층으로 내려갈수록 겨울철 실내온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상대습도의 경우 겨울철에는 지하 1층 이하에

서 50% 이하의 상대습도를 나타냈고 지표와 가까운 지하의 경우에는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편차가 컸으며, 여름철에는 지하의 깊이와 관계없이 50% 이상

의 상대습도를 나타냈다.

구분

PPFD

(μmol·m-2·s-1)

온도

(℃)

상대습도

(%RH)

실내 실외 실내 실외 실내 실외

최댓값 18 837 19.1 12.6 22.9 19.4

최솟값 7 268 7.5 6.6 12.1 13.7

평균값 12.5 552.5 13.3 9.6 17.5 16.55

[표 3-16] 대상지 광환경 및 온습도 측정결과

측정일: 2020년 03월 28일, 202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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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도제어방법

대상지 지하도상가에서 온도 환경을 제어하는 방법은 [표 3-17]과 같다. 지

하공간의 겨울철 온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

다.

 

3) 배수방법

대상지의 경우 [표 3-18]과 같이 집수정이 설치되어있음을 확인했다. 을지권

역 그 외 지하도상가는 상가보다 하부에 위치한 지하철 본선 집수정으로 자연

배수하고 있다. 하수도 방류 개소의 경우 수질검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하철의 경우 우수 유입은 없다. (유출지하수 배수) 

상가명 설비명 대수
용량

(단위 : RT)
열원

시청광장
저압터보냉

동기
1 260 R-123

을지로

(을지입구 포함)

고압터보냉

동기
총 4대

200(1대)

300(1대)

240(2대)

R-134A

동대문
시스템에어

컨

실외기 : 5

실내기 : 73 

실외기 실내기

R-22
18(1대)

26(2대)

32(2대)

0.56~1(42대)

1.5~2(12대)

2.4~4(19대)

[표 3-17] 을지로 지하도상가 냉난방시스템 현황

출처: 서울시설공단 정보공개청구

명칭 위 치
집수정 

용량(㎥)

수질급수

(BOD기준)
최종 배수방법

을지입구 2번출구  1.44 -
지상으로 

자동배수(펌프가동)

을지로2구역 5번출구 0.844 -
지상으로 

자동배수(펌프가동)

[표 3-18] 을지로 권역 지하도상가 배수 

출처: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 서울교통공사 기계처 제공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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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대상지의 광환경에 적합한 식물군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며, 다

양한 식생 도입을 위해서는 광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광합성을 위해서는 일반 

조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lx가 아닌 광합성광량자속밀도(PPFD)가 일정 수준이

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하 공간에서 소 관엽류의 식재는 25μ

mol·m-2·s-1 이상의 광 조건에서 가능하다(이상배 외 2011). 현재 지하도상

가의 PPFD가 평균 약 12.6μmol·m-2·s-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5μ

mol·m-2·s-1 이상의 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조명장치 개수의 약 두 

배의 조명이 필요하다. 이상배 외(2011)에 의하면 지하공간의 고광도LED의 

PPFD값(100μmol·m-2·s-1) 조건에서 대부분의 식재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

서는 현재 지하 공간 조명의 약 8배 이상의 조명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좁

은 면적의 녹지 도입을 할 경우에는 인공광원을 사용 할 수 있으나, 넓은 면

적의 녹지 도입의 경우에는 인공광원을 주 광원으로 사용하기에 조명 설치 공

간, 에너지 사용량 및 발열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식물의 생장 관점에서도 

식물의 생육환경에는 파장별 스펙트럼 분포가 풍부한 자연광이 일반 인공광원

보다 유리하다(이주윤 외 2007). 때문에 자연 채광 시스템을 활용한 광환경 개

선이 필요하다.

온도와 습도에 관한 정확한 환경 설계를 위해서는 연간 측정 자료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하지만 외부환경과 비교해보면 대상지는 외부의 환경이 

완화되어 영향을 미치고, 에어컨이나 환기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로 사계절 환

경 변화의 폭이 적다고 볼 수 있다.

2호선 을지로입구역 승강장 140.6 - 하수도 방류

2호선을지로3가역 승강장 258.7 - 하수도 방류

3호선을지로3가역 승강장 140.0 - 하수도 방류

2호선을지로4가역 승강장 178.2
수질급수 

Ia(매우좋음)
청계천 방류

5호선을지로4가역 터널 294.6
수질급수 

Ia(매우좋음)
청계천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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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상지 이용자 의견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위치한 12곳의 지하상가 내 매장운영자 598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지하상가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

도는 낮았지만 지하 공간의 네트워크 개발 시 매출액에 기대감을 보였다.

편의시설 등 시설의 부족과 시설의 노후화 부분에서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고 환경의 질적 측면에서는 공기오염을 가장 문제시 생각했으며 

그 뒤로 냉난방설비 부족과 자연채광 부족을 꼽았다. 지하상가의 활성화를 위

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보행자 시설은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와 출입구 및 보행로 추가 및 확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체의

견의 절반을 넘었고, 편의시설에는 휴식시설을 환경관리시설로는 환기시설을 

중요시 생각했다. 특히 전체적인 상가시설의 불만사항에서 환경의 문제는 가

장 민감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주변의 빌딩이나 지하철 역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되는 통로가 건설 되었을 경우에 매출액이 상승할 것이

라고 기대했으나 그에 따른 주변 동종업계와의 경쟁구도 형성과 보증금 및 임

대료 상승을 우려했다.

을지로에 위치한 새서울 지하도상가(현 시티스타몰) 설문조사의 특징으로는 

매장방문 경로가 지하철 등 교통시설 이용승객 및 주변 건물이나 시설 이용자

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종합분석결과에서 매장방문의 경로는 쇼핑목

적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과 반대로 쇼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60)

60) 서울시 (2006). 지하 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부록 지하상가 매장운영자 대상 설문조사 p.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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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본구상 및 계획

1절. 계획의 전제

본 연구에서는 지하 공간의 공공성과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을지로 

지하 공공 보행 공간의 녹지 도입 계획을 제시하려 한다. 지하 공간에 녹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녹지를 도입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확보와 식물의 생육 

환경 구축을 주요 전제로 볼 수 있다.

물리적 공간 확보와 같은 경우 도심 속의 새로운 지하 공간 개발이 아닌 기

존의 노후화, 저 이용 상태의 지하 공간에 대한 재생의 개념이기에 기존의 공

간 및 시설파악을 바탕으로 한 녹지 도입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식물의 생육 환경 구축의 경우 광, 온습도, 환기, 배수에 대해 제3장 3절 6. 

녹지도입 환경 분석에서 살펴본 결과 기존의 환경에서 최소한의 환경 제어를 

전제로 을지로 지하 공공 보행 공간의 녹지도입을 위해서는 광환경을 개선을 

위해 태양광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하 공간의 녹지도입을 통해 기존 지하 공간의 물리적, 심리적 

취약함과 휴게 공간 및 도입 프로그램의 부족 문제를 개선한다. 구체적인 문

제점으로 우선 시설의 노후화와 지하 공간의 공기질 문제, 대상지 서측에 비

해 저 이용되고 있는 동측 구간과의 극명한 차이와 같은 물리적 문제가 있다. 

심리적 문제로는 지하공간의 자연채광 부족으로 인한 시간감각 상실, 폐쇄감, 

방향감 상실, 지하라는 이미지에서 유발되는 심리적 제약이 있다. 또한 대상지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이용객에 비해 대상지 내의 휴게 공간이 부족하고, 도

입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도심 지하 공간의 네트워크 개발 및 입체적 확장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지하 공간의 녹지 도입에 있어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인

접 지하 공간, 지상 공간 및 기존의 건물들의 재건축을 통해 건설되는 대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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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건물 지하와의 물리적인 확장 및 확장유도를 고려하여 입체적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로써 본래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고밀화된 도시의 지

하와 지상의 공공공간을 균형적으로 활용하고 지하 공간의 활용성을 높여 도

시의 입체적 확장에 기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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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기본구상

1. 기본방향

농경사회에서 흔했던 녹지와 햇빛은 도시화로 인해 도시민들에게 귀한 자원

이 되었다. 따사로운 햇빛과 자연의 푸름을 느끼기 위해 외부 날씨와 대기상

태를 확인하며 공원이나 산림 등을 찾아가야하는 것이 도시민들의 현 주소이

다. Dockery et al. (1981)에 따르면 도시민의 24시간 중 85%는 실내공간에서 

보낸다. 지하 공간에의 인위적인 자연요소 도입은 열악한 환경 개선에도 일조

하여 죽어있던 지하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상뿐 아니라 지하 공간

도 즐길 가치가 있는 곳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는 외부환경의 영향에서 벗어

나 일상과 자연을 더욱 가까이 만들면서 도심의 휴식공간과 다양한 활동 그리

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장을 만들고, 본래의 자연을 더 소중하게 여길 계

기가 되기도 된다. 이에 본 계획은 아래의 네 가지의 기본 방향으로 녹지도입 

방안을 구상한다.

❚ 누구나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입체적 보행 공간’

지하 공간은 지상과 높이차이로 인해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대

상지의 노후화된 기존 출입구는 접근성 하락을 배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때문에 출입이 불편한 기존의 출입구의 재 조성 및 추가 구성과 입체적인 공

간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출입이 어려웠던 장애인, 노유자 등 보행 취약

자들의 통행이 개선되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도 향상 시킬 수 

있다.

❚ 생태환경이 살아있는 ‘자연공간’

관상가치가 떨어지면 교체하는 식의 단순 식물 도입은 식물을 살아있는 개

체로 인식하기보다 장식품으로 여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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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공간의 녹지 조성 당시부터 식물의 생육환경에 알맞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하 공간의 광환경이 식물 도입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

는 만큼 실시설계 시 섬세함이 요구된다.

❚ 일상과 밀접한 ‘생활휴게 공간’

지하철 2호선 라인을 따라 기 구성되어있는 지하보행 공간으로 긴 구간에 

걸쳐 지하철 역사를 아우르고 있는 장점과, 그로 인해 지상의 대중교통과도 

접근이 용이한 점, 주변 건물의 지하와 연계된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일

부러 찾아가는 공간이 아닌 일상의 필요에 의해 지나가는 공간조성은 사회적 

확장에 용이하며 이는 물리적 확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 다양함이 살아있는 ‘문화창출공간’

동서로 길게 뻗은 지하보행통로의 다양한 주변 환경과 이용자들의 특성을 

포용한다. 실제 거주하는 주민보다는 업무지역 및 상업지역 밀집으로 주변 직

장인, 자영업자가 주 이용자이다. 역사도심지역으로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외국

인 방문객의 수가 많은 명동과도 가깝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잠재적 방문 가능

성이 있다. 주변지역은 직장인들과 상인들에게는 일상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

는 곳이지만 소공원이나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공공공간의 확충이 필요

하다. 현재 이용행태의 대부분은 이동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데 점심시간이나 

출퇴근시간의 이동이 많다. 지하 공간의 다양한 활용 문화 자체가 관광요소로 

작용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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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 도입방안 도출 프로세스

본 계획은 지하 공간에 녹지를 도입하기 위한 주요 전제로써 녹지를 도입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확보와 식물의 생육 환경 구축의 필수 조건으로 광환

경 개선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녹지 도입방안 도출 프로세

스는 다음과 같다.

 첫쨰, 녹지 도입 공간을 구상한다. 기존의 지하 공공 보행 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기존 시설들의 이용현황을 고려하고 기 조성되어있는 지하 공간의 물리

적 제약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3장 3절 4. 공간 분석을 기반으로 공간별 

활용도를 선정한 후, 녹지 도입 가능 공간 도출과 녹지 도입 유형을 제시한다.

둘째, 광환경을 구상한다. 기존의 다양한 업체에서 태양광 도입 기술을 보유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당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상부에서 태양

광을 집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상지는 지상부의 고층빌딩에 의해 발생되는 

그림자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도출된 녹지 도입 공간을 바탕으로 지상부 일

조 환경을 분석하고 광원 도입 유형을 제안한다.

셋째, 공간을 재 구상한다. 지하공간의 네트워크 개발 및 입체적 확장 가능

성을 고려하여 녹지도입 및 휴게 공간 구성 등의 도입을 통해 전체적인 공간

을 재 구상한다.

마지막으로 활용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배제하지 않고 관람, 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다양한 경험이 가

능한 공간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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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지 도입 공간 구상

1) 공간별 활용도 선정

총 길이 1.6km인 대상지의 지하 공공 보행 공간은 ‘A구역: 거점광장구역, 

B구역: 입체보행공간, C구역: 소규모 활용공간’으로 나누어 이러한 공간들을 

대상지에 고루 분포시켰다. 총 지하광장 3개소, 지상부 연결성 확보공간 2개

소, 소규모 활용 공간 7개소의 공간으로 구성한다. 광장형의 거점공간을 둠으

로써 선형으로 구성된 지하 공간에 방향성 부여했다. 또한 선큰공간 도입, 지

상부 출입구확장 등을 통한 입체보행공간 조성으로 지하 공간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소규모 활용공간과 같은 경우 주 보행동선과 분리된 소규모 공간으로 

한 공간마다 각기 다른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 도입된다.

 대상지는 전체적으로 대상지 서측 지상부에 밀집되어있는 업무 상업지역으

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서측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서측으로는 기존의 보행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하 공간 증축 및 기존 보행 공간을 이용

한 공간 구상을 최소화했고 동측으로는 기존의 가용구간을 활용한 거점조성을 

진행했다. 동서로 길게 뻗은 지하 공공보행 공간을 통해 보행 하는 경우, 보행 

중 약 3분에서 5분마다 녹지와 휴게 공간 등의 시설을 접할 수 있다. 이는 긴 

지하 공간을 연속적으로 걷거나 잠시 지상부에서 지하를 통과하여 걷는 등의 

다양한 보행 유형에도 연속적으로 녹지 및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하며, 시

[그림 4-1] 공간별 활용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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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참여 유도 및 상주인 간의 내부적 관계향상과 비상주인 간의 커뮤니티를 

증진시키고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제한적인 공간의 녹지도입을 위해 [표 4-1]과 같이 기존의 기둥이나 벽 등

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인공적인 토심 형성을 통한 녹지 도입방안을 고려했다. 

기둥녹화, 박스형녹화, 벽면녹화, 선큰형 녹화로 유형을 구분하여, 단일 구성 

혹은 이들의 조합을 이용해 구성할 수 있다.

이미지

구성 적용 형태

Column
기둥녹화 단일 구성으로 활용

기둥형과 박스형의 조합을 통한 다양한 녹지 도입

Box
박스형 플랜터의 단일 구성으로 활용

기둥형과 박스형의 조합을 통한 다양한 녹지 도입

Wall
벽면 전체 녹화

패턴을 적용한 벽면녹화

Sunken
기존의 구조나 공간을 활용한 기둥, 박스, 벽면형 녹화와 달리 지상과 연결되

는 새로운 공간을 도입하는 형태

[표 4-1] 녹지 도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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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도입 유형 제시와 더불어 공간 특성별 상황에 맞게 [표 4-2]와 같이 

다양한 요소를 공간 구상에 도입한다. 소 공연장, 팝업스토어, 전시장 등으로 

활용 가능한 가변적인 공간과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수변 공간 그리

고 랜드마크로써 지상과 지하에서의 방향성과 상징성을 부여하기위한 조형물

을 도입한다. 특히 조형물은 지상과 지하를 잇는 엘리베이터 등의 기능적 구

조물을 활용한다.

이미지

유형 적용 형태

Variable Space 팝업스토어, 소 공연장 및 행사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공간

Rest Zone 소규모 혹은 대규모로 앉아서 휴게할 수 있는 공간

Water 분수, 벽천, 연못 등의 수변공간

Landscape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과 같은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기능

적 구조물을 활용하여 방향성과 상징성을 부여하는 랜드마크 조성

[표 4-2] 공간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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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환경 구상

지하 공간에서 식물의 광합성을 위한 광원 확보로 [표 4-3]과 같이 인공광

원, 굴절형, 투과형, 반사형의 유형 도입을 제시하였다. 인공광원의 경우, 형광

등과 같은 일반 등이 사용될 수도 있으나 식물 생장에 유리한 파장을 구현하

는 식물생장용 LED전구의 사용을 제안한다. 또한 굴절형, 투과형, 반사형의 

유형은 자연채광시스템을 활용한 광원 도입 유형으로, 태양광을 집광하여 지

상에서 지하로 또는 외부에서 내부로 태양광을 유입시킬 수 있다.

광원 도입 유형

유형 적용 형태

Artificial light
자연 채광 시스템의 적용이 어려운 곳에 인공 광원을 도입하여 식

물 생장에 필요한 빛을 제공

Refraction Type

지상부의 태양광 수광부에 그림자의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하여 적

용하며 태양의 궤도를 추적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광원을 확보할 

수 있음

Transparent Type

지상부가 도로 등으로 구성되어있어 궤도 추적식 태양광 전송 시

스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하며 이 경우 지상부로 돌출된 시

설이 없기에 기존의 지상부 이용이 가능함

Reflection Type 지상부에 지하가 노출되어있는 경우 활용

[표 4-3] 광원 도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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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와 같은 자연채광시스템을 활용한 태양광원 도입 유형의 경우 집

광부에서 태양광의 집광 가능 여부가 중요 도입 요소가 된다. 주변의 고층건

물 등으로 인한 그림자의 영향 여부를 녹지 도입 공간별로 분석하고, 각 공간

의 특징에 따라 [표 4-4]에서 [표 4-8]과 같이 광원 도입 유형을 제안했다.

[그림 4-2] 녹지 도입 공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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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그림자 영역 분석

오전 8시부터 오후 6

시까지 2시간 간격으

로 측정한 시간별 그

림자를 중첩하여 분

석한 결과로, 그림자

의 농도가 진할수록 

일일 그림자 영향을 

많이 받음. 따라서 

일일 그림자 영역 분

석에서 그림자가 발

생하지 않는 부분은 

태양광 집광에 유리

함.

시간 그림자 이미지 시간 그림자 이미지

8AM 2PM

10AM 4PM

12PM 6PM

[표 4-4] A-1 Zone: 2호선 을지로입구역 지하 광장 지상부 그림자 분석 및 도입유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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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종각역 태양의 정원에 적용된 자연채광시스템으로 태양 궤적을 추적하여 태양광을 집광 및 전송한
다. (출처: 선포탈 홈페이지)

도입 유형 Reflection Type
도입 위치 제안

예시 사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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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그림자 영역 분석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간격

으로 측정한 시간별 

그림자를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로, 그

림자의 농도가 진할

수록 일일 그림자 

영향을 많이 받음. 

따라서 일일 그림자 

영역 분석에서 그림

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태양광 집광

에 유리함.

시간 그림자 이미지 시간 그림자 이미지

8AM 2PM

10AM 4PM

12PM 6PM

[표 4-5] A-2 Zone: 을지로3가역 지하 광장 지상부 그림자 분석 및 도입유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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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매립형 광덕트 형식의 자연채광 시스템으로 외부 돌출물이 없고, 사람 및 차량이 이동하는 장소에도 
시공이 가능하다. (출처: 선포탈 홈페이지)

도입 유형 Transparent Type

도입 위치 제안

예시 사례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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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그림자 영역 분석

오전 8시부터 오후 6

시까지 2시간 간격으

로 측정한 시간별 그

림자를 중첩하여 분석

한 결과로, 그림자의 

농도가 진할수록 일일 

그림자 영향을 많이 

받음. 따라서 일일 그

림자 영역 분석에서 

그림자가 발생하지 않

는 부분은 태양광 집

광에 유리함.

시간 그림자 이미지 시간 그림자 이미지

8AM 2PM

10AM 4PM

12PM 6PM

[표 4-6] A-3 Zone: 을지로4가역 지하광장 지상부 그림자 분석 및 도입유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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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유형 Transparent Type

도입 위치 제안

예시 사례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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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그림자 영역 분석 오후 그림자 영역 분석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시간별 그림자를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로, 그림자의 농도가 진할수록 일일 그림자 영향을 많이 받음. 선큰 형태의 공간으

로 채광 영역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극명한 차이를 보임. 그림자가 발

생하지 않는 부분은 태양광 집광에 유리함.

시간 그림자 이미지 시간 그림자 이미지

8AM 2PM

10AM 4PM

12PM 6PM

[표 4-7] B-1 Zone: 을지로시민공원 연결공간 그림자 분석 및 도입유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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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매립형 광덕트 형식의 자연채광 시스템으로 외부 돌출물이 없고, 사람 및 차량이 이동하는 장소에도 
시공이 가능하다. (출처: 선포탈 홈페이지)

64) 반사거울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태양광을 추적 반사하는 반사거울 시스템이다. (출처: 현창 홈페이
지)

도입 유형 Reflection Type

도입 위치 제안

자연채광 시스템 예시 및 예시 사례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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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그림자 영역 분석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간격

으로 측정한 시간별 

그림자를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로, 그림

자의 농도가 진할수

록 일일 그림자 영

향을 많이 받음. 따

라서 일일 그림자 

영역 분석에서 그림

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태양광 집광

에 유리함.

시간 그림자 이미지 시간 그림자 이미지

8AM 2PM

10AM 4PM

12PM 6PM

[표 4-8] B-2 Zone:: 세운상가군 연결성 확보공간 지상부 그림자 분석 및 도입유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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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매립형 광덕트 형식의 자연채광 시스템으로 외부 돌출물이 없고, 사람 및 차량이 이동하는 장소에도 
시공이 가능하다. (출처: 선포탈 홈페이지)

도입 유형 Transparent Type

도입 위치 제안

예시 사례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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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구역별 계획

기본구상에서 녹지 도입 가능 공간으로 도출했던 구역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진행했다.‘A구역: 거점광장구역, B구역: 입체보행공간, C구역: 소규모 활용공

간’의 하위구역을 별로 공간을 재 구상했다.

[그림 4-3] 녹지 도입 공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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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구역: 거점 광장 공간

1) A-1 Zone: 2호선 을지로입구역 지하 광장

A-1 Zone은 기존 2호선 을지로입

구역사에서 [그림 4-5]와 같이 북측 

방면으로 지하 공간의 확장을 제안한

다. 기존 지하 공간은 지상부 출입구 

밀집과 롯데백화점, 하나은행 본점 

등 민간 소유의 대형 고층빌딩의 지

하로 공간이 연결되어있는 중심 공간

이다. 그러나 이 공간은 약 3km의 직

선 보행 공간 중의 한 부분으로 지하

로만 보행하는 경우 뱡향감과 같은 

공간적 정위 확보에 불리하다. 또한 

서울시 지하보행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의하면 장래 종각역 지하공간과 연결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본 계획에서는 기존 공간의 확장을 통한 광

장을 계획했다.

[그림 4-4] A구역: 거점 광장 공간 

[그림 4-5] A-1 Zone: 공간 확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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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확장 범위를 바탕으로 한 A-1 Zone: 2호선 을지로입구역 지하 광장 

세부구상은 [그림 4-6]과 같다. 전체적으로 을지로 공공 지하 보행 공간에서 

[그림 4-7] A-1 Zone: 2호선 을지로입구역 지하 광장 A-A'단면도

[그림 4-6] A-1 Zone: 2호선 을지로입구역 지하 광장 세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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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광장의 역할을 한다. 기존 지하 공간에서 접근 하는 경우 분위기를 환기 

시킬 수 있도록 녹시율을 높이는 배치를 구상했다. 또한, 광장 지하 공간이 실

제보다 넓게 느껴질 수 있도록 시각적,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였다. 장래 종각

역 지하공간과 연결될 부분에는 공간의 유동적인 활용을 위해 간이 시설인 팝

업스토어를 도입하였다. 청계천 방면의 지상부 출입구를 신설하여 보횡 축을 

다각화하고, 확장 공간으로 지상에서의 인구유입을 유도했다. 중앙에 조성된 

분수대를 중심으로 플랜터를 양쪽으로 조성하였는데, 플랜터의 면적을 넓게 

구성하여 식물관찰, 식물관리체험 등의 교육적 활동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구상했다. 플랜터의 가장자리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했으며 문화마당에

서는 커뮤니티 활동과 다목적 공연 예술 활동이 일어난다.

[그림 4-8] A-1 Zone: 2호선 을지로입구역 지하 광장 투시도



- 114 -

[그림 4-10] A-1 Zone: 2호선 을지로입구역 지하 광장 투시도 

[그림 4-9] A-1 Zone: 2호선 을지로입구역 지하 광장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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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2 Zone: 을지로3가역 지하 광장

A-2 Zone은 2호선 을지로 3가역사와 3호선 을지로 3가역사가 교차하는 구

[그림 4-11] A-2 Zone: 을지로3가역 지하 광장 세부 구상

[그림 4-12] A-2 Zone: 을지로3가역 지하 광장 A-A'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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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광장을 조성했다. 교차부를 기준으로 주로 서측

은 고층건물로 구성된 업무지역이고, 동측은 저층,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

는 특징이 있다. 이에 출퇴근 시간에 서측으로의 유동인구가 많아 서측의 혼

잡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서측으로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최대

한 많은 사람이 앉아 쉴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서로 마주앉을 수 있도록 배치

하여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제안했다. 

A-1 Zone과는 약 850m의 거리를 가지기 때문에 도보로 약 12분 거리에 있

어66) 지하보행 공간에서 연속적인 녹지도입의 느낌을 가질 수 있다.

66) 네이버지도 보행속도 기준

[그림 4-13] A-2 Zone: 을지로3가역 지하 광장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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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3 Zone: 5호선 을지로4가역 지하 광장

A-3 Zone은 주 보행 축인 동서축에서 북측방향으로 조성된 5호선 을지로4

가역사 공간의 유휴공간을 활용했다. 지하 보행 공간 양측으로 상가들이 밀집

[그림 4-14] A-3 Zone: 5호선 을지로4가역 지하광장 세부 구상 

[그림 4-15] A-3 Zone: 5호선 을지로4가역 지하광장 A-A'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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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는 여타 지하 보행 공간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 공간의 상가 조성 밀도

는 매우 낮다. 또한 5호선 을지로4가역은 대상지 내의 지하철 역사 중 일일 

승하차 인원이 가장 적어 인구의 절대적인 유입 수도 적다. 비교적 넓은 공간

을 활용하고, 외부에서 보행자를 유입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 농장이라는 

테마를 제안했다. 약 650의 지하 유휴 공간의 양측으로 수직농장을 배치하

여, 보행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시각적으로 최대한 많은 접점을 만들

었다.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리고 더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

함이다. 기존의 지하철 역사에 조성되어있는 메트로팜67)과 같이 민간의 협력

을 통해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와 휴게공간을 구상하여 삭막한 지하 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유휴공간의 활용성 증대 뿐 아니라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상부 주

변 공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67) 본 논문의 2. 3. 2.지하 녹지 조성 사례조사 ‘메트로팜’부분 참조.

[그림 4-16] A-3 Zone: 5호선 을지로4가역 지하광장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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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구역: 입체보행공간

1) B-1 Zone: 을지로역 시민쉼터 활용공간

B-1 Zone은 지상부의 을지로 시민쉼터와 ‘파인에비뉴’ 지하 출입구, 을지

로3가역 12번 출구를 연계한 공간을 입체보행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지하

도상가가 건설 된 이후로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근처에 대형고층빌딩인 ‘파

인에비뉴’건물이 들어서면서, 12번 출구와 건물 지하 공간이 연결되었다. 그

러면서 ‘파인에비뉴’건물의 공개공지로 지상부에는 을지로역 시민쉼터가 조

성되었다. 그러나 을지로역 시민쉼터

는 머물 수 있는 공간의 조성이 부족

하고, 단순 통로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어 휴게공간으로의 활용성이 떨어

진다. 기존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에

서 [그림 4-18]과 같이 지하 공간의 

확장을 제안하여 입체 보행이 일어나

는 예술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한다.

[그림 4-17] B구역: 입체보행공간

[그림 4-18] B-1 Zone: 공간 확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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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B-1 Zone: 을지로역 시민쉼터 세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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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출입구 바닥레벨(약 EL.-8100)에서 기존빌딩 지하출입구 레벨(약 

EL. -5400)까지의 높이 차이 약 2.7m를 11.2%의 경사면과 계단 정원으로 구성

했다. 이러한 높이 차이와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허물어진 공간 구조 덕분에 

예술마당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지상과 계단정원 모두에서 관람할 수 있고, 공

연 행사 등에 필요한 조명이나 음향기기와 같은 전자기기를 설치하는데도 유

리하다. 또한, 예술마당의 뒷면을 스크린, 계단정원을 객석으로 하여 시민들에

게 무료 영화 상영과 같은 행사도 진행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배치되어있는 

가변 의자를 활용하여 예술마당과 계단정원, 미들스퀘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선큰 구조의 공간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가까이 접근하기 전 까지는 공간을 

인지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구조물을 활용하여 원

거리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인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엘리베이터

는 지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지하로 연결된다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쉽게 인지되도록 하는 역할과 함께 지하 

공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4-20] B-1 Zone: 을지로역 시민쉼터 A-A'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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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B-1 Zone: 을지로역 시민쉼터 투시도

[그림 4-21] B-1 Zone: 을지로역 시민쉼터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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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2 Zone: 세운상가군 연결성 확보공간

[그림 4-23] B-2 Zone: 세운상가군 연결성 확보공간

[그림 4-24] B-2 Zone: 세운상가군 연결성 확보공간 A-A'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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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Zone은 지상부가 세운상

가군과 교차하는 지점으로 현재 

세운상가군의 세운 대림 상가 

건물과 지하 공간을 잇기 위한 

계단과 엘리베이터 및 연결통로

를 추가하는 공사 중에 있다. 이

에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인 

‘다시세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되어있는 공중 보행로와 을지로 지상 

보행로, 지하 보행 공간의 입체적 연결성이 확보된다.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여 

세운상가 및 인근에서 근무하는 상인과 시민들의 휴게 공간 확보를 위해 [그

림 4-25]와 같이 지하 공간의 확장을 고려했다. 

이전의 지하 보행 공간은 복도식으로 막힌 느낌을 줬지만 움푹 들어간 공간

에 설치된 벽천은 시각적 요소뿐 아니라 청각적 요소의 도입으로 공간의 확장

감을 들게 한다. 인공벽천을 배경으로 물빛정원을 배치하여 반 습지에서 생육 

가능한 식재 도입을 통해 다양한 식물 도입과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세운 대림 상가 연결공간과 맞닿아있는 이야기 마당과 주민 참여 정원은 인근 

상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

야기마당은 인근 상인들의 방앗간 역할을 하기도 했다가 작은 공연의 장이 되

기도 한다.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정원은 기본 식재 공간 이외에 

개인 화분을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다. 직접 식물을 가져와 놓아

두고 관리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발생 할 수 있고 공간에 대한 애착형성도 

가능하다. 지하의 긴 구간에 걸쳐 조성된 녹지 공간들을 포함하여 세운상가군, 

청계천, 명동과 같은 다양한 관광지가 주변에 분포해 있는 만큼 지하-지상-공

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입체보행공간의 거점으로 관광 안내소로를 제안했

다.

[그림 4-25] B-2 Zone: 공간 확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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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B-2 Zone: 세운상가군 연결성 확보공간 투시도

[그림 4-26] B-2 Zone: 세운상가군 연결성 확보공간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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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구역: 소규모 활용 공간 7개소

C 구역의 C-1 ~ 7 Zone은 을지로 지하공공보행 공간에서 약 70m²크기의 

소규모 규모 유휴공간들을 활용한 공간이다. 상가 1~2개 정도 크기의 공간들

은 각각 식물교육, 공공 회의실로 쓰일 수 있는 다목적실과 갤러리, 휴게 공간

으로 활용 가능한 열린 공간, 화단 관리 집기를 보관하며 공유 사용하는 창고

형 장소로 활용 하는 것을 제안한다. 규모는 작지만 곳곳에 위치할 수 있어 

전체적인 지하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준다. 대상지의 특성상 공실이나 소규모 

유휴공간이 발생되는 위치와 형태가 시기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성요소

들은 이동 가능한 모듈형식으로 구성한다. 현재 제안한 소규모 활용 공간 7개

소는 연구자가 조사할 당시의 현황을 바탕으로 선정한 것이며 상황에 맞는 공

간설정이 필요하다. 가변적인 공간 활용성으로 인해 자연채광 시스템의 도입

이 어렵기 때문에 식물 도입 시 태양과 비슷한 파장을 만들어내는 인공광원의 

도입을 제안한다.

[그림 4-28] C구역: 소규모 활용 공간 7개소



- 127 -

4절. 종합계획

1. 종합계획도 (Master Plan)

[그림 4-29] 종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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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재구상의 구체적 방법, 녹지도입유형, 광원도입유형, 기타요소를 활용

한 공간구상의 종합적 내용은 [표 4-9]와 같다.

구분 공간특성 세부구분
공간 재 

구상 방법
공간구상

A 

Zone

거점 광장 

공간

A-1 

Zone

지하 공간 

증축

녹지도입유형: Column, Wall, Box

광원도입유형: Refraction Type, 

Artificial light

기타요소: Variable Space, Rest Zone, 

Water, Landmark

A-2 

Zone

기존 지하 

공간 활용

녹지도입유형: Column, Box

광원도입유형: Transparent Type, 

Artificial light

기타요소: Rest Zone

A-3 

Zone

기존 지하 

공간 활용

녹지도입유형: Column, Box

광원도입유형: Transparent Type, 

Artificial light

기타요소: Rest Zone

B 

Zone

입체보행

공간

B-1 

Zone

지하 공간 

증축

지상부 연계

공간 증축

녹지도입유형: Wall, Box, Sunken

광원도입유형: Reflection Type, 

Artificial light

기타요소: Rest Zone, Landmark

B-2 

Zone

지하 공간 

증축

지상부 연계

공간 증축

녹지도입유형: Column, Wall, Box

광원도입유형: Transparent Type, 

Artificial light

기타요소: Rest Zone, Water, 

Landmark

C 

Zone

소규모 

활용공간

C

1~7 

Zone

기존 지하 

공간 활용

녹지도입유형: Column, Wall

광원도입유형: Artificial light

기타요소: Variable Space, Rest Zone

[표 4-9] 종합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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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선계획

동서로 길게 뻗은 지하 공공보행 공간의 형상만으로도 대상지는 단단한 보

행 축을 만들어낸다. 을지로3가역과 을지로4가역이 각각 3호선과 5호선 환승

지역으로 남북 보행 축이 있다. 기존 이용객의 특징은 지상의 물리적 환경과 

맞물려 동측으로 갈수록 지상 지하 모두 상권이 침체되어가며 유동인구가 적

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기존의 서측으로 편중된 동선 구조에서 지상부 연계성 

및 이용객의 분포를 고려하여 균형 있는 이용을 위한 동선을 계획했다. 

서측공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특성으로 인해 지하 공간의 확장을 통해 을

지로입구역 지하 공간에 광장(A-1)을 두었다. 지하 공간이 단순 지하철역에서 

목적지로 향하는 통로로의 이용보다는 지하 공간에의 체류시간을 늘리고자 했

다. 이 후 업무상업 밀집지역의 보행동선은 축을 중심으로 단순화했으며 보행

에 방해되지 않고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간을 활용한 프로

그램(C-1~5)을 짧은 간격으로 배치했다. A-1 , C-1~5구간을 지나 동측으로 지

상의 을지로역시민쉼터 및 민간대형건물의 지하(파인에비뉴)를 연결시키는 입

체 연결 공간(B-1)이 있다. 을지로3가역사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통행이 가능하

고 그 교차부에는 거점 광장 공간(A-2)가 있다. 남측 동선을 따라 소규모 활용

공간(C-6)을 이용할 수 있다. 지상의 세운상가군과 교차하는 구간에는 입체 연

결 공간(B-2)을 두었다. 이는 세운상가군의 공중보행로와 보다 강하게 연결하

는 고리가 된다. 소규모 활용공간(C-7)을 지나 을지로4가역의 북측동선을 따라

가면 거점 광장 공간(A-3)있다. 이 공간은 도시농업을 결합한 형태의 거점 광

장 공간으로 이용객이 적은 동쪽 구간 중의 목적지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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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동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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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계획

본 계획안에서 제안하는 주요 프로그램 목적은 녹지도입에 의한 지하 공간

의 문화 창출이다. 프로그램은 크게 ‘커뮤니티공간, 휴식공간, 문화예술활동, 

도시농업, 교육, 주변 지원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커뮤니티공간

은 거점 광장 공간과 소광장, 주변건물 연계공간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사람

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으로 기존의 단절되어있던 지상과 지하 그리고 내부 

공간을 연결시킨다. 휴식공간은 지하 공간과 주변에 부족한 휴게 공간을 채워

주고 이용자들이 지하 공간에 머물도록 한다. 기존에 턱없이 부족했던 휴게 

공간을 플랜터의 가장자리에 구성되어있는 벤치와 곳곳에 배치된 테이블로 보

완했으며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식물을 관상할 수 있다. 문화 예술 활동으

로는 공연활동, 갤러리 전시, 시민참여정원이 있다. 버스킹, 예술공연 등의 다

목적 공연활동을 펼칠 수 있고, 실제 공연 진행은 물론 직장인이나 실버동호

회 등의 아마추어 모임에서 더 큰 무대로 가는 과정 자체를 만들어가는 인큐

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벽면을 활용한 갤러리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원을 조성하는 활동 등의 문화 예술 활동을 계획했

다. 현재 을지로3가역사 내에 조성되어 있는 ‘을지로3가 프로젝트’와 같은 

문화 예술 공간을 존중하면서 대상지 곳곳으로 이러한 공간이 확장되도록 한

다. 특히 시민 참여정원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꾸밀 수 있는 공간으로 규

모에 따라 가든형 참여정원과 화분형 참여정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될 수 있으

며 참여-생성-관심-유지-관리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지속가능 공간으로 유

도한다. 도시농업으로 지하 공간에 수직농장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여기

에서 수확하는 작물을 팝업 스토어를 구성하여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지

하철역사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팜에이트와 같은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하에 도입된 식물들을 바탕으로 가드닝 

교육, 식물 관찰 및 식물 관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과 학술연구 목적의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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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과 같이 각 항목별 세부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공간에서 일어난다.

항목별 세부 프로그램 계획

공간 

구분
세부구분 프로그램

A Zone

거점 

광장 

공간

A-1 Zone

을지로입구역사

커뮤니티공간: 거점광장

휴식공간: 벤치 휴식, 식물관상

문화예술활동: 다목적 공연 시설

교육: 식물관찰, 식물관리체험, 학술연구

A-2 Zone

을지로3가역사 

교차구간

커뮤니티공간: 거점광장

휴삭공간: 벤치 휴식, 식물관상

문화예술활동: 시민참여정원

A-3 Zone

을지로5가 3,4번 

출입구 방향

커뮤니티공간: 거점광장

휴삭공간: 벤치 휴식, 식물관상

도시농업: 수직농장, 팝업스토어

교육: 식물관찰, 식물관리체험, 학술연구

B Zone

입체보행

공간

B-1 Zone

을지로역시민쉼

터 연결구간

커뮤니티공간: 주변건물 연계공간

휴삭공간: 벤치 및 테이블 휴식, 식물관상

문화예술활동: 다목적 공연 시설

교육: 식물관찰, 식물관리체험

B-2 Zone 커뮤니티공간: 소광장

[표 4-10] 공간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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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군 

교차구간

휴식공간: 벤치 및 테이블 휴식, 식물관상

문화예술활동: 시민참여정원

교육: 식물관찰, 식물관리체험

주변 지원시설: 지하 공간 안내센터

C Zone

소규모 

활용공간

C-1~7 Zone

휴식공간: 벤치 휴식, 식물관상

문화예술활동: 갤러리, 시민참여정원

교육: 식물교육장소, 학술연구

주변 지원시설: 공공 회의실, 정원관리도구 공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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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재계획

자연 채광 시스템을 이용해 지하 공간의 광환경을 개선하여 식물을 도입하

고 이로 인한 공기 질 개선 및 새로운 환경 조성은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일상

을 만들어준다. 식재 또한 지하 공간의 환경적 특징인 광도가 낮은 조건에서

도 생육이 양호한 수종으로 선정한다. 지하 공간의 녹지 조성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반인 플랜터를 활용한다. 지하 공간에 위치한 플랜터는 겨울철에도 영

상의 기온을 유지하는 지하 공간의 조건이 바탕이 되어 연중 영상의 기온에서 

생육 할 수 있는 식재를 중심으로 계획했다. 더불어 지하 공간의 공기정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식물 위주의 식재계획을 제안한다.

수종선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있는 온대성 기후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은 지하공간과 같은 실내 환경에서 자라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의 실내 식물로 주로 활용되어 온 것은 열대 식물에 속하는 외래종이 대부분

이다. 이에 본 계획은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실내공기정화 자생식물을 최대

한 활용했다. 또한 본 연구의 ‘2. 2. 2. 지하 녹지 도입 기술의 5) 적합 수종 

선정’에서 언급한 광량별 식재 가능 식물, 실내 공기 정화 식물, 미세먼지 저

감 식물을 활용했다.

우선 플랜터 별로 테마를 두어 공간마다 심미적으로 다른 느낌을 줄 수 있

도록 한다. 또한 지하 공간의 층고를 고려하여 키가 크지 않은 식재를 위주로 

제안했다. 대형 플랜터에는 각각의 식물이 주가 될 수 있도록 상층부는 남천, 

돈나무, 만병초, 소철, 멕시코 소철, 아레카 야자, 백량금, 인도 고무나무, 드라

세나 마지나타, 아라우카리아와 같은 소 관목류를 식재하고 중층 및 하층부는 

마삭줄, 자금우, 털머위, 부처손, 테이블 야자, 드라세나 와네키, 싱고니움, 크

로톤, 포인세티아, 스파티필럼, 칼랑코에, 포트멈 등의 초화 및 초본류로 다양

한 질감과 색감을 준다. 수변공간에 위치한 플랜터에는 보스턴고사리, 관중, 

고비, 넉줄고사리, 등의 양치식물을 배경으로 앵초, 아주가, 수선화 등의 색감 

있는 식재를 어우른다. 기둥녹화에는 덩굴식물인 아이비와 클레마티스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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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벽면 녹화에는 마삭줄, 산호수, 테이블야자 등 상록 식물을 적용한다. 지

하 공간의 광원은 지상의 태양빛과 다르게 키가 큰 식재들이 광원 바로 아래

에 위치하게 되면 작은 간섭에 의해서도 광원을 가리게 되어 전체적인 식물 

생장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식재 배치에 있어서 광원의 위치를 고려

하여야 하며 식물의 줄기나 잎 등이 광원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필

요시 하부 조명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선큰형 공간이나 지상부 

등의 천장이 막혀있지 않은 형태의 식재공간에는 지하 공간과 비교하여 키가 

큰 식물들의 식재가 가능하고, 광도뿐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 등의 환경 차이

가 있기 때문에 식재 가능한 식물군이 다르다. 때문에 이러한 환경적 차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식재를 도입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지 식물인 허브류 식재와 

내한성이 강한 흰말채나무, 노랑말채나무, 수수꽃다리 등의 관목 및 소교목을 

식재하고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있는 공간을 제안하는 등 지하 공간에 적용한 

식물군과 다른 식물군을 도입하여 다양한 경관 연출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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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식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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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관리 계획

현재 을지로 지하 공공보행 공간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아래에 운

영 및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운영관리주체의 분리와는 다르게 지하 공간은 

물리적으로 연속되어있고, 주변 민간 건물 지하공간과도 곳곳으로 연결되어있

는 형태를 띄고 있다. 때문에 현 상태로도 을지로 지하 공공보행 공간의 운영

관리는 여러 주체가 혼합되어있어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장애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계획한 녹지 공간 및 시설들의 물리적인 경계 또한 여러 관리 

주체의 영역에 걸쳐 있다. 현재까지 지하 공간에 조성되어있는 녹지는 설치한 

주체가 외주 등을 통해 관리까지 맡아서 진행하는 식의 운영방법으로 유지되

고 있다. 설치의 주체는 공간의 관리 주체인 역사나 공단에서 주로 행해졌으

며 시 차원에서 설치가 진행된 경우도 있다. 일례로 종각역 유휴부지에 조성

된 태양의 정원의 경우에는 지하철 역사 내에 서울시에서 조성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한 경우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녹지 관리 부서의 업무 영역

은 지하에 조성되어있는 녹지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성의 주체였던 서울시 안전총괄과에서 임시로 관리까지 맡고 있다. 때

문에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지하 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유지 관리 

업무 영역을 조성 초기부터 고려해야 한다.

이렇듯 설치 목적이 대중의 편익을 위한 것 임에도 지상의 가로수 및 화단

과 다르게 지하 공간의 녹지 공간은 관리 주체의 서비스 차원에서 녹지 도입

이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 이는 광역적인 지하 녹지 공간 계획을 수립하여 전

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지하 경관을 형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유

지 관리의 파편화로 지하 녹지 공간간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저해된

다.

때문에 을지로 일대의 지하 공공보행 공간의 녹지 및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를 위해서는 전 구간에 걸친 녹지 공간 및 시설의 총괄 운영관리 주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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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을지로 일대 뿐 아니라 도심의 지하 공간의 확장과 녹지 도입이 점차 확

대되어 진행됨에 따라 지하 공공 보행 공간의 산발적인 관리를 일원화 할 필

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을지로 지하 공공 보행 공간을 기준으로 [그림 4-32]와 

같이 세 가지의 운영관리계획을 제시한다. 첫 번째 안은 공공성을 띈 단체를 

새로 조직하여 관리하는 방법이다. 대상지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고 공공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특성상 녹지 공간으로 활용 가능

한 공간을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과 합의하여 민간단체에서 개발 및 운

영관리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해당 방법은 민간에서 개발 비용을 부담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하 녹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수익 활용의 공공성에 대한 감시 

[그림 4-32] 운영 관리 계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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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필요하다.

두 번째 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업무영역을 흡수하여 관리하는 방법이다. 지

상과 마찬가지로 지하 공공 보행 공간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개

념으로 주변 도시 계획과 연계한 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본래 지하 공간의 운영관리 주체인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

단의 각각 하위부서 신설로 업무 협력을 통해 일원화된 관리의 방법을 제시한

다. 현재의 운영관리 방안과 유사하지만 점차 확대되어가는 지하 녹지 공간 

조성과 함께 운영관리 주체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하 녹지 공간

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한다.

연구자가 제시한 세 가지 운영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지하 녹지 설

치의 주체 선정과 운영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순환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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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도시의 고밀화로 지하 공간으로도 생활공간 확장이 일어났다. 그러나 지하 

공간은 경기불황과 인터넷 쇼핑 위주로의 유통 구조 변화, 지하 공간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쇠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하 공간의 관리 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 되었고, 휴게 편의 시설, 문화 시설 등 비 상업 시설

의 유치 활동이 일어나는 등 현재의 지하 공간은 공공공간으로 기능하는 의미

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도상가의 공실률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러한 현

상들이 공공성 향상 및 활용성 증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존 지하 공간의 문제점으로는 지하 공간의 공기질 문제와 시설의 물리적 

노후화 등의 물리적 문제, 자연채광 부족으로 인한 시간감각 상실, 폐쇄감, 방

향감 상실, 지하라는 이미지에서 유발되는 심리적 제약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휴게 공간 및 도입 프로그램 부족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기존의 지하 공간을 활용

한 녹지도입을 제안했다. 식물의 증산작용, 흡착작용 및 광합성으로 공기질 문

제 개선, 녹지도입을 위한 지하 공간 개보수 공사로 노후화된 시설 보완하여 

물리적 문제의 개선을 유도했다. 식물 도입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지상부와 

연계성이 높은 녹지 공간은 지하 공간의 폐쇄감을 개선한다. 거점 공간을 조

성함으로써 지하 공간의 방향감을 부여하여 심리적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

시했다. 또한 녹지도입과 함께 휴게 공간 제공 및 공간 활용 프로그램 제안함

으로써 프로그램 부족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지하 공간의 녹지도입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지하 공간의 가용 공간 분석과 

태양광 집광 가능여부를 분석했다. 기존에 형성되어있는 지하 공간을 활용하

는 것이기 때문에 녹지 도입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의 분석이 필요했다. 

또한 식물의 생장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식물 생장에 필요한 광환경, 온습도환

경 및 온도, 환기, 배수 등의 제어방법에 대해 대상지의 현황을 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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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하 환경에서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식물의 생장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광환경의 개

선임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광환경 개선 방법으로 자연 채광 시스템의 적

용을 제안했는데, 자연 채광 시스템은 식물의 생육환경 조성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기존의 다양한 업체에서 태양광 도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

으로 해당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상부에서 태양광을 집광할 수 있어야 하

는데 이는 지상부의 고층빌딩에 의한 그림자 영향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용 공간의 설정과 설정한 가용공간의 지상부에서 시간별 그림자 분석을 통

해 태양광 집광 가능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공간의 녹지도입 

및 휴게 공간계획과 도입 프로그램 제안을 진행했다.

대상지는 1977년 을지입구 지하도상가가 건설된 이후 점차적으로 지하공간

이 확장되어왔다. 소유 관리 주체가 구역별로 각기 다르고 주변의 고층빌딩 

개발과 함께 기존 지하 공간과의 연결 공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된 탓에 지하 

공간의 정확한 치수를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지하 공간 

정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했지만 열람이 제한되

어있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사에서 제공한 도면을 바탕으로 지하 공간

의 위치와 세부적인 치수는 연구자의 현장조사로 보완했다.

실제 지하공간의 녹지 도입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전기, 

토목, 건축, 기계, 공조 설비, 시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협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녹지도입으로 인해 기존 지하 공간의 물리적, 심리적, 사

회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지하 공간은 점차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왔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하 공

간의 녹지 도입은 가능한 일이 되었다. 본 연구는 지하 공간에 대해 단순 녹

지조성이 아닌 광역적으로 주변 환경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뤄야 할 공공 공간

으로 바라봤다. 도시 공공환경에서 광역적, 다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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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녹지 도입을 통해 지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역할을 만들어 가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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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een space introduction plan to improve 

public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 Focused on Euljiro underground public walking space -

Lee, Jiyoo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the high density of cities, the expansion of living spaces has also 

occurred in underground spaces. The management of the underground space 

was converted from the private to the public, and the current underground 

space has become more meaningful as it functions as a public space by 

attracting non-commercial facilities such as rest amenities and cultural 

facilities. However, existing underground shopping centers faced a decline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changes in distribution structure, and aging 

facilities. These phenomena do not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improvement of publicity and utilization of the underground space, as it 

appears in the aging of the underground space, low utilization status, and 

vacancy rate.

The problems of existing underground spaces were physical problems such 

as air quality problems in underground spaces, physical aging of facilities, 

social problems such as low utilization conditions, vacancy rates, res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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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k of introduction programs, and psychological problems such as lack of 

natural lighting, loss of time sense, loss of time, loss of direction, and 

psychological constraints.

However, modern underground spaces serve as an important basis for 

urban community formation, such as coping with the demands for open space 

caused by the denser urbanization and also being used as a space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At the same time,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itizen's demand, interest and attempts to introduce green space in 

underground spaces are increasing. In addition, the concept of the 

underground space, the meaning of the underground space in the modern 

city, and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underground green space, as 

well as the technology and its effects on the introduction of the underground 

green spac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such as case studies could 

confirm the potential of the underground space.

The introduction of green space in the underground space improves the air 

quality problem through the transpiration of plants, adsorption and 

photosynthesis, and improves the physical problem by supplementing the aged 

facilities with the renovation of the underground space to introduce the 

green space. The introduction of green spaces and the provision of a space 

for rest and the provision of a space utilization program induce the 

activation of underground spaces to alleviate social problems, and the 

introduction of plants improves psychological stability and improves the sense 

of closure of underground spaces.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green 

space provides a sense of direction for the underground space by creating a 

base space, which is an improvement plan for psychological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introduce green space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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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isting problems of underground space and to enhance the potential 

utilization, ultimately to improve the public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n underground public walking space in 

Euljiro, located in Jung-gu, Seoul, and an underground space between Euljiro 

4-ga Station and Euljiro 4-ga Station. Prior to the proposal, the use of 

underground space is considered through the study of various policy projects. 

It was confirmed that the scope will continue to expand as a way to make 

the system efficient,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it based on a systematic 

plan. For the wide area environment including the target si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site such as history, location, surrounding 

underground space, adjacent ground area, population, and transportation were 

observed macroscopically. And Problems and possibilities are derived through 

a detailed analysis of the space, program, and green space introduction 

environment of the target site.

The plan to introduce green space in the public pedestrian space in 

Eulji-ro was set as the main premise of securing a physical space to 

introduce green space and establishing a plant growth environment. In the 

case of securing a physical space, the concept was based on spatial analysis 

based on the identification of existing spaces and facilities because it is a 

concept of regeneration of existing aging and low-use underground spaces 

rather than developing new underground spaces in the city center. As the 

composition of plant growth environment, it was deduced that improving the 

light environment is necessary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target site 

for the environment required for plant growth, and specifically, the 

application of the natural light system was proposed as a method of 

improving the ligh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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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n includes: 1) a 'three-dimensional walking space' that anyone can 

freely access from anywhere 2) a 'natural space' with an ecological 

environment 3) a 'living space for living' closely with everyday life 4) a 

'culture creation space' with a variety, based on the basic direction of the 

plan, the green space introduction area and the light environment were 

envisioned, and after planning the space, a specific green space introduction 

scheme was planned through the process of proposing a utilization program. 

For the introduction of green space in the repetitive and limited underground 

space, green space introduction elements, light source introduction elements, 

and other elements are categorized.

First, based on the available space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target 

site, each space was set and the green area was planned by dividing it into 

a base square space, a three-dimensional walking space, and a small 

utilization space. In addition to the proposed use and expansion of the 

existing space, the location of the light source and the type of light source 

introduction are propos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pace, and 

a combination of green elements, light source elements, and other types of 

elements are presented.

Overall, the plan consisted of three underground squares, two 

three-dimensional walking spaces, and seven small-scale utilization spaces. By 

setting a square-shaped base space, it gave direction to the underground 

space composed linearly, lowered the barrier to entry of the underground 

space by creating a three-dimensional walking space, and increased the 

overall utilization as a small utilization space separated from the main 

pedestrian circulation. As the introduction of the program, the main purpose 

was to create a culture of underground space by introducing greener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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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s continuous access to green spaces and programs for various types of 

walking, induces citizen participation, improves internal relationships between 

residents, promotes communities among non-residents, and provides various 

experiences to users. In addition, this plan prepared a more realistic plan, 

including detailed plans for planting plans and operation management plans.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impossible to reflect the exact 

dimensions of the underground space in the plan because the subject 

management of the site is different for each area and the surrounding 

high-rise building development and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underground 

space have been carried out in several places. In addition, in order to 

introduce green space in the actual underground space,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various fields of technology not covered in this study. 

Nevertheless,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is that it suggest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existing underground spa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green space. In our society, underground spaces have 

gradually expanded into the public domain, and as technology has developed, 

the introduction of green spaces into underground spaces has become 

possible. This study looked at the underground space as a public space to be 

treated in consideration of the conditions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not 

just green space. We hope to create a new perspective and role for the 

underground spa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green space based on 

wide-area and multi-layer analysis in the urban public environment.

❚ Keywords: Underground space, Underground greening, Eljiro, Underground 

public walking space

❚ Student Number: 2018-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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