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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현대도시가 실재적으로 당면한 과제는 보전 과 ‘ ’

개발 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즉 도시 고유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보‘ ’ . , 

호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역. 

사문화환경의 단순한 보호를 넘어 경제발전의 수단으로써 이들을 활용하려는 현

대사회의 새로운 도시화라고 볼 수 있다.

근대 도시화의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역시 년대 후반 이래로 90

지속가능한 발전에 주목하여 왔으나 이면의 실질적인 계획들은 여전히 개발 지, 

향적이거나 단순한 보호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 왔다. 

본 연구는 재개발 구역 내 역사문화환경의 보전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근거의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도시화로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 

에 처한 역사문화환경의 가치를 폭넓게 인식하고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여 보전

과 개발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한강로 가 에 위치한 정( 3 )

비창 전면 재개발 구역으로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대규모 집단개발의 이해관계

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해당 재개발 구역은 일제강점기 철도 . 

집단관사가 위치했던 구역이자 국토개발이 한창이던 년대 철도교통의 중심1970

지로서 다층적으로 형성된 역사문화환경이 현재까지도 주민들과의 공존 이루어

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현대. 

도시 서울에서 보전과 개발의 균형 이 필요한 공간을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특정‘ ’

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내용적 범위는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에 대한 이론적 . 



개념과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범지구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 개발과 보전의 균

형을 찾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업이 되었다 대한민국역시 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 90

지속가능성에 주목해왔으며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 대립적인 가치들의 공, . 

존이 주목받으면서 도시 내 에서도 이러한 공존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

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역사문화환경을 보전 및 활용하는 

것은 정체성과 개성이라는 현대도시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라는 경제적 이점 뿐 

아니라 전면 철거식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한 건조환경 단일화와 이로 인한 

번복 불가능의 사회적 정치적 폐해들의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얻을 ·

수 있었다 또한 해외의 사례들과 같이 역사문화환경의 활용은 창의성 측면에서 . 

유수의 활동가 및 계획가 설계가 등을 수면위로 드러낼 기회로서 도시의 개성, 

을 높이는 계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연. 

구는 보전과 개발의 공존에 대한 도시적 해법을 찾는 행위는 시대적 흐름을 따

르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영 문 초 록

The real challenge for modern cities seeking sustainable development is to 

find the right balance between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In other 

words, it effectively protects the city's unique identity and seeks positive 

change at the same time. This approach can be seen as a new urbanization of 

modern society, which seeks to utilize them as a means of economic 

development beyond the simple protection of historical, cultural and 

environment.

The Republic of Korea, a latecomer to modern urbanization, has also been 

paying atten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since the late 1990s, but practical 

plans have remained development-oriented or simple protec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in redevelopment areas and to seek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by recognizing the 

value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at risk of destruction or damage 

by urbanization. 

The spatial scope of this study is a redevelopment zone in front of the 

maintenance window located in Hangang-ro-dong (Hangang-ro 3-ga) in 

Yongsan-gu, Seoul, in contrast to the conserv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and large-scale collective development. The redevelopment area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multi-layered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which was formed in the 1970s when the Japanese colonial era 

railway collective office was located and the center of railway transportation 

was in full swing. This study was conducted in Seoul, a modern city that 

pursues sustainable development, by designating a space that needs a "balance 

of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s a redevelopment project area. The scope 

of the content is to confirm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esearch site 

through theoretical concepts and prior research and case analysis of the 

preserv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Finding a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has become a 

global task as many cities across the globe seek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been paying attention to this sustainability since the 

late 1990s and has been developing various plans. As the coexistence of 

opposing values is drawing attention, various efforts are being made to achieve 

this coexistence in the city.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were 

expected to serve as a buffer against the unification of the dry environment 

and irreversible social and political evils caused by the reckless development of 

the demolition system. Also, as in overseas cases, the use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is likely to become an opportunity to enhance the city's 

individuality as an opportunity to reveal leading activists, planners, and designs 

on the surface in terms of creativity. Therefore, this study can conclude that 

the search for urban solutions to the coexistence of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has more value than following the trend of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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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제 절 연구배경 및 목적1

세기 전개된 산업혁명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18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들을 초래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산업혁명. 

에 의한 필연적 결과 중 하나이자 전 세계 현대사의 중요 분기점인 도시화 로 ‘ ’

이어지게 되며 새로운 생활방식을 탄생시켰다 도시화는 국가별 지역별 차이를 . , 

가지고 있으므로 세기를 지나 현재까지도 진행 중 이라 할 수 있다20 .

도시화는 개발 이라는 대표적 수단을 채택함으로서 도시의 번영과 생활의 ‘ ’

쾌적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지만 긍정 못지않은 부정적 결과를 동시에 초래했

다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미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 

이르렀으며 개발 과정에서 오랜 시간 쌓여온 역사문화환경, 1)이 일순간에 파괴되

는 일은 오늘날에 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 (Sustainable 

은 이러한 도시화의 부정적 결과들을 인지하고 미래적 해결 방항Development)’

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 등장했다 초기 지구환경에 대한 우려의 관점으로 출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후 경제 및 사회ㆍ문화적 맥락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는 도시가 추구해야 할 최대 목표로 자리매김 한 상태이다 오늘날 지속가능한 . 

발전은 도시화로 인해 등장한 각기 다른 혹은 대립적인 가치들의 공존과 공생,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현대도시가 실재적으로 당면한 과제는 보전 과 ‘ ’

개발 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즉 도시 고유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보‘ ’ . , 

호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역. 

사문화환경의 단순한 보호를 넘어 경제발전의 수단으로써 이들을 활용하려는 현

대사회의 새로운 도시화라고 볼 수 있다. 

근대 도시화의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역시 년대 후반 이래로 90

지속가능한 발전에 주목하여 「제 차 국토종합계획4 3)(2000~2020)」을 수립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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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의 실질적인 계획들은 여전히 개발 지향적이거나 단순한 보호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 왔다 제 차 국토종합계획의 종료를 앞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 4

국토계획상 최초로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로의 돌입을 공식화 하였으며 이를 , 

반영한 「제 차 국토종합계획5 4)(2020~2040)」을 통해 보전과 개발의 적절한 균형

을 이룩하고자 하는 중이다.

중앙정부에 비해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들은 비교적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중 서울시는 . 「미래유산 보전 종합계획(2014)」을 통해 멸실과 훼손이 

예상되는 유 무형의 역사문화환경들을 보호하도록 권고 중에 있다 미래유산 · . 

보전계획은 강제성을 띄고 있진 않지만 보전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다양한 시대

적 요구를 반영했으며 정체되어있던 보전행위의 가치를 비전문가의 영역에서 , 

새롭게 제고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를 가진다 서울시의 미래유산 보전계획은 현. 

대도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즉 서로 다르거나 대립적인 가치들의 공존, , 

과 공생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추구하는 보전과 개발의 적절한 균형은 아직 이

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시대 상황에 맞는 개념적 성취는 이루었으나 실효성을 . 

동반하는 것은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개발 가능성이 포화된 . 

도시의 새로운 집단개발 동력인 도시 정비 사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

그림 철거 전 개포 주공 단지( ) 1!
촬영년도 년 출처 뉴시스: 2019 / =

그림 단지 내 개동을 남긴 채 철거된 모습( ) 1"
촬영년도 년 출처 황금: 2020 / = TV(YouTube)

표 [ 1 미래유산을 존치시킨 재건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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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표 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개포 주공 단지 재건축 구역에 관한 최. [ 1] 1

근 모습이다 해당 구역은 한국 최초의 연탄보일러식 아파트로서 과거 미래유산. 

으로 지정되어 개동의 존치가 확정되었으나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계획으로 1

인하여 보전행위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 

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리모델링을 거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 역시 보전 효과에 대한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

역사문화환경 보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재건축 사업에 비해 공적개입이 

높은 재개발 사업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의 대부. 

분은 도시계획을 통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이런 지역의 , 

경우 일반분양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충당 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로 이어질 가능

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주로 공적개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전행위가 , 

개발면적의 감소로 이어지며 사업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존행위에 대한 비판적 관점들을 해소하고 재개발 사업상 개발과 보존의 적

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서울시는 「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정2030 (

비형 재개발사업)5)」에 재개발 사업 방식을 다각화하는 개편안 적용을 추진 중

에 있다 그러나 역사문화환경의 실효성 있는 보전방안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 

재개발 사업 방식의 다각화는 오히려 난개발이나 개발동력 저하 등의 문제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역사 문화적 특성들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재. ·

개발 사업지의 특성상 행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 또한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개발 구역 내 역사문화환경의 보전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근거의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도시화로 멸실 또는 훼손의 . 

위험에 처한 역사문화환경의 가치를 폭넓게 인식하고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여 

보전과 개발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 

도출하고자 하며 사례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이거나 선행했던 가이드라인과 ,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공적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유럽 도시들의 사례를 고찰한

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한강로 가 에 위치한 정.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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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창 전면 재개발 구역으로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대규모 집단개발의 이해관계

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해당 재개발 구역은 일제강점기 철도 . 

집단관사가 위치했던 구역이자 국토개발이 한창이던 년대 철도교통의 중심1970

지로서 다층적으로 형성된 역사문화환경이 현재까지도 주민들과의 공존 이루어

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현대. 

도시 서울에서 보전과 개발의 균형 이 필요한 공간을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특정‘ ’

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내용적 범위는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에 대한 이론적 . 

개념과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범위1.2 

내용적 범위1.2.1 

역사문화환경의 보전(1) 

현대 사회가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대

립적인 가치들의 공존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내에서는 보전 과 개 ‘ ’ ‘

발 이라는 대립적 가치들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

다 역사문화환경은 시간의 축적에 따라 형성된 역사ㆍ문화적 결과물을 말하며. , 

실질적인 보전 행위의 대상이다 역사문화환경은 역사문화경관과 혼용되어 사용. 

될 수 있지만 한국의 현행제도에서는 이들을 역사문화환경으로 개괄하여 사용, 

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은 문화유산을 중점으로 한 협의의 개념 과 생활유산 . ‘ ’

혹은 산업유산 등 지역의 정체성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도시경관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생활이 활발히 이루‘ ’ . 

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연구의 공간범위를 특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역사문화환, 

경을 광의의 개념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역사문화환경의 보전. 

의의 및 보전방식과 기타 사례들은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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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과 재개발(2) 

정비사업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일정기간 집단적인 개발행위의 부재를 의미

한다 개발 행위와 역사문화환경의 소실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전면 철거가 동반. 

되는 집단 개발의 특성상 이러한 지역은 다양한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품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정비사업 내에서 집단적 개발행위의 부재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 

재개발 구역은 재건축 구역에 비해 다양하고 오래된 역사문화환경이 존재할 가

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현대도시. 

는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특성과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속적이고 심도 

있게 관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도시 내에 역사문화. 

환경의 보전적 가치를 실현해야 할 곳을 정비사업지로 특정하였으며 정비사업 , 

내에서 집단적 개발행위의 부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할 수 있는 재개발 구

역으로 내용적 범위를 한정하였다. 

공간적 범위 1.2.2 

제 의 강남 용산(1) 2 ‘ ’

용산은 년대 후반 당시 노태우 정권의 용산 미군기지이하 용산기지 이전 1980 , ( ) 

협상을 시작으로 크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전계획 자체가 백지화되는 등의 여러 . 

문제들을 겪어왔음에도 넓은 미개발지와 이를 통해 생겨나게 될 거대한 개발 가능

성은 거듭된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한 동력으로 작용되어왔다 이에 따라 년 . 2020

현재 용산기지에 주둔하던 미군 이상이 평택기지로 이전을 마친 상태이며 기지90% , 

이전이 완료된 용산부지에는 약 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가공원이 들어설 예정이243

다 용산의 이러한 개발 분위기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거대한 . . 

국가공원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의 뒤를 이었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서 년 월 , 2006 8

정부의 철도경영 정상화 종합대책 으로 출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 「 」

을 들 수 있다 용산 정비창 부지 약 만 제곱미터에 서부이촌동 약 만 제곱미터. 44 12

를 더한 총 만 천 제곱미터의 대규모 복합단지 건설계획이었던 국제업무지구 조5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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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업은 년 월 시행사였던 드림허브2013 3 (PFV6) 의 부도와 함께 최종적으로 백지화 )

되었지만 그 개발동력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볼 수 있다 년 월 일 국토교통, . 2020 5 6

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을 통해 국제업무지구 조성지인 용산정비「 」

창 부지 내에 천 세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당월 말인 월 일 용산정비8 5 20

창 부지 및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7)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국제업무. 

지구 조성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해 투기적 수요가 높다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월 일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에서는 용산8 4 「 」

국제업무지구 사업예정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년 세대였던 주택 공급 2012 3000

계획이 대폭 상향된 만 세대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 해 있는 1 . 

만큼 용산은 개발 앞력이 매우 높은 곳이라 할 수 있으며 앞서 발표된 최근 정부의 . 

부동산 정책들은 제 의 강남이라고 불리우며 국제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용산의 ' 2 ' , 

뜨거운 개발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 

서울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용산은 남산과 한강을 아우르는 지리적 위치에서 

오는 중요성과 더불어 역사적 사실로부터 집적된 폭넓은 시계열적 층위들을 통해 뚜

렷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이자 서울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대한 사료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용산은 근대화 진입을 시작하던 한양의 개시장 이자 . ( )開市場

식민지시대 경성의 교통 요충지였으며 일제의 만주침략 본거지이자 냉전시대 미군정, 

의 핵심 군용지였다 서울의 도시로서 용산은 다양한 문화들이 만들어낸 이국적 풍경. 

이자 침략과 한국전쟁의 뼈아픈 역사를 간직한 상흔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도성도 김정호( ,1856)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용산구 도로명 주소 안내도 (2015)
출처 서울시=

한강로 가 일대3 (2015)
출처=서울 용산구 도로명 주소 안내도서울시, 

표 [ 2] 용산의 과거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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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전면구역(2) 

본 연구의 대상지인 용산 정비창 전면 구역은 다양한 역사문화환경들이 형성

하는 다충적 가치를 내포했음에도 전면 철거가 동반되는 재개발 사업이 예정되

어있다 일제강점기 구도심 철도교통의 최대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 용산역 일대. 

에 위치했던 연구대상지는 년 철도 노동자 및 간부들을 위한 철도 관사촌으1911

로 조성되었다 일제의 패망 이후 이러한 건조물들은 미군정의 관리 하에 사용되. 

거나 민간에 불하되어 서민들의 주거지로 활용되었다 후에 전쟁을 거치며 . 6.25

대부분이 훼손되었으나 일부는 주민들에 의해 수리되어 현재까지 주거지로 이용

되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며 대부분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 

오늘날의 서울에서 과거 경성의 도시조직이 커다란 변형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

고 있다는 특징은 정비창 전면구역에 한정된 개성이라고 볼 수 있다표  [ 3]. 

년대 말 국토개발계획이 시작되면서 용산은 다시금 철도교통의 요충지로1960

서 자리매김 되었는데 이때 정비창 전면구역에는 철도건설국, 8) 철도노동조합 등 , 

관련 업무시설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 당시 들어선 건조물들 중 일부는 현재 용. 

도를 상실하거나 소극적 이용을 보이고 있지만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유지한 채 

격자형으로 계획된 기존 도시조직 

출처 용산시가도 서울역사박물관= (1927), 

기존 도시조직을 바탕으로 형성된 오늘날의 모습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연속수치치도= (2019)

표 [ 3] 정비창 전면 구역의 과거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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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 되고 있다 온전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건조물들 중 일부는 건축 배경과 . 

용도 그리고 양호한 상태 등을 통해 보존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

다고 판단된다.

정비창 전면 구역은 세대의 입주가 계획되어있는 정비창 구역 개발부 8000 ‘ ’ 

지와 서울권 최대 규모의 국가공원으로 자리 잡게 될 용산공원 의 경계부에 위‘ ’

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두 개의 중요거점 사이에 위치한 통로의 역할 할 것

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정비창 전면구역의 정체성은 용산을 넘어 서울의 미래적 , 

가치와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 

는 현대도시 서울의 위상을 세계에 드러낼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적 범위1.2.3 

용산은 경인선의 시작과 함께 서울의 근대화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구대상지인 정비창 전면구역은 이러한 용산 철도교통의 역사적 부산물. 

을 오늘날 까지 간직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는 일제가 용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던 년대 초부터 서울의 광역거점으1900

로 자리 잡은 현 시점 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특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근미, 

래에 정비창 구역의 개발과 용산공원이라는 두 핵을 연결하는 통로공간으로서 

대상지의 미래적 가능성과 현시점의 필요 역량에 대해 분석한다 근 이에 따라 . 

개항기 조선의 개시장이었던 용산의 모습 일제강점기 철도교통의 요충지, ! "

이자 철도관사들이 자리 잡았던 정비창 전면구역의 모습 철도교통의 중심지, #

로서 년대 말 국토의 회복과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모습 마지막으로 수1960 , $

많은 개발계획들이 예정 혹은 진행 중인 현재의 모습을 다룬다 그림 [ 1]. 

그림 [ 3 연구의 시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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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및 흐름1.3 

연구방법1.3.1 

본 연구는 집단적 개발행위의 주 축에 해당하는 도시정비사업 중 개발행위‘ ’ 

의 부재기간이 길어 역사문화환경의 잔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개발 사‘

업지 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개발에 의해 멸실되어가는 역’ . 

사문화환경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지 내에서 보전과 개발

이 양립할 수 있는 공간적 개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장 서론 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 [ 1 ]

적을 제시하고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통해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다 제. [ 2

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재개발 사업과 역사문화환경의 이론적 고찰과 이를 토대]

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성 있는 

개발 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사례연구는 국내사례와 해외사례로 고찰하며 국내. , 

사례는 국내에서 선행하였거나 현행중인 가이드라인 또는 이를 위한 연구에 대

해 고찰한다 해외사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룬 성공적인 서구 도시들에 대해 .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제 장 대상지 이해 에서는 연구 대상지와 관련된 상위계. [ 3 ]

획들을 조사하여 용산의 내재적 개발방향 특히 연구 대상지 및 주변 일대에 예, , 

정되어있는 계획들에 대해 분석한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지 및 주변 일대에 대한 . 

사료 및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에 대해 고찰하며 현황분석을 · , 

통해 대상지의 자연 인문 물리적 환경을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조사와 주· · . 

민 인터뷰를 바탕으로 대상지 내 존재하는 역사문화환경을 제고한다 제 장 소. [ 4

결 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연구 대상지의 분석을 토대로 개발과 보전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며 연구목적에 맞는 기본구상의 틀을 마련한다 제 장 기본구상, . [ 5 ]

에서는 장을 바탕으로 형성된 기본구상에 따라 연구대상지의 공간계획을 진행4

한다 제 장 결론.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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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지인 정비창 전면구역의 현 도시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국토

지리정보원의 연속수치지도와 정사영상의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한강로. 

가 일대와 대상지의 문화 및 사회적 이슈에 관한 내용은 뉴스와 서적 등을 이3

용하였고 현장답사와 주민인터뷰를 병행하였다 국가적 이슈와 실질적인 개발공, . 

시 등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코레일 용산구청 클린업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 , , 

수집 및 조사하였다 조선시대부터 현시점까지 연구대상지의 시계열적 층위들에 . 

대한 자료는 서울역사아카이브와 국토지리정보원 용산구청 그리고 전문 서적과 , 

현장답사를 바탕으로 수집 및 조사하였다.

이외	자료의	출처는	해당	자료에	직접	기입하였음

대분류 소분류 항목 출처

지리정보

행정경계 서울시 행정경계 국토지리정보원

연속수치지도 용산 일대 연속수치지도(2019) 국토지리정보원

정사영상 정비창 전면구역 일대 정사영상(1990~2019) 국토지리정보원

집계구경게 서울시 집계구경계(2018)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인문정보

생활인구 서울시 집계구별 생활인구 정보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상권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서울열린데이터광장

금융
서울시 동별 금융기관 통계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금융기관 위치정보 Kako Local API

교육 행정구역별 학교현황 교육통게서비스

산업 집계구 경계별 사업체 현황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준 원천징수지별 근로소득 국세통계

원천징수기준 거주 주소별 근로소득 국세통계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국가공간정보포털

표준공시지가 국가공간정보포털

건축물 연령높이 재료정보/ / 국가공간정보포털

건물통합정보조회서비스GIS 국가공간정보포털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도형정보 국가공간정보포털

건축물 출입구 정보 국가공간정보포털

교통
서울시 지하철역 및 출입구 위치정보 Kako Local API

도로명주소도로구간정보( ) 국가공간정보포털

표 [ 4 수집 및 조사항목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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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흐름1.3.2 

그림 [ 1 연구의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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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적 고찰2

역사문화환경의 이해2.1 

역사문화환경의 정의2.1.1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주목하는 현대도시가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추구하

면서 기성 도시조직 내에 오랜 시간 쌓여온 역사문화환경9)에 대한 가치 역시 끊

임없이 부각되고 있다 편의와 쾌적함이 충족된 오늘날 도시의 가치는 역사적 . 

정체성과 문화적 고유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채미옥( , 2019). 

그러나 급속하게 이루어졌던 도시화의 관습은 이미 통상적인 개발방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성 도시조직 내의 고유한 역사문화환경을 파괴하

며 도시의 단조로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역사문화환경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에서는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 」

관이나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 」

역사문화환경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동법 시행령상의 수립, 

기준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에 따라 국토의 계획 ( , , )

시 이를 고려하여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제적 관점에서 역사문화환경은 . 

고도 혹은 확실한 문화재로 한정하여 바라보는 협의의 관점과 도시적 맥락( ) 古都

에서 비교적 폭넓게 바라보는 광의의 관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의 연구들 역시 역사문화환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안동만. 

은 과거의 충적물로서 모든 경관을 역사의 결과라고 보는 포괄적 개념으로(1991)

서 역사문화환경을 정의하였다 최형석 은 이를 좀 더 구분하여 협의와 광. (2001)

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협의의 관점은 제도상 보호를 받고 있는 문화, 

재가 포함된 경관만을 광의의 관점은 지역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요소와 , 

자연요소 까지 포함하여 바라보았다 이와 비슷하게 강동진ㆍ최동식 은 단.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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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문화재 혹은 문화유산의 주변부라는 관점으로 부터 확대하여 정체성을 지닌 

지역이나 지구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역사문화환경을 바라보았다 강성원 . 

은 역사적 건조물을 비롯한 문화유산 도시조직 등이 꾸준히 누적된 도시(2006) , 

환경을 개념적 정의로 바라보았다 더 나아가 역사문화환경을 현대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타계할 방안으로 보는 관점도 있는데 이천복ㆍ김도년ㆍ샤오용지, 

에 는 역사문화환경을 도시에 잔존하는 과거의 흔적들로 부터 출발하는 개(2008)

성을 가진 경관으로 바라보았으며 오늘날 고층화ㆍ대형화ㆍ획일화라는 도시환, 

경의 고질적 문제들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주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역사문화환경은 보전이 필요한 환경에 대해 개괄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이는 법제적 관점과 선행의 연구들 모[ 3]. 

두 다양한 정의와 개념적 범위로 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 역사

적 정체성과 문화적 고유성이 분명하게 연관된 하나의 도시환경으로 인식하는 광

의의 개념에서 역사문화환경을 바라보았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모든 환, 

경적 결과물 중에서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가치가 있는 대상10)으로 이를 정의한다. 

역사문화환경 내에 잔존하는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고유성에 대한 무분별한 소

멸을 막고 미래세대를 위하여 이들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은 현대도시가 추구하는 

개발과 발전의 균형 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 

그림 [ 2 역사문화환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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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의 유형2.1.2 

역사문화환경은 형성 당시의 환경과 시대적 특징이 반영되어있어 다양한 유형

으로 존재하며 이로 인한 분류 기준 역시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 

형성배경에 따라 역사문화환경의 유형을 분류하여 고찰을 진행한다그림 [ 4]. 이에 

따라 역사문화환경은 크게 문화유산 산업유산(Cultural Heritage), (Industrial Heritage),  

미래유산 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Future Heritage) . 

문화유산 은 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역(Cultural Heritage) 1962 「 」

사 문화 예술 과학 종교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는 것에 한하· · · ·

여 지정된다 문화유산은 종류와 가치에 따라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 · · · ·

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보호물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엄격· · · ·

한 관리와 보호를 받는다 서울시( , 2020). 

산업유산 은 이전세대의 생활에 기반 하여 경제적 생산을 (Industrial Heritage)

위해 지어진 인프라가 시간이 지나며 유산으로 남게 된 것들 중 미래세대에 물

려줄 만한 가치를 지닌 산업물의 총칭이라고 볼 수 있다 강동진 산업유( , 2009). 

산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범위로 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이 온. 

전한 주권을 행사하여 국토개발에 착수했던 년대 후반 이후를 산업유산의 1960

범위로 한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대유산 도시유산 등의 유사개념을 , ·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산업유산을 사용한다 근현대적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 

산업유산은 크게 산업분야 교통분야 건축분야로 유형을 구분 할 수 있다, , .

그림 [ 3] 형성배경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의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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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산 은 서울시에 의해 추진된 서울 미래유산 보전사업(Future Heritage) ‘

에 따라 형성된 개념으로서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의 근 현대 문(2014)‘ ·

화유산 중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 무형의 모든 것을 말한다·

서울시 미래유산은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멸실 훼손되고 있는 근( , 2020). · ·

현대의 문화유산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가치평가가 불완전하거나 현재까지 , , 

이용되고 있는 것 역시 선정기준을 만족한다면 유산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비교

적 유연한 등록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산과 시민 간의 정서적 경계가 흐릿.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지혜,	 2017, 도심산업유산의	활용에	관한	연구 구 서울역사	레노베이션	계획 의	내용을:	 ( )「 」 참고하여	재구성	

유형 현황 및 예시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 · · · · ·
민속자료 보호물 보호구역 등· ·

산업유산
(Industrial Heritage)

산업

섬유업 방직시설 공장 창고 등, , 

제조업 공장 창고 등, 

양조업 양조장 창고 등, 

철강업 제철소 등

교통

철도 역 철로 철교 등, , 

도로 교량 터널 등, 

수운 운하 방파제 항만 등대 조선소 등, , , , , 

생활 정수장 저수시설 발전소 댐 공원 등, , , , 

건축

상업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금융 은행 등

교육 체육관 강당 학교 등, , 

행정 우편시설 치안시설 소방시설 등, , 

생활 영단주택 사택 등, 

미래유산
(Future Heritage)

역사 중요한 사실 또는 역사적 인물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문화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

생활 서울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표 [ 5 역사문화환경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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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의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2.1.3 

과거 우리나라에서 보전가치를 투영하는 대상은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보「 」

호정책의 영향을 받는 단위문화재로 한정되어왔으며 이에 따라 도시 내에 존재, 

하는 일반적인 역사문화환경의 대부분은 개발의 장애요소로 치부되어왔다채미(

영 현대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추구는 오늘날 많은 도시들이 개, 2019). 

발과 보전의 균형에 주목하고 도시의 문화가치를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

며 이에 따라 단위문화재에 중심이었던 점적인 범위에서 면적으로 보전가치의 , 

투영 범위가 확대되었다 역사문화환경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보전의 범위와 .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다양성을 실현하게 해줄 수단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내포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역사성 상징성 활용성 장소성으로 . , , , 분류하여 역

사문화환경의 가치와 이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역사성(1) 

역사성은 특정 지역의 사회 경제 정치적 배경이나 이에 의해 형성된 건조· ·

물과 도시조직 나아가 주민들의 생활양식이나 문화적 행위 등을 담고 있는 것으

로서 도시의 시대적 단면을 보여주는 역사적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 . 

점에서 역사문화환경은 하나의 장소에 시대적 변화가 남기는 다양한 역사적 흔적

들이 공유된 집단적 도시경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의 , 정체성을 설

명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상징성(2) 

상징성은 이형의 단일유산이나 독특한 형태의 건조물이 지역을 대표하여 강

력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상징성을 지엽적인 역사성으로 보는 관점. 

도 존재하지만 시각적인 흥미를 유발하거나 공간 자체에 개성을 부여하여 지역, 

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역사성과 차별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상징성은 계획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여되기도 하는데 영국 런던, Tate Modern( , )

과 미국 뉴욕 등이 대표적이다 발전소로 사용되었던 런던의 High-Line( , ) . 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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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술관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지만 높이의 굴뚝을 원형 그대로 보Modern 100m 

존하는 등 건축물이 가지고 있던 특성을 유지하여 성공적으로 상징성을 부여했

다 본래 철교로 사용되었던 뉴욕의 역시 철골 구조물이었던 원형의 . High-Line

특성을 유지한 채 공원으로 탈바꿈 하여 뉴욕의 흉물을 랜드마크로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사문화환경에는 각 시대 별 상징적인 개성이 축적되어 있. 

다는 특징을 지니며 이에 따라 상징적 랜드마크로 기능할 가능성을 가진다, .

활용성(3) 

활용성은 기존의 용도를 상실한 역사문화환경 중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구조

물 등을 새로운 용도로 전환할 때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말한다 특히 도심에 . 

위치한 이러한 건조물의 활용은 개발 잠재력이 뛰어나 공간의 다양한 기능을 수

용할 수 있으며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용도의 복합화가 가능하다 이지혜, ( , 

내 외관에 시대적 개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건조물은 기술적 상승을 이룬 2017). ·

오늘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따라 다양한 활용 가치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장소성(4)

장소성은 역사문화환경이 실재하는 공간을 기점으로 지리적 위치와 지역적 배

경 주민의 경험 등이 만들어낸 물리적 형태 혹은 문화적 행위 등을 말한다 장소, . 

성은 역사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역사성이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반해 장소성은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 

현재모습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정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와 가치를 지닌다.

분류 내용

역사성 과거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도시의 정체성의 증거

상징성 각 시대 별 개성이 축적되어있는 요소로서 상징적 랜드마크로 기능 할 가능성

활용성 기술적 상승을 이룬 오늘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따라 다양한 활용 가치 내포

장소성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지역의 정체성 규정

표 [ 6 역사문화환경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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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개념 대한 이론적 고찰2.1.4 

도시는 인간이 창조한 가장 뛰어난 기억장치 이며 역(Lewis Mumford, 1960) , 

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들을 수용하고 있다 최초로 역사문화환경을 도시적 . 

관점에서 해석하고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탈리아의 

이론가 구스타브 지오바노니 는 특별한 가치를 가진 기념물 (G.Giovannoni,1995)

뿐 아니라 일상 생활환경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와 비슷한 측면에. 

서 임유경ㆍ안건혁ㆍ박소현 은 도시조직을 포함한 도시지역 전체를 하나의 (2011)

보존 대상으로 인식하여 통합적 보전방식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 

전방식은 보존의 대상 자체에 어떠한 가치를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 그 

범위와 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윤서연 그러나 현재 합의된 사안 없이 다( , 2016). 

양한 용어들이 사용 되고 있으므로 보존 대상의 가치판단에 있어 혼란이 야기 

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전방식의 가치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 

현재 사용 되고 있는 다양한 유사개념들을 정리하여 연구대상지 내 역사문화환

경의 보전방식을 규정하고자 한다. 

도시ㆍ건축 분야에서 보전 의 개념은 분명한 차이를 지님에도 (Conservation)

여전히 보존 과 혼용되고 있으며송아라 나아가 보호 보수(Preservation) ( , 2019), , , 

복원 재생 재건 등의 유사 개념들과도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보전 , , . 

혹은 보존으로 통칭되는 유사개념들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표 [ 7]. 

개념 내용

보전
(Conservation) 과거의 유산이 어떠한 형태로든 남겨지게 하는 행위를 총칭

보존
(Preservation) 현재의 상태가 변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보호
(Protection) 보존과학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

보수
(Repair) 시간의 경과에 의해 손상되고 더러워진 것을 유지관리 하는 행위

복원
(Restoration) 자연적인 손상 인위적인 변형 등을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 

재생
(Renovation) 과거와 현재를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역사유산을 일상생활로 접하게 하는 것

재건
(Reconstruction) 역사유적의 이미지나 공간의 기법을 새롭게 계승하는 행위

표 [ 7 보전 및 유사개념들의 사전적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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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은 주어진 여건이나 시기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

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보전방식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고 적절한 전략

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 보전방식에 있어서 개념적 구분을 제

안한 대표적인 사례인 웨인오토 의 보전개념을 들 수 있다(Wayne O. Attoe) .

웨인오토 의 보전개념(1) (Wayne O. Attoe)

웨인오토는 보전 보존 복원 수복과 수리(Conservation), (Preservation), (Restoration), 

복제 이전 이라는 가지 개념(Rehabilitation and Renovation), (Replication), (Relocation) 6

을 통해 역사문화환경의 보전 방식을 제시한다남도형 각각의 유형들은 상황( , 2002). 

과 요구에 따라 적절히 선택될 수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 8].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의 보전개념(2) (National Park Service, NPS)

최초의 국립공원인 의 등장으로 자연물 및 기Yellowstone National Park(1873)

념물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 됨에 따라 출범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은 보전을 크게 보전 과 보존(National Park Service, NPS) (Conservation)

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보전과 보존은 모두 보호 의 (Preservation) . (Protection)

의미를 공유하지만 보호의 수행 대상에 차이를 두고 있다표 , [ 9]. 

개념 내용

보전
(Conservation)

인공물 및 자연물을 총체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으로 물리적인 제한을 통해 건조물이나 도
시조직 외에도 거주자들의 생활양식에 대한 보호까지 포괄하는 

보존
(Preservation)

부적합한 변화나 파괴에 대해 보호하는 방법

복원
(Restoration)

대상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방법으로 파괴된 부분을 대치하고 부적절하게 첨
가된 부분을 제거하는 행위

수복
(Rehabilitation)

훼손된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복원보다 더 많은 융통성을 지니는 방법

복제
(Replication)

훼손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기존의 것을 모방하여 새로이 만드는 방법

이전
(Relocation)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보호하는 방법

표 [ 8 의 보전개념 ] Wayne O. At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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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전 은 자연물의 적합한 사용을 통한 보호의 개념으로(Conservation) , 

보존 은 건물이나 기념물 또는 자연경관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호(Preservation)

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기본법 상에서 미래세대를 . (Organic Act)

위해 역사문화환경을 최대한 손상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기준에 부합하는 선에서 현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 

따라 는 보존 에 대한 방식을 다시 보존National Park Service (Preservation)

수복 복원 재건 의 개(Preservation), (Rehabilitation), (Restoration), (Reconstruction)

념으로 이를 세분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3) 싱가포르 도시재개발국 의 보전원칙(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URA)

싱가포르의 도시재개발국은 역사 자산을 보전 함에 있어 건조물(Conservation)

에 내재된 분위기와 문화적 가치 그리고 건축적 독창성 등을 고려한 강력한 규

제정책을 사용 중이며 가이드라인 단계부터 건조물의 유형화를 통해 영향력 있, 

는 보전 정책을 시행중이다 의 보전정책 은 보전. URA (Conservation Principle)

과 보존 을 따로 구분 하진 않지만 (Conservation) (Preservation) maximum 

최대 유지 세밀한 복원 그리고 Retention( ), sensitive Restoration( ) careful Repair

신중한 수리를 뜻하는 원칙 을 통해 보전( ) "The 3R Principle(3R )" (Conservation)

의 개념 안에서 구분하고 있다.

개념 내용

보전
(Conservation)

자연물에 대한 인간의 사용을 규제하여 자연물을 보호

보존
(Preservation)

보존
(Preservation)

역사적 자산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들의 물리적 정신적 보·
호를 위한 유지보수 행위

수복
(Rehabilitation)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역사적 특질이 추가 혹은 변화 할 때 자, 
산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수리하거나 변형하는 행위

복원
(Restoration)

시대의 역사적 특징을 명확히 재현하기 위해 되돌리는 작업

재건
(Reconstruction)

이미 사라진 자산을 새로 만들어 내는 재현작업

표 [ 9 의 보전개념] National Park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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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및 활용방식2.1.5 

역사문화환경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특징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 

의 상황에 최적의 요건으로 부합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적절한 개념적 분화가 

필요하다 앞선 선행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성 도시조직의 역사문화환. 

경을 유지 및 계승하기 위한 전반적인 방법을 포괄하는 개념을 보전으로 정의하

였다 다음으로 활용 가능 유무를 기반으로 혼용되는 보전의 개념을. 구분하였으 

며 마지막으로 보전 방식에 따라 세분 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 . [ 10]. 

보전방식의 원칙을 보전 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Conservation)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보전 은 보존. , (Conservation)

의 의미를 포함하며 인공물과 자연물 모두에 적용되는 넓은 의미(Preservation)

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보전하고자 하는 도시의 역사문화환. , 

경은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건조물이나 도시조직 외에도 뚜렷한 실체를 가지고 있

지 않은 역사 문화적 가치나 도시 공간적 쟁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포괄적 · ·

의미의 보전 을 보전방식의 원칙으로 한정하였다 (Conservation) .

보전방식은 역사문화환경 내 보전 대상의 활용정도에 따라 보유( , 保維

와 보존 으로 나뉜다 여기서 활용정도란 역사문화환Retention) ( , Preservation) . 保存

경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이는 개발계획이 수립 시 보, 

전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성을 부여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보유. 

개념 행위 원칙 보전방식

보전

(Conservation)

보유

(Retention)
활용

세밀한 보전

(Sensitive Conservation)

쇄신  (Renovation)

수리  (Repair)

수복  (Rehabilitation)

이전  (Relocation)

보존

(Preservation)
보호

최대의 보전

(Maximum Conservation)

재건  (Reconstruction)

보호  (Protection)

복원  (Restoration)

복제  (Replication)

표 [ 10 역사문화환경의 보전 및 활용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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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사용이 가능한 대상을 보존하여 유지하는 조처로서 세밀한 보전(Retention)

을 원칙으로 한다 보존 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Sensitive conservation) . (Preservation)

대상을 회복시키고 남기는 조처로서 최대한의 보전 을 원칙(Maximum conservation)

으로 하고 있다 보유와 보존은 활용정도와 보전방식의 투영범위에 따라 쇄신. 

수리 수복 이전 재건(Renovation), (Repair), (Rehabilitation), (Relocation), 

보호 복원 복제 로(Reconstruction), (Protection), (Restoration), (Replication) 세분하였 

다표 세분된 방식은 보전대상의 범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그림 [ 11]. [ 5].

분류 내용

보유

(Retention)

쇄신
(Renovation)

낡고 오래된 역사문화환경을 없애지 않고 활용하되 새것을 추가하고 , 
변형하여 기존 용도 혹은 새로운 용도로 재활용 하는 방법

수리
(Repair)

훼손 정도가 상대적으로 얕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 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수복
(Restoration)

역사문화환경의 결손 부위를 보수하고 훼손된 부분을 
보강하여 가능한 한 워형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전 
(Relocation)

역사문화환경의 위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보전 편의를 확보한 다른 
장소로 옮겨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을 진행하는 방법

보존

(Preservation)

보호
(Protection)

재활용이 불가능 한 정도의 역사문화환경 중 강력한 보호 조치가 수
반되어야 할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경우

복원
(Rehabilitation)

크게 파괴되어 소실 직전인 역사문화환경을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원본 형태 그대로 고치는 것

복제
(Replication)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소실 직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해 동일한 특
성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다시 만드는 것

재건
(Reconstruction) 크게 파괴되어 소실 직전인 역사문화환경을 다시 만들어 보호하는 것

표 [ 11 보전 및 활용방식의 내용 ] 

그림 [ 4 대상범위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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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의의2.1.6 

범지구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서로 다른 개념들의 공존을 이끌었으며 이러한 , 

변화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오직 . 

단일문화재 중심으로 이행돼 오던 점적인 보전정책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범

위를 확장하였으며 역사문화환경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역사문화환경은 전문가의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선정되는 문화유산부과 주

로 비전문가에 의해 선정되는 미래유산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대상의 범위가 넓

고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이를 온전히 보전하는 것만큼 적절히 활용.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환경의 개념과 . 

가치 그리고 이들의 보전 필요성과 보전 방식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

로 역사문화환경의 활용에 대한 의의를 고찰하며 이는 크게 사회적 차원 경제, , 

적 차원 문화적 차원 환경적 차원으로 바라 볼 수 있다, , .

사회적 차원(1) 

도시의 시대 별 특성들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이루어진 역사문화환경은 형성 

당시 사회 경제적 구심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민의 일상에 자리 잡은 요소로·

서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동체적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문. 

화환경의 활용은 전면 철거가 동반되는 오늘날의 통상적 개발방식을 겪은 이후 

정체성을 상실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동체 붕괴 등의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적 차원(2) 

역사문화환경을 활용 하는 것은 자원의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철거

와 신축에 따른 비용과 부차적인 자원 낭비 등이 방지되기 때문에 건조 환경의 

경제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적은 비. 

용으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개발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우위를 점한다고 할 수 있다 역사문화환경 고유의 개성이 새로운 목적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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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을 때 지역적 맥락이 고려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비인구가 유입되거나 고용인구가 창출되는 등 다양한 경

제 활성화 요인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문화적 차원(3) 

역사문화환경은 그 대상범위를 단일 건조물로 한정하지 않으며 고유의 개성, 

을 가진 무형의 가치 그리고 지역 차원의 공간 구조나 도시 조직 등을 포함한, 

다 따라서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하는 것은 기존 장소의 지역적 맥락과 시대적 .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바라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활용된 , 

역사문화환경은 기존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쇠퇴에 의해 훼손된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이러한 활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에는 역사문화환경이 지역의 상징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정체성이 형성된다, . 

환경적 차원(3) 

도시의 반복되는 수축과 팽창으로 일부의 역사문화환경은 기능을 잃은 상태

로 방치되어있으며 이는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물리적 환경의 낙후를 초래한, 

다 환경오염은 지역의 경제 산업 문화 등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기 때. , , 

문에 도시의 침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또한 이들을 활용하지 않고 철. 

거했을 경우 발생되는 산업 폐기물들과 이로 인한 환경파괴 그리고 새로운 개발

을 수용하면서 발생하게 될 부차적인 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으로 이어지게 된

다 따라서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 

이라는 의의를 갖으며 이차적으로 도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지, 

역의 사회 경제적 환경의 낙후를 방지한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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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이해2.2 

개발과 재개발2.2.1 

대부분의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경제11)에서 개발 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 ’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사유재산인 건축물의 보수와 개축 철거와 신축 등에 해. , 

당하는 개발의 방향성 또한 개인의 필요와 선택에 따른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 

발 행위는 개인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 

개인은 사유재산의 물리적 확장을 통해 잉여공간을 창출하여 이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개발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비용부담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불안정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이러한 도전적인 타개책은 더 큰 경제적 

위험을 동반했기 때문에 개인은 개발목적을 달성하고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의 

실현까지 가능한 집단 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형태 및 규모와는 상관없‘ ’ . 

이 개발 은 원초적인 사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 ’ .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현행 법 상 개발 행위 내에서 국가 혹은 지, 

방정부의 개입은 가능할 뿐 필수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12). 

그러나 오늘날 개발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정부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 혹은 집단의 개발 동

력 상실이 야기하는 난개발이나 경제규모의 양극화로 인한 도심쇠퇴 등 여러 가

지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즉 개발 행위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필연적인 이유는 . , 

도시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도시계획은 주로 인프라 도시. (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공공시설 등 를 갖출 필요성이 있는 지역 혹은 노후 및 , , )

불량 주택들의 수준 향상이 절실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개인 보다는 , 

집단적 개발이 이루어질 때 공공의 물리적 개입은 더욱 쉬워진다 이렇게 공공. 

의 개입이 이루어진 집단적 개발 형태를 우리나라의 도시정비사업 이라고 볼 수 ‘ ’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크게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으로 나뉘게 되는데 두 . , 

사업 모두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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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프라 구축정도에 따른 공공의 개입량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 

축 사업은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개발 사업은 집단적 개발이 계획되기 이전

부터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지역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13).

재개발2.2.2 

재개발은 새로운 개발동력이 포화된 도시에서 일어나며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집단적 개발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재개발 , 

사업은 전면 철거가 동반되는 과격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 

한 발전을 추구하는 현대도시의 관점에서 재개발은 철저한 개발위주의 발전방식

이지만 그럼에도 도시의 현상유지에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발전방식 중 , 

하나임은 자명하다.

재개발은 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들이 밀집14)한 지역에 한해 환경의 개선 및 

보수 혹은 철거를 통해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비사업이다 재개발이 이루어지. 

는 지역은 애초에 도시 인프라의 노후 또는 질적 낙후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

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대부분은 도시계획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따라서 재. 

개발은 쇠퇴한 도시공간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유기적 집단인 , 

도시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변화로부터 지역을 적응시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재개발은 크게 두 가지의 효용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재. , 

개발 사업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볼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의 효용가치는 두 가지 . 

측면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효용가치는 사회적 측면이다 이는 집단적인 개발행위에 공공이 직. 

접적으로 개입하는 주요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도시가 확장을 거듭하면서 공. 

공의 관심은 한정된 지역에 쏠리게 되는데 이 때 공공이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 

지역 간 질적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차이가 지역 간 양극화로 심화되었. 

을 때는 슬럼화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의한 안전의 위협 주민들의 심리적 위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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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개발을 통한 물리적 개선은 . 

지역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자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효용가치는 경제적 측면이다 이는 사유공간을 점유하던 개인들이 . 

집단을 이루게 된 궁극적인 원인라고도 볼 수 있는데 편의를 위한 개인의 비용, 

부담이 집단을 이룸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부가적인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5) 또한 물리적 개선을 통해 토지의 효율. 

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생산적 기능을 증대시키는데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이, 

라 할 수 있다16). 

재개발의 목적2.2.3 

재개발은 도시공간의 개선과 인프라의 확충을 사업의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데 이러한 개선과 확충이 촉발하는 다양한 특성을 재개발의 핵심이자 목적이라, 

고 볼 수 있다 재개발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의 개선과 생활안전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는 것이다. !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건조물들은 대부분 노후 또는 불량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는 도시 전체에 대한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 

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것은 재개발의 실질적인 목적

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재개발은 . "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물리적 가능성을 만들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재개발은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확대. #

시키기 때문에 기존 토지의 비효율적인 이용을 타파하여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

한다 이는 지역의 사회. ㆍ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작용하는 만큼 재개

발의 주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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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유형 2.2.4 

재개발은 정비 대상의 토지 이용방식 공간적 범위 그리고 재개발 방식에 따, 

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표 먼저 토지 이용방식에 따라 재개발은 크게 주[ 5]. 

거지 재개발 상업 및 업무지구 재개발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한 재개발 등으로 , , 

구분할 수 있다18) 이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 [ 12] 

곽명신 주택재개발	제도의	변화와	연속성 서울시를	중심으로 표	 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2020,	 :	 ,	 p69.	 < 4-2>

공간적 범위에 따라 재개발은 개별 건축물 단위와 블록 단위 그리고 지구 단

위의 재개발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점진적 재개발, (Piecemeal Redevelopment)

과 종합적 재개발 로 구분 할 수 있다(Comprehensive Redevelopment) . 

점진적 재개발은 개별 건축물이 개인에 의해 소규모로 재개발되는 것이다 토. 

지의 소유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염두 할 필

요가 없고 강제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ㆍ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의 형태가 최대한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도시조직이 . 

지니고 있는 역사ㆍ문화적 가치들을 보전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곽명신( , 2020)19) 그러나 공공의 정교한 개입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 

니며 최악의 경우 난개발이나 빈부격차 등의 문제로 전이될 위험을 내포한다, .

종합적 재개발은 블록 단위 혹은 지구 단위의 공간적 범위로 이루어지는 재

개발이라 볼 수 있다 다수의 개인이 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넓은 필지에 대한 . 

구분 재개발 유형

토지 이용방식
% 주거지 재개발
% 상업 및 업무지구 재개발
% 공공시설정비 재개발

공간적 범위

개별 건축물 단위 % 점진적 재개발(Piecemeal) 

블록단위
지구단위

% 종합적 재개발(Comprehensive) 

시행 방식

일반 정비형 % 전면철거재개발(Redevelopment)

소단위 정비형 %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보전 정비형 % 보전형재개발(Conservation)

표 [ 12 재개발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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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재개발이 시행된다 종합적 재개발은 일관적인 계획으로 재개발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이상적인 정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지역의 기존 도시조직이 일순간

에 해체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들에 대한 갈등과 권리의 조정이 동반되며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길어진다는 특징이 있다20).  

마지막으로 재개발은 시행 방식에 따라 전면철거형 수복형(Redevelopment), 

보전형 재개발로 나눌 수 있다 그림 (Rehabilitation), (Conservation) [ 6].

전면철거형은 대상지 내 건조환경의 완전한 제거와 이에 따른 신축이 이어지

는 형태이다 수복형은 대상지 내의 불량한 건조환경을 수복하거나 부분적인 철. 

거를 통해 정비하는 방식이다 보전형은 대상지 내의 정비구역 예상구역을 쇠퇴 . 

방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수복형 재개발과 결합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전면철거재개발(1) (Redevelopment)

철거형 재개발은 기존 도시공간이 완전히 철거된 후 개발이 시작 되는 방식

이다 이러한 방식은 노후 및 불량 건조물들이 밀집한 지역이나 도시 인프라가 . 

미비한 곳으로서 주민의 생활환경이 열악한 경우에 시행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철거형 방식은 년대 서구 대도시 내의 슬럼화를 막거나 없애기 위. 1950-60

한 철거 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년대 무허가 (Slum clearance) . 1970-80

불량주택지의 재개발을 위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재개발에 통상적으로 , 

사용하는 시행 방식으로서 오늘날 까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기존 도시조직. 

그림 [ 5 재개발의 시행방식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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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전히 파괴되므로 지역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 공동

체 등이 일순간에 소멸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1). 

수복재개발(2) (Rehabilitation)

수복재개발은 지역의 토지이용을 유지하고 기존 도시조직의 철거를 진행하 

지 않은 상태로 개축 또는 보수하는 방법으로 건조환경의 불량 및 노후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부분적인 개선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행된다 수복형으로 이루. 

어지는 재개발은 노후 불량 환경의 개선을 이루면서도 전면철거재개발보다 경·

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22).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은 전면철거형과 수복형이 주축을 이루어 시

행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 [ 13].

김용배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수복형	정비수법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표	 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2011,	 ,	p11,	< 3>	

보전재개발(3) (Conservation)

보전재개발은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조환경에 대해 수리 보수를 진행· ·

하여 노후화 및 불량화를 예방함과 동시에 주변 건축물에 대한 용도제한 거주, 

밀도제한 등의 규제를 통해 해당 건조환경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속적·

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구분 전면철거재개발 수복재개발

특성

% 도심부의 특성과 매력을 무시
% 전면 철거 후 개발 추진
% 사업자가 건축물 공공기반시설 공급, 
% 새로운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

% 도심부의 특성과 매력을 유지 강화, 
% 기존 도시조직의 유지
% 부분 전면 철거 후 개발 추진 가능, 
% 기존의 토지소유자 세입자 유지, 

주체
% 공공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마련: 

% 민간 사업계획 및 수립 전반: % 민간 사업계획 및 수립 전반: 

방식 % 대규모 자본유치 % 블록별 필지별 개발유도, 

장점
% 종합계획에 의한 체계 개발 가능
% 전면 철거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 용이

%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전
% 정체성 공동체 지역 개성 등이 유지, , 

단점
%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소멸
% 사업 장기화에 따른 도심 쇠퇴
% 정체성 공동체 지역 개성 등의 소멸, , 

% 정비대상 선정의 어려움
% 체계적인 기반시설 확충 불가
% 건폐율 주차장설치 규정 완화 등, 

표 [ 13 일반적인 재개발 시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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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형< > 소단위형< > 보전형< >

철거재개발 수복재개발 보전재개발

개념

철거재개발 예시
출처 김용배 그림	 재구성< = ,	 2011,	 p13,	 ( 4),	 >

수복재개발 예시
출처 김용배 그림	 재구성< = ,	 2011,	 p13,	 ( 4),	 >

보전 정비 방식 사례 일본( ) 
자료 서울시 출처 매일경제< = ,	 = >

일반정비방식 소단위 관리방식 소단위 정비방식 보전 정비방식

대규모 공동개발 기존 필지 내에서 건축행위 중 소규모 공동개발· 역사 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전제( · ) 
대규모 공동개발 

정비
% 신규 도로망구축
% 대규모 필지 합병

% 기존 도로망 유지
% 기존 도시조직 및 필지 유지

% 기존 도로망 유지
% 기존 도시조직 및 필지 유지

% 유산의 보전
% 중규모 필지합병

형태 신축 기존 건축현황을 고려한 형태 기존 건축현황을 고려한 형태 역사문화유산을 고려한 형태 및 외관구성

건폐율 이하 완화적용 가능60% ( ) 이하80% 이하60~80% 이하80% 

용적률 기준 허용 600% / 800% 기준 600% 기준 허용 600% / 800% 기준 허용 600% / 800%

기반시설 구역별 부담률 적용 - 구역별 부담률 적용 구역별 부담률 적용

사업시행 사업시행인가 건축허가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표 [ 14 재개발 시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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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2.2.5 

현재 우리나라는 사업 지역에 따라 정비계획의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연구. 

대상지 용산 정비창 전면구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가 일댸가 위치한 ( , 3 40-641 )

서울시의 정비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제도에 대하여 고찰을 진

행한다 서울시 재개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제도를 정리하면 . 

아래와 같다그림 각각의 법령 및 제도에 따른 세부내용은 본 연구의 장에[ 7]. 3

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그림 [ 6 재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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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의 동향2.2.6 

년 현재 수도권에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공급의 2020

안정화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월 발표된 대책. 5 ‘5.6 23) 에서는 용적률과 높이제한‘

을 낮추는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다 대책의 시사점은 공공 참여형 정비사업의 추진 이라고 볼 수 있. 5.6 ’ ‘

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자를 통한 고밀개발의 형태로 시행되며 이로써 과거 뉴. , 

타운 사업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그림 이 가능해진다[ 8] 24). 

정부가 발표한 대책‘8.4 25) 은 주거물량을 확보하려는 수도권의 상황을 직접적’

으로 대변하고 있다 대책에 따라 수도권 주택물량은 기존 공급계획과 비교하. 8.4

여 대대적으로 상승한 총 만가구의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뒤이어 발표127 . 

된 서울 만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에 따르면 ‘ 36 ( , =2020.08.13.)’

서울시에는 공공택지 만 천호 정비사업 만 천호 기타 만호 등 총 만 11 8 , 20 6 , 4 36

천호가 공급될 예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민간 개발에 의한 주택물4 . 

량 역시 연평균 천호로 예상4~5 26)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 지정기준 완화에 따른 잠재적 재개발 가능 구역에 대

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만큼 재개발 지정기준의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년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하는 등의 규제강화를 시행한 이후로 2015

서울시에는 재개발 사업의 신규 지정이 전무하였지만 규제 완화를 통한 시뮬레, 

이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이 진행된 개 구역 중 에 해당하는 약 2024 34.8% 700

여 곳의 지역에 대한 재개발 가능 판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한국경제( ,2021)27).

그림 [ 7 공공재개발 사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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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개발 열기는 주거물량 확보의 , 

직접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기 신도시가 분양 완료되는 년까지 계속될 3 2026

것으로 보이며 공공재개발 사업 등의 개발에 대한 기준완화가 적극 검토되고 , 

있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방식의 개발행위가 증가된 사업물량을 바탕으로 이루

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재개발구역에 대한 기준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권 내 재개발 사업량 역시 현재 부록 보다 비약적인 수[ 1]

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년 이후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 .

그러나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의 증가는 자칫 년대 불거졌었던 기능1950-70

주의적 딜레마에 빠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대의 도시개발은 . 

과거의 기능주의가 만들어냈던 건조환경보다 물리적으로 더욱 거대한 규모와 완

고한 재질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개발 이후 철거를 통한 새로운 개발의 가능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계속되면서 서울시는 . 

재개발 구역의 전면철거재개발 방식을 일반형 소단위형 보전형 방식이 합쳐진 · ·

혼합형 재개발 방식으로 변경‘ ’ 28)하는 등 서울시의 관할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재

개발 사업들 대해 방식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29). 

역사문화환경의 보전과 활용은 무분별한 건조환경의 조성을 막아 집단개발의 

단조로움을 극복할 환기지점을 형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가능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현대도시의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위하여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루어질 정비사업 특히 역사문화환경의 층위가 . , , 

비교적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명확하고 

직관적인 역사문화환경 보전 활용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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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2.3 

본 연구는 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역사문화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보전과 활용에 대한 주 대상을 지역의 건. 

조환경 및 건축물로 제한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본 절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법제적 관점에서의 건축유형과 건축행위에 대해 

고찰하며 그다음 이를 바탕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사례연구는 먼저 본 연구의 , . 

주제인 역사문화환경의 보전 및 활용 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목적을 ‘ ‘

가진 국내의 선행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며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해외의 사례들을 고찰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건축유형의 이해2.3.1 

건축이란 사람이나 물품 기계설비 등을 수용하기 위한 구축물의 총칭두산· (

백과 으로서 여러 재료를 이용하여 건물이나 구조물 등을 세우거나 쌓아 , 2020)

만드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상에서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 · · · ·

는 것으로 건축 을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 제 조제 항 본 연구에서는 건축을 크‘ ’ ( 2 1 ). 

게 용도 규모 구조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고찰을 진행한다· · .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구분(1) 

건축법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 의	내용을	통해	재구성 기준( 2 2 19 4 )	 ( 14 5 ) (2020.12.02. )「 」

상위군 하위군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시설, , , , ,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 관련 시설,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 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 2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 , , 

근린생활시설군 제 종 근린생활시설 제 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제외1 , 2 ( )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표 [ 15 용도에 따른 건축물 유형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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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에 의해 상위군과 하위군으로 나뉘게 되며 이에 「 」

따른 세부 내용은 부록 를 따른다 역사문화환경의 활용을 위해 건물물의 용< 2> . 

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 조에 따라 용도 변경에 대한 신고가 필요19「 」

하며 상위군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30) 역사문화환경의 활용을 위한 건축물. 

의 용도변경은 주로 상위군상에서 일어나며 역사문화환경의 활용에 있어 계획 , 

기간을 장기화시키기 때문에 본 연구에 있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구분(2) 

건축법	시행령「 제 조정의 및	 별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 조의 관련2 ( )	 [ 1]; ;( 3 5	 )」 을	바탕으로	재구성	 기준(2020.12.02. )

구분 내용

단독주택

단독주택 % 일반적인 단독주택

다중주택 % 연면적 300m2 이하 층 이하 , 3

다가구주택
% 바닥면적 합계 650m2 이하 
% 층 이하3
% 세대 이하19

% 면적 층수 세대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주택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것, , 
% 층의 바닥면적 분의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1 2 1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층수에서 제외 
%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기준이며 부설 주차장면적은 제외1 , 

공관 %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개 층 이상인 주택5

연립주택
% 바닥면적 합계 650m2 초과 
% 층 이하4 % 주택으로 사용하는 개동의 바닥면적 기준1

% 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봄2
다세대주택

% 바닥면적 합계 650m2 이하 
% 층 이하 4

기숙사 % 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이상인 것1 50% 

제 종 근린생활시설1

% 바닥면적 합계 300m2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 · ( )· · · ·茶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m2 미만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 합계 1000m2 미만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 · · · · · ·
   판매하는 소매점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 공공업무시설, , , , , 

제 종 근린생활시설2

% 바닥면적 합계 150m2 미만 % 단란주점

% 바닥면적 합계 300m2 이상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 · ( )· · · ·茶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m2 이상 
% 공연장종교집회장게임 관련 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체육활동  , , , · · , 

  시설금융업소 사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다중생활시설, · · · ,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 · · ·

% 바닥면적 합계 1000m2 이상 % 자동차 영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 관람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것 

운동시설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m2 미만인 것 

%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m2 미만인 것 

야영장 시설 % 바닥면적 합계 300m2 미만 %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화장실샤워실대피소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것, , , , 

표 [ 16 규모에 따른 건축물 유형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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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구분(3) 

건축물의 구조는 가구식 조적식 일체식 등으로 구분되는 구법적 특성과 목, , 

조 벽돌조 철골조 등으로 구분되는 재질적 특성 그리고 전통방식 절충방식 현, , , , 

대방식으로 구분되는 양식적 특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문화재청 본 연( ,2015). 

구에서는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구조적 특성을 개괄할 수 있는 양식적 특, 

성으로 포괄하여 고찰을 진행한다. 

양식적 특성은 구조적 특성이 구법적 특성과 재질적 특성이 모두 전통적 형

태를 반영하는 전통방식 구법적 특성과 재질적 특성이 모두 현대적 형태를 반영, 

하는 현대방식 그리고 이 둘을 절충한 절충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 1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조정의를	참고하여	작성	2 ( )」 기준(2020.12.02. )

건축행위의 이해2.3.2 

건축법	시행령 제 조 정의 를	바탕으로	재구성	 기준2 ( ) (2020.12.02. )「 」

	 	 	 	 	 	 	 	 	 	 	 	 *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함,	

	 	 	 	 	 	 	 	 	 	 	 	 	 **	 	 	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

구분 내용

전통방식
%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절충방식
% 전통적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
% 전통과 현대적 건축기법을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함께 적용한 건축물

현대방식
% 한식 건축을 제외한 서양의 양식으로 건축한 것
% 현대적 기법을 적용하여 건축한 것

표 [ 17 양식에 따른 건축물 유형 구분 ] 

구분 내용

건축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이전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표 [ 18 건축법상 건축 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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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에서 건축 이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 ’ · · · ·

축하는 행위를 말한다표 각각의 행위는 행위 전의 물리적인 상황과 행위 [ 18]. 

후의 결과에 의해 다시 세분될 수 있다 이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 [ 19].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그림 건축법상의	 건축의	정의 를	바탕으로	재구성,	 2015,	 p40,	 < = ‘ ’ >

정의 행위 전 행위 후

신축

% 공지 ( )空地 %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

% 부속건축물
% 기존의 부속건축물 유지
%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

% 기존건축물
% 기존건축물 철거
% 종전의 규모를 초과한 

건축물 축조

% 기존건축물
% 재해로 인한 멸실
% 종전의 규모를 초과한 

건축물 축조

% 공지 A
% 대지 B
% 건축물 B’

% 공지 로 대지 에 있는 A B
   건축물 를 옮김B’

증축

% 기존건축물
% 기존 건축물에 연결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 

% 기존건축물
% 기존 건축물과 별개로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  

% 대지 A
% 대지 B
% 건축물 A’
% 건축물 B’

% 대지 로 대지 의  A B
   기존 건축물인 를 옮김B’

개축 % 기존건축물
% 기존건축물 철거
% 종전의 규모와 동일한 

범위의 건축물 축조

재축 % 기존건축물
% 재해로 인한 멸실
% 종전의 규모와 동일한 

범위의 건축물 축조

이전 % 기존건축물

%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내의 
   다른 위치로 옮김

표 [ 19 건축행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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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으로 규정하는 행위 외에도 건조환경의 건축물의 내부 구조나 내부 혹‘ ’

은 외부 형태를 변경하거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명명되고 있으며 건축법상에서는 이를 대수선과 리모델링으로 나누어 제, 

시한다 이에 따른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표 . [ 20]. 

건축법 제 조 정의 를	바탕으로	재구성	 기준2 ( ) (2020.12.02. )「 」

건축법	시행령 제 조의 대수선의	범위 를	바탕으로	재구성	 기준3 2( ) (2020.12.02. )「 」

	 	 	 	 	 	 	 	 	 	 	 	 *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

	 	 	 	 	 	 	 	 	 	 	 	 	 **	 	 	건축법	 제 조제 항에	 따른	52 2 마감재료를	 말함

국내사례 건축 가이드라인 및 관련연구2.3.3 : 

국내사례에 대한 고찰은 본 연구의 방향성에 중복과 난점을 피하고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사례의 조사범위는 현행하는 정책이나 가이드. 

라인31) 혹은 이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하였다 사례들은 먼저 분석틀을 통해  . 

분류와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다음 종합적인 특징을 고찰하고 본 연구에 차별성, 

을 부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의 분석틀(1)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틀에서는 먼저 경향에 따라 사례들을 구분하였다 이에 . 

따라 역사문화환경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을 제시하는 보전경향의 사례와 건

구분 내용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 
% 대수선의 범위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1. 30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2.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3.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4.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6. 
삭제 7. <2019.10.22.>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8.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를 9. **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제곱미터 이상 30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
%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표 [ 20 대수선과 리모델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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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경 위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하는 개발경향의 

사례 그리고 이들의 균형을 고려하고 있는 절충의 사례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 

각각의 사례들에 대해 설계기준 적용예시 적용지침 행위기준의 유무로 구분· · ·

하여 사례의 분석을 진해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 [ 21]. 

설계기준은 사례들이 제시하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설계방‘ ’

식으로서 사례연구의 핵심 요소이다 적용예시 는 사례들이 제시하는 가이드라. ‘ ’

인의 실재적인 예시로서 사례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이다. 

적용지침은 사례에 적용되는 지침상의 방향성이 본 연구의 주제에 부합되는가‘ ’

에 대한 여부이다 행위기준은 적용지침을 토대로 해당 사례가 보전과 개발의 . ‘ ’ ‘

균형 을 추구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판단으로서 연’

구의 중복을 막는 동시에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행위 명칭
수행
기관

연구
년도

구성현황

설계
기준

적용
예시

적용
지침

행위
기준

보
전

문화유산 사찰형 공공디자인 개발( ) 문화재청 2014 ● ● ○ ○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문화재청 2012 ● ● ○ ○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문화재청 2012 ● ○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문화재청 2012 ● ○ ○ ○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문화재청 2010 ● ● ○ ○

개
발

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5 ● ○ ● ○

아산시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아산시 2015 ● ○ ● ●

근린환경 건강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활용 국토교통부 2013 ● ○ ● ○

세종시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세종시 2013 ● ○ ●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공공건축공공시설공공공간( / / ) 서울시 2013 ● ● ○ ○

지역 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국토교통부 2012 ● ● ○ ○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건축물( ) 경기도 2012 ● ● ○ ●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10 ● ○ ○ ○

사회기반시설 경관관리 방안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추진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10 ● ○ ○ ○

주택분야 건축설계지침 공사LH 2010 ● ● ● ○

절
충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문화재청 2016 ● ● ● ●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연구 문화재청 2014 ● ● ● ○

표 [ 21 사례연구 분석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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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2) 

전체 사례들에 대해서는 분석틀의 구성현황을 바탕으로 건축원칙 건축용도, ,

건축배치 건축규모 건축디자인의 기준에서 내용을 고찰하였다그림 , , [ 9].

보전형 가이드라인!

보전경향의 가이드라인은 주로 문화재 혹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건축행위

와 시설물 디자인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례들이 광범위한 면단. 

위의 문화재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의 위상에 직접적인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변요소인 건축물의 높이 지붕의 형태 색채 등에 대한 , , 

기준 제시에 중점적이다.

사례 주요내용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개발
% 문화재를 중점으로 한 요소들 특히 시설 공간 경관, , , 

유형 관리주체를 고려하여 주변 공공시설물을 디자인 ,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 문화재를 대상으로 공공 건축물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개발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 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사설시설물로 건조환경 세분/ /

% 체크리스트를 통한 디자인 기준기본상세 제시 (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의 제도적 검토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 경관특성을 경관중점관리지역건축물시설물로 구분/ /

% 공간유형을 면단위와 점단위로 구분

% 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사설시설물로 건조환경구분/ /

표 [ 22 보전경향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그림 [ 8 사례연구의 내용고찰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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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형 가이드라인"

개발경향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주로 공공시설의 디자인과 주거환경 개성을 위

한 건축물 설계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범죄방지 도시재생 녹지, , , 

확보 등의 주민의 생활환경에 밀접하게 자리 잡은 설계전략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경관이나 미적 차원에서 역사문화환경이 고려되고 있지만 연, 

계를 필요로 하는 보전전략이나 활용전략 등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다. 

사례 주요내용

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 가이드라인
% 건축협적구역을 정의

% 건축물의 개념정의 및 적용범위 설정

아산시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 아산시 경관조례에 따른 건축물 디자인 기준 제시

% 주거용건축물 아파트 상업업무용건축물 공업용건축, , , 
물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 및 규모 형태 및 외관 외부, , 
공간 색채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 

근린환경 건강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활용 % 근린환경에 대하여 개 공간단위로 구분 5

세종시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 세종시 도시디자인조례에 따라 건축물디자인 기준제시

% 주거용건축물 아파트 상업업무용건축물 공업용건축, , , 
물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 및 규모 형태 및 외관 외부, , 
공간 색채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 서울시 공공건축물의 위치환경 집합적 건축역완 공, , 

공공간 대지 단위의 외부공간 건물 저층부 등에 대, , 
한 설계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음

지역 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 지역 건축자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리
방안을 제시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경기도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기반시설 등에 대한 설, , 

계기준 제시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방안 연구
% 공고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원칙지속가능성 안전5 ( , 

성 및 편리성 사회통합적 디자인 유연성 지역성제시, , , )

사회기반시설 경관관리 방안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추진방안 연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 제시

주택분야 건축설계지침 % 주택설계 시 법적 구조적 필요사항을 부문별로 구성하여 제시, 

표 [ 23 개발경향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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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형 가이드라인#

앞선 두 가지 유형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절충경향의 가이드라인은 개발과 보

전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본 연구의 방향성과 가장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 보전경향과 개발경향의 절충점에서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조환경 조성에 대. 

한 기본방향과 건축 유형 용도 및 규모 등 별 검토사항 그리고 건축행위에 대한 ( )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여 일정수준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절충. 

경향 가이드라인 사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 24]. 

국내사례 요약 및 시사점(3) 

보전형 가이드라인은 보전이 필요한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와 

향후 개발을 염두 한 다양한 방면의 건축규제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개발형 가이드라인은 규제를 통한 시민의 생활편의와 도시의 미적 가치를 위한 건

축규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절충형 가이드라인은 보전과 개발을 종합. 

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조환경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 

공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역사문화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화유산에 국한되어있으며 문화유, 

산의 범위 역시 점적 범위로 한정하는 공통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이는 선행연. 

구의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보전과 개발을 융합적으로 바라보는 , 

새로운 건축원칙이 필요하다. 

사례 주요내용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원칙 제시

% 입지특성도심지역을 고려한 건축가이드라인 제시 ( )

% 역사문화환경의 특성독립형군집형복합형에 따른 ( / / )
검토사항을 제시

% 건축 용도별단독근린생활공장 및 창고 건축 가( / / ) 
이드라인과 검토사항을 제시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연구
% 보존지역 내 문화재 유형별 경관관리중점지표 제시

%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조성과 실효성 검토가 이루어짐 

표 [ 24 절충경향 가이드라인 사례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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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공적 사례2.3.4 : 

런던과 파리(1) 

영국과 프랑스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산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년대 초 이미 도시 유. 1900

산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으며 고전상징물 보호법, ‘ The Ancient 

Monument Protection Act, 영국 과 역사기념물 관리법, 1882)’ ‘ (Loi du 31 d cembre é

프랑스 등을 제정하면서 도시 1913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 , 1913)’ 유산을 

점에서 면으로 확장하여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사회로 진입하면서 도시 조직의 일반적 특성과 유산의 역사 문화·

적 특성의 혼재가 심화되었으며 통합적 맥락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필요로 하, 

였다 이에 따라 점에서 면으로 확장되었던 보전개념은 구역 혹은 지역적 범위로 . 

더욱 확장되었으며 영국은 도시 어메니티법 을, ‘ (The Civic Amenities Act, 1967)’ , 

프랑스는 말로법 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 ‘ (Loi Malraux du 4 ao t 1962)’ . û

어메니티법과 말로법은 도시의 역사적 가치와 함께 미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강

조하고 있으며 보존구역, ‘ 32) 을 지정하여 이들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 [ 10]. 

보존구역은 도시의 유산을 역사문화환경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

고 엄격한 보호를 달성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토지이용의 측면에서는 . 

그림 [ 9 프랑스 보존구역 사레] (Secteur Sauvegard ) : LE SECTEUR SAUVEGARD DE TOURS (2013)é É
자료< =pressibus.org/blogcvl/plu/psmv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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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적 자산의 보호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개발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오, 

히려 보존구역이 제시하는 엄격한 원칙을 충족시킨다면 런던의 도크랜드 

나 파리의 라데팡스 와 같은 거대한 개발프로젝트들 역시 (DockLand) (La D fense)é

합리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표 영국과 프랑스의 보존구역 정책은 도시의 역사[ 25]. 

문화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설계가 실현되는 결과

를 가져왔으며 오늘날의 런던과 파리의 도시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 . 

함부르크(2) 

항구도시 독일의 함부르크는 세기 한자동맹의 주요 세력지였을 만큼 유럽을 13

대표하는 항구도시로 자리해 왔으나 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기존 항구시설의 , 2 90%

이상이 파괴 되어 물리적인 소멸을 겪게 되었다김정후 때문에 후반부( , 2013). 20c 

터 독일에서는 함부르크를 재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펜시티 . ‘

프로젝트( 는 HafenCity Project)’ 이러한 시도들의 핵심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오늘, 

날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하펜시티는 전세계적인 물류수송체. 

계의 변화로 인해 기능을 잃고 노후화한 항구지역에 완전히 새로운 용도와 목적을 

부여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그림 [ 11]. 

이러한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의 산업적 기능이 소멸했음

에도 항구도시로서 지역이 보유한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한 채 마스터플랜을 수

립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프로젝트를 관철하는 장소 유지하기. ‘ (Place 

런던 파리

도크랜드(Dock Land)
자료< =canalrivertrust.org.uk>

라데팡스(La D fense)é
자료< =www.francebleu.fr>

표 [ 25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공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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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장소 만들기 의 원칙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보전keeping)’ ‘ (Place-making)’ . 

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함부르크는 기초조사단계에서부터 도시의 역사적 지역, 

적 문화적 가치를 철저하게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항구지역 주변에 잔존하는 , ,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고증과 함께 이들의 재활용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

도시의 장소성 보존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펜시티는 본래 항구였던 함부

르크의 기존 도시조직에 새로운 기능을 첨가하는 식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다 또. 

한 지역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고 있던 산업용 건물들에 대하여 재활용을 시도

하기도 하였는데 창고를 개조한 국립해양박물관이나 과학센터 그리고 엘프필하, , 

모니 콘서트홀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활용된 건물들은 오늘. 

날 함부르크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는데 공헌하고 

있다표 [ 26]. 

따라서 하펜시티는 기존 도시조직과 자칫 버려질 수 있는 구시대적 유산을 

철저한 고증과 적절한 보전정책 그리고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보

전과 개발의 공존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림 [ 10 하펜시티 개발계획] 

자료< =www.hafencity.com/en/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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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리히(3) 

스위스에 위치한 취리히는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이나 뚜렷한 천연자원의 부

재로 세기 유럽의 극빈 도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세기 이후 외국의 기업과 19 . 20

첨단산업 등을 본격적으로 유치하면서 오늘날의 취리히는 도시의 삶의 질 평가

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으며 인구 만명의 중소규모 도시임에도 세, 40

계적인 대기업들의 본사가 즐비해 있는 살기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다‘ ’ . 

비교적 오랜 시간 외국의 기업들을 유치해온 취리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위해 아이러니하게도 강도 높은 개발 이 아닌 강도 높은 보전 을 택했‘ ’ ‘ ’

다 취리히는 도시 중심부 보전 의 방식을 취하. ‘ Conservation of Inner-City Area)’

여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의 건축적 시각적 공간적 특징 등을 되도, , 

록 완전히 보전하고자 한다33) 또한 이러한 역사문화환경을 기업을 위한 장소로서 . 

개방하여 적절한 활용과 함게 보전과 관리를 동시에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취리히의 중심부 와 비슷한 맥락에서 취리히 웨스트(Inner-City Area) ‘

는 이러한 특징을 특히 잘 전달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Zurich-West)’ . 20c 

가져온 도시쇠퇴로 과거 산업지구였던 취리히 웨스트는 지속적인 재개발에 대한 

요구를 받아왔지만 취리히 시는 기존 산업시설을 역사문화환경으로 간주하고 , 

보전에 대한 원칙을 고수함과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을 계획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대규모 크레인이 위치한 공간에서 복합쇼핑몰로 탈바꿈 한 ‘Puls 5’

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표 . [ 27]. 

함부르크

카이저슈파이어 동A (Kaispeicher A, 1963)
자료< =artsandculture.google.com>

엘프필하모니(Elbphilharmonie,2019)
자료< =www.artchitectours.com>

표 [ 26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공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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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리히의 사례는 도시가 가진 일반적인 건조환경의 유지와 활용이 역사문화 

환경적 측면에서 도시의 경쟁력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도시의 일반적인 건조환경에 역사문화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 

활용 통해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추구한 취리히의 보전방식은 광의의 개념에서 

역사문화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있어 중요하다.

해외사례 요약 및 시사점(4) 

런던과 파리의 사례는 보전과 개발이 대척점상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강력한 , 

제도가 개발의 다양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정확. 

한 기준에 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전규제와 개발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창의성이 

동반되어야함을 시사한다 함부르크의 사례는 역사문화환경의 효과적인 활용 전에 . 

철저한 고증이 따라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철저한 고증을 동반한 역사문화환경은 .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점적인 측면과 면적인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

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취리히의 사례는 기존 도시가 간직한 정체성을 되도록 . 

완벽히 유지한 채 변화를 접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도시의 일반적인 건조환. 

경과 도시조직 전반이 역사문화환경으로서 작용하고 이를 보전 및 활용하여 도

시의 경쟁력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취리히의 사례는 특징적이다.

취리히

Puls 5

자료 개인블로그 블로그명 무지개< =alog( ,	 = ),	

도시재생	 스위스	취리히	‘ 08	 Puls	 5(Technopark)’>

내부Puls 5 

자료 개인블로그 블로그명 무지개< =alog( ,	 = ),	

도시재생	 스위스	취리히	‘ 08	 Puls	 5(Technopark)’>

표 [ 27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공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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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대상지 이해3

관련계획 및 제도3.1 

대상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먼저 국토의 개발 방향성에 대한 이해

를 시작으로 대상지가 속해있는 서울시와 용산구에 대해 고찰한다 따라서 본 절. 

에서는 국토 용산구와 관련한 계획 및 제도에 대한 고찰을 진행한다표 ~ [ 27].  

범위 관련계획 및 제도 주요 특징

국

토

제 차 국토종합계획5

년(2021~2040 )

국토개발 중점에서 국토관리 중점으로 변화·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도심지 속도하향· ; 

수

도

권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 안4 ( )
글로벌 혁신 허브로서 거점도시들간의 연계망 역할·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지양· 

수도권 광역도시계획2020 
년(2009~2020 )

· 도심부 영동 영등포 중심에서 용산을 포함한 다심체계로 개편 유도, , 
보전용지의 우선적 설정과 토지이용범주의 구분· 

서

울

시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2030 )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체계 중 광역중심에 속함· 3 ·7 ·12
· 영등포 및 여의도와 연계한 국제기능 등 고차업무기능을 집적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지는 교통중심지· 
· 특성보존이 필요한 경우 고층 고밀의 개발은 최대한 지양·

서울 생활권계획2030 
도심권( )

역사문화도심으로의 위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서울역 용산지역 연계를 통한 국제중심기능 강화· -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문화 및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용산 광역중심의 기능 강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2025 
기본계획

· 역사적 장소성을 보유한 특성주거지의 보전 및 관리 
· 용산 주변 대규모개발 예정지 주거지의 체계적 관리(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여의도 용산권역 용산지구 반포 한남권역 이촌~ ( ), ~ ( ·한남지구)
· 한강 및 서울의 중심지역을 연계하는 국제적 수변업무 활동권역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수변 대표 경관거점 조성·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공원 주변부의 중심 공간 육성· 
용산 공원과 어우러진 다양한 경관의 형성· 
역사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간 조성· 

서울시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 용산은 동서한강축과 면 하고 있으며 남북녹지축에 의해 관통 , 

용

산

구

서울생활권계획2030 
이촌( ·한강권역)

역사문화도심으로의 위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용산 광역중심 의 복합기능 회복을 통한 지역재생· ( )

· 신분당선 연장을 통한 광역교통쳬계의 구축 및 수립
· 대규모 가용지 및 한강대로변의 선제적 관리를 통한 전략거점 육성

서울 만호 공급계획36 용산 정비창부지에 만호 주거지 공급계획 추가· 1

대

상

지

도시·군관리계획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 , 

· 용산 제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1

정비창 전면 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

표 [ 28 관련계획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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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3.1.1 

제 차 국토종합계획(1) 5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국토

의 종합적 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토종· . 1972

합계획은 년 현재 차 계획의 완료를 목전에 둔 상태이며 차 계획의 시발점2020 4 , 5

에 서있다 제 차 국토종합계획은 년도부터 년도에 해당하는 계획기간을 . 5 2020 2040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연구 대상지가 위치한 용산구 한강로동 가 일3

대의 미래적 계획 방향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차 국토종합계획은 개의 목표와 개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 되어있으며5 3 6 ,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로의 돌입에 따라 개발 에서 관리로의 시대적 변화를 ‘ ’ ‘ ’

반영한 최초의 국토계획이다 이에 따라 차 산업혁명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4

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집약적 개발과 효율적 관리 그리고 역사문

화자산을 통한 지역의 문화적 재생과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발전 등을 추

진 전략으로 정하고 있으며그림 국토의 미래적 계획 방향은 새로운 개발을 [ 13], 

추구하기보다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사람중심의 교. 

통안전체계 도입으로 도심지 내 속도하향 기존 변경 과 함께 보행( 60km/h- 50km/h)

자위주의 도시계획 방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 11 제 차 국토 종합계획] 5 그림 [ 12 제 차 국토 종합계획 전체 구상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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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3.1.2 

제 차 수도권 정비계획 안(1) 4 ( )34)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절히 배치하

기 위한 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조 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제 차 수도권정비( 4 ) . 3

계획 은 계획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2006~2020) ,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 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수립 예정이다 수도권정비4 .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이어 광역도시계획과 함께 수도권 최상위 계획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립될 , , 

계획 내용이 하위계획들의 세부내용에 중요 골자를 형성할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은 글로벌 혁신허브이자 과밀억제권역으로 관리

되고 있다그림 글로벌 혁신허브로서 서울은 첨단 산업의 중심지 역할과 거[ 15]. 

점도시들 간의 연계를 가능케 하는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용산은 광역. 

철도망 및 대도시권의 철도 네트워크 구축 의해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며GTX , 

글로벌 허브 서울의 교통요충지가 될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서 서울 시내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용 업무용 복합 건축물에 대해 과밀부담금· ·

을 부과하여 집중을 억제할 예정이며 사업유형별 일정규모택지 만, ( 100 m2 공업, 

용지 만3~6 m2 관광지 만, 3 m2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혹은 인구집중유발시설 등)

에 대한 입지제한이나 강도 높은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림 [ 13 수도권 공간구조 ] 그림 [ 14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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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도시계획(2) 2020 35)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권 도시들의 적합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고 효율

적인 국토 관리를 도모하는 종합계획이자 수도권 정비계획과 함께 광역권의 최

상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 , 

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과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은 고양 부천 광명 과천 성남 하남 구리 의정부를 포함하는 중부지역, , , , , , , 

에 해당하고 있다 중부지역은 인구과밀 지역이자 동시에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 

는 지역으로 향후 도시의 쇠퇴를 대비하여 인구규모의 적정선 유지를 필요로 하

고 있다 연구대상지가 속한 용산은 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간구조개편 . 2020「

구상안 에 의해 서울도심부ㆍ영등포ㆍ상암ㆍ영동ㆍ청량리에 해당하는 다심쳬계」

에 속하게 되었으며 수도권 및 서울의 광역철도망의 거점을 담당하게 되었다, .

현재 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계획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다 새롭게 수2020 . 

립될 년 광역도시계획은 기존 계획의 관리 및 보전기능의 한계를 직시하여 2040

무질서한 도시 확산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와 보전기능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ㆍ관리를 통해 불거지고 있는 도심쇠퇴문제, , 

수도권 주택문제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한 개발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 15 수도권 광역계획권 범위 ] 그림 [ 16 수도권 개 지역 구분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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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3.1.3 

서울플랜 서울도시기본계획(1) 2030 (2030 )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서울의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대도시에 맞는 효과적인 도시계획적 해법의 필요가 대두되었다이러한 필요에 대.

해 서울시는 국토계획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에 근거하여 도시기본「 」 「 」

계획을 서울의 특성에 맞추어 재구성한 서울플랜을 발표하였다. 

서울플랜의 공간구조는 자족기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심 2030 3

광역 지역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연구 7 12 . 

대상지가 위치한 용산은 마곡 상암ㆍ수, 

색 청량리ㆍ왕십리 창동ㆍ상계 잠실, , , , 

가산ㆍ대림에 해당하는 광역에 속해있7

다 광역이자 도심권에 속해있는 용산은 . 7

한양도성 역사도심 안에서 수용하기 어( ) 

려운 대형ㆍ복합 업무시설 등을 흡수하

고 도심을 연계하는 고차업무기능을 집3

적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 

북녹지축에 의해 관통되고 동서한강축과 면하는 용산은 서울의 핵심 녹지 거점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요 그린인프라인 용산공원용산 미군기지 에 대한 , ( )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서울플랜은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적정 밀도와 높이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용적률 제한과 위계별 최고층수의 차등을 설정하여 과도한 개발과 , 

초고층 건물의 난립을 막고 있다 또한 특성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비. 

구역으로의 지정을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해제. 

로 인해 서울권내 대규모 가용지로 자리 잡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이의 최인접지

역에 해당하는 연구 대상지 한강로 가 역시 적절한 개발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3 ) .

그림 [ 17 서울플랜 공간구조] 2030 



그림 [ 19 도심권 권역발전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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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생활권계획 도심권(2) 2030 ( )

서울생활권계획은 서울플랜서울도시기본(

계획 에서 제시된 공간계획과 핵심이슈별 계)

획의 내용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고 이를 통

해 하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대한 지침의 역

할을 하고 있다 서울생활권계획에 의해 서울. 

은 총 개의 권역으로 나뉘게 되며 용산구는 5 , 

종로구와 중구가 위치한 도심권에 포함된다. 

도심부는 역사ㆍ문화ㆍ생활ㆍ경제를 아우

르는 역사문화중심지이며 타권역과의 연계, 

를 통한 비즈니스거점이라고 볼 수 있다 용산은 서울플랜에 의한 광역중심 용산 . (

광역중심 으로서 인접 도심을 연계하는 경제 및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으)

며 한양도성 역사도심 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복합업무시설 및 고차업무시설 등, ( )

이 들어서는 지역으로서 도심권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그림 [ 20].

그림 [ 18 도심권 및 주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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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도심권 관련계획(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역사적 장소성을 보유한 특성주거지의 보전 및 관리를 도심권의 주거지 관리방

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주거환경의 확충계획과 

더불어 정비와 보전 그리고 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심부에 속한 지역의 , 

특성에 따라 가지 중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용산은 지역 특성에 따라 장소성을 4 . 

고려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정비 계획과 대규모 개발지와 인접한 지역으

로서 난개발 방지가 필요한 주거지정비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대 권역과 개 지구에 대한 관리원칙 및 세부 계7 27

획 방향을 제시하여 한강변 경관 및 수변공간의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용. 

산은 여의도 용산권역 용산지구 과 반포 한남권역 이촌지구 한남지구 에 해당하- ( ) - ( , )

는 개의 권역과 개의 지구로 이루어져있다 이들 중 연구 대상지 한강로 가2 3 . ( 3 )

가 속해있는 용산지구는 수변생태ㆍ비즈니스 및 지원지구를 조성하여 한강대로변

그림 [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도심권 계획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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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용지를 확보하고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여 향후 조성될 국제업무지구와 연 

계되는 수변 대표 경관거점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2030 

서울시는 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년까지 공원녹지 소외지역을 2015 2030

최소화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 접촉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근. 

린단위의 공원이 우선적으로 정비되며 새로, 

운 도시 개발사업 진행시 공원의 확보가 장

려된다 또한 미집행 공원이나 이전적지 등 . 

공원화 가능성을 보유한 부지에 대한 중장기 

수용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도심권은 남북녹. 

지축에 의해 관통되고 동서한강축과 인접한 

권역으로서 서울권 녹지체계에 있어 중요 거

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용산. 

은 용산공원용산 미군기지이라는 대규모 녹지와 함께 남쪽의 한강과 직접적으로 면( )

하고 있는 지역임과 동시에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전면구역 등의 대규모 도시정비사, 

업 예정된 지역으로서 충분한 공원 및 녹지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 21 한강변 공간관리계획] 

그림 [ 22 도심권 공원녹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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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용산 미군기지 일대의 반환 논의가 시작

됨에 따라 반환 부지 전면을 민족성ㅊ역사성

ㆍ문화성을 갖춘 여가휴식과 자연생태를 위

한 국가공원으로의 조성계획이 시작되었으며, 

대규모 미개발 녹지인 용산공원 부지의 공원

화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된 계획방식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년 월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의 2019 12

발표에 따르면 용산공원은 기존 만243 m2에서 

만303 m2으로 조성면적이 확대되었으며 국가, 

공원인 용산공원이 서울권 중요 거점녹지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주변지역의 용산공원과의 연. 

계를 통한 계획 역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연구 대상지 용산구 한강로 가 . ( 3

는 거점 녹지인 용산공원과 대규모 개발구역인 국제업무지구를 잇는 중요 40-641)

앵커공간으로서 적절한 녹지의 확보와 함께 용산공원 국제업무지구을 통하는 원활~

한 연결녹지의 구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용산구3.1.4 

서울 생활권계획 이촌(1) 2030 ( ㆍ한강지역생활권)

생활권 계획에 의한 권역들은 지역생활권으로 세분된다 도심권에 속하는 용. 

산은 창파ㆍ원효지역생활권 이촌, ㆍ한강지역생활권 후암ㆍ용산지역생활권 한남, , 

지역생활권으로 나뉘며 연구 대상지가 위치한 한강로동은 서빙고동과 이촌 동, 1,2

을 포함하는 이촌ㆍ한강지역생활권에 속하고 있다. 이촌ㆍ한강지역생활권에는 

한강변 공간관리계획 에 의해 용산지구와 이촌지구가 속해있으며 국가공원으, 「 」

로 조성될 용산공원 일부가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변과 용산공원 예정 . 

그림 [ 23 용산공원정비구역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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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일대는 중점경관으로서 관리되고 있 

다. 이촌ㆍ한강지역생활권 내에 존재하는 

용산 정비창 부지는 과거 국제업무지구 개

발사업의 전면 백지화로 인해 현재 대규모 

가용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해당 부지는 . 

미개발지로서 생태학적 가치가 높으며 이, 

에 따라 동측으로 조성될 용산공원과의 연

결을 통해 이촌ㆍ한강지역생활권을 대단위 

녹지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다 현재 해당 지역은 용산역과 한강대로 등 도심으로 이어지는 중요 교통망. 

이 위치해 있으므로 선제적 관리를 통한 업무중심거점으로 계획되어있으며 이와 , 

직접적으로 면하고 있는 연구 대상지 정비창 전면구역 한강로 가 역시 정 ( , 3 40-641)

비창부지의 개발과 연계한 고차원 비즈니스 시설의 집적을 지향하고 있다.  

그림 [ 24 지역발전구상 실천전략] 

그림 [ 25 이촌] ㆍ한강지역생활권계획 공간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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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만호 공급계획(2) 36 36)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에 따라 (2020.8)「 」 수도권 내 안정적

인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만호 정비 만호 기타 만호 84 , 39 , 4

등 만호의 주택을 년부터 순차적 공급이 진핸된다 서울시는 만 천호127 2020 . 36 4

공공택지 만 천호 정비사업 만 천호 기타 만호 등 를 공급할 예정이며( 11 8 , 20 6 , 4 ) , 

권역별로 동남권강남구( ㆍ송파구ㆍ강동구ㆍ서초구 만 천호 서남권강서구) 4 1 , ( ㆍ동

작구ㆍ구로구ㆍ관악구ㆍ영등포구 만 천호 서북권용산구ㆍ마포구ㆍ은평구ㆍ중) 1 9 , (

구 만 천호 동북권노원구ㆍ중량구ㆍ도봉구ㆍ성동구ㆍ광진구 만 천호의 주택) 2 6 , ( ) 2 5

이 공급될 예정이다 용산정비창 부지에는 만호에 달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 1

행될 예정이다 용산정비창 부지와 직접적으로 면하고 있는 연구 대상지 정비창 전. (

면구역 용산구 한강로 가 는 해당 부지와 용산역 또는 용산공원을 연결하, 3 40-641)

는 앵커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20.5)」에 따라 사업 동력이 영세한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노후 임대단지 재정

비사업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 

잦은 풍파로 조합설립에 난항을 겪던 연구대상지의 사업동력 역시 근시일 내 빠

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 26 서울 만호 공급계획 중 서북권 공급게획]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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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3.1.5 

도시 군관리계획(1) · 37)

지구단위계획! 38)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 

획의 취지를 실체화하고 도시또는 농어촌의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 )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용산 일대는 년이래도 국제업무와 첨단정보산업단지로 개발하기위해 용1995

산동과 한강로동 일대에 지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현재 용. 

산구 일대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동 일대‘ ( ~ , 2016)’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하위계획들, 

이 진행 혹은 진행 예정 중에 있다 연구 대상지인 정비창 전면구역. (용산구 한강

로 가 일대 은3 40-641 ) 용산 제 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관리구역으로 지 1

정된 상태이다그림 [ 28]. 

구분
도시 군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정의
장기적으로 시ㆍ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 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
향을 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중기계획

수립주기 년마다 타당성 검토5 년 단위로 수립하며 년마다 재검토10 , 5

대상권역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 

주요내용

% 지역의 특성과 현황

%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 공간구조의 설정

% 토지이용계획

% 기반시설

% 도심 및 주거환경

% 환경의 보전과 관리

% 공원ㆍ녹지

% 방재ㆍ안전ㆍ범죄예방

% 경제ㆍ산업ㆍ사회ㆍ문화의 개발 및 진흥

%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 
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ㆍ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표 [ 29 도시 군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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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창 전면구역

그림 [ 27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 (2016)
자료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 ,	 urban.seoul.go.kr>



그림 [ 29 용산 나루터 ] (1904)

출처 용산구문화관광< = >

- 62 -

역사3.2 

조선시대3.2.1 

용산 의 지명은 그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산의 모양이 용의 형상과 ( ) , 龍山

닮았다는 것에서 얻어지게 되었다 용산의 경관이 용 처럼 수려했다는 사실은 . ( )龍

여러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다 한양 천도 이전 고려 숙종 때 왕명. (1096~1105) 

을 받아 남경의 새 도읍터를 찾아 나섰던 대신 최신추 등이 지금 서울 부근의 

산수 지리를 답사하기 위하여 처음 찾았던 곳이 용산이었으며 용산구( , 

검색 충숙왕 년 에는 왕과 왕후가 함께 용산에서 개월간 머2020.06.01. ). 12 (1325) 3

물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용산은 조선시대 말까지도 많은 문인과 . 

명사들이 휴양하였던 장소이자 명승지로서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더. 

불어 조선시대 용산은 국내 유수의 강항 이기도 하였는데 뚝섬 두모포 서( ) , ·江港

강고 동작진 마포 서강 같은 경성 부근의 강항 중에서도 뚝섬 마포 서강과 · · · , , 

더불어 가장 번성했다고 전해진다 한강의 하구는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 미터. 10

나 되어 만조 시에는 염창동이나 서강까지 조수가 흘러들어와 선박이 쉽게 항, 

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일제에 의한 국토침탈 이전부터 용산은 이미 전라 경. , 

상 충청지역은 물론 평안 황해도의 물자가 서울로 들어오기 위해 모이는 상업 , , 

유통의 요충지였다 용산구 문화관광 검색( , 2020.06.01. ).

그림 [ 28 경조오부도] 1861)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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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기3.2.2 

용산은 고종 년 년 월 외국인의 거주와 통상을 허용하는 개시장21 (1884 10 ) (開

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년 선교에 대한 자유가 인정되면서 용산을 중심) . 1887市場

으로 한 본격적인 종교활동과 함께 대표적인 서구열강이었던 프랑스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등 외세의 상인들을 통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년 월 한강에 증기선이 운항되고 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이자 양옥1888 8 1891

건물이었던 용산 신학교가 설립되었으며 년 월 서계동 청파동 원효로 가, 1900 1 ~ ~ 4

에 이르는 전차의 개통은 근대화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개항기 용산의 상

징이었다 용산구 문화관광 검색( , 2020.06.01. ).

국권침탈기3.2.3 (1890~1910)

외교사절로 머물던 일본의 주차군 명은 임오군란을 거치며 공사관 수비대(6 )

규모로 확장하게 되었다 이후 년 월 일본인 거류민의 보호한다는 명목 하. 1896 5

에 일본과 러시아의 각서가 채결되었고 서울 용산 부산 원산에 헌병 명과 ( ), , 200

보병 개 중대를 주둔시키며 일본군의 상주가 본격화되었다4 . 

이후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군은 한국정부와 협의 없이 군용의 명목으

로 토지를 점유하였고 일본의 강요와 함께 년 월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 1904 2

다 한일의정서에 제 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황실의 안녕과 . “ 3

영토의 보존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정부는 즉각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며 대한제국정부는 이러한 대일본제국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 전략상 필요, 

한 지점을 즉시 수용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조항을 둠으로써 합법적인 군용지를 ”

자의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39).

일제는 러일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한반도를 침탈하고 병참기지화 하였지만 이, 

와 반대로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고 대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러일전쟁을 

수단화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쟁 목적으로 경부선과 경의선이 빠르게 개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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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부터 일제는 이미 경인선을 비롯한 여러 철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제에게 철도 는 군사적 목적 외에도 대륙진출과 자원 수탈‘ ’

을 감행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미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정치 군사 경제 , · ·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필수불가결한 한국경영의 골자였다고 할 수 있다40).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철도들의 통일적 운영을 기도하였고 년 , 1906 7

월 이후 전국의 모든 철도를 국유화하며 통감부 철도관리국 소관으로 이전 하였

다 년 년간 총 철도투자액은 원으로 당시 한국 년 예산. 1906 1910 95,842,721 3, 4∼

의 합계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철도부설권과 철도의 역할을 한국 장악을 위한 . 

핵심 요소로서 얼마나 긴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41).

일제강점기3.2.4 (1900~1945)

러일전쟁을 맞닥뜨린 일제는 경인선과 연결되어있던 용산역그림 을 중심으[ 31]

로 용산역과 그 일대를 물자수송을 위한 교통거점화와 약 만평에 달하는 토지300

를 군용지로 강제 수용하여 병참기지화 하였다 년 월 일 경의선이 개통되. 1906 4 3

었으며 일제 통감부의 철도관리국 소관 아래 모든 철도가 관리 감독 및 부설되, ·

면서 용산은 본격적인 군사 교통 경제제 정치적 거점이 되었다· · · .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이 가속화되면서 용산의 모습 또한 빠르게 변화하였다.  

일제가 용산을 군용지로 수용했던 년 용산은 도로와 철도의 모습 정도만 확1906

인되어진다 이에 반해 년 용산 일대는 획지의 구획과 함께 격자형으로 계. 1911

그림 [ 30 경인선 부설공사 개황 ] ( )京仁線 敷設公私 槪況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 재편집< = .	 1992,	 .	 / ,	 p556,	 >龍山區誌 特別市	龍山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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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된 도시조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격자형 가로망의 모습은 용산 정비. , 

창 전면구역의 도시조직적 원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년에서 년까. 1906 1911

지 불과 년 사이 용산 일대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동북아 점령5 , 

의 발판으로써 용산에 대한 지리적 유용성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년 군용지로서 용산을 수용한 후그림 년까지 대부분의 계획을 1906 [ 34] 1908

끝마친 일제는 년까지 제 차 기지공사를 비롯하여 용산 내 주요 건물과 시1913 1

설들의 완공을 끝마치게 된다 그림 은 용산합병경성시가전도 로서 이러. [ 35] (1911)

한 용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가로망체계가 현재 연구대상지인 정비창 전. 

면구역과 매우 유사한 상태로 계획되었음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 32 년 최초의 용산역] 1900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 = .	 1992,	 .	 /龍山區誌 特別市	

,	 p558>龍山區

그림 [ 33] 한국용산군용수용지명세도( , 1906)韓國龍山軍用收容地明細圖
출처 서울시	용산구 재편집< = ,	 >

그림 [ 34 용산합병경성시가전도] 
( , 1911)龍山合倂京城市街全圖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재편집< = ,	 >

그림 [ 31 경인철도 초창기의 열차] 

년 월 일 동아일보(1899 9 18 , )

출처 동아일보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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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오늘날 정비창 전면 구역의 위치에서는 1913 1 ‘Railway Officers Quarters

철도장교관사 라는 표식을 볼 수 있다표 의 이로써 당시 철도 관리가 ( )’ [ 35] . !

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곳이 군 장교의 관사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 

수 있다 이러한 사용은 총독부가 조선의 철도에 대한 관리를 남만주철도주식회. 

사 이하 만철 에 위탁경영을 요청 할 때까지 이루어진다( , ) . 南満州鉄道株式会社

년부터 만철에 의해 철도가 위탁 운영되면서 년에 들어서는 기존 1917 1920

철도장교관사 가 만철사택 으로 변경된 것을 Railway Officers Quarters( ) ( )滿鐵社宅

확인할 수 있다표 의 그러나 뚜렷한 수익을 실현시키지 못했던 만철의 경[ 34] . "

영부진과 총독부의 조선 통치방식의 변경 등으로 년 만철의 철도경영권은 1925

다시 총독부로 넘어가게 된다 운영기관의 변경 외에 본질적 성격을 비롯한 도시. 

조직과 시가지 가로망 일체는 일제의 패망 전까지 뚜렷한 변화 없이 이어진다.

경성도 KEIJ (SEOUL), 1913! Ō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재편집< = ,	 >

조선오만분의일지형도, 1920"
출처 종로도서관 재편집< = ,	 >

용산시가도, 1927#
출처 서울지도 서울역사아카이브 재편집< = , ,	 >『 』

경성정밀도, 1933$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재편집= ,	 >

표 [ 33 일제강점기 연구대상지 용산 정비창 전면구역 의 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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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시기3.2.5 

일제의 패망이후 한반도는 미군정과 소련의 분할통치를 받게 된다 남한이 . 

미군정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대부분 군용목적으로 수용되었던 용산의 토지 및 

기반 건물들 역시 일반 시민에 불하되기보다 자연스럽게 미군정으로 귀속되었

다 철도관사의 경우 본래 선을 유지해 오던 철도종사자의 조선인 일본인 . , 40/60 /

비율은 태평양전쟁 중 일본인들이 대거 징집되며 의 비율로 치솟았다 이와 70/30 . 

동시에 관사의 상당부분을 조선인이 차지했을 것이며 일제의 패망이후 당시 조, 

선인 종업원들에게 자연스레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미군에 의해 작성된 년 용산의 모습을 보면 뚜렷한 가로망의 변화나 새1946 , 

로운 건물이 들어선 흔적은 찾을 수 없으나 기존 철도관사들은 여전히 확인할 수 , 

있으며 그 외의 건물들은 미군의 창고로 사용 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 35] KOREA(SEOUL) CITY PLAN (1946)
출처 재편집< :	University	 of	 Texas	 Libra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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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기3.2.6 

년 월 일 북에 의한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은은 한1950 6 25 6.25 . 6.25

반도에 거대한 상흔을 남긴 비극으로 당시 철도교통과 군용목적의 관계건물들이 

밀집해있던 용산은 그 상흔이 더욱 깊다고 할 수 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참. 

사들이 일어났지만 용산 내에서 가장 많은 희생과 파괴가 일어났던 두 가지 사, 

건을 통해 그 심각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강인도교 폭파사건이다 년 월 일 오전 시경 북측 전차. 1950 6 28 1

의 시내진입을 허용한 아군은 서울 포기의 결정적인 단계에 다다르게 되었으며, 

결국 폭파반을 조성하여 당일 오전 시 분 예고 없이 한강인도교와 개의 철2 15 3

교를 폭파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여명의 피난민중 여명이 희생되. 4000 500~800

었고 결과적으로 북측의 진입 이후 고립된 시민들이 학살당하며 더 많은 희생, 

자를 발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용산구청( , 1992).

두 번째는 당해 월 일에 있었던 미군정에 의한 용산폭격이다 당시 한강7 16 ‘ ’ . 

인도교와 철교는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인민군은 이를 복구하여 보급,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군은 인민군의 보급로와 진출로의 원천봉쇄를 위해 . UN

철도 용산기지를 파괴하는 결정을 내렸다 용산폭격에는 편대 기 이상이 동. B29 50

원되었으며 폭격 시간은 시간 가량 이어졌다 폭격 목표는 철도조차장이었지만, 1 . , 

그 피해지역은 후암동에서 이촌동 그리고 서쪽으로 원효로 끝까지 파괴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용산구청( , 1992)42).

근대시기3.2.7 

한국전쟁을 겪으며 용산의 파괴규모는 꽤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은 . [ 37]

년 월 일자 동아일보의 기사로 전쟁직후 서울의 피해상황을 서울시건설1950 10 13 , 

국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간략히 보여준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은 용산과 원효로를 . 

포함한 서울의 개 지역이며 주택의 피해는 전파와 반파를 합치면 규모에 이17 , 50%

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연합군에 의해 서울이 탈환되기 직전 . 

후퇴하는 인민군에 의해 중요시설 및 건물들이 전소되었다는 내용도 확인 할 수 

있다 중국이 개입하면서 당해 월부터 이듬해 월까지 다시 한 번 서울 침범이 .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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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었던 사실을 미루어보았을 

때 서울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쟁. 

을 치른 후 철도와 군용지로 사

용되었던 연구대상지인 용산 정

비창 전면 구역 역시 그 피해상1

황은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파악

된다.

그림 는 [ 38] 년 미육군지도국 에서 년 항공사진을 1951 (The Army Map Service) 1950

기초로 수정 및 제작된 경성도 이다 해당 지도는 전쟁 직전일제 치하< (KY NGS NG)> . Ŏ Ŏ
에서 벗어난 서울이 막 발돋움하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도 내의 붉은 부분은

로 시가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대상지인 점선 가‘BUILT UP AREA’ , (

필 정비창 전면구역은 년에 시가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50 .

그림 은 년 우리 육군의 공병기지측지부대에서 년의 항공사[ 39] 1957 1901 1956

진을 기초로 수정 및 제작된 지도인 서울특별시 이다< (SEOUL SPECIAL CITY)> . 

해당 지도는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서울의 모습과 휴전협정 이후 회복해가는 서

그림 [ 38 서울특별시] (SEOUL SPECIAL CITY) (1957)

출처 서울지도 재편집< = (2006),	 >『 』

그림 [ 37 경성도 ] (KY NGS NG) (1951)Ŏ Ŏ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재편집< = ,	 >

그림 [ 36 주택만도 삽만호 놀라운 서울 의] ( ) ( ); 『 』住宅 卅萬戶 戰
전화( ) (1950.10.13.)禍

출처 동아일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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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지도의 붉은 부분 역시 시가. ‘BUILT UP AREA(

지 를 나타내고 있는데 연구대상지 점선 가필 인 정비창 전면구역은 더 이상 시)’ , ( )

가지로 존재하지 않음이 특징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 이후 정비창 전면구역에 남아있던 건물들은 일정기간 폐

허로 존치되어오거나 귀향한 피난민에 의해 자가 수리되는 등 무허가로 증 개축·

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구대상지인 

용산 정비창 구역과 철로변 일대는 1

당시 시가지들 보다 상대적으로 낙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생활상은 , 

다음의 뉴스기사 자료그림 그림 [ 40, 

그림 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41, 42] . 

그림 은 년 월 일자 [ 40] 1963 3 27

경향신문의 기사로 용산 한강로 가 , 3

번지에 사는 극빈자가 장례를 치80

를 비용이 없어 용산 구청이 대신 장례에 대한 비용의 지급과 함께 구호양곡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그림 는 년 월 일자 경향신문의 기사로 용산역으로 들어오는 기[ 41] 1962 11 19

차가 탈선하여 한강로 가에 위치한 철로변 주택으로 돌진해 잠을 자고 있던 아3

이가 압사 당했다는 기사이다( ) . 壓死

그림 은 년 월 [ 42] 1962 7 일자 경향신문의 기사이다 빈민들이 주로 생활했11 . 

던 철로 변 주택가에 대한 위험성을 제고하며 당시 한강로 가 번지 일대 판자3 40

주택과 도시빈민의 생활상과 거주모습의 위험성에 대해 제고하고 있다 위의 기. 

사들은 당시 빈민들이 거주하던 철로변 주택가의 위험성과 낙후에 대한 심각성

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비창 전면구역이 위치한 한강로 가 일대. 3 의 당시 

모습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 39 용산 구청에서 극빈자장례치러 ] ( ) ( )龍山 極貧者
(1963.03.27.)

출처 경향신문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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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0 어린이 압사] ( ) 壓死
(1962.11.19.)

출처 경향신문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 ,	 >

그림 [ 41] 사신의 함정 철도변 집들( ) ( ) ( ) 死神 陷穽 鐵道邊
(1962.07.11.)

출처 경향신문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 ,	 >

그림 [ 42 한강로 가 주변] ( )3 , 漢江路
철로변 모두철거 ( ) 鐵路邊

(1978.05.04.)

출처 경향신문< =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그림 [ 43 철도연변 불량] ( ) ( )鐵道 不良
주택 내년부터 본격( )□□本格

(1978.09,08.)

출처 경향신문< =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그림 [ 44] 한강로일( )漢江路
부 도시계획 해제( ) 解除

(1981.10.13.)

출처 경향신문< =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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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함께 서울시는 한강로 가 일대에 자리 잡고 있던 일부 무허가 3

주택들과 철로변 인접 주택들에 대해 도시계획이라는 명목 하에 철거하려는 지

속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년 월 일자 경향신문의 기사 한강로 가 주변 철로변1978 05 04 <“ ( )3 , (漢江路 鐵路

모두철거 그림 에서는 한강로 가 번지 철로변 주택들이 철거된다는 ) ”>[ 43] 3 40邊

소문을 들은 시민에 의한 서울시주택개량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싣고 있다 서울. 

시는 철거 시 집합건물이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철거민들을 입주시킨다는 내용

과 같이 정비에 대해선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 미비로 철, 

거보다 신축을 규제하는 정도로 입장을 축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 

은 향후 도시의 전체적인 정비에 있어 서울시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서울시의 의지는 전두환정부가 실행했던 년간 주택 백만호 건설‘10 5

계획 이 발표되면서 조속히 실현되었다 당시 서울시도시계획은 첫째 주거지 ’ . “ , 

대량 확보 둘째 무허가건물의 정비 마지막으로 안보 라는 구호를 가지고 시행, , ”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지인 정비창 전면구역과 그 일대는 철로변 무허가 . 

불량 주택의 철거와 주변 환경 정비라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림 는 년 월 일 경향신문의 기사이다 서울시 내의 대표적인 슬[ 44] 1979 9 8 . 

럼가였던 철도변의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이듬해부터 대대적으로 철거되며 이후 , 

아파트를 건립하여 철거민을 이주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로 가에서는 . 3

경부선 제 녹지로 한강로 가 번지 일대 경원선 제 녹지로 한강로 가 번지 일( 1 3 8 ), ( 1 3 65

대 의 정비계획이 세워져있다) . 

그림 은 년 월 일 매일경제의 뉴스기사이다 한강로일부의 도시[ 45] 1981 10 13 . 

계획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강로 가 일대 내에서는 녹지 개소, 3 11

와 도로 개소 등이 도시정비계획에서 해제되었음을 볼 수 있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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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오늘날3.2.8 1990 ~ 

철도변에 존재했던 불량주택들의 철거와 주변환경 정비라는 목적을 가지고 

수립 년 된 서울도시계획은 년 완수 및 해제되었다(1978 ) 1981 . 

년대 초반에 들어서며 연구대상지를 포함한 한강로 가 일대의 주변 환경은 90 3

점차 안정되어갔으며 한강로 가 일대와 연구대상지인 정비창 전면구역 일대는 , 3

완전한 현재 도시조직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용산은 서울의 교통요충이자 비즈니스 거점으로 90

발전하기 위해 여러 계획들을 시도해왔다 이는 대표적으로 국제업무지구 용. ‘ ’, ‘

산 미군기지 용산공원 등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표 ’, ‘ ’ [ 35].

출처 도시계획포털 검색기준 재구성< = ,	 2020.07.01.	 ,	 >

고시일자 면적 (m²) 위치 내용

1995-03-08 3,310,000 용산구 용산동 한강로일대, 
용산지역 일대를 국제업무첨단정보산업단지로개,
발하고주거상업업무기능 등이 조화있게 배치된 ,
미래형 도심공간을 조성

2001-07-10 3,305,900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일대~ 군용지 제척 용산, 

2010-04-22 3,358,763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일대~
용산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확장서부 이촌(
동 포함에 따른 용산 지구단위계획 구역)

2010-12-02 3,301,000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일대~

태평양부지 특별계획구역계 확장 반영 증 (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용산공원 6,600 ) ㎡ ② 

사이 잔여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구
역계의 확장증 국제빌딩주변 특별계( 8,000 ) ㎡ ③ 
획구역과 용산공원사이의 국유지제척감 ( 9.5 )㎡

2013-10-10 3,248,137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일대~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해제에 따른 지구단
위계획구역

2015-05-28 3,436,880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일대~

용산공원 인접지인 용산중 고등학교 일대의 체·
계적인 관리를 위해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
대하고 후암동특별계획구역의 계획지침을 수립, 
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환경 개선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 

2016-01-14 3,490,888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일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무산 에 ( 13.10)′
따라 이전 지구단위계획 으로 환원되고 아( 2001)′
파트지구 해제에 따라 도시관리방안이 부재한 서
부이촌동 일대의 체계적 관리

2016-12-15 3,436,586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일대~

서울역광장 고가 연결시설물승강기 계단 설치 ~ ( , ) 
및 서울역파출소 신축 등 구서울역사문화재 현( )
상변경 허가 사항 이행을 위해 서울역(’16.10.12) 
파출소 신축대지에 대해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특별계획구역에서 제척

표 [ 34 용산 지구단위계획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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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3.2.9 

현재 연구 대상지인 정비창 전면구역한강로 가 번지에는 도시환경정비사( 3 40-641 ) ‘

업43) 재개발 이 예정되어있으며그림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 )’ [ 46], ‘ ’ ‘ ’

로 지정되어있으며 정비창 전면구역은 크게 구역 구역 구역으로 나뉘어 정비사업, 1 , 2 , 3

이 진행되고 있다 구역소단위 정비 및 관리방식으로 대체을 제외한 구역과 구역은 . 2 ( ) 1 3

특별계획구역으로서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에 따라 정비사업이 진행된다표 특[ 36]. 「 」

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건축높이 건축용도 건축한계선 등의 세부/ , , , 

적인 개발지침이 제시되고 있다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 / [ 37].

출처 서울시보	제 호< = 3459 >

그림 [ 45 용산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계획도 ] (2016)
출처 서울시보	제 호< = 3459 >

구분 구역 위치 면적 정비방식

구역!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 구역! 용산구 한강로가 3 40-641 71,901m2 특별계획구역

구역"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 구역-1" 용산구 한강로가 3 40-669 1,503m2

ㆍ소단위 정비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 구역-2" 용산구 한강로가 3 40-13 1,416m2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 구역-3" 용산구 한강로가 3 40-17 802m2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 구역-4" 용산구 한강로가 3 40-323 654m2

구역#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 구역# 용산구 한강로가 3 40-19 5,805m2 특별계획구역

표 [ 35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용산 정비창 전면구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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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정현황 내용

용

도

지

역

위

치

구 용산

동 한강로 가3

지번 일대40-641 

세

분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용

도

지

구

위

치

구 용산

동 한강로 가3

지번 일대40-641 

세

분
방화지구

지

구

단

위

계

획

위

치

구 용산

동 한강로 가3

지번 일대40-641 

세

분

용산 

지구단위계획구

역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 구역1

표 [ 36 정비창 전면구역 용도지역 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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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이해3.3 

대상지 3.3.1 개요

그림 [ 46 용산 정비창 전면구역 위성사진 및 도로망]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연속수치지도 재편집< = ,	 >

위    치 용산구 한강로 가 대표지번3 40-641( )

부지규모 약 71,901㎡

연 면 적 약 295,581㎡

용도지역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

통계위치
동명 집계구명( , )

110307300001!

110307300004"

110307300006#

표 [ 37 대상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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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창 전면구역은 용산이 가진 철도 와 군사 적 정체성중 철도 의 정체성‘ ’ ‘ ’ ‘ ’

을 보유한 지역이며 일제강점기부터 형성되어 이러한 도시조직을 현재까지 비, 

교적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변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에 따라 만호 ‘ (2020)’ 1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인 용산정비창그림 의 그리고 조성 후 서[ 48] !

울 최대규모의 국가공원으로서 자리 잡게 될 용산공원그림 의 등이 위치[ 48] "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두개의 거대 개발계획을 연결하는 앵커형 공간으로서 , 

교통 및 비즈니스적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지인 정비창 전면구역은 역사문화환경의 층위가 깊으며 보전상태 또

한 양호하기 때문에 보전과 개발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림 [ 47 대상지 주변 현황]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연속수치지도 재편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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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현황3.3.2 

년대 초 장기적인 국토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철도수단을 비롯한 교통인프1970

라의 중심지로서 용산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용산은 개발의 길로 , 

접어들게 된다 년 용산구의 총 인구는 명으로 당시 막 개발이 시작되. 1975 336,510

던 강남구의 인구가 명 수준인 것과 비교해봤을 때 이미 구도심의 지위를 71,080

회복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시 신도심의 개발완료와 새. 

로운 위성도시들의 등장으로 용산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된다표[ 39]. 

용산의 인구수는 년부터 년까지 다시금 반등하여 소규모 상승폭을 이2005 2011

어가는데 이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용산구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되었기 ,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은 년 공식적인 논의가 시. 2005

작되어 년 사업계획이 공식화 되었으나 년 당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시2006 2012

행사였던 드림허브 의 해체로 사실상 무산되었다(PFV) . 

인구규모의 등락폭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작과 끝이 인구규모의 등락폭과 일

치를 이루는 것이 특징적이라 볼 수 있다그림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유[ 49]. 

치는 용산구 인구규모의 회복과 지역 성장을 위한 필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 48 년도 용산구 인구추이] 2005~2019

구분 시점 용산구 단위 명( : ) 강남구 단위 명( : )

총인구수

1975 336,510 71,080

1980 333,525 236,748

1985 326,076 439,457

1990 303,022 491,062

2000 240,087 550,343

표 [ 38 년대 용산 및 강남구 인구수] 197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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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월 기준 한강로동의 인구는 총 세대 명이다 한강로동의 020 5 9,972 , 18,294 . 

인구는 년부터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오다 년 이후로 급등하는 모습을 2010 2016

보인다그림 세대수 현황 역시 인구 증가그래프와 비슷한 모양을 형성하며 [ 50].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그러나 세대당 인구수는 급격한 감소추세[ 51]. 

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가구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 1 [ 52].

그림 [▲ 49 연도별 한강로동 인구현황 연도 인구수] (x= , y= )

그림     [▲ 50 연도별 한강로동 세대수 현황 연도 세대수] (x= , y= ) 

그림     [▲ 51 연도별 세대당 인구수  연도 세대당 인구수] (x= ,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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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자연환경

용산공원!

한마음 공원"

용산역 잔디광장#

용산 정비창$

이촌 한강공원&

용산구 한강로 가 SITE: 3 40-641

표 [ 39 공원 및 녹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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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주한미군 용산기지( )!

만 제곱미터 규모의 주한미군 용산기지에 조성 예정인 용산공원은 년 243 2020

현재 이상의 미군이 평택시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완료한 상태80%

이며 이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계획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용산공원은 년, . 2019

을 시작으로 년까지 단계적인 조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2027 .

한마음공원"

한마음공원 서울 용산구 용산동 가 은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과 용산( 5 30-4)

공원예정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근린규모의 공원이다( ) . 

용산역 잔디광장#

용산역 잔디광장은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 이 예정되어있는 「 」

공간이다 용산구는 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해당구역의 . 2022 , 

지상에는 문화공원이 들어서며 층 규모로 조성되는 지하공간에는 광장과 보행2

로 상업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성되는 지하통로를 통해 강남역과 같은 , . 

대중교통과 지역등지가 연결되는 허브로 계획된다.

용산 정비창 부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전면 취소된 이후 해당구역은 대규모 가용지로 남

아있는 상태였으나 최근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서울 만호 공급계획( 36 )」

에 따라 다시금 개발동력이 회복된 상태이다 현재 대규모 주상복합지가 조성 .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약 만호에 달하는 주거공간이 공급될 계획이다, 1 .  

이촌 한강공원&

중랑천교와 원효대교 사이 한강변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촌 한강공원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촌 한강공원은 체험과 학습 . 

또는 여가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원이자 자연생태자원의 중요 전략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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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환경3.3.4 

교통현황(1) 

대상지 주변에는 용산역과 신용산역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교통 인프라 구!

축이 잘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용산역은 종합역사로서 전국적인 노선이 운행 . 

중이며 신용산역은 서울 중심부와 용산을 연결하는 호선을 운행 중이다, 4 . 

대상지와 인접한 한강대로는 용산구 이촌동의 한강대교 북단부터 중구 봉"

래동의 서울역까지를 잇는 길이 폭원 규모의 대로이다 한강대로는 한4.2km, 40m . 

강대교 신용산역 용산우체국 전쟁기념관 삼각지역 숙대입구역 서울역 등 용, , , , , , 

산구의 중요 지점을 관통하는 도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직접적. 

으로 면하고 있는 대상지 교통 및 통행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분 현황 내용

!
철도

A
용
산
역

용산구 한강대로 길 23 55

관리 코레일 직영

노선
전철 호선 경의중앙: 1 , 

고속철 등: KTX, ITX 

이용 연 평균 명960,00

B

신
용
산
역

용산구 한강대로 지하 112

관리 서울교통공사

노선 호선4

이용 연 평균 명250,00

"
육로

한
강
대
로

노선 번 안내용 번 관리용21 ( ), 22 ( )

기점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북단

종점 중구 봉래동 가 서울역 앞2

길이 4.2 km

폭원 40m

차로 차로10

관리 서울시설공단

경유
한강대교 신용산역 용산우- -
체국 전쟁기념괌 삼각지역- -
숙대입구역 서울역- -

표 [ 40 교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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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경제현황(2) 

대상지 내에는 개의 은행 농협은행 한강로지점 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1 (NH ) . !

한강대로 건너편의 개 지점을 제외한 범위 내의 실질적인 영향권에는2 200~400m

고 총 개의 은행이 위치하고 있다 기준4 (2020.08.01. ). 

대상지 주변부로는 초대형규모의 상권인 용산 아이파크몰이 위치해 있으"

며 용산역 전면부로 용산 프루지오 써밋과 레미안 용산 센트럴 주상복합이 위, 

치하고 있다 대상지 내부로는 골목상권이 형성되어있다 기준. (2019.12.01. ).. 

정리하자면 대상지 주변부로 형성되어있는 초 중대형 상권은 연구대상지 , ·

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이라. 

는 이점과 지역 활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구분 현황 내용

!
금융기관

A 농협은행 한강로지점NH

B 하나은행 유플러스점 365 LG (ATM)

C 새마을금고 한강로 가 본점3

D 수협 용산역지점Sh

E 새마을금고 이촌 한강지점

F 우리은행 용산역지점

G 하나은행 용산역지점

H 농협은행 신용산지점NH

I 제일은행 용산지점SC

J 하나은행 용산타워점LS

K 우리은행 아모레퍼시픽 출장소

"
상권

A

초대형 규모 상권

세부 % 용산 아이파크

B

중대형 규모 상권

세부
% 용산 프루지오 써밋 주상복합

% 레미안 용산 센트럴 주상복합

C 골목상권 통계청 조사 기준( )

표 [ 41 금융 및 경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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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현황

현행법상 도로분류 체계에 따라 연구 대상지인 정비창 전면구역은 개의 대1

로 한강대로 와 접하고 있으며 개의 중 소로 이루어져있다( ) 7 · . 

정비창 전면구역의 가로 형태는 격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교적 , 

단순한 도시조직이 형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대상지가 년. 1900

대 초 일제에 의해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계획도시였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상지 내부에 형성된 격자형 가로망 구조나 건축한계선 등은 . 

지역의 개성과 정체성을 지닌 역사문화환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구분 현황 내용

도로

A 중소로 한강대로 길21

B 중소로 한강대로 길17

C 중소로 한강대로 길15

D 중로 한강대로 가길21-( )

E 중소로 한강대로 길11

F 중소로 한강대로 길7

G 중소로 이촌로 길29

H 대로 한강대로

표 [ 42 도로현황] 

구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류1 폭원 이상70m 폭원 35m~40m 폭원 20m~25m 폭원 10~12m

류2 폭원 50m~70m 폭원 30m~35m 폭원 15m!~20m 폭원 8~10m

류3 폭원 40m ~50m 폭원 25m~30m 폭원 12m~15m 폭원 미만8m 

차선 차선8-12 차선6-8 차선4 차선 미만2

표 [ 43 현행법상 도로분류 체계] 

그림 [ 52 년대 초 격자형 가로망으로 계획된 용산 정비창 전면구역] 1900

출처 용산합병경성시가전도 서울아카이브 재편집< = (1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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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환경3.3.5 

한강대로 길 한강대로 가길(1) 21 · 21

현황!

건조환경" 가로환경#

표 [ 44 가로환경 조사 및 분석 ] ( 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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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로 길과 가길은 용산역과 용산 정비창과 가깝기 때문에 일제 강점21 21

기 철도관련 시설이 자리하던 공간이다 이들은 현재 대부분 소멸되어있으나 애. 

초에 집단적으로 건축되었던 철도관사 만큼은 그 흔적을 몇몇 건물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철도관사가 가졌던 연속적인 건축형태의 특징은 한강대로 길과 . 21 21

가길의 가로 내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개별 건축물의 형태와 건축연수 건축재, , 

료 등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몇몇 건물에서 철도관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 

다 한강대로 길과 가길에 위치한 과거 철도관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건축. 21 21 , 

물 대부분은 현재 상업시설과 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해당가로에는 일제 강점기의 건축물 외에도 년대 국토개발의 초석을 다1960~70

지던 산업적 부산물들도 위치해있다 인접해 위치하는 한강로 가 번지에는 과거 . 3 35

서울철도국이었던 서울전기사업소 기준와 철도신협 서울지방본부 한강(2020.09.01. ) (

로 가 번지 가 위치하고 있는 등 철도관련 건축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철3 38 ) . 

그림 [ 54 산업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구 서울철도국이자 현 서울전기사업소의 전경 촬영] ( ) ( ) (2020.02.01. )

그림 [ 53 과거 철도관사 혹은 이에 준하는 목적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일부 촬영] (202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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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건물은 서울의 본격적인 국토개발이 시작되었던 년대 말 년대 초 서울1960 70

철도국이 청량리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며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았다 오늘날 대한. 

민국의 철도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의 전신인 교통부의 철도건설국산하의 KORAIL

건물로서 대한민국 철도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그 맥을 같이해오고 있, 

는 산업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 부지 대부분이 뚜렷한 목적 없이 방치되어있. 

고 건물 일부가 소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기준 (2020.09.01. ). 

한강대로 길은 한강대로 대로 폭원 와 용산역과 연결되고 있으며 때문21 ( , 40m) , 

에 대상지의 주 출입부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드. (node)

를 바탕으로 정비창 전면구역의 내부까지 상권이 형성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

으며 용산역과 가깝다는 지역적 특성으로 형성된 상권 내에는 음식점 뿐 아니, 

라 다수의 숙박업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 55 한강대로 길에서 바라본 정비창 전면구역과 일대 촬영] 21 (2020.02.01. )

그림 [ 56 상권이 형성되어있는 한강대로 길의 모습 촬영] 21 (202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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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로 길 한강대로 길(2) 17 · 15

현황!

건조환경" 가로환경#

표 [ 45] 가로환경 조사 및 분석 ( 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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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로 길과 한강대로 길은 정비창 전면구역의 지리상 중심부로 볼 수 17 15

있다 일부구간은 온전한 도시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역은 이미 다양. , 

한 방식으로 개발이 완료 되어있다. 

또한 한강대로 길 가로 주변으로는 상업적 이용을 보이는 단층건물들이  15

눈에 띈다 말끔한 외관을 하고 있지만 이는 노후화된 건축물들을 용도 변경을 . , 

통해 상업적으로 개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정비창 전면구역 내에, 

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건축물 대다수가 건축연수 년 이상의 노후주택의 내50

부와 파사드를 개조하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한강대로 길 가로는 이형의 도시조직이 보이기도 한다 아래 사진은 17 . 한강

대로 길과 한강대로 길 사이 존재하는 폭원 약 규모의 틈새공간이다17 21 2~3m . 

이러한 도시조직은 근대 한국의 일반적인 도시조직이라고 볼 수 없는 형태를 지

니고 있는데 이는 기존 철도관사의 위치가 한강대로 길을 비롯한 정비창 전면, 17

그림 [ 58 노후 단층 주택지의 용도변경 촬영] (2020.04.01. ) 

그림 57 한강대로와 이어지는 한강대로 길 한강대로 길의 모습  17 15

출처 네이버	스트리트	뷰< = >	



- 90 -

구역의 도시조직으로 자리 잡으며 건축 한계선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를 바탕으

로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해당 가로의 일부분은 . 

노변에 생활쓰레기 등이 방치되어있어서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역사문화환경으로서 가치를 가지나 보행환경 및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 

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강대로 길 일부구간은 주거목적의 단층건물들이 밀집하고 있는데 이러한 15 , 

노후화된 단층 건물 위주로 건물들이 방치되거나 심하게 파손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현장 인터뷰 결과 이러한 주택 대부분은 외부인의 유입이 만들어낸 결과라. 

고 볼 수 있었다. 정비창 개발 공고 이후 정비창 전면구역은 개발 호재를 잡기

위한 외부인들의 유입이 빈번한 상황이었다 정비창 전면구역이 년 월 토. 2020 5 ‘

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되었고 당해 월 임대차 법주택임대차보호법등이 시’ 7 3 ( )

행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잠잠해진 상태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비창 전면구. 

역이 개발 난항을 겪에 될 경우 미적인 측면 외에도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 59 한강대로 과 한강대로 길의 틈새공간] 17 21

그림 [ 60 완전히 철거되거나 방치되어 노후 불량화 된 건축물 촬영] · (202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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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로 길(3) 11

현황!

건조환경" 가로환경#

표 [ 46] 가로환경 조사 및 분석 ( E )



- 92 -

한강대로로부터 직접적인 진입로가 연결되어있는 한강대로 길은 한강대로11

를 비롯하여 한강대로 길과 한강대로 길로부터의 경계를 이루는 가로환경이15 7

라고 볼 수 있다 한강대로와 접근성이 좋아 한강대로 길을 중심으로 각종 관. 11

공서와 은행건물 등이 들어서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운영 중이지만 노변. 

에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 가로의 통행은 원활하지 못하다 가로환경 대부분이 . 

상업시설로 이루어져있거나 상업시설의 이면부로 활용되고 있다 도로는 일방통. 

행이 원칙으로 조성되어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강가로변에는 상, . 

업 및 업무시설이 위치해있으며 대부분 음식점과 다방 등 이 위치해있다 또한 , . 

노변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 가로의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림 [ 61 한강로와 맞닿아 있는 ] 

출처 네이버	스트리트	뷰< = >

그림 [ 62 한강대로 길의 가로모습 촬영] 11 (202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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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강대로 길 이촌로 길7 · 29

현황!

건조환경" 가로환경#

표 [ 47] 가로환경 조사 및 분석 ( F·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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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로 길의 가로환경은 일제강점기 철도관사의 중심 부지로서 현재 단층7

주거 형태가 밀집한 지역이다 관사를 개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 형태가 연. 

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단층 주거지가 많이 . 

위치해있는 곳으로 일제강점기 계획된 가로망과 획지의 모습 등 도시조직의 여

러 부분이 잔존하고 있다.

그림 [ 63 오래 보존된 건물들이 존재하는 한강대로 길의 가로현황 촬영] 7 (2020.03.01., 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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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제강점기 시절의 것으로 보이는 철도관사의 연속적 특성이 존재하 

는 역사적 건물군이 존재하지만 이면의 블록에는 현대식 고층건물이 위치하는, , 

블록마다의 역사성과 현대성이 뚜렷한 구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강대로 길에는 과거 철도 등관사로 사용되었던 건축물 일부가 남아있다7 4 . 

현재는 음식점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서울권 내에 . 

존재하는 유일한 등관사라는 점에서 보호할 필요를 지닌다4 . 

그림 [ 64 한강대로 길 단층 건물군 이면부에 존재하는 현대식 건물군 촬영] 7 , (2020.03.01., 2020.07.01. )

그림 [ 65 철도 등관사라고 예상되어지는 건축물현재 음식점으로 사용중 촬영] 4 ( ) (202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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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 길과 이촌로 길이 7 29

만나는 곳에는 백반건널목 서울 용(

산구 한강대로 길 이 위치하7 17-16)

고 있다 해당 건널목은 서울에 존. 

재하는 지상 건널목으로서 현재에

도 기차가 통행하고 있으며 기차 , 

통과시 차들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된다 백반 건널목은 . 

땡땡거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이는 기차의 통과로 인해 차로를 일시 ‘ ’ , 

폐쇄할 시 들리는 신호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대상지 내에서 이촌로 길은 정비창 전면구역의 도로 중 가장 짧은 길이와 29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가로들에 비해 비교적 자중적인 개발. 

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볼 수 있으며 때문에 정비창 전면구역의 역사적 정체성, 

을 온전히 드러내는 가로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촌로 길은 용산 정비창 일. 29

대의 정체성을 간직한 곳이며 역사적 증거로서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 67 땡땡거리에서 기차가 통과하는 모습] 

출처< =https://blog.naver.com/joo1609/221952268740>

그림 [ 66 땡땡거리를 지나는 철도의 모습 촬영] (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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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주변부 개발현황3.3.6 

용산역 전면 구역(1) 2

용산구 한강대로 번지 일대에 위치한 용산역 전면 제 구역은 년 정비69 2 2006

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년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았으나 무산되었고 년 2007 2012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받은 후 다시 추진되었다 이후 년 월터 착공을 시. 2014 3

작하였으며 년 월 사업 완료 되었다, 2017 7 .

현황 주변부

사업명 용산역 전면 제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신축공사2 연면적 151,48537m2

주소 용산구 한강대로 69 지상층수 층35-38

허가년도 2007 지하층수 층9

착공년도 2014
가로체계

유형 판매업무 및 보행로

준공년도 2017 보행환경
% 블록을 관통하는 

공공보행로가 특징적

구분 신축 공동주택 업무 판매시설/ , , 
필지

보행동선 판매업무 및 통과동선

설계 희림건축 차량동선 한강대로 길에서 진입21

시공 대우건설

건축

프로그램
% 판매카페편의점화장실( , , )
% 업무사무실( )

건폐율 49.97% 건물 내 동선 수직 수평 연계시설·

용적률 973.15% 개방여부 주야간 개방

표 [ 48 용산역 전면 구역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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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전면 구역(2) 3

용산구 한강대로 번지 일대에 위치한 용산역 전면 구역은 년 정비구95 3 2006

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년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지만 무산되었다 구역은 2007 . 3

년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받고 년 착공을 시작하여 년 사업을 완2010 2012 2017

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상복합레미안 용산 더센트럴 오피스텔이 신축되었다, ( ) . 

현황 주변부

사업명 용산역 전면 제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신축공사3 연면적 205,550m2

주소 용산구 한강대로 95 지상층수 층40

허가년도 2007 지하층수 층9

착공년도 2013
가로체계

유형 판매업무 및 보행로

준공년도 2017 보행환경
% 블록을 관통하는 

공공보행로가

구분 신축 공동주택 업무 편의시설/ , , 
필지

보행동선 판매업무 및 통과동선

설계 해안건축 차량동선 한강대로 길에서 진입21

시공 삼성물산

건축

프로그램
% 판매카페편의점화장실( , , )
% 업무사무실( )

건폐율 49.74% 건물 내 동선 수직 수평 연계시설·

용적률 992% 개방여부 주야간 개방

표 [ 49 용산역 전면 구역 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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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빌딩 주변 구역(3) 1

국제빌딩 주변 구역은 년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사업 1 2006 . 

시행 인가 전 발생했던 용산 참사의 영향으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년 2013

시행 인가를 받고 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년 사업 완료된 해당 구2014 . 2017

역은 데이비드 치퍼필드에 의해 건축설계가 진행된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는 업무 기능 외에도 활발한 전시 및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

현황 주변부

사업명 국제빌딩 주변 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1 연면적 188,902m2

주소 용산구 한강로 가 2 185-1 지상층수 층22

허가년도 2013 지하층수 층7

착공년도 2014
가로체계

유형 판매업무전시이용 등, ,

준공년도 2017 보행환경 건물외곽 아케이드

구분 신축 업무 판매 전시/ , , 
필지

보행동선 신용산역 번출구1

설계 데이비드 치퍼필드 차량동선 한강대로 나길38

시공 현대건설

건축

프로그램
판매 업무 아뜨리움, , ,
카페 화장실 도서관, , ,
전시관 등

건폐율 59.94% 건물 내 동선 수직 및 수평연계시설

용적률 874.8% 개방여부 주야간

표 [ 50 국제빌딩 주변 구역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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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빌딩 주변 구역(4) 2

한강로 가 번지 일대에 위치한 국제빌딩 주변 구역은 년 도시환경정2 191 2 2006

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해당 구역에서는 년 준공되었던 용산타워의 . 1984 LS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존중하여 존치하는 방안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용산. LS

타워는 년 국제센터빌딩으로 건축되었으며 년 이랜드를 거처 년 1984 , 2002 2006 LS

그룹이 인수하여 현재의 용산타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해당 구역은 국‘LS ’ . 

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유일한 존치 구간이다‘ ’ .

현황 주변부

사업명 국제빌딩 주변 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2 연면적 105,500m2

주소 용산구 한강로 가 2 191 지상층수 층28

건조환경 용산타워LS (1984) 지하층수 층9

착공년도 2008
가로체계

유형 판매 업무 목적 

준공년도 2010 보행환경 통과동선 없음

구분 존치 일반상업시설/ 
필지

보행동선 % 신용산역 번출구2

설계 - 차량동선
% 한강대로
% 한강대로 나길38 

시공 -

건축

프로그램 판매업무사무실, ,

건폐율 31.94% 건물 내 동선 수식 및 수평연계

용적률 600.07% 개방여부 주간

표 [ 51 국제빌딩 주변 구역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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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빌딩 주변 구역(5) 4

국제빌딩 주변 구역은 년 조합설립인가 되었지만 년 용산참사의 4 2006 , 2009

영향으로 주변일대의 개발계획들이 무산되면서 구역 역시 같은 수순을 밟아 개4

발이 무산되었다 이후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받았음에도 공사비 문제가 발생. 

하며 다시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년 효성건설과 계약이 체결되면서 다. 2015

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오는 년 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20 8 . 

현황 주변부

사업명 국제빌딩 주변 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4 연면적 385,931m2

주소 한강로 가 3 63-70 지상층수 층40

허가년도 2006 지하층수 층7

착공년도 2016
가로체계

유형
% 판매업무종교, ,
% 통과보행

준공년도 예정2020( ) 보행환경 % 실외 공공보행통로

구분 신축 공동주택 일반상업 업무 판매/ , , 
필지

보행동선 % 신용산역 번출구2

설계 시아플랜 차량동선 % 서빙고로 길정문17 -

시공 효성건설

건축

프로그램
판매 업무 문화공간 , ,
및 전시공간

건폐율 53.99% 건물 내 동선 수직 및 수평연계시설

용적률 745.88% 개방여부 주야

표 [ 52 국제빌딩 주변 구역 현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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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소결4

본장에서는 제 장에서 다룰 공간계획의 전반적인 틀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 먼5 . 

저 이론적 고찰본 연구의 제 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 2 )

출하여 보전과 개발의 원칙을 정의한다 다음으로 정비창 전면구역의의 역사에 관. 

한 사료조사와 현황에 관한조사본 연구의 제 장를 통해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고( 3 )

찰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정비창 전면구역의 역사문화환경을 정의. 

하고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도출한 개발원칙을 통해 공간 계획의 틀을 마련한다.  

이론적 고찰 요약4.1 

4.1.1 역사문화환경의 이해

역사문화환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전이 필요한 환경에 대해 개괄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문화환경은 크게 협의의 관점과 광의의 . 

관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협의의 관점은 명백히 보호가 필요한 단일 문화재를 , 

바라보는 관점이며 광의의 관점은 산업유산 등 물리적으로 강력한 보호 조치가 , 

필요하지 않거나 근대 건축자산 등 뚜렷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건조환경

이나 도시조직 등을 포함하는 관점이다 본 연구는 광의의 관점에서 역사문화환. 

경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사문화환경에 대해 협의의 관점이기도 한 , !

문화유산과 산업유산 미래유산의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

역사문화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도시의 다양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도시의 정

체성과 개성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문화환경을 보전. 

하는 것은 도시적 관점에서 명백히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 번째는 역사성이다 역사문화환경은 시대적 변화가 형성하는 흔적. . 

에 주민의 생활이 공유된 집단적 도시경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역사문. 

화환경은 도시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 보전의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는 상징성이다 역사문화환경에는 각 시대별 상징적인 개성이 축적되어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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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개성을 지닌 역사문화환경은 당위성을 지닌 활용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지

역의 랜드마크로 성장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적 활용, 

가능성을 염두한 보전의 필요성을 지닌다 세 번째는 활용성이다 기존의 용도를 . . 

상실한 산업 구조물이나 건축물 등이 새로운 용도로 전환되어 적절히 활용되었

을 때 도시는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형성한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측. 

면에서 시대에 맞는 창의적 활용방식이 염두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물리적 환, 

경으로서 역사문화환경은 보전의 필요성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장소성이다 도시. . 

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만들어내는 총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훼손은 정체성의 훼손이자 지역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경제적 측면의 손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전의 필요를 수반한다, . 

역사문화환경은 다양한 보전 및 활용방식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역. 

사문화환경의 활용 가능성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전방식을 세, 

분하였다 이에 따른 보전방식은 역사문화환경의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 쇄신 

수리 (Renovation), (Repair), 수복 (Rehabilitation), 이전 으로 나뉘며 재 (Relocation)

활용이 불가능 한 경우 재건 보호 복원 (Reconstruction), (Protection), (Restoration),  

복제 로 분류할 수 있다(Replication) .

역사문화환경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들을 보전하는 것과 더불어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역사문화화환경을 활용하는 것은 크게 사회. 

적 차원 경제적 차원 문화적 차원에서 의의를 갖는다, , .

재개발의 이해4.1.2 

재개발은 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에 한해 사업화 되며 이러, 

한 지역의 환경 개선을 주요 골자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비사업이다 이러. 

한 재개발은 도시의 발전에 대한 측면서 크게 두가지의 효용가치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측면이다 재개발은 물리적 질의 차이가 발생시키는 도시 내의 .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슬럼화 생활 안전의 위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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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심리적 위축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 

이다 재개발을 통한 집단적 개발의 가능성은 새로운 건조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 

대한 개인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었고 이와 더불어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개발은 다양한 목적을 수반하여 사업이 진행된다 재개발의 목적은 . 

다음과 같다.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의 개선과 생활안전에 대한 위험 예방는 것!

이다 도시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제. . " #

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의 유형은 토지이용방식 공간적 , 

범위 시행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토지이용방식은 재, . 

개발이 완료된 후의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지 재개발 상업 및 , , 

업무지 재개발 공공시설정비 재개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번째 공간적 범, . 

위는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라고 볼 수 있으며 전면적으로 이루어지, 

는 종합적 재개발과 소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진적 재개발을 들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시행방식에 따라 재개발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재개발 방식이라고 , 

볼 수 있는 전면철거형 재개발과 소단위 지역을 재개발하는 수복형 그리고 문화

재의 보전을 염두 한 보전재개발 방식을 들 수 있다. 

년 현재 수도권 재개발을 비롯한 정비사업의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공급의 2020

안정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에서 일괄적으로 드러나고 있. 

다 특히 공공 참여형 정비사업의 추진은 개발지 확보와 정비사업의 확대 그리고 . 

이를 통해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을 제공 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례연구4.1.3 

사례연구는 국내사례와 해외사례를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국내 사례연구. 

는 현행하는 건축 가이드라인들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분석 틀을 통해 보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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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형 절충형으로 분류하여 진행되었다 국내 건축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시사, . 

점은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범위를 문화유산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

으며 이에 따른 보전과 개발을 융합적으로 바라보는 건축원칙이 제시되어야함, 

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해외사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는 . 

런던 파리 함부르크 취리히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해외 사례 통해 고찰한 결과 , , , . 

보전과 개발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탕으로 한 역사문화환경의 물리적 

정의와 그에 따른 활용에의 창의성이 수반되어야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대상지의 이해4.2 

용산 정비창 전면구역은 일제강점기 경성으로부터 이어져온 도시조직을 기반

으로 근대의 건조환경이 조성되어있으며 이로써 다양한 역사문화환경이 오늘날 , 

주민들의 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희귀한 도시조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상지는 특별게획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전면천거형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이다 따라서 대상지에 잔존하는 역사문. 

화환경들이 멸실의 위협 앞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 

대상지 내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고찰과 함께 이들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계획 기본 구상4.3 

역사문화환경의 선정4.3.1 

본 연구는 먼저 앞선 이론적 고찰의 종합을 통해 역사문화환경을 선정하였

다 선정 방식은 일반적적 입장과 원주민적 입장으로 나누어 조사가 실행되었으. 

며 이를 종합하여 선정되었다 먼저 일반적 입장은 사료적 고증을 토대로 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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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사와 현장답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내용은 다음 예시 부록 와 같다 일반, [ ] . 

적 입장은 역사 문화적 조사를 통해 역사문화환경을 평가한 뒤 세부적인 현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 원주민적 입장은 정비창 전면구역의 . ‘ ‘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다 부록. [ ]. 

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역사문화환경 중 공간계획에 반영하여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는 역사문화환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산 집단철도관사!

용산은 경부선과 경의선의 교차지점으로서 철도관사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년부터 년까지 개년 계획으로 용산 역전 한강통의 양옆에 . 1906 1908 3 3

등과 등의 관사를 건축 하였고 그 후 점차 증가하여 년에는 호였으나8 , 1925 774 , 

당해 월 대홍수로 인해 여 호를 용산 금정 현 효창동 의 언덕으로 이전7 200 ( : )錦町

하여 호가 남았다김수영567 ( , 2000). 

용산관사 중 상급관사는 호 또는 호 연립으로 하였고 하급은 호 내지 1 2 4 10

호 연립식으로 하였다 구조는 모두 목조단층이었으며 지붕은 기와 외벽은 방한. ,

용산 집단 철도관사

현재 용산 집단관사 전경 년대 추정(1940 )

표 [ 53 용산 집단철도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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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중국식벽 또는 의 점토벽으로 하고 표면은 칠 또는 시멘트 ( )玉石 雜石

몰탈칠을 하였다김수영( , 2000).

용산 집단관사는 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격자형의 가로체계에 의해 1906

필지가 분할되어 부지를 구획하고 관사 이외의 철도병원 종업원양성소 구락부, , 

회관 철도공원 철도국 철도공장 등 모든 철도시설들이 용산에 집중이 되고 ( ), , , 

철도종사원의 주거환경을 고려한 주거지계획이 시작되었다 전재근( , 2002).

년1906~1915

% 년 월 인천 철도사원양성소를 용산으로 옮김1907 11

% 년 철도관리국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철도의 1910

용산 집중화 시작

% 년에 철도공원이 조성1915

1915~1921

% 년 월에 서울철도학교를 신설하고 년 1919 3 1920 4

월 경성 철도학교를 신축

%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경영 시작 철도국이 만철(

관리국으로 바뀜)

% 년에 비해 관사의 확장이 없음1915

1921~1927

% 년 월 일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경영권이 1925 4 1

다시 조선총독부로 넘어감

% 년 월 일 한강의 홍수로 많은 관사가 훼손됨1925 7 17

% 이후 복구되어 해방이후 민간에 불하

표 [ 54 용산집단관사의 변천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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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건물40-11"

년 현재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번지 건물은 본래 주임관2020 40-11

의 관사로 사무소장급 관사이다 용산 등 관사도 용산 등 관사처럼 ( ) . 4 3奏任官

년의 집단관사 조성 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건축면적 1906~1908 ( ) 45集團官舍

평 대지면적 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재근, 300 ( , 2002).

ㄷ자형의 복도의 형식으로 중복도의  ‘ ’

채광과 통풍을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택 내

에서 동선을 해결하고 있으며 유리로 내실

화 된 베란다가 계획되어 있고 현관( ) , 內室化

오시이레 화장실 부엌의 위치로 보아 등 , , 3

관사와 유사한 계획으로 화장실은 내부와 

외부에 곳에 계획되어 있었다김수영2 ( , 

또한 중복도 위쪽으로 조방 2001). ( ) 8中複道

및 조방이 배치되어 있는데 손님을 위한 9

접객공간 으로 보이며 등 관사처( ) 3接客空間

럼 손님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가 계획되어

번지 건축물 현존하는 등관사 건축물40-11 ( 4 )

현재 년대1940

표 [ 55 번지 등 관사 건물] 40-11 4

그림 [ 68 등관사의 건립당시 평면도 ] 4



- 109 -

있고 중복도 아래쪽으로는 조방 및 조방이 주거공간 으로 남( ) 8 6 ( )中複道 住居空間

쪽에 계획됨을 볼 수 있다김형석 해당 건축물은 대상지 내에는 물론 서( , 2000). 

울권 내에 존재하는 등 관사라는 점에서 역사문화자산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할 4

수 있다. 건물의 훼손 정도는 심하지 않으나 최근까지 음식점으로 사용되어왔기 ,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번지 서울전기사무소 건물 구 철도건설국 건물40-113 ( )#

건물40-113 

현재 년1976

건축물면적 971.98㎡
층

별

현

황

층1 서울전기사무소 철근콘크리트 938㎡

연면적 2,035.98㎡ 층2 서울전기사무소 철근콘크리트 938㎡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층3 서울전기사무소 철근콘크리트 126㎡

용도 사무실 층1 부속수위실 벽 돌 조 28㎡

표 [ 56 번지 등 관사 건물] 40-11 4

그림 [ 69 년의 번지 건물좌 년의 번지 건물우] 1972 40-113 ( ), 1981 40-113 ( )
출처 서울특별시항공사진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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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은 국토개발이 한창이던 년대 철도산업을 이끌었던 철도건설국 1970

산하의 건물로서 정비창 전면구의역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사문화환경이라 할 수 있

다 현재는 서울전기사무소의 서울 출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건축대장 내에서는 건. . 

축물의 소유변경으로 인해 건축물 사용승인이 년으로 기입되어있다 하지만 구1992 . 

지도를 기반으로 확인해 본 결과 년의 지도에서 해당 건물의 형상을 발견할 수 1976

있었으며 이는 년 철도건설국이 청량리에서 용인으로 이전했던 것과 연관될 , 1969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년과 년 위성사진을 비교해보았을 때 상층부의 증축. 1972 1981

이 이루어진 정황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건물의 개성이라고 볼 수 있다, . 

계회의 기본 원칙4.3.2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활용(1) 

경부선이 생길 당시 부터 자리잡아온 도시조직이나 철도관사 그리고 철도관

련 산업유산 등 정비창 전면구역의 개성 있는 역사문화환경을 보전하고 활용하

는 방식을 설계에 반영한다 장소성을 형성하는 물리적 요소인 도시조직과 건축. 

물 등에 대한 활용방법을 찾고 연구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산에 대하

여 계획상 보전 가능여부와 미래적 가치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보행자 안전 확보  (2) 

제 차 국토종합계획은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도시조직의 개5

발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지는 정비계획상 도로 확폭의 증대로 차량 통. 

행량 및 대상지 내 통행 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보행자의 통, 

행 안정성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도로폭을 늘리는 계획은 향후 개발. 

될 주변 계획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행자 안전과 교통 효율성 간. 

의 적절한 조화를 찾아 휴먼스케일의 경관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을 중심으로 

한 가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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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 (4) 

현재 대상지 주변에는 거대규모의 개발 계획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과의 . 

연계는 향후 대상지 내에 인적 문화적 그리고 자연적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할 ·

수 있다 또한 향후 개발될 대상지의 주용도는 업무와 판매 그리고 주거의 목적.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과의 연계는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주변지역. 

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설계가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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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기본계획5

계획의 목표 및 범위5.1 

계획의 목표5.1.1 

용산은 근대도시 경성이 현대도시 서울로 변모하는 전 과정이 담긴 곳이자 

서울의 단면을 형성하는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다 또한 물리적으. 

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 중심으로서 교통과 비즈니스의 중

요 구심점이라 할 수 있다 연구 대상지인 정비창 전면 구역은 이러한 용산의 . 1

중심인 용산역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용산 정비창부지와 용산공, 

원이라는 두개의 거대한 개발계획을 도심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상지인 정비창 전면구역은 향후 용산의 역사 문화 경제의 중심에 위치할 · ·

것으로 파악되며 때문에 용산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도시적 기조 등을 파악하, 

고 드러내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진행 . , 

예정인 재개발과정에서 전면 철거에 의해 소멸되는 기존 도시조직과 역사적 건

축물 그리고 철도관련 산업유산 등 역사문화환경과 자산들을 보전하고 획일화 

되어가는 도시형태 및 경관들을 지양하여 용산을 대변하는 고유한 정체성과 함

께 다양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획을 목표로 한다. 

계획의 전제5.1.2 

연구 대상지인 용산 정비창 전면구역 한강로 가 은 용산 지구단위 ( 3 40-641) 「

계획 에서 지정한 특별계획구역에 해당한다 우선적으로 정비창 전면구역 도시. 」

환경정비사업의 핵심 개발지라고 할 수 있는 정비창 전면 구역을 대상으로 계획1

을 진행하며 해당 구역에 제시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단계별 , 

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계획지침에서 지정한 용적률과 건폐율 도로 확폭이나 획. , 

지구분 토지이용계획 등의 지침을 반영하되 배치 및 용도 등 본 연구의 제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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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적정수준을 고려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기존 획지계획의 수정을 통해 변경. 

사항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세분을 통해 용도 설정보다 .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난개발의 위험을 방지하고 토지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한다 건폐율 및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 높이계획 등은 기존의 계획지침의 . 

세부 사항들을 최대한 지향하는 방향에서 지나친 과밀화를 방지하고 대상지역과 

본 연구의 제안사항에 맞는 적절 개발 밀도가 형성되도록 한다 또한 연구 대상. 

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도시경관에 대해 식별 혹은 통일 등 다양한 방법을 동

원하여 전면 철거로 인한 파괴를 지양하도록 한다 주변과의 맥락을 고려한 건. 

축물 배치계획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 새로운 동선체계를 제시하도록하

며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공공성을 증진시키고 보행환경의 원활함을 확보한, 

다 차량동선과 주차계획을 통해 보행상 위협을 최소화 하고 기존 문제점으로 . 

제기 되었던 주차공간 문제를 중점사항으로 둔다 마지막으로 광장과 공원 등 . 

대상지 내의 오픈스페이스 및 공공 공간 내의 건축물 형태와 조경계획을 진행하

여 쾌적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기본구상5.2 

광역구상5.2.1 

역사문화공간으로서 정비창 전면구역(1) 

대상지는 일제강점기 근대화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격자형 가로망과 용산의 

철도 교통 발달과 더불어 생겨난 철도관사 등 근대화 철도산업의 부속물들 그리

고 철도교통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국토개발이 이루어지며 자리 잡게되었던 여러 

산업유산들이 오늘날까지 잔존하고 있다 해당 요소들은 역사문화환경의 재사용 . 

여부에 따라 보전에 대한 서로 다른 방식들이 요구되고 있다 효율적인 보전방. 

식과 이를 통한 지역 정체성의 회복 및 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정비창 전면구역

의 적절한 위상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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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광역중심으로서 정비창 전면구역(2) 

대상지는 서울권내의 개 광역중심 중 용산광역중심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7 , 

에 따른 상위계획 상 비즈니스와 교통의 전략적 요충지로 계획되고 있다 주변. 

지역 역시 이러한 방향에 맞는 상업기능에 특화된 개발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으

며 현대 대상지역시 업무 상업 주거의 기능이 복합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있, , , 

다 대상지의 개발 방향성은 용산 일대의 획일적인 도시개발 기조를 따르는 결. 

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대상지 주변 동류의 대규모 개발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는 점은 향후 대상지의 업무 및 상업 기능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지 주변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인적 문화적 자원과의 연계가 반영되어야 한다· .

기본구상5.2.2 

앞선 계획 목표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획대상 계획목표 계획내용

역사문화환경
역사문화환경의 유지
역사문화자산의 보전

지역 정체성과 장소성 보전

역사문화자산의 선정
역사문화자산의 활용

획지 효율적이고 건전한 토지이용
역사문화환경을 고려
적정규모의 설정

공간 및 시설 대상지 특성의 반영 대상 선정 및 활용계획

용도 및 높이

과밀화 방지와 적정밀도 형성

도시경관의 연속성과 통일성의 확보

적정 규모의 오픈스페이스 확보

보행 안정성 확보

보행 단절 최소화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 및 높이 계획

배치 건축물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

규모 용도별 규모 산정

보행자 동선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동선계획

차량동선 및 주차
보행단절 최소화

적정규모의 주차공간 산정

오픈스페이스 공공성 확보
공공공간의 형태와 기능

조경계획

표 [ 57 계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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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5.3 

5.3.1 역사문화환경 보전 계획 

대상지는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존 . 

계획지침에 따르면 대상지는 정비구역으로서 전면 철거를 동반한 재개발 사업이 

예정되어있다 대상지는 크게 번 구역에 해당하는 대권역 번과 번 구역에 해. 1 , 2 3

당하는 소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은 건축부지와 문화공원 공공공지 등, , 

으로 지정되어있다. 

대상지는 오랜 기간 도시조직을 유지해온 공간으로서 여러 시대에 걸쳐 형성

된 개성 있는 역사문화환경을 보유한 곳이다 그러나 현행 계획상 전면 철거되. 

어 대부분의 역사문화환경이 소실될 위험에 처해있으며 최소한의 가치 보전이 , 

필요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료와 문헌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 

진행하여 대상지 내부에 존재하는 역사문화환경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 다음 중. 

복되는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되거나 보전의 미래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역사문화환경을 제하였다 이는 정비사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개발이. 

기존 계획지침! 역사문화환경 "

표 [ 58 역사문화환경 보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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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 안정적인 토지구획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 

총 개 구 철도건설국 사업소 관사밀집구역 등관사 의 역사문화환경이 획3 [A;( ) , B; , C;4 ]

지구성과 공간계획 등의 기본계획상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현
황

구
분

한강로 가 ( 3 40-113) 한강로 가 일대( 3 40-6 ) 한강로 가 ( 3 40-11)

명
칭

철도건설국 건물 및 부지 용산 집단관사 밀집 구역 등관사4

현
황

내
용

% 해당 건물은 철도건설국이 
년 청량리에서 용산으1969

로 이동하면서 지어진 건
물로 추측됨. 

% 년대 철도산업을 이끌1970
었다고 볼 수 있는 산업유
산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

% 해당 구역은 일제에 의
해 집단관사로 구역임

% 집단관사 특유의 연속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며, 
이러한 건조환경 위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이어나가
고 있는 점에서 보전의 가
치가 높다고 판단

% 해당건물은 집단관사 건
립 당시 등관사로 지어4
진 건물임

% 현재는 음식점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이에 활용, 
가능한 역사문화환경이
라고 판단됨

보전
방식

보유 ( ,Retention)保維 복합적 보유 ( ,Retention)保維

쇄신 (Renovation)
쇄신 (Renovation)

보호 (Protection)
수복 (Rehabilitation)

표 [ 59 역사문화환경 보전 및 활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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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구성5.3.2 

현재 대상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서 획지가 구획되어있다 크게 구역으로 획. 3

지가 구성되어 있으나 재개발사업은 구역 위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준주, 1 . 

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이루어진 구역은 철거 예정구역으로서 정비창 전면 1

재개발사업의 핵심 개발구역이라 할 수 있다 전체 구역의 가 획지로 구획. 58.2%

되어있으며 나머지에 해당하는 도로 공원 공공공지 공공, 41.8%( ;28.1%, ;5.6%, ;6.4%, 

청사 가 정비 및 기반시설로 지정되어있다 도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1,7%) .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정비창 구역과 한강대로를 잇는 코어로서 상단부에 , 

광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광로 남측으로는 공공용지 와 문화공원 이 들. (H) (I)

어서게 되는데 장래 개발될 정비창 구역과의 연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구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현재는 철거계획 없이 소규모 정비를 동반한 관리2

계획이 예정되어있다 마지막으로 구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공공용지와 획지로 . 3

계획되어있다 구역의 공공용지역시 장래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확보되어있다. 3 . 

기존 획지구성

기존 현황 구분 명칭 면적 합계

1
구
역

기반시설

H 공공용지 3,991

9,788I 공원 4,597

J 공공청사 1,200

획지

A 1-1 11,974

41,874

B 1-2 15,615

C 1-3 10,272

D 1-4 1,404

E 1-5 2,609

2
구
역

획지 F

2-1 1,503

4,375
2-2 1,416

2-3 802

2-4 654

3
구
역

기반시실 H 공공용지 1,000 1,000

획지 G 3-1 4,337 4,337

표 [ 60 기존계획의 획지구성 ] 



- 118 -

기존 획지구성에 따라 현재 대상지 정비창 전면구역 는 정비창 구역을 기점( )

으로 한강대로를 비롯한 주변 개발대상지와의 장기적 연계를 미리 염두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적인 철거를 동반하여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적 측. 

면을 훼손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차량위주의 동선계획으로 상위계획인 제, 5

차 국토종합계획이 향후 년간 제시하게 될 보행자 안전 등의 사안을 고려하지 10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고자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

화환경과 물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획지를 구성하였다 새로운 획지는 . 

네가지 원칙에 따라 구획되었다 첫번째 기존계획을 최대한 고려한 계획이 이루. , 

어져야 한다 두번째 역사문화환경의 보전과 개발 수익의 균형을 유도하도록 한. , 

다 세번째 기존 획지구성과 비교적 일치하는 개발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다 네. , . 

번째 제 차 국토종합계획의 미래전략에 따른 보행 친화적 계획이 가능하도록 , 5

고려한다 이에 따라 구성된 새로운 획지는 아래와 같다. . 

변경 획지구성

변경 현황 구분 명칭 면적 합계

1
구
역

기반시설 E 공공청사 3,120
7,474

보전구역 F 보전구역 4,354

획지

A 1-1 13,450

43,527
B 1-2 11,860

C 1-3 9,093

D 1-4 9,124

2
구
역

보전구역 G 등관사4 1,610 1,610

획지 H

2-1 1,503

4,375
2-2 1,416

2-3 802

2-4 654

3
구
역

기반시실 H 공공용지 1,000 1,000

획지 G 3-1 4,337 4,337

표 [ 61 변경된 획지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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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5.3.3 

대상지는 정비창 구역과 용산역 그리고 한강대로와 용산공원을 이을 수 있는 

물리적 가능성을 보유한 곳이다 기존 계획역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 

의지를 표출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대상지 북측 상단에는 광로 폭, (

원 가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역사문화환경의 직접적인 훼손이 ;45~50m) . 

예상되고 있으며 계획된 광로와 직접적으로 면하는 주변부 일부가 이미 고층 주, 

거지로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남대로와 같은 상업적 효과 역시 미비하다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상지와 주변지역 간 공간적 연계로 긍정적 효과가 전망되. 

는 것이 아닌 오직 통과 교통만을 위한 가용지의 훼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으로는 먼저 광로 의존적이었던 기존 교통계획을 용산역, 

방면과 한강방면으로 분산하여 수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광로는 축소 . 

및 평준화 하였으며 대상지를 관통 하던 중로는 확장 하(45~50 45m) , (15 25m)→ →

여 계획하였다 또한 광로는 획지 구역과 구역을 가로지르는 구간에 . 1-1 1-2 284m 

대한 지하화를 통해 대상지의 분절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지하화 구간 상층부, 

는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여 대상지 내부의 연결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지하화 계획! 공간계획"

표 [ 62 공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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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계획5.3.4 

철도건설국 건물 등관사 등이하 관사 밀집구역은 대상지의 장소성을 보, 4 , 8

여주는 대표적인 역사문화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사용이 가능한 건물인 철도. 

건설국 건물은 쇄신 을 거쳐 새로운 목적을 부여하여 활용한다 이에 (Renovation) . 

따라 공공청사의 기능을 해당 건물 및 주변구역으로 이전한다 등 이하 관사 . 8

밀집구역은 건물들은 대부분 재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대상지의 오래된 , 

도시조직이 남아있는 공간이며 땡땡거리 등의 문화적 요소와의 연계가능성을 , 

염두하여 도시조직을 최대한 남기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건물의 보전방식은 복. 

합적으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등 관사 건물은 일제시대 관사가 서울 도심 안. 4

에서 용도의 변화를 거듭하는 시대적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전

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 되었으며 이에 따라 획지 구역과 연계하여 보호를 추, 2

진하도록 한다. 

대상지는 지하화된 광로와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중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각 용산역과 한강로 방면으로 나뉘어 진다 따라서 이를 염두한 적정 규모 적정 . , 

위치의의 공공 교통시설을 배치한다.

보전대상! 공공 교통 이용시설"

표 [ 63 주요시설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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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및 높이계획5.3.5 

주요 시설계획에 따라 토지 및 건물 용도의 재배치가 이루어졌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로와 직집적으로 면하는 간선부는 상업활동의 활성화와 다양한 . 

문화시설이 자리잡도록 유도한다 이면부는 주상복합지로 계획하여 주거 및 공. 

공공간을 배치한다 공공청사는 철도건설국 건물의 레노베이션을 통해 해당 건. 

물 및 주변 구역으로 확장 이전한다 구역과 구역은 기존 용도계획을 따라 복. 2 3

합용지와 주상복합지로 유지한다 보호가 필요한 등관사와 그 일대는 오픈스페. 4

이스로 조성하여 보호와 휴식의 기능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건물 높이계획은 대상지의 기존 지침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이에 따라 외부. 

로 부터 반영되는 경관을 고려하여 최고높이 이하의 높이로 계획한다 대상100m . 

지 외부 경관에 따라 상업지 및 주상복합지내 상업공간은 층 규모로 내5~6 20m 

외를 유지하도록 하며 주상복합지 내의 주거공간은 층 이상 층이하 규모로 , 7 30

선을 유지하도록 한다 지하화가 예정되어있는 광로의 상층부는 오픈스페이95m . 

스화하여 단절된 구역과 구역의 통로로써 기능하도록 유도한다1-1 1-2 . 

토지 및 건물 용도계획! 건물 높이계획"

표 [ 64 용도 및 높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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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오픈스페이스 계획

대상지 내에는 역사문화환경의 보전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건물군과 기존 계

획에 의에 유지되는 건물군이 존재한다 특히 역사문화환경 보전계획에 따라 존. 

치되는 건물군은 대상지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 혹은 공간으로

서 대상지 내부와의 적절한 연결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대상지에 계획된 오픈스페이스는 크게 통로형과 공간형으로 나뉜

다 통로형은 대상지를 아우르는 보행축이다 광로의 지하화로 인해 단절된 . . 1-1

구역과 구역의 직접적인 연결과 함께 남측과 북측을 가로지르는 중로에 의한 1-2

대상지의 분절을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통로형은 역사문화환경의 직접적인 연. 

계를 통해 대상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대

상지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공간형은 장래적인 목적에 의해 공개공지로 남아있는 경우을 제외하고 이면, 

부에 위치하여 도심환경 개선 휴식 및 문화환경을 조성하거나 간선부에 위치하

여 외부로부터 대상지의 분위기를 환전시키는 완충녹지의 역할을 한다. 

철거되지 않는 건물군! 오픈스페이스 계획"

표 [ 65 오픈스페이스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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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계획5.3.7 

대상지의 기존 계획은 광로를 비롯하여 대부분 단조로운 획지구성으로 인해 보

행동선이 길어지는 불편함을 야기 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상지 내부 까지 보차로의 ,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여 보행안전의 문제가 되었다 기존 계획에서는 이러한 보행. 

안전의 문제를 겪는 구역들에 대해 건물과 건물 사이의 물리적 연결을 통해 타계하

고자 하였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보행자 안, . 

전의 확보는 제 차 국토종합계획의 미래적 개발방향이기도 한 만큼 동선계획을 통5 , 

해 효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대상지의 기존 동선은 대상지 내부에 존재하는 도. 

시조직으로서 중요 역사문화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주로 존재하는 . 

기존 도시조직 내의 보행환경을 최대한 유지하여 보행동선을 계획한다 또한 대상. 

지를 관통하는 보행축을 통해 대상지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보행상의 안전 및 개방

감을 확보한다 대상지는 주변과의 앵커로써 기능하기 위해 원활한 교통량을 수용. 

할 수 있는 차량 동선이 필요했다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통행량이 가장 많을 것. 

으로 예상되는 정비창구역 방면으로 향하는 대상지의 내부 교통량을 분산시킨다. 

보행동선! 차량동선"

표 [ 66 동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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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계획5.3.8 

배치계획

용도지역 지구/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기준 특별계획관리구역 건축지침 건축시설계획60% ( ; )

대지면적 42,116 m2

건축면적 23,096 m2

건폐율 54%

표 [ 67 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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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규모계획5.8.9 

배치계획에 의한 대상지의 용적률은 준주거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이 A,C,D

일반상업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이 로 기존의 계획지침상 용적률 393~399%, B 693%

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배치규모계획 용도( )! 배치규모계획 높이( )"

표 [ 68 배치에 따른 용도 및 높이 ] 

구역
저층부 연면적(m2) 고층부 연면적(m2)

총( )

연면적

용적률(%)

대지 층1 층2 층3 층4 구분 층수 면적
기준

44)
대상

A 12,570 5,900 7,263 7,263 -
A-1 25 650

49,676
200
330
400

395
A-2 20 650

B 13,251 5,628 6,739 6,739 6,739
B-1 30 950

91,845
370
600
810

693
B-2 30 1250

C 8,262 4,634 4,734 - -
C-1 20 590

32,968
200
330
400

399
C-2 20 590

D 8,033 4,259 4,259 - = D-1 25 925 31,643
200
330
400

393

표 [ 69 배치규모계획에 따른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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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한 주거공간의 세대수계획은 대상지에 적용중인 정비창 전면구역 

특별계획구역 지침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을 바탕으로 산정하였다. 「 」

 이에 따라 대상지 내 주거공간 규모는 평형 전용면적 평형 전24 ( 59.95m2), 35 (

용면적 평형 전용면적 평형 전용면적 으로 이루;84.95m2), 46 ( ;111.95m2), 54 ( ;132.95m2)

어진다 총 세대수는 세대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 조 항. 777 8 3「 」

에 따라 전용면적 이하 규모를 전체 세대수의 이상으로 건설하고 주택 85m2 60%

전체연면적의 이상을 건설하도록 한다50% . 

그림 계획지침에 따른 주택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71] 
출처 서울시보 제 호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결결정 고시< := 3459 ; ( ) >

배치세부계획 세대수( )

주거공간
세대현황

구역 세분 층수 평형 세대수

A

A-1 25

평형24 75

평형35 25

평형46 25

평형54 50

A-2 20

평형24 60

평형35 20

평형46 20

평형54 40

B

B-1 30

평형24 90

평형35 90

평형46 30

평형54 90

B-2 30

평형24 30

평형35 180

평형46 180

평형54 0

표 [ 70 세대수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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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세부계획 세대수( )

주거공간
세대현황

구역 세분 층수 평형 세대수

C

C-1 20

평형24 20

평형35 40

평형46 40

평형54 20

C-2 20

평형24 20

평형35 40

평형46 40

평형54 20

D B-2 25

평형24 25

평형35 50

평형46 50

평형54 50

표 [ 71 세대수계획] -(2) 

일반상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 은 층부터 층에 해당하는 상B (B-1,B-2) 1 4

업공간과 층부터 층으로 총 층 규모에 해당하는 주거공간으로 구성된다5 34 30 . B

구역에는 평형 세대 평형 세대 평형 세대 평형 세대가 계획24 ;120 , 35 ;270 , 46 ;210 , 54 ;90

되어 있다 준주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은 층부터 층에 해당하는 상업. A 1 3

공간과 층 규모 층 규모 에 해당하는 주거공간으로 구성된다 구역20 (A-2), 25 (A-1) . A

에는 평형 세대 평형 세대 평형 세대 평형 세대가 계획되어 있24 ;130 , 35 ;45 , 46 ;45 , 54 ;90

다마찬가지로 준주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은 층규모의 상업공간과 . C,D 2 20

층 규모 층 규모 의 주거공간으로 구성된다 와 구역에는 평(C-1,C-2), 25 (D-1) . C D 24

형 세대 평형 세대 평형 세대 평형 세대가 계획되어 있다;65 , 35 ;130 , 46 ;130 , 54 ;90 .

구분
총계 평형24 평형35 평형46 평형54

기준 계획 기준 계획 기준 계획 기준 계획 기준 계획

세대수 777 1,420 142 320 404 445 118 385 113 270

비율(%) 100 100 18.3 22.5 52.0 31.3 15.2 27.1 14.5 19.0

표 [ 72 세대수계획 총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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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계획

용도지역 지구/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기준 특별계획관리구역 건축지침 건축시설계획에 따름60% ( ; )

대지면적 42,116 m2

건축면적 23,096 m2

건폐율 54%

표 [ 73 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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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6

연구의 요약과 결론6.1 

연구의 필요성6.1.1 

본 연구는 재개발구역 내에 존재하는 역사문화환경의 가치를 폭넓게 인식하

고 미래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재개발 사. 

업 내에서 역사문화환경을 폭넓게 인식하고 이를 통해 보존의 가치와 미래적 , 

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역사 문화적 가치 상실(1) 

용산은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물리적 중심이며 한양과 경성의 유물과 서울의 , 

현실이 중첩되어있는 도시공간이다 한양의 나루터였던 용산은 철로의 등장과 . 

함께 경성의 교통 요충지가 되었으며 경인선의 완공으로 이러한 입지는 더욱 , 

확고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동안 군사시설과 철도 관련 시설 그리고 . 

이에 따른 다양한 산업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계획도시이자 구도심으로서 , 

경성의 출입로 역할을 하였다 일제의 패망 이후에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파괴와 . 

회복이 공존하는 장소로 거듭났으며 근현대 서울 철도의 총본산으로서 국토개, 

발을 위한 다양한 산업시설들이 부설되기에 이른다 연구대상지인 정비창 전면 . 

구역은 이러한 용산 역사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도시조직이라 할 수 있다 현1 . 

재 대상지 내에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다양한 건조물들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

한 상태로 남아있지만 시대적 변화가 요구하는 개발담론을 반영하지 못한 채 , 

여전히 전면 철거를 동반한 재개발계획이 예정되어있다 이러한 개발방식으로 . 

인하여 년 가까이 유지되어오던 도시조직과 역사100 적 흔적들 그리고 산업유산으로 

볼 수 있는 유휴산업시설들은 상실의 기로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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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상실(2)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레 형성된 기성 도시조직은 필지의 규모부터 개별 

건조물의 다양한 건축 재료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다양한 특색과 수많은 시게열, 

적 레이어를 품고 있다 이러한 기성도시조직은 다양한 형태의 주거유형과 함께 . 

다분화된 계층이 공존을 이루는 미래적 가능성을 내포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 

다 는 그의 저서 에서 창조적 공간은 그 공. Charles Landry The Creative City『 』

간을 향유하는 인간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러한 창조적 공간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다양성을 들고있으며 이는 도시 , 

내에서 문화적 상호 교류의 폭이 다양할 수록 폭넓은 상승효과가 동반된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역사 문화적 교류가 . ·

더욱 활발해지며 이들의 중요성 또한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주장들을 통해 부각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전면 철거의 개발 방식과 획일화된 용도설정 , 

그리고 과도한 경제논리 유착은 도시의 해체를 더욱 과격하게 만들고 있으며, 

기성 도시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 가치들을 빠르게 소멸시키고 있다.

정체성의 상실(3) 

도시는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대표하는 복잡한 물리적 공간이자 시계열적 , , 

층위의 형성과 집적의 과정 일반을 저장하고 있는 다면화된 공간이다 기능주의. 

적 도시계획은 도시조직이라는 다면화된 공간을 기능의 완벽함에 기대어 분절시

키고 유기적인 사고를 방해하여 불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한 자율적인 수정의지를 

부정한다 최고급 아파트이자 강제로 폭파된 프루이트 이고우 년 . - (Pruitt-igoe, 1954

건설 년 철거 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작은 논리적 오류에도 도시 전체에 1974 ) ,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현대에 들어선 기능주의적 . 

개발논리는 도시라는 유기적 환경을 특정  가치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변화를 취

하는 과격한 개발과 무질서한 해체를 촉발하며 도시의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그 

안의 장소기억들 까지 훼손시키며 부분별한 도시정체성의 소멸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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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의 변화(4) 

도시의 정체성과 이를 통한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이 범지구적으로 인식되면

서 국내의 개발 패러다임 역시 근대의 기능주의적 개발방식으로부터 벗어나 개, 

념적 정책적 변화를 겪어왔다 가장 큰 변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를 통해 · . 

보전과 개발의 공존에 대해 주목하였다는 것이다 년 엄격한 선정기준을 가. 1962

지고 제정되었던 초기 문화재보호법은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호 대

상을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 

의 보존을 위한 문화지구의 도입을 법제화 하고 있으며 건축기본법은 역사적 , 

가치를 지닌 건축물에 대해 보전의 의무를 법제화 하고 있다 그밖에도 서울시. 

는 미래유산 보전 종합계획 을 발표하여 시민의 실재적 경험에 기반 한 (2014)「 」

장소와 기억들을 남기고 보전해야 할 도시의 정체성이자 미래적 가치로서 보호 

해오고 있다 또한 년 수립예정인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역시 획일. 2021 2030 「 」

적인 도시재정비 사업을 지양하고 개발과 보존의 공존을 공식화할 것임을 발표

하기도 했다. 

그림 프루이트 이고우 의 폭파[ 72] - (Pruitt-igoe, 1954-1974)
출처: A history of cities in 50 buildings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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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의 이해6.1.2 

본 연구는 서울의 단면으로서 역사문화환경이 잔존하고 있는 용산구의 잠재력

을 전재로 하였다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시발점라고 볼 수 있는 용산역과 서울역. 

을 기점으로 한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육로교통로인 한강대교와 이를 잇는 한강

로 사이에 위치한 연구 대상지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도시조직의 발달로 독특

한 역사문화환경이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다 본 연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 

미명하에 전면 철거 후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 대상지에 오늘날까지 잔존

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산들의 보전가치를 확인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

해 도시설계차원의 개발방식을 통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 

지 관련 역사적 사료와 통계 등의 자료수집과 현장조사 등을 병행하여 대상지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설계이슈를 파악하였다, . 

위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 대상지를 포함한 용산 일대의 개발 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로 개발에서 관리의 시대로 . , 

변화하고 있지만 용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정비사업계획지역의 대다수는 전, 

면 철거가 동반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이 수립된 상태이다· . 

이로 인해 도시 발전과정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물리적 요소를 비롯하여 역사

적 문화적 요소들이 빠르게 소멸되어가고 있다 둘쨰 용산이 서울의 광역중심· . , 

체계에 속하게 되면서 비즈니스와 교통이라는 개발계획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 

었다 용산 일대 고층 고밀의 주상복합 건물군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단조로운 . , 

배치와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수의 개발들이 상호 연계되지 않은 계획으. 

로 진행된다는 점은 새롭게 업무 및 상업 기능의 제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셋. 

째 앞선 두 가지 이유를 아우르는 궁극적인 원인이자 문제점으로서 수익성 확, 

보를 우선시하는 개발 형식과 역사문화자산의 보전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연구 대상지인 용산 정비창 전면구역 한강로 가 일대의 ( 3 40-641) 

역사문화환경 구성요소를 찾아냈으며 그 의미와 보전가치를 확인하였다 첫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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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시대 근대화과정을 거치며 조직된 가로망 구조의 도

시조직과 경부선의 등장과 함께 조성된 용산역과 군주둔지 그리고 이러한 요소

들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건축물과 시설들이 오늘날 까지 잔존되는 공간이다. 

둘째 한국전쟁 이후 국토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산업화로 철도교통이 , 

육성되며 들어선 구 철도건설국 건물 등의 산업유산들이 잔존하고 있다 또한 ( ) . 

땡땡거리 등을 비롯하여 철도산업 육성과 함께 생성된 독특한 문화적 요소가 만

드는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연구의 제안6.1.3 

본 연구의 계획목표에 따른 제안은 용산 일대의 획일화된 재개발흐름에서 벗

어나 역사 문화적요소들을 통해 다양한 도시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

보여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 

이론적 고찰과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보전과 개발을 함께 고려한 (1)

건축원칙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상지 내에 존재하는 역사문화환경 적정규

모의 보전계획과 이에 대응하는 공간계획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용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다양한 역사적 가치와 도시의 발달 과정 속(2) 

에서 시대별로 변화했던 정비창 전면구역의 역할과 의미를 제고하여 도시구조적 

측면에서 역사문화환경을 맥락을 보존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론6.2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보전과 개발의 공존을 위한 여러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

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움직임들은 개인과 공공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 

것에 대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는 보전과 개발의 공존에 . 

대한 인식부족이다 현대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정책의 기조를 형성하는 것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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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공했지만 개인의 인식변화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논리. 

가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보전행위는 개인의 수익률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이에 따라 공공과 개인은 끊임없는 ,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함부르크는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전. 

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이들의 활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활용

방식을 채택하였다 함부르크의 사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잡. 

아있다 이는 엄격한 보전정책에 창의적인 활용방식이 뒤 따른 다면 보전과 개발의 . 

공존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도시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 

있다 두 번째는 보전과 개발을 융합적으로 바라보는 제도의 미비이다 공공과 개인. . 

의 갈등은 특히 정비사업이자 집단적 개발인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 더욱 심화

된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런던과 파리. 

는 제도적으로 확실한 보전계획과 이에 상응하는 개발조치를 병행하면서 이를 적절

히 해소하였다 따라서 보전과 개발의 공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를 . 

수반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역사문화환경의 인식. 

부족이다 도시 내의 일반적인 건조환경까지 역사문화환경으로 보전하는 엄격한 보. 

전정책을 펼치고 있는 취리히는 이들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

였고 이러한 재활용된 역사문화환경은 현재 취리히의 경제성장의 주축이 되는 공간

으로 이용되고 있다 년 우리나라 역시 서울시의 미래유산보전정책 등 새로운 . 2014

범위에서 역사문화환경을 바라보고 보전하려는 시도가 생겨났으며 이제 막 안착의 , 

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하는 국내 건축 가이드라인을 종합해봤. 

을 때 보전의 대상은 여전히 단일문화재로 위주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 

역사문화환경의 인식 범위를 제고하고 엄격하고 정당한 보전 정책을 통한다면 갈등

의 해소와 더불어 도시의 경쟁력으로서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역사문화환경의 보전 

및 활용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혁신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범지구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 개발과 보전의 균

형을 찾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업이 되었다 대한민국역시 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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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에 주목해왔으며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 대립적인 가치들의 공, . 

존이 주목받으면서 도시 내 에서도 이러한 공존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

루어지고 있다. 역사문화환경을 보전 및 활용하는 것은 정체성과 개성이라는 현

대도시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라는 경제적 이점 뿐 아니라 전면 철거식의 무분별

한 개발 행위로 인한 건조환경 단일화와 이로 인한 번복 불가능의 사회적 정치·

적 폐해들의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해외의 사. 

례들과 같이 역사문화환경의 활용은 창의성 측면에서 유수의 활동가 및 계획가, 

설계가 등을 수면위로 드러낼 기회로서 도시의 개성을 높이는 계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보전과 개발의 공존에 . 

대한 도시적 해법을 찾는 행위는 시대적 흐름을 따르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

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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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1)	 	 	 시간의	축적에	따라	생겨난	모든	역사ㆍ문화적	결과물을	말하며 실질적인	보전	행위의	대상을	말한다,	 .

2) 김정후 지속가능성의	지속불가능성 건축신문 호	 정림건축	문화재단	 	 	 ,	 2013,	 ,	 .	 5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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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식의	공간	재배치를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주목하고	있다.

5) 년	 서울시는	 개발과	 보존 재생	 등	 다양한	 재개발	 방식을	 수용하는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	 	 	 2019 · '2030	

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정비사업의	 전면철거	 방식은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소' .	

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년	 수립되며	.	 2030	 2021

년까지	서울	시내	주택	재개발	사업에	적용된다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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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	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 에	해	 	4 )

	 	 	 	 	 	 	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1)	 	 가이드라인은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시책	 등에	 의해	수반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방향성	및	행위의	기

준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청( ,2016).

32) 영국 보전구역 프랑스 보전구역	 	 =‘Conservation	 Area( )’,	 =‘Secteur	 Sauvegardé( )’

33)	 	 Schmid,	 C.,	 2004,	 A	 New	 Paradigm	 of	 Urban	 Development	 for	 Zurich,	 INURA,	 p.3

34) 제 차	수도권	정비계획 안 공개토론회 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4 ( )	 (2020.11.12.)「 」

35) 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을	바탕으로 년	 월	 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도	 2020 ( ) ,	 2020 11 17「 」 「

시계획수립지침	전부개정안 을	참고하여	작성」

3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대책	등	서울	 만	신규주택	공급	 공공택지	 만 정비사업	 만	 	 <8.4 36 12 ,	 20 ,	 (2020.0…	

을	참고하여	작성8.13.)>

37)	 	 도시 군계획은	 앞선	 상위계획들로부터의	 현안과	 쟁점들을	 종합하여	 지역에	 가장	 적합하거나	 장래	 발전	·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도시를	 관리하고	 있다 년단위의	 수립기간과	 년단위의	 재검.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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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가	 시행되는	 도시 군계획은	 상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의	 장기적	 지침과	 구조적	 방향·

을	 도시공간	 내에	 직접	 투영하는	실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조에	의거 도시 군계획.	 2 ,	 ·「 」	

은	 실현	 방향에	 따라	 도시 군기본계획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분류된다 도시 군기본계획은	 기본적인	· · .	 ·

공간구조와	 지역적인	 미래상을	제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생활환경과	함께	 지속가

능한	 발전방향을	 추구하는	 종합계획이라	 볼	 수	 으며 도시 군관리계획은	 도시의	 발전방향을	 확인할	 수	,	 ·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하위개념들,	 ,	 ,	 ,	

을	구체적으로	실현	시킬	수	있도록	표현하는	물리적	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준(2020.09.01. ).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 · · · ·

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

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 조에	따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에	따라	용도지역은	세분된다.	 6 .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 · ·

다 용도지구는	도시	 내	 지역별	기능이나	특성에	따라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	 ,	 ,	 ,	 ,	

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용도지구는	 반드,	 ,	 ,	 ,	 .	

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 도	 또는	 대도시	 조례에	 때라	 지역실정에	 맞게	 지정할	 수	 있다,	 · .	

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해	세분된다31 .

구분 세분 지정목적 건폐율 용적율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종 전용주거지역1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이하50% 50-100

제종 전용주거지역2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이하50% 100-150

제종 일반주거지역1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이하60% 100-200

제종 일반주거지역2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이하60% 150-250

제종 일반주거지역3 중 고층주택 주임의 주거환경 주성· 이하50% 200-300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에 상업 업무기능 보완 이하70% 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상업 업무기능 확충· · 이하90% 400-1500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이하80% 300-1300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여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이하70% 200-900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및 지여간 유통기능의 증진 이하80% 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이하70% 150-300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이하70% 200-350

준공업지역 경공업 수용 및 주거 상업 업무기능 보완· · 이하70% 20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녹지공간 보전· · 이하20% 50-80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이하20% 50-100

자연녹지지역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한적 개발허용 이하20% 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이하20% 50-80

생산관리지역
농 임 어업생산을 위해 필요한 지역 중 농림지역으로 · ·

지정이 곤란한 경우
이하20% 50-80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하40% 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필요 이하20%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등의 보전과 수자원의 보호 육성· 이하20% 50-80

표 [ 30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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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분 지정목적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화경관지구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혹은 자연경관 주변의

고도지구 도시환경과 경관보호 과밀방지 위해 정하는 최고 고도,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

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인구밀집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

자연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역 주변 등으로 건축 제한 등을 통해 재해 예방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생태계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및 농ㆍ산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 및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

복합개발진흥지구 위의 가지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2 ·

특정개발진흥지구 위의 기능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 목적을 개발 정비·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 

복합용도지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지구

표 [ 31 용도지구 ] 

38)	 	 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	 진흥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상위계획이	 수립된	 시점으로부터	 년	 내외의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변화를	,	 10

고려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비 관리 보.	 · ·

존 개발	 등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한	 뒤	 목표에	 맞는	 기반시설 건축기준	 등의	 부문별	 계획정도를	 달리하는	· ·

자세를	취하고	있다.	

39) 러일전쟁	 이후	 일본군에	 의하여	 군용지로	 수용된	 토지는	 해안	 및	 도서지역 철도용지 병영부지	 그리	 	 ,	 ,	

고	 군항을	위한	군용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해안지역은	러일전쟁이	발발한	뒤 군사적인	목적으로	.	 ,	 ,	

일본의	 육군과	 해군의	 포대 전신소	 등을	 설치하기	 위해	 점유된	 지역으로	 대부분	 해안가	 연안	 및	 섬	,	

지역이었다 수용	 목적은	 해군기지 전신취급소 망루설치 포대설치	 및	 군용지	 등	 총	 다섯	 가지로	 구.	 ,	 ,	 ,	

분되었다 둘째 군용철도	 용지는	경의선과	 마산선	등을	 위한	 철도	 용지로	러일전쟁의	전쟁	 물자를	 실.	 ,	

어	 나르기	 위한	 병참기지	 역할을	 수행했던	 지역이다 세	 번째로는	 병영부지로 일본	 군대의	 한국주둔.	 ,	

을	 위한	 병영으로	 서울의	 용산 평양	 및	 의주	 지역의	 병영	 부지이며 주로	 경의선과	 관련된	 지역으로	,	 ,	

이	 병영	 부지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저항을	 받게	 된다 네	 번째는	 군용지로 이토히로부미 와	.	 ,	 ( )伊藤博文

일본	해군의	협력	하에	이루어진	진해만 영흥만의	군항화를	위한,	 군용지였다 우리역사넷	 ( .	 contents.his

검색tory.go.kr,	 2020.07.01.	 ).
출처 송지연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군용지	수용과	 한국민의	저항	 서울 용산 평양의주를	중심으로< = ,	 < - ( ), , ->,	 ( 梨大史≪

재편집30,	 1997),	 p69,	 >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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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수용목적 위치

해안 및 도서지

해군기지 % 진해만 부군

전신 취급소

% 거제도와 부근의 송진( )松眞
% 전라남도 팔구포( )八口蒲
% 충청남도 어청도( )於靑島
% 황해도 갈천각( )葛川各

망루설치
% 강원도 죽변( )竹邊
% 경상남도 절영도( )絶影島

포대설치
% 영흥만 일대의 송전리( ) ( )永興灣 松田里
% 갈마반도( )葛麻半島
% 호도 와도 주변의 섬( )虎島

군용지
% 영정도
% 월미도

내륙지 병참기지 및 병영지
% 서울) 용산 경복궁, 
% 평양 숭인문) 
% 의주

서울 용산( )

군용지
% 한강유역 개동12

서빙고 보광리 사촌리[ ( ), ( ), ( ), 西氷庫 普光里 沙村里
둔지리 와서 신초리 상동( ), ( ), ( ), , 屯芝里 瓦署 新草里
하동 등 만평, , 300 ]豆毛浦村 葛月里

보병 사단 1
기병 연대 1

야전포병 연대 1
공병 대대1

표 [ 32 일본군에 의한 군용지 수용 현황 년] (1904 )

40) 이는	러일전쟁이	한창	진행	중	이었던	 년	일본정부가	한국을	체계적으로	잠식하기위한	계획을	볼		 	 1904

수	있는	문서인	 대한	방침 대한	시설	강령	결정의	건 에서	확( ) ,	 ( )對韓方針 對韓施設綱領決定 件ノ「 」 「 」

인할	수	있다.

41) 우리역사넷 근대 대한제국 일제의	국권침탈 통감부의	식민지화	정책 식민지화의	기반조성		 	 ,	 < ,	 ,	 ,	 3. ,	 1)	

군사기지화	작업 우리역사넷 검색(3)	 >,	 ( ,	 contents.history.go.kr,	 2020,07,01	 ),

4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서울.	 1992.	 /龍山區誌 特別市	龍山區

43)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서울시보	제 호 에	따른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도2018-100 ( 3459 ) 「
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문 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	 」

정비사업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노후	건축물의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
총칭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이루어져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극히	 열악하,	 ,	 ,	 .	
고	 노후한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재개발사,	
업은	기반시설의	정비에	대한	필요	혹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
한	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의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기준(2020.09.01	 ).

44) 용적률	기준 기준 허용 상한	순으로	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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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대상지 가로

연구 대상지인 용산 정비창 전면 구역은 일제강점기 철도역사와 그 맥락을 1

같이하며 큰 훼손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도시공간이다 그러나 서울도시철도 . 

호선 라인의 지하와 이슈나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대규모 도시재개발 사업이슈 1 , 

등 대상지 주변의 개발 이슈들과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다 현. 

재 대상지는 년 월 정비창전면 제 구역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를 받은 2018 4 1

이후로 년 월 설계업체선정과 설계용역을 빠르게 끝마치며 사업 진행에 대2019 9

한 굳건한 개발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연구대상지인 정비창 전면구역은 . 

일제강점기 철도 정비창 등을 위해 계획된 시가지로서 도시조직의 큰 훼손이 없

는 역사문화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대상지는 재개발 지역으로서 전면 철거가 예상되는 만큼 현재 대상지 

내부의 상황을 대조해 보고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대상지 . 

정비계획의 획지에 대상지를 구분하여 현황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정비계획상 대상지	 현황

표	[ 1 용도지역	 및	 지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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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1) A

현황

용도 연령 구조

표 블록 가로 및 건물현황[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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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2) B

현황

용도 연령 구조

표 블록 가로 및 건물현황[ 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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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3) C

현황

용도 연령 구조

표 블록 가로 및 건물현황[ 3]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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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4) D

현황

용도 연령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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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역사문화환경 선정 기준< >

대상 위치

현황사진(1) 현황사진(2)

번호 현황 내용 평가

1 국가
발전

! 국가에 발전에 기여한 산업적 기능을 하였는가( ) ?
! 국가에 발전에 기여한 군사적 기능을 하였는가( ) ?
! 국가에 발전에 기여한 종교적 기능을 하였는가( ) 

○

2 용도 ! 용도에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가?

2 배경
!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 특별인 인물과 연관되어 있는가?

○

3 역사
! 문화유산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 특정한 시대를 반영하는가?

○

4 외관 ! 특별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가? ○
5 구조 !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
6 형태 !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
7 멸실 ! 보호가 필요한 문화유산인가? ○

" 세부사항< >
번호 현황 내용 비고
1 대상
2 위치
3 입지현황
4 특성
5 유형분류
6 현상변경허용기준
7 건축용도
8 높이
9 면적
10 외부공간 특성
11 구조
12 양식
13 조성형태
14 재질
15 색채

표 역사문화환겨의 선정기준 일반적 고찰예시[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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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1 용산역을 기점으로 하여 자택까지의 길 을 그려주십시오 ‘ ’ . ! 성    별
번2 그리신 길 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물을 표시해주십시오 ( ) ‘ ’ . ! 연    령
번3 우리동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나 건물 등을 표시해주십시오복수가능 ‘ ’ ( ). ! 거주기간

표 원주민을 통한 고찰 예시[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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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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