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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용산공원, 한강 변 일대의 주거단지 및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

하면서 높은 한계 층수로 인해 경관의 사유화, 경관 차폐, 자연경관 훼손등이 

문제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경관심의, 경관 계획은 대상지별로 너무나 복

잡하고 각 심의, 위원회 의견에 따라 일관된 경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일례로, 삼각지 청년타운은 962%의 용적률로 그 일대의 장벽이 되었다.

따라서 서울시의 조망경관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자

연경관 주변의 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조망적 측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

다. 더 나아가 서울의 핵심적 자연경관인 남산과 한강을 대상으로 내·외부경

관을 여러 개발 시나리오에 걸쳐 경관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사

업 시 배후경관 확보를 위한 보다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대상지는 용산구 이촌동 및 서빙고동 일대의 서빙고아파트지구이

다. 서울의 핵심적 자연경관인 남산과 한강이 둘러싸는 서빙고아파트지구는 

지구 내 여러 아파트가 재건축 시기 도래로 개발 압력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산공원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의 경관 변화 예측을 위해 

경관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고, 자연환경을 둘러싼 내·외부 경관의 정량적 평

가를 위해 조망차폐율, 다중시곡면 분석 및 입면차폐율, 대안부의 가시율을 산

출하여 분석했다. 이를 통해 배후경관 보전을 위한 건축물 높이 한계 산출 및 

주거단지 개발 형태별 자연경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수행할 개발 시

나리오는 크게 지속가능 개발 시나리오인 전면적 리모델링 시행안, 중간 강도 



개발 규제인 현행 높이 규제 시나리오, 강력한 개발 시나리오인 최고 층수 50

층 규제가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주요

산 조망 확보 배치안과 한강변 열린 시야 배치안을 두어 다양한 개발안을 설

정하였다.

외부경관 분석인 시곡면 분석 결과, 거의 모든 개발안이 배후조망을 해치

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극단적인 층수 제한을 하지 않고는 남산 조망을 현

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망차폐율 분석 결과, 기존 경

관계획 상에서 지정된 우수 조망점이 아닌 경우 배후경관을 조망하기엔 어려

움이 있었다. 우수 조망점의 경우는 현재 조망 상황은 양호하나, 향후 개발에 

따라 경관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가이드

라인을 지켜 개발한다면 어느 정도 조망 훼손 완화가 가능했다.

내부경관 분석의 경우, 건폐율이 더 높음에도 입면차폐율이 더 낮은 때도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인간의 시지각 특성상 인지 범위를 벗어난 높이의 

건축물은 그 전체를 한 번에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의 인지 

범위를 넘어가는 장소에서 입면차폐율을 산출하게 되면 건폐율은 감소하며, 

인지 범위 안에서 건폐율을 증가시키면 입면차폐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서울의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경관요소를 정리하고, 개발 시나

리오별 경관평가를 통해 개발사업 시 자연경관 보전의 중요성을 재고하는 한

편, 개발 과정에서 양호한 자연경관을 보전할 정책적 제언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길 바란다.

주요어 : 서빙고아파트지구, 경관 시뮬레이션, 다중시곡면, 
입면차폐율, 용산
학   번 : 2019-2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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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10년 사이 주거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이 양적 관점에서 질적 관점

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성 시가지 내 주거지 경관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내 주거지 관련 경관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강가하천

변 경관 훼손, 스카이라인 파괴 및 건축물의 장벽 화로장벽화로 인한 배후 자

연녹지·수변 경관수변경관 차폐 등 시각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6). 실제로 서울특별시(2015)의 일반인 대상 설문에서 “고층 아파트나 건

물 때문에 산이 보이지 않는다.”에 문제 있음을 표시한 비율이 74.7%, “강변

의 건물들이 주변의 산, 구릉지와 조화롭지 못하다.”에 74.3%, “강변의 건물

들이 크거나 높아 답답하다.”에 73.0%가 문제의식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주로 

지적되는 주거지 경관 문제는 건축물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가시적 현상이 주

를 이룬다.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은 법적으로 좋은 경

관을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경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횡적인 관계를 갖는 법률로, 경관을 보호하는 등의 내

용을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관련 계획과의 연계가 

중요한 경관계획은 실제로 설계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에 그친다.

지금의 경관심의 및 계획은 대상지별로 복잡하고 각 심의 및 위원회에 따

라 일관된 경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초기의 목적에 맞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단지로부터 경관의 사유

화 및 훼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삼각지에 조성된 청년 타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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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의 용적률로 그 일대의 장벽이 되었다.

결국, 경관과 관련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도시경관 변화 양

상은 주택공급 논리와 같은 ‘주택 정책적 패러다임’에 의해 이루어진다(최

막중, 1995). 주거지 관련 법령과 제도가 수립된 후 정책으로 나타나고, 그 후

에 도시계획 혹은 사업이 정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더

군다나 주거지 개발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인 조합원, 공공, 민간은 서로 비용은 

최소화, 이익은 최대화하려는 이중성을 보여주며 주거지 개발 사업을 사업성 

위주로 흐르게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실제로 지자체들이 경관계획의 평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관심

의는 이상과 다르다. 경관심의에서는 건축 스케일적 접근 및 공공 디자인적 

접근과 같은 항목들이 중복되어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중이다. 관련 주체는 

기존심의 대비 경관심의의 실효성과 차별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정상혁, 

2018).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민원과 같은 이유로 브이월드

의 3D 모델 제공 API의 지원을 종료하고 제한적 기능만을 제공해, 민간에서 

도시경관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상태이다. 주거지개발 및 관련 법제와 

경관계획의 연계방안, 현행 법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도시경관의 이해 및 

적절한 예측 방법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의 조망경관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자연

경관 사이의 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조망적 측면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앞으로 조성될 용산공원과 한강 사이 서빙고아파트지구를 연구 범위

로 한다. 이는 서울의 핵심적 자연경관인 남산과 한강을 대상으로 내·외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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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여러 개발 시나리오에 걸쳐 경관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사

업 시 배후경관 확보를 위한 보다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및 이를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한다.

셋째, 개발사업 경관심의에 있어 경관 시뮬레이션의 효과적인 작성 과정과 

방법을 제안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서울의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경관요소

를 정리하고, 개발 시나리오별 경관평가를 통해 개발사업 시 자연경관 보전의 

중요성을 재고하는 한편, 양호한 자연 조망형 경관의 형태와 이를 위한 정책

적 제언을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대상지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주변 지역 중 용산구 이촌동 및 서

빙고동 일대의 서빙고아파트지구이다. 한강대교, 반포대교, 서빙고로를 경계로 

하는 한강 변 지역이며, 북악산에서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남북 녹지축

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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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범위, 서빙고아파트지구

[그림 2] 도심권역 발전구상

출처: 한강 변관리기본계획 

[그림 3] 서빙고아파트지구 일대 도시경관부문 

계획, 출처: 한강 변관리기본계획

서빙고아파트지구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 

변관리계획에 의해 설정된 광역통경축과 지구통경축, 녹지축의 연계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계획된 대상지로 주요산 경관 시뮬레이션 기준점이 설정돼 운

영 중이며, 특히 남산-용산공원-대상지-한강을 연결하는 조망, 녹지 요소의 통

합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서빙고아파트지구의 여러 아파트(한강맨

션, 신동아아파트 등)들이 재건축시기 도래로 개발 압력을 받고 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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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자체의 개발계획 및 용산공원의 변화가 맞물려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중

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한강 변 아파트 15층·35층 층고 제한이 폐지될 

예정으로, 과거안(50층)과 기존안(15·35층), 새로운 방안을 비교 분석하기 용

이하다.

2. 연구의 방법

첫째,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해 인간의 시·지각적 특성과 

도시경관 시뮬레이션 제작 및 평가에 고려할 사항을 정리하고 주거지 개발규

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경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제작 시 참고한다. 

둘째, 대상지 현황 조사 및 경관 시뮬레이션을 제작한다. 먼저 대상지 현황 

조사 후 관련 법제를 참고하여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경관 

변화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셋째, 주거지 개발규제 강도에 따른 도시경관 시뮬레이터 제작을 위해 3차

원 모델링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축하였다. 먼저 서울시 지형 및 공간자료

를 획득하고 정밀한 지형 모델링을 위해 CityEngin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EM 자료를 3D지형형상모델로 만든다. 동일한 좌표로 생성된 위성사진을 텍

스쳐로 입혀 사실적인 지형으로 구축한 후, 조망점 간 원경 조망이 수월하게

끔 대상지 반경 5km의 건축물을 추출하여 지형 모델링과 통합하였다.

넷째, 연구 대상지의 내·외부 경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경

관은 조망차폐율 및 다중시곡면으로 단일 또는 연속적 조망점을 통해 분석한

다. 내부 경관은 근경에 속한 조망점을 통해 앙각 개념을 사용한 입면차폐율

과 대안부의 가시율을 통해 인간 시지각 특성을 반영해 분석함과 동시에 대상

지 내부의 시각회랑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앞서서 

경관과 공간의 변화를 정량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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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진행절차

[그림 4] 연구 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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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도시경관의 이론적 고찰

1. 도시경관의 개념

❚ 경관 개념 및 정의

경관의 사전적 의미는 지형, 토양, 기후 따위의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 인간

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 낸 지역의 통일된 특성으로, 회화에서는 시각적으

로 한 번의 조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전체 사물을 의미한다. 학술적 의미의 

경관은 단순히 인간에게 보이는 모습 자체가 아니다. 경관이란 그것을 보는 

인간의 가치판단 과정을 거치며 발생한다. 인간의 눈에 들어오는 그것이란 토

지, 동식물 생태계, 사람의 사회·문화적 활동을 포함하고, 모든 자연 및 인공

풍경을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경관은 일정 지역의 지형을 나타내거나 영역 또

는 토지의 범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뜻한다. 하지만 단순한 풍경 및 

경치만은 아니며 이에 대한 인간의 평가와 관련이 있다. 사람의 시·지각적 

인식을 통해서 파악되는 일종의 공간 형태와 구성, 이 모두를 보고 가치판단

을 하는 인간의 심리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임승빈, 1991). 법·제도적 측면

에서는 경관을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

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경관법 제2조)으로 정의하고 있다.

❚ 도시경관 

위와 같이 사전적 정의에서는 경관을 바라보는 대상 또는 시각적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학술적 정의에서는 인간 활동, 시각적 요소와 관련된 다채로운 

경험을 의미한다. 법·제도 관점에서 바라보면 학술적 정의와 마찬가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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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활동 및 시각적인 면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으로 규정하나, 실제로는 도시

경관을 관리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2. 도시경관의 특성

❚ 도시경관의 특성

도시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도시 공간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므로, 도시

경관은 도시 공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유의해야 한다. 지형과 같은 자연환경의 

토대 위에 사람이 모여 도시를 형성한다. 도시에 있는 인구가 증가함과 동시

에 비자연적 기능이 집중된 도시는 자연환경에서 보기 어려운 경치를 자아낸

다. 인간이 창출하는 다채로운 활동들은 일정 범위의 도시 공간에 흩뿌려져 

일종의 독특한 물리적 형상을 만든다. 일정한 지리적 범위에 형성된 도시의 

물리적 형상을 도시경관이라 한다. 

도시경관은 경관 대상과 인간의 시·지각적 특성 관계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 인간의 시·지각적 특성

지각이란 단순히 눈에 반사된 빛의 자극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

들이 어떤 대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대상의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고 개개인의 

눈에 주어진 물리적 자극을 포함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사람들 간의 

구조적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지각과 같은 시각 경험은 단순히 눈에 도달

하는 시각 자극이 아니다. 기존의 지식과 감정 등을 바탕으로 주어진 감각 경

험에 대한 주관적 해석 등이 결합하며 형성된다(조유경, 2008). 시·지각적 인

지는 환경에 따라 개개인 자극특성도 다양한 양상을띈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지각자 성격 등의 특성차이, 심지어 동일한 환경의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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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물리적 요소라도 개인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의 시지각적 특성을 기반으로 머리나 눈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에

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조망경관의 범위를 시야라 한다. 두 눈을 통해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는 경우에 각 눈은 60도의 범위를 갖고, 양쪽 눈은 120도 정도

의 범위를 갖는다. 또한 상하 방향으로 위쪽 방향은 70도, 아래쪽 방향은 80도 

정도로 총 150도 정도의 시야범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지범위를 기

준으로 할 때, 안면의 수직 중심축으로부터 상하좌우 60도 범위의 시원추체가 

판단이 가능한 인지범위인데, 다만, 머리나 목과 같은 신체의 일부를 움직이는 

경우에는 인간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 정지된 신(Scene)의 경관이나, 걸

으면서 시퀀스(Sequence) 경관을 체험하는 경우에는 응시하는 방향은 자동으

로 결정되기 때문에, 시야가 정지된 것이 경관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었다. 

시점과 대상의 상하관계에서는 앙각과 부각을 각각 구분하는데, 여기서 앙

각은 대상을 올려다보는 것이고, 부각은 앙각의 방향과 반대로 대상을 내려다 

보는 것이다. 조명 경관 분석을 위해서 앙각과 부각은 모두 중요한 판단 기준

으로 사용된다. 조망경관의 위요감을 나타내는 지표인 앙각은, 18도 정도일 때 

최소의 위요감을 갖고 45도일 때 최대의 위요감을 가지며, 14도인 경우에 위

요감은 없어진다. 또한, 조망경관의 인상을 좌우하는 부각은 10도 미만일 때이

며, 대상 자체의 실제 크기와 시거리에 의해 결정된 조망 대상의 크기 또한 

대상의 경관적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화각(Angle of view, Field of view, FOV)은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했을 때, 

하나의 화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수평 및 수직 시야각의 범위를 의미한다.  

카메라의 경우에 카메라의 센서 크기를 고려한 렌즈의 초점거리(focal length)

에 의해 화각이 결정된다. 화각과 초점 거리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

로, 망원 렌즈를 예로 살펴보면, 망원 렌즈는 일반적인 렌즈 보다 긴 초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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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가지기 때문에 좁은 화각을 포함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망경관평가를 위해서 사람의 눈과 비슷한 표준 렌즈와 표준 렌

즈보다 초점 거리가 짧아 더 넓은 화각을 볼 수 있는 광각 렌즈, 그리고 긴 

초점 거리로 인해 좁은 화각을 볼 수 있는 망원 렌즈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박병규, 2013). 

❚ 경관시점과 대상과의 거리에 따른 분류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대상의 규모와 시거리이며, 이는 

곧 경관 대상이 보이는 크기를 결정한다. 경관대상의 시거리와 대상 크기는 

경관 분석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 중 하나이다. 경관과의 거리와 

시점의 관계에서는 거리에 따라서 도시적, 건축적 스케일의 접근으로 구분가

능하다 (이광영, 경학봉, 2019). 도시적 스케일의 경관을 경관시점과 대상과의 

거리에 따른 분류 내용을 표1로 나타냈다.

구분 거리 특징

근경 ~0.4km

Ÿ 수목의 특징을 파악 가능한 영역

Ÿ 인간의 경우 얼굴인식, 활동식별이 가능한 영역

Ÿ 건축물의 경우 건물과 건축적 인상을 구분할 수 있는 영역

중경 0.4~1.0km

Ÿ 수목군 형태로 인식이 가능한 영역(능선과 같은 지형 형태

로 인식)

Ÿ 인간의 경우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

Ÿ 건축물의 경우 건축군과 도시경관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범위 영역

원경 1.5km~

Ÿ 개별 수목 및 수목군 형태의 식별 불가

Ÿ 인간의 경우 군집 형태로 인지

Ÿ 도시경관 차원에서 인식, 스카이라인이 더 중요시되는 영역

[표 1] 경관시점과 대상과의 거리에 따른 분류

출처: 도시적 관점의 경관계획 및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이광영, 경학봉(201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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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시점과 대상과의 범위에 따른 분류

 경관의 영향권 기준에 따른 구분은 지구적 경관, 도시적 경관, 광역적 경

관이며, 특징은 다음의 표2와 같다.

경관유형 특징

지구적 

경관

Ÿ 범위가 좁은 근린지역에서의 경관 영역

Ÿ 주요 경관 요소: 건축물, 가로기구 등 점적 속성을 지닌 요소

Ÿ 관찰자 시점이 주로 옥상 및 보행로 시점

도시적 

경관

Ÿ 근린지역 경관범위를 넘는 경관영역

Ÿ 주요 경관 요소: 지형, 능선, 하천 등의 자연적 경관, 도로, 도시기반시설, 

대규모 건물 등의 인공적 경관

Ÿ 스카이라인의 형성

Ÿ 도시의 주요 결절점 및 자동차도로가 관찰자 시점

광역적 

경관

Ÿ 개별 수목 및 수목군 형태의 식별 불가

Ÿ 인간의 경우 군집 형태로 인지

Ÿ 도시경관 차원에서 인식, 스카이라인이 더 중요시되는 영역

[표 2] 경관시점과 대상과의 범위에 따른 분류

출처: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연구Ⅰ,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3). 재구성

3. 경관 관련 법·제도적 고찰

「경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존의 도시경관 정책은 기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건축법」,「옥외광고물 관리법」, 

「문화재보호법」등의 법률로 관리되었다. 이렇듯 자치단체별로 여러 종류의 

법이 나누어져 도입되어 관리하는 상황이 되자, 이를 체계화시킬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이에 2007년 11월부터 경관관리의 기본법으로 「경관법」이 시행되

고 2014년 전면개정되었다.

「경관법」은 경관계획이 법정계획으로 자리매김한 것과 단순 규제보다는 

경관의 형성과 보전에 중점을 둔 것, 경관사업의 시행근거 마련과 같은 다음

의 의의를 갖는다. 먼저 근거 없이 수립되거나 혹은 기존 자치단체별 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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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수립된 비법정계획들이 「경관법」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는 법정계획으

로 격상된 점이 핵심이다. 경관계획에는 기존 도시기본계획에서 소홀히 다루

어 왔던 부문인 경관형성 전망과 대책, 경관관리와 관련된 행정체계 및 실천

방안, 기본 경관계획 및 목표 등이 포함되었다. 그 외에도 「경관법」은 기존

의 도시계획체제와 이원적 구조를 형성하여 추가적인 규제가 가해질 경우 혼

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규제보다는 적절한 경관 형성을 위한 활동

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홍성인, 2020).

이로 인해 「경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횡적인 

관계를 갖는 법률로, 종합적인 규제와 관리 체계로 작동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계획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경관계획을 통해 도시경관을 다룬다.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광역적 

규모의 큰 그림을 그리는 정책계획의 성격을 띠며,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경관

지구를 지정하거나 지구내 행위제한 등의 내용을 담는다. 반면 「경관법」이 

경관과 관련하여 보전, 형성, 관리를 중심으로 수립되며 경관설계지침 및 디자

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는다.

즉, 「경관법」은 경관을 활용하거나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법률적으로 규

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 계획과의 연계가 중요한 경관계획은 실

제로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되기 어렵다. 도시계획 및 관련 법제와 경관계획의 

연계방안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현행 법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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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거지 개발규제 고찰

1. 서울시 주택 관련 법제 

우리나라의 경우 필지 단위의 주거용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지구제 

및 「건축법」을 따른다. 그러나 도심을 중심으로 주거지 개발이 점차 대규모 

단지화 되어, 이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추가 

적용하고 있다. 기성시가지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를 

따른다. 다시 말해 주거지 개발 규제는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단지 내 주택, 주차장, 도로 등의 계획 

및 설계 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해 기성시

가지의 재개발과 재건축 기준을 적용한다.

결국, 서울의 도시경관 변화 양상은 자생적이기보다는 주택공급 논리와 같

은 주거지 개발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도시계획 및 사업이 정책이라는 매

개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정책은 관련 법령과 제도 아래 실현 중이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지개발을 공간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을 ‘공

간정책적 패러다임’, 도시개발을 주택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을 

‘주택정책적 패러다임’으로 바라볼 때, 최막중(1995)은 서울의 도시 및 주거

지개발은 ‘공간정책적 패러다임이 아니라 주택정책적 패러다임’에 의해 진

행된다고 지적한다. 2000년대 들어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여러 계획에 의해 

주거지 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지나, 서울은 여전히 주택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

추고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개발 패러다임을 이끄는 것은 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 22 -

둘러싼 시장 참여자인 여러 이해집단 간의 갈등 및 압력이다. 이해집단은 크

게 조합원, 공공, 민간 세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원들은 정비사업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지역 및 주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한편, 분담금과 같은 비용을 최

소화하고자 한다.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동시에 자기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업 이후 본인의 자산가치 향상을 꾀한다.

국가로 대표되는 공공 또한 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 못지않은 이익을 얻는

다. 공공은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재정을 투입하거나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부

담을 지우고 있으며, 국공유지를 팔아 금전적 수익을 가진다. 그와 동시에 조

합원, 민간에 규제 및 이익환수 등의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

어 공공영역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더 많은 공공기여를 원한다.

건설사와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자사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자금력 및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공공, 조합원과 빈번한 충돌을 

일으키곤 한다. 건설사는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주로 부

담하지 않아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렇듯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숱한 갈등과 사업성, 개발 위주의 

압력을 공공영역에서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영

역은 해당 공간의 적절한 미래상을 그려 규제, 유도함과 동시에 갈등과 압력

의 조정이라는 큰 책임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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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거지 개발사업 이해관계자들 간 차이

2. 주거지 개발규제에 따른 경관요소 규제

경관요소의 관점에서 주거지 개발규제를 보면 건물, 도로, 오픈스페이스, 

필지 관련 규제로 구분이 가능하다. 경관요소별 규제는 요소별 성격을 고려하

여 형태, 규모, 다른 경관요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국내의 경관요소 규제, 그 중 주거지 경관요소들은 단일 

법제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표3과 같이 다양한 주택관련법제로 규제 

중이다. 이는 규제방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방재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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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법제 특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Ÿ 용도지역지구제 기반

Ÿ 지역, 지구에 대한 집단규정

Ÿ 토지이용 강도 규정(건폐율, 용적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Ÿ 주거지 정비사업별 규제

Ÿ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의 중간적 성격

주택법
Ÿ 주택과 주택단지 관점에서 규제(주택규모 등)

Ÿ 단지 내 경관요소 규제(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건축법
Ÿ 필지별 건축물 규제

Ÿ 경관요소별 관계에 기반하여 규제(인접대지)

경관법

Ÿ 건물 최고 층수 권장(한강 변 수변 인접부)

Ÿ 경관심의를 통한 경관요소 관리

Ÿ 기타 유도적 수법을 통한 경관 관리

기타 요소 규제
Ÿ 주차장(주차장 조례)

Ÿ 오픈스페이스(공원, 녹지)

[표 3] 주택관련법제별 경관요소 규제, 관리방식

출처: 서울시 주거지 경관변화에 미친 개발관련 법제의 영향, 방재성(2011). 재구성

여러 주택관련법제에서 각자 경관요소를 규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

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필지의 규모에 따라 토지

의 밀도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이 도시계획에서 규

정한 대지의 용도지역 규정을 가지고 지역, 지구, 혹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을 통해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대표적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과 같이 주거지 정비사업별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주택법」은 주택과 주택단지 관점에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단지내 경관

요소 규제를 「주택건설기준에 의한 규정」에 근거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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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개별 건축물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필지의 용도지역지구에 

기반하여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규제하고 대지 자체 기준에 기반하여 

건물을 규제하거나 인접 대지 및 도로와의 관계하에서 규제하는 방식이다. 일

조권사선제한 등이 인접대지와 같은 경관요소별 관계에 기반한 규제이다. 

「경관법」은 ‘한강 변 관리 기본계획’ 및 ‘서울시 경관계획’ 등을 통

해 계획 내용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경관요소를 관리한다. 그러나 그간의 경관

심의나 건축심의에서 몇몇 내용은 사실상의 규제로 작용해왔다. 일례로, 한강 

변 첫 번째 동은 일괄적으로 15층으로 제한됐다.

그 외 주차장 조례 및 도시 규모에서 공원녹지 등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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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유형 관리내용 법적 근거 적용 주택 유형

건물

높이 

및 

층수

용적률
용적률, 최고높이

완화 및 규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범용적 규제

층수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아파트

일조 높이 

규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결정
건축법

범용적 규제

인동거리 

규제
아파트

경관심의

(수변 인접부 

층수 제한)

최고 층수 설정

도시 스카이라인 방향 

제시 및 유도

경관법 아파트

주택

규모

건폐율 건페율 완화 및 규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범용적 규제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주택규모 및 건설 비율 

설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아파트

연면적 및 

세대수 규제
연면적 및 세대수 규제 주택법 아파트

건물

배치

건축선 건축선의 세분 및 후퇴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범용적 규제

심의에 의한 

규제

(유도적 심의)

단지조성 및 배치계획

서울시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

아파트

[표 4] 건축물 높이, 규모, 배치 관리의 제도적 현황

경관요소 중 건축물, 아파트에 관한 규제 내용은 표4와 같이 건축물 높이 

및 층수 규제와 주택규모 규제, 배치규제로 나눌 수 있으며 적용되는 주택유

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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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경관법」에 의한 ‘서울시 경관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한강 변 중점경

관관리구역을 선정하였다. 이는 대안부에서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는 수변 

중경, 원경 관리를 위해서 수변연접지역 특성, 도시경관 배후 주요산 조망, 수

변 접근로 및 조망경관을 포함한 8대 관리원칙을 도출했다. 이 중 이촌지구는 

네 가지 원칙에 해당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변과 조화를 이루

는 건축물 경관 유도. 두 번째, 수변 주거지역의 변화감있는 경관 확보. 세 번

째, 대안부에서 조망되는 주요산 조망경관 확보. 네 번째, 한강 변 접근가로변 

열린시야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이다. 위의 가이드라인은 한강 변 주거단지 

조성시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주요 조망경관을 최대한 유지, 확보하거나 수변

경관의 열린 시야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그림6의 경우,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조망점에서 배후산 조망 시 남

산과 같은 주요산의 조망 확보를 우선 고려한다. 한남지구와 같이 배후산 조

망이 현재 양호하게 보존되어있는 경우, 배후산의 7부능선을 고려한 높이계획

을 유도하기 위한 예시이다.

[그림 6] 도시경관 배후 주요한 조망확보를 고려한 높이 및 형태계획 예시

출처: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그림7의 경우, 수변지역의 변화감을 이끌어내며, 한강으로의 열린시야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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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예이다. 주거단지 계획 시 한강으로 열린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경축변으로 중, 저층 구간을 설정하여 점차 낮아지도록 높

이계획을 유도한다. 

[그림 7] 통경축변으로 점차 낮아지는 높이계획 예시도

출처: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제3절 도시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 방법

1. 시각 시뮬레이션의 원칙

 시각 시뮬레이션은 제안된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가상의 공간에 해

당 개발계획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보다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어, 제안된 개발계획으로 인해 변화되는 경관

을 개발계획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까지도 알아차리기 쉽다는 장점

이 있어,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각 시뮬레이션이 제안된 개발계획을 실제로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Sheppard는 아래와 같은 시뮬레이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 표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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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은 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낌을 통해, 비록 간접적이지

만 직접적인 것과 유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야한다. 제대로된 경험을 가능하

게 하기 위해서는 비록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이해가 어렵더라도 한정된 시점

을 갖는 조감도가 아닌, 시각적으로 적절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조

감도가 필요하다.

❚ 정확성

 높은 정확도의 시뮬레이션은 다수의 사람들이 제안된 개발계획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왜곡이나 임의의 변형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므로, 개발계획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밀함을 기하였는지를 설명하면,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 명확성

 명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제안된 개발계획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야하며, 이로 인해 제안된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 유희성

 다수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라면, 다수의 사람

들이 제안된 개발계획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게 된

다.

❚ 예방적

 타당성과 객관성을 가진 방법들을 이용해 시뮬레이션 하여, 제안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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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문제점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개발계획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2. 경관 시뮬레이션 기법

 제안된 개발계획이 적용된 경관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시각 시뮬레이션 방법이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경관 시각 시뮬레이션 기

법이 사용된다. (노현진, 2002)

❚ 사진 조작

 사진 조작 방법은 추후 개발계획이 적용될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또는 슬

라이드에 그래픽 또는 몽타주 기법을 적용해서 변화를 가하는 기법이다. 이러

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현장의 현재 사진을 기반으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현장

의 재현성을 높여 실제 상황이 반영되고, 또한 조작이 쉬워 여러 대안을 비교 

분석하기에 수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투시도 기법

 제안된 개발계획에 의해서 기존 경관의 상당 부분이 바뀔 때나, 건축물이 

주가 되도록 할 때는 주로 투시도를 사용한다. 다만, 투시도는 시점이 한정되

어 여러 방향에서의 투시도가 필요하여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

으며, 일부 계획이 수정되더라도 전체 투시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 모형 제작

 모형 제작 방법은 제안된 개발 계획이 적용될 대상 지역의 실제 크기를 



- 31 -

일정 비율로 축소하여, 모형을 제작하여 이를 평가하거나, 사진이나 슬라이드

를 만들어 평가하는 방법이다. 만약 일부 계획이 수정되더라도 일부 모형만을 

다시 제작하거나 모형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 세계를 

제대로 담기 위해서는 모형 제작의 비용과 시간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은 가상공간에서 가상의 모형을 제작

하는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사진 조작, 투시도 기법, 모형 제작에서 얻은 효

과를 낮은 비용 및 적은 시간으로 간편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만, 이 기법은 나무, 돌, 물 등과 같은 자연 경관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에는 

일부 한계가 있어, 외부 공간을 포함한 평가에 있어서는 일부 단점을 지닌다.

❚ 애니메이션 기법

 애니메이션 기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은 미래의 상황을 시간 또는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묘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미래의 어떤 공간에서 시간

의 흐름에 따라 경관이 다양하게 변화하며 표현될 수 있어, 단편적인 평가가 

아닌 다양한 상황 변화에 따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 파노라마 기법

 파노라마 기법은 고정된 위치(카메라의 위치)에서 원통형으로 촬영된 이

미지를 통해, 제안된 개발계획이 적용된 경관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

용자가 서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전환

해 주변 환경을 둘러볼 수 있고, 실제 촬영된 영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상현실과의 현실세계와의 간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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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360도 카메라의 보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도 스티칭 기법을 이용해 360도 영상으로 재구성될 수 있어 파노라마 기법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법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법은 높은 몰입감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경관요소를 체험할 수 있다. 언리얼 엔진과 같은 실시간 

렌더링 기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을 실시간으로 얻는 방법이다. 이는 사

용자의 행동과 사용자의 시점에 의해 보이는 객체의 참조 포인트가 동기화되

어 가상 쇼룸이나 가상 모델하우스 등에 이용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 및 

시점으로 즉시 관찰이 가능하다. 다만, 고품질의 실시간 시뮬레이터는 전문성

이 필요하며, 가상 현실 체험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단점이 있다.



- 33 -

구분 내용

사진조작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에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사용해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경관평가

투시도 기법
보통 사람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작성, 좌우의 범위는 사람의 

양안 수평 시계인 120도 보다 좁게 작성하여 평가

모형 제작 계획 중인 경관을 축소하여 모형으로 제작해 평가

컴퓨터 그래픽 기법
컴퓨터와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가상의 공간에 경관을 

제작하여 평가

애니메이션 기법
연속적인 여러 장면을 짧은 순간에 투영, 사람들에게 연속적인 

경관으로 느껴지게 만들어 평가

파노라마 기법
한 곳에 고정된 시점에서 사방을 돌아가며 촬영한 이미지를 원

통형으로 투영하는 방식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법
가상현실이 적용, 사용자의 행동과 시점에 의해 보이는 경관이 

동기화되어 원하는 방향 및 시점으로 즉시 관찰 가능

[표 5] 경관 시뮬레이션 기법

3. 다중 시곡면 분석 

도시의 경관관리를 위해서 건축물 높이규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건축물

의 높이규제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규제방법으로는 앙각규제와 층수규제가 있

다. 앙각규제에서 앙각이란 '올려다본 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점에서 대상에 

대한 시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방법으로, 주로 문화재 주변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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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의 높이규제는 강해지고, 문화재에서 멀어질수록 높이규제가 완화되는 방

식을 사용하며,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점과 기준높이가 달라지는 특징

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규제방법은 조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역간의 규제가 공평하지 않으며, 지형의 흐름을 살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

다. 층수규제는 지표면에서부터 건축될 수 있는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것으

로, 앙각규제와 반대로 지형의 흐름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관장

애 지역에 고층건물이 입지할 수 있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렇듯 두 방법들은 장단점이 혼재되어있어, 두 방법의 장점을 결합한 시

곡면분석이 산림 스카이라인 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규제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시곡면분석에서 시곡면이란 시곡선이 모여 일종의 면 형태를 이루는 것

을 의미하고, 여기서 시곡선이란 조망하는 사람의 눈높이와 조망대상을 연결

하는 직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망하는 사람이 조망대상을 바라보았을 때 가

상의 직선을 의미한다. 즉, 시곡면분석은 시곡선의 조합으로 구성된 시곡면과 

지형과의 높이 차이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조망하는 사람의 눈

높이에서 산 정상을 바라보았을 때, 산의 높이의 2/3가 되는 지점을 연결한 선

을 시곡선으로 가정한다면 그 선과 지형과의 높이차가 시곡면분석 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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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형단면으로 설명한 시곡면 분석

또한, 건축물의 높이가 조망대상의 기준높이인 배후산의 7부능선 높이의 

125%를 초과하면 배경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으로 보며, 

75~125% 범위 안에서는 배경의 스카이라인이 부분적으로 가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스카이라인에 근접하므로 경관심의를 통해 허용 정도를 심사할 수 

있다. 75% 이하인 경우, 허용 가능하다(임승빈, 신지훈(1995)). 즉, 조망대상 지

역과 조망점의 표고차를 기준으로 삼아 조망하는 사람이 대상을 바라보는 경

우 두 지역의 표고차 보다 1.25배 높은 높이의 건물은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단절시킨다. 반면 표고차의 75%에 해당되는 건물은 조망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조망을 고려하는 상대적 기준은 배후 조망대상의 7부 능선이 

된다(서울특별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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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대상의 표고에 따른 조망 범위 출처: 김성운(2007) 그림 인용

다만, 위에서의 시곡면분석은 가상으로 선정하는 1개의 조망점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고, 조망점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가 큰 영향을 받으며, 

분석시에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점에 해당하는 경관통제점을 특정하지 않고, 조망 대상의 지점을 다수

점으로 선정하여 시곡면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도면으로 

표현하는 다중 시곡면분석을 통해 기존 시곡면분석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즉, 

다중 시곡면분석은 임의의 조망점에서 시곡면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조합한 것

으로 일반성을 띠고 있다. 또한 GIS를 활용해서 분석의 자동화가 가능하여, 업

무 효율성 및 정밀도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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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곡면분석 다중 시곡면분석

분석 측면

- 단일 조망점

- 조망점 선정에 있어 분석자의 

주관성을 배재하기 어려움

- 주요 조망점에 따라 건축물 높이 

값이 달라짐

- 분석결과의 도면화가 어려움

- 다중 조망점

- 조망점 선정에 있어 

다중가시권분석을 실시해 

객관성을 확보

-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시곡면 

분석을 하고 각각의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도면으로 표현

효율성 측면

- 지형단면작도에 의한 수작업 

방식으로 이루어짐

- 분석의 정밀도가 낮음

- 분석시간이 오래 걸림

- GIS를 활용하여 분석의 

자동화가 가능함 

- 자동화로 업무의 효율성 및 

정밀도 향상에 기여

[표 6] 시곡면분석과 다중시곡면 분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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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면차폐도

입면차폐도는 인간의 시야에서 구조물이나 자연요소가 주요 경관의 조망을 

차폐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을 위해 입면차폐

도를 제한하는 것은, 각 동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주변 경관에 대한 

시야가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내 동별 

입면적의 합계를 단지의 최장 길이로 나누어 산출한다. 즉, 입면 차폐도는 그
림10과 같이 건축물 입면적의 합계를 단지의 최장 길이로 나눈 값으로 선
적 규제가 아닌 면적인 규제를 통한 층수의 제한을 의미한다.

[그림 10] 입면차폐도의 개념 출처: 김유준(2016) 그림 인용

건축물 앙각에 대한 대표 이론으로는 표7과 같이 앙각과 휴먼 스케일 관계

를 설명한 Martens 이론이 있다. 해당 이론에서는, 건축물의 앙각이 27도

(D/H=2, D: 관찰자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H: 건축물의 높이) 이하인 경우

에 관찰자의 시야 범위인 30도 내에 건축물이 위치하여 건축물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므로 쉽고 명확하게 건축물을 인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건

축물의 앙각이 27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를 한 번에 볼 수가 없

고, 건축물 전체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관찰자가 고개를 돌려야만 하여, 불편함

을 느끼게 됨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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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각 D/H 대상 건축물의 지각

14 4

특별한 요소를 지니지 않는 한 건축물은 전체 경관의 한 요소로만 

인식

건물이 원경 가장자리 부분으로 인식되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음

18 3

대상 건물에 기념적 성격이 부여되는 최소 각도

원경에 주의를 갖기 시작하며, 대상 건물뿐만 아니라 배경이 되는 

하늘과 주변 건물들을 함께 볼 수 있음

27 2
대상 건물의 세부적인 것과 전체를 동시에 보게됨

건물 전체를 명확하고 쉽게 지각할 수 있는 최대 각도

45 1 건물 전체를 볼 수 없고, 건물면 보다는 세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됨

[표 7] 앙각과 D/H비 변화에 따른 Martens 이론

제4절 선행연구 분석

도시의 경관관리를 위해 산지경관과 건축물 간의 시각적 영향에 관련된 연

구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정성적인 경관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정량적인 경관

분석을 적용 및 개발하는 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분류 기준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되거나 일부는 병합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이 높이규제를 기준으로 기존 선행 연

구를 정리했다. 첫째, 산림 스카이라인의 분석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방안. 둘

째, 건축물 높이규제 분석방법. 셋째, 경관 시뮬레이션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한 

건축물 높이관리 방법. 넷째, 조망시점별 경관지표 분석 방법까지 총 네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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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제목 연구 방법 연구의 내용 연구의 한계

도시

경관

개선

방안

경기

개발 

연구원 

(1998)

도시경관 

개선방안 연구

경관분석을 통한 

산림스카이라인

를 분석

도시경관의 문제점을 

산림 스카이라인을 

중심으로 분석, 

도시경관 개선방안을 

제시

다양한 

적용방법이 

검토되지 않아 

합리성 다소 

미흡함

건축물

높이

규제

최창규 

외

(1994)

도시경관장애 

유발지역과 그 

영향지역의 

예측에 관한 

연구

CAD 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도시경관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적과 높이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CAD 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단일 조망점 

분석만 가능, 

주변 건출물에 

의해 시곡면이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는 

분석이 불가능

정정섭 

외

(2002)

도시 

산림스카이라인 

조망을 위한 

고도 제한에 

관한 연구 

절대높이규제법

과 시곡면분석을 

통한 규제방법 

적용

도시경관의 녹시율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고도 

규제방법 제시

실제 

적용하기에는 

미흡함

김성운 

외 

(2008)

높이규제를 

위한 

시곡면분석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GIS분석을 통한 

건축물 높이 

분석

이론적 고찰을 통한 

높이제한 범위를 

추출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차등 

화된 건축높이를 

제한함

조망점 선정에 

있어 

차등적이고, 

명확한 

건축규제가 

필요함

박영규

(2009)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 

친환경적 

건축물 높이 

예측 프로그램 

개발

GIS를 활용한 

건축물 높이 

분석

산림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분석

수고높이를 

고려한 건축물 

분석이 필요함

이상복

(2010)

GIS 기반 

도시경관분석 

도구 개발 및 

활용연구

GIS분석을 통한 

건축물 높이 

분석

건축물 높이제한을 

산림스카이라인을 

통해 제한함

주변의 경관과 

유기적인 

연계방안 

미흡함

[표 8] 산림경관과 건축물 간의 연구경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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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제목 연구 방법 연구의 내용 연구의 한계

건축물

높이

규제

한성근

(2011)

부산시 

산지경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높이 

규제 방법에 

관한 연구

GIS를 활용한 

다중시곡면 

분석과 건축물 

높이 분석

건축물 높이에 

영향을 미치는 

용적률을 

비교․분석하고 

산림스카이라인을 

통해 제한함

주변 건축물에 

의해 시곡면이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는 

분석이 

불가능함

건축물

높이

관리

김범수 

외

(1995)

Simulation 

Model 을 

이용한 

자연경관과 

건축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경관시뮬레이션

을 활용한 

건축물과의 

조화성을 비교 

분석

자연경관과 

건축물과의 조화성을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구체적 방안 

제시의 미흡

이동현 

외

(2007)

경관시뮬레이션

을 통한 건축물 

높이관리에 

관한 연구

GIS를 활용한 

대상지역에 적용 

후 결론 도출

경관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평균높이제도를 

도입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

다양한 

적용방법이 

검토되지 않아 

합리성 다소 

미흡함

경관

지표

분석

조동범

(2008)

도시 배후 산 

지형 

스카이라인 

경관의 조망 

특성과 경관 

대표성 평가

조망경관의 평가 

요인과 정량적 

지표와의 관련성 

비교 분석

광주시의 대표 

경관인 무등산 

스카이라인을 

조망대상으로 32개 

시점별 경관지표를 

분석

실제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의 

미흡함

[표 9] 산림경관과 건축물 간의 연구경향 분석

위의 표8, 9를 통해 기존에 진행된 선행연구는 산지경관과 건축물 간의 시

각적 영향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하고, 분석 결과의 객관성과 정확

성을 향상하기 위해 수정 및 보완했다. 하지만 실재하는 도시공간의 깊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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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지 않아 연속적 경관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즉, 기존의 지형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은 주변 건축물에 대한 스카

이라인의 단절과 조망의 차폐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는 경관이 법적 규제로 인하여 도시적 스

케일의 조망, 연속적인 녹지 흐름 변화와 접목되었을 때 나타나는 차이와 경

관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종합적 분석을 하도록 한다.

연구제목 연구 내용 및 특징

최봉문 외(1992)

CAD를 활용한 도시경관 

시뮬레이션과 건축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경관 시뮬레이션 체계의 고안 및

건축물 형태 규제를 위한 방법론 제시

연속적 경관

규제에 의한 

공간변화

김자은 외(2013)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연속적 

경관분석과 건축물 높이 규제 

방안

조화로운 도시 산지경관을 위한 

건축물 높이별 개발 시나리오 설정 및 

연속적 경관 분석

건축물 높이

이동현 외(2007)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건축물 

높이관리에 관한 연구

구릉지 및 평지를 대상으로 

고층개발에 따른 영향 분석
건축물 높이

김석태(2009)

경관평가를 위한 입체적 

공간차폐 시뮬레이션 및 정량화 

기술

차폐요소인 아파트 주동 배치 대안 

설정 후 그에 따른 천공개방, 

경관가시지수 비교

주동 배치

김석태(2012)

합적 경관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3차원 공간차폐 시뮬레이션 

및 미디어화 분석기술

차폐요소인 아파트의 높이 규제를 

각각 다르게 설정해 높이의 차이별 

가시율 변화 파악

건축물 높이

이재용(2018)

3차원 시각노출도를 이용한 전주 

풍남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경관관리 효과 분석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규제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

시각노출도

스카이라인 

변화 검토

[표 10] 공간변화 시나리오를 연구의 틀로 사용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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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변화 시나리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주로 건축물 높이에 차

이를 둔 시나리오와 일부 배치에 관한 대안을 설정 후 경관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몇 동의 건축물만 조건을 다르게 해 분석하여, 아파트지구 

단위의 대단위 공간 분석은 요원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지구 단위의 대단위 공간에서 도시환경 정비, 경관법

과 같은 법적 규제 및 관리 이슈에 따른 공간변화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그 

후 나타나는 공간의 변화와 그에 따라 바뀌는 지역, 광역적 스케일의 경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영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5절 연구의 차별성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를 소결할 때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 및 연구의 기여

는 다음과 같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경관 변화에 관한 연구는 연구의 

범위가 한정적이며, 규모 있는 공간의 변화와 그에 따른 도시경관의 변화를 

경관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미비하

다. 이는 특히 용도지역, 경관법과 같은 여러 법·제도적 이슈를 고려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설정한 것이다. 대안별 차이가 가져올 도시 공

간의 변형과 그와 동시에 경관을 이루고 있는 요소의 변화를 정리한다. 또한, 

개발 완료 시점에서 경관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 아닌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개

발 계획, 법적, 제도적 이슈 등의 검토를 통해 서빙고아파트지구 공간과 경관

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며, 적절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까지가 이번 연

구의 차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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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관 시뮬레이션 제작

제1절 연구 대상지 선정  

1. 대상지 개요

본 연구의 대상지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주변 지역 중 용산구 이촌동 및 서

빙고동 일대의 서빙고아파트지구이다. 한강대교, 반포대교, 서빙고로를 경계로 

하는 한강 변 지역이며, 북악산에서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남북녹지축

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11] 서빙고아파트지구

2. 대상지 현황 및 분석

❚ 토지이용

서빙고아파트지구는 816,003.5m에 달하는 면적의 고밀아파트지역으로, 제

1종일반주거지역 10.6% 제2종일반주거지역 5.3% 제3종일반주거지역 84.0%, 자

연녹지지역이 0.1%로 구성되어 있다. 아파트지구의 특성상 공동주택이 전체의 

52.1%, 대상지 중심을 가로지르는 이촌로를 중심으로 근린생활시설(10.5%)이 

입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학교시설, 공원·녹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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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m ) 비율(%)

계 816,003.5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86,618.0 10.6

제2종일반주거지역 43,505.8 5.3

제3종일반주거지역 685,027.7 84.0

자연녹지지역 852.0 0.1

[표 11] 대상지 용도지역 현황

❚ 건축물 

서빙고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말에 조성되어 재건축시기가 도래, 일부 재

건축이 완료된 상태이다. 대부분 점적 위주 개발로 이루어져 주변과의 단절이 

진행됐고, 추후 재건축사업 추진 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대상지 내의 8

개 단지는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고, 5개 단지는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다. 일

부 주택용지는 법정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있어 정비사업이 어

려운 실정이다. 특히 점보아파트(469.24%), 로얄맨션(443.8%)의 경우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나, 사업성 부재로 인해 대안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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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리모델링, 재건축 예정 단지

[그림 13] 대상지 내 노후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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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단지명
대지면적

(m )
동

수

총세

대수
건폐율 용적률

사용

승인

년도

최고

층수

추진

현황

리모델링

장미맨션 5053.2 1 66 15.6 279.0 1976 17 -

이촌우성 7215.4 2 243 23.2 322.0 1995 20 -

한강대우 20372.6 10 834 26.0 355.0 2000 24 -

한가람 56916.45 19 2036 23.9 358.2 1998 22 -

코오롱 24,874.2 10 834 20.5 317.2 1999 22 -

강촌 30,933.2 9 1001 23.3 339.36 1998 22 -

이촌현대 37,638 8 653 19.5 230.96 1975 15 -

재건축

한강맨션 82,928 24 660 19.5 101.0 1971

사업

시행

인가

삼익 17,191 2 252 16.3 196.0 1979 12

사업

시행

인가

왕궁 17,621 5 250 28.0 148.0 1974 5

조합

설립

인가

반도 18647.5 2 192 16.7 213.0 1977 12
추진위 

미구성

신동아 82,381 16 1326 14.0 196.0 1983 13

조합

설립

인가

[표 12] 서빙고지구 주요 노후 아파트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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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

서빙고아파트지구는 과거 급속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돼 도시경관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수변을 따라 건설된 판상형 고층 아파트단지로 인해 수변으로의 

조망차폐가 이루어지거나, 대안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배후 주요산을 차폐함

에 따라서 자연·수변경관의 훼손이 발생하고, 조화롭지 않은 돌출 개발 및 

획일적인 입면의 아파트 일변도로 경관의 단조로움이 문제시되고 있다.

[그림 14] 돌출 개발로 인한 경관 부조화(레미안 첼리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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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의 틀

[그림 15] 분석의 틀

1. 시나리오 설정의 틀

[그림 16] 공동주택 배치를 위한 토지 합필 및 단지 번호 설정

시뮬레이션을 위한 몇 가지 시나리오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의 간선도로 체계를 유지한 상태로 재건축사업에 의해 공동주택으로 개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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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가정을 했다. 위와 같은 조건 아래 블록별 필지 합필 및 현행 용적

률·건폐율의 한계 및 인동간격 계수 0.5 내에서 공동주택 배치를 하였다. 둘

째, 용적률·층수 인센티브 등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물의 배치 및 층수는 많

은 경우의 수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부 시나리오를 제외한 시나리오는 15층, 35층, 50층으로 일률적 개

발이 된다고 가정했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따라 이촌역에 할당된 4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세부 시나리오를 추가 작성하였다. 첫 번째 세부 시나리오(S2-2, S3-2)는 배후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건폐율·용적률·한계 층수 조건 아래, 동 높이

가 배후산 조망을 위해 열어주는 형태의 변화를 주는 것이다. 두 번째 세부 

시나리오(S2-3, S3-3)는 통경축변 건축물에 저층부 높이계획을 통해 한강 변으

로부터 열린 시야 확보가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이때, 저층부 높이는 

공덕 파크자이 스트리트몰을 참고하여 6m 이격 및 2층으로 설정하였다.

 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단지 광역·지구통경축변 건

축선 후퇴기준을 적용하였다. 광역통경축변은 10m, 지구통경축의 경우 5m 이

상 건축선을 후퇴하였고, 15층 이상의 건축물일시 3m 이상 추가 후퇴해 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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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번호

대지면적

(m )

시나리오2

(최고 35층)

시나리오3

(최고 50층)

동수 건폐율 용적률

수변

연접

여부

동수 건폐율 용적률

1 43,039 6 8.3 290.8 X 4 5.5 277.0 

2 33,811 5 8.8 296.1 X 3 5.3 264.4 

3 39,303 6 9.1 297.2 X 4 5.8 288.1 

4 33,649 5 8.9 297.6 X 3 5.8 292.2 

5 40,552 6 8.5 298.4 X 4 5.9 293.9 

6 41,807 6 8.6 299.4 X 4 5.7 285.1 

7 118,046 21 10.6 295.4 O 12 6.0 297.9 

8 18,698 3 9.6 286.9 O 2 5.7 286.9 

9 23,253 4 10.3 299.9 O 2 5.9 294.8 

10 25,160 4 9.5 298.5 X 2 5.9 296.1 

11 82,928 13 9.3 291.1 O 8 5.7 287.5 

12 31,427 5 9.5 298.7 O 3 5.7 284.5 

계 531,673 84 9.4 295.4 - 51 5.9 285.9 

[표 13] 시나리오별 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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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두 가지 주요 개발 축과 관련한 개발규제 강도별 시나리오 설정

도시경관 시뮬레이션을 위한 개발규제 강도별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앞

서 기술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배후경관 고려 여부와 규제 

지향점 별로 그림 17과 같이 세 가지 시나리오와 추가로 네가지 세부 시나리

오를 구축했다. 지속 가능 개발 시나리오(S1)는 전면적 리모델링 시행안으로 

건축물 형태의 변화는 없다. 현행 높이 규제 시나리오(S2)는 중간 강도의 개발

규제로, 기존 한강 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변 연접부는 15층, 그 외 35층

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강력한 개발 시나리오(S3)는 약한 규제 강도가 특징으

로, 2030 서울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최고 층수 50층 규제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는 우수디자인 건축 등의 상황을 가정하여 제

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허용 용적률인 300%를 사용하였다. 그중 현행 한강 

변 관리 기본계획을 따른 개발안인 두 번째 시나리오는 수변 연접부 15층, 이

외 35층 일괄 개발로 인해 평균 9% 정도의 건폐율을, 세 번째 시나리오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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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개발 허용 시나리오는 약 5%의 건폐율을 형성하고 있다.

구분 아크로 리버하임 서초그랑자이 래미안 리더스원

이미지

승인 2019 2021 2020

용적률 206.98% 299% 299%

최고 높이 28층 35층 35층

주동 형태 혼합형 혼합형 혼합형

[표 14] 시뮬레이션 제작을 위한 건축물 높이 및 주동형태 참고

2. 조망 위치 선정 

배후 산인 남산에 대해 다중 시곡면 분석과 같은 연속적인 경관분석을 하

기 위해서는 분석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베이스 구축 및 조망점, 조망축 

선정이 필수적이다. 연속해서 이동하는 조망점을 선정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도로 및 보도를 중심으로 설정한다. 특히 임승빈(1991)의 연구에서 제안하듯 

주요 조망점 선정기준에 따라서 이용빈도가 높은 교통 결절점이나 조망이 우

수한 곳을 고려한다. 이는 하나의 지점이 아닌 여러 조망점에서 경관변화 분

석을 하고, 고정된 위치가 아닌 연속해서 이동하는 조망점을 선정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또한, 보행자만이 아닌 다양한 상황 및 위치의 

분석을 위해 운전자 시점도 추가하였다. 다시 말해, 조망점은 서울시 경관계획

상 한강 조망이 우수한 조망점으로 선정된 효사정, 동작대교 남단, 서래섬 전

면을 선정하여 고정된 보행자 시점에서의 분석을, 올림픽대로를 따라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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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 조망점을 설정하여 이동 중인 운전자 시점에서의 분석을 수행하고, 대상

지 내 지구 통경축인 이촌로 및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자 시점의 이동 조망점을 

설정하였다.

[그림 18] 주요 조망점 및 통경축

명 칭 거리(m) 구 분 비고

효사정 1,800 원경 경관계획에 따른 한강 변 조망명소

동작대교 

남단(서측)
1,400 중경 2등급 남산 조망점

서래섬 

전면
1,400 중경 2등급 남산 조망점

[표 15] 조망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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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 다중시곡면 분석

다중시곡면 분석은 연속된 조망점에 의해 형성되는 여러 시곡면을 중첩하

여 경관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연속되게끔 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시하는 것

이다. 연속적 경관이 나타나도록 근경은 지구 통경축, 중·원경은 올림픽대로 

및 비슷한 거리의 우수 조망점을 선정하였다. 조망대상으로는 노후되어 재건

축 등이 임박한 아파트단지들을 필요에 따라 합필한 후, 12개의 공동주택 블

록으로 재편하였다. 보행자 시점으로 진행 시, 보행자 시야 높이인 1.6m를 더

하여 조망 고도를 설정했고, 운전자 시야의 경우, 시야 높이 1m를 반영했다.

 

❚ 조망차폐율 분석

대상지 외부의 우수 조망점에서 남산을 향해 바라본 후, 시나리오별로 변

화하는 경관과 그에 맞춰 차폐되는 남산의 차폐율을 산출한다.

❚ 입면차폐율, 대안부 가시율 분석

대상지 내부경관을 측정하기 위한 방식인 입면차폐율, 대안부 가시율 분석

은 각각의 지구통경축에서 50m 간격의 조망점을 통해서 연속적인 경관 측정

이 가능케 한다.



- 56 -

[그림 19] 통경축 내 조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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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관 시뮬레이션 제작

1. 경관 시뮬레이션 제작

본 연구에서는 그림20과 같이 경관 시뮬레이터 제작을 크게 6단계로 구분

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각 사이트로부터 서울시의 건축물, 위성사진, 등고 등

의 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상이한 좌표계로 이루어진 각 자료를 시뮬레이터의 

기준 좌표계로 일치시킨다. 셋째, 서울시 등고선 자료를 이용해 DEM을 생성

하고, 이를 Height Map으로 이용해 지형을 생성했다. 넷째, QGIS의 TMS for 

Korea 플러그인을 이용해 V-World 위성지도 자료를 수집하고 지형 텍스쳐로 

만들어 적용했다. 다섯째, 3D 모델 제작 단계에서 대상지 내부와 외부로 구분

하고, 대상지 내부의 경우 시나리오별 건축물을 CAD 프로그램상에서 구축했

다. 여섯째, 모델 통합 단계에서 CityEngine의 절차적 생성 프로그래밍 방식대

로 건축물을 생성하고 지형과 통합해 시나리오별로 적합한 건축물이 나타나도

록 하였다.

[그림 20] 시뮬레이션 구축의 흐름

❚ 데이터 구축

시뮬레이터 구축 시 사용되는 공간자료는 국토교통부 V-World의 위성사진, 

국토지리정보원의 건축물 CAD 자료, 서울시 등고선(1:5,000) 및 용산공원 개발 

후의 등고선 자료, 국토교통부에서 대상지 외곽 건축물 표현을 위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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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표16은 시뮬레이터 구축에 사용된 공간정보 데이터의 해상도, 형

식, 좌표계 정보이다.

항목 해상도 형식 자료 좌표계

위성사진 4313*3539(px) png

EPSG: 5181등고 1:5,000 shp

DEM 5*5(m) geotiff

건축물(대상지 외부) N/A shp
EPSG: 5174

건축물(대상지) N/A dwg

[표 16] 활용된 공간정보 데이터 목록

❚ 좌표계 변환

 본 연구에서는 기준 좌표계를 EPSG:5174로 지정해 공간정보 자료를 통합

했다. 통합해야 하는 공간데이터가 서로 다른 좌표계로 정의될 때, 같은 지역

이라도 서로 어긋나게 겹쳐진다. 따라서 동일한 좌표계로 투영하여 맞춰야 한

다. ArcGIS의 Project 기능을 이용해 기준 좌표를 EPSG: 5174로 통일했다. 그

림 21은 동일 좌표로 변환된 항목별 공간정보 자료이다.

[그림 21] 공간정보 자료, (a) 위성사진, (b) 등고 (c)DEM (d)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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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 생성

정밀한 지형을 위해 1:5,000 축척을 가진 등고선 자료를 ArcGIS의 Tin to 

Raster 기능을 통해 7406*6071의 고해상도 DEM(Digital Elevation Model)자료로 

변환한다. 이때 셀의 크기는 자료의 해상도에 맞춰 5m*5m로 설정하였다. 이

후 CityEngin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EM 자료를 3D 지형으로 만들었다.

[그림 22] DEM을 이용한 지형 생성

❚ 텍스쳐 매핑

QGIS의 플러그인 중 하나인 TMS for korea를 이용하여 네이버, 다음지도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도를 받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

교통부의 V-Wolrd로부터 가져온 서울시 위성사진을 동일 좌표로 설정 후 텍

스쳐로 입혀 사실적인 지형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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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생성된 지형에 위성사진 텍스쳐 적용

❚ 3D 모델 제작

도시경관 평가에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은 건축물 형상의 구

축작업이 까다롭고 자원을 많이 차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모든 건축물을 구

현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건축물 입면의 세부 표현을 생략하고 단순한 외

곽선 위주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모델링 단계에서 조망지점별 원경 조

망이 수월하게끔 대상지 반경 5km범위 안의 건축물을 추출했다. 이후 건축물 

자료에서 제공하는 높이 속성을 이용하고, 데이터가 없는 경우 층고를 3m로 

설정하거나 브이월드 건축물 정보를 참고하여 건물 높이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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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대상지 반경 5km 내 건축물 모습

대상지 내부의 경우, 더욱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의 

CAD 자료를 사용해 시나리오별 건축물을 구축하였다. 이후 ArcGIS와 호환되

는 dwg 포맷으로 바꾸어 불러온 뒤, 최종적으로 shp 형식으로 변환하였다. 이

후 ArcGIS에서 건축물별로 높이 속성을 부여하여 CityEngine에서 모델링 구축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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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통합

앞서 구축한 지형과 건축물 모델링을 통합하여 구현한다. 이때, 

CityEngnine의 CGA(Computer-generated Architecture) Rule 패키지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높이 및 기설정된 층고 3m를 적용하여 절차적으로 생성하였다. 이외

에도 시나리오 기능을 사용하여 단일 장면 내에서 여러 디자인을 만들어 비교

할 수 있도록 했다. 아래의 그림25, 26, 27은 각 시나리오별 조감도이다.

[그림 25] 시나리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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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상단부터 시나리오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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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상단부터 시나리오 3-1,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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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 시뮬레이션 적합성 검증

시뮬레이션 시 계획안이 정확하게 재현되었는지 중요하다. 지형 및 건축물

의 3차원 배치를 모델링 해 통합하는 형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으나, 이 

경우 DEM과 등고선의 축척으로 인해 생략되는 세부 지형의 오차와 건축물의 

위치 및 형태의 차이 등을 줄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적합성 검증

을 위해 실제 대상지 현장 조사 사진과 시뮬레이션을 비교했다. 그림28의 주

요 조망점 세 곳인 효사정, 동작대교 남단, 서래섬에서 남산을 바라보는 방향

으로 촬영했다. 지구 통경축의 경우 세 곳인 이촌로 71, 72길과 이촌로 87, 88

길, 신동아아파트 공공보행통로의 시작지점인 용산공원 방면에서 한강 변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비교가 이루어졌다. 현장 촬영 날짜는 2021년 12월 05일이

며, 조망경관의 비교를 위해 촬영 카메라 및 시뮬레이션 카메라의 눈높이는 

촬영 위치로부터 1.65m, 카메라 렌즈는 28mm, 화각은 약 78도로 통일하였다. 

검증 결과, 시뮬레이션 제작 시 생략된 가로수 및 담장 등을 제외하고, 지형 

및 건축물의 형태는 실제와 흡사하여 경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적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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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주요 조망점 및 통경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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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시뮬레이션

▲ 이촌로71, 72길

▲ 이촌로 87, 88길

▲ 신동아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표 17] 통경축 현장 사진과 시뮬레이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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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시뮬레이션

▲ 효사정

▲ 동작대교 남단

▲ 서래섬

[표 18] 조망점 현장 사진과 시뮬레이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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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서빙고아파트지구 경관 시뮬레이션

제1절 외부경관 분석

1. 다중시곡면 분석

❚ 조망점, 보행자 시점

각 우수 조망점별 보행자 시점에서 개별 건축물 제한 높이를 산출한 결과, 

남산의 7부능선 180m를 기준으로 건축 가능한 최저 높이는 13층(39m)이며, 최

고 높이는 19층(57m)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첫 번째 시나리오의 8번 블록 일

부를 제외하고 모두 시곡면의 높이보다 높아 배후조망을 해치는 것으로 나왔

다. 이 외에도 대안부에 있는 각 조망점인 효사정(41.7m), 동작대교(31.7m), 서

래섬(9.7m)의 조망 높이가 달랐기 때문에 고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은 최대 

한계 높이 차이가 약 3m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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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각 조망점별 시곡면 생성

[그림 30] 남산 7부 능선 기준 최대 건축 가능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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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대로, 운전자 시점

올림픽대로(20m)와 남산 7부능선(180m) 간 연속적 시곡면 분석 결과, 대상

지 내 12층(56m)에서 18층(54m)까지 건축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일 

시곡면 분석과는 달리, 연속적인 조망점과 남산 7부능선과의 다중 시곡면은 

다양한 각도에서의 높이 한계를 고려한다. 따라서 우수 조망점을 통한 단일 

시곡면 분석에 비해 최대 6m가량 한계높이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 31] 올림픽대로, 남산 간 연속적 시곡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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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남산 7부 능선 기준 최대 건축 가능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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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망차폐율 분석

❚ 효사정 조망경관 및 차폐율

경관계획에 따른 한강 변 주요 조망명소인 효사정의 조망차폐율 분석 결

과, 주요산인 남산에 대한 차폐율이 90%가 넘어가 조망경관이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제한인 시나리오1 경우도 마찬가지로, 효사정에서 

조망할 시 남산의 90.3%가 차폐된다. 이러한 이유로는 첫째, 기개발된 용산공

원 주변의 파크타워 아파트와 같은 주거단지 및 한강 변의 아파트단지가 남산

으로의 조망을 막는 것이 있다. 둘째, 남산으로의 조망을 위해서는 남산과 조

망점 사이에 일직선의 통경축이 있어야 하지만 서빙고아파트지구의 도시조직

이 시선의 각도와 엇갈리기 때문에 시나리오3의 낮은 건폐율이라 할지라도 겹

겹이 쌓여있는 형태를 이루어 조망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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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경관

S1

조망차폐율 90.3%

S2-1

조망차폐율 98.2%

S2-2

조망차폐율 93.9%

S2-3

조망차폐율 98.2%

[표 19] 효사정 조망경관 및 남산 조망차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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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경관

S3-1

조망차폐율 95.8%

S3-2

조망차폐율 93.5%

S3-3

조망차폐율 95.8%

[표 20] 효사정 조망경관 및 남산 조망차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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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대교 남단 조망경관 및 차폐율

동작대교 남단 조망점에서 남산 방향을 바라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역

통경축을 통과하는 조망인 만큼, 다른 조망점에 비해 양호한 경관을 갖고 있

다. 그러나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후, S2-3의 경우 최대 약 19%p 넘게 차폐율

이 증가하여 향후 경관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또한, S2-2, S3-2와 

같이 두 번째 세부 시나리오는 배후산 조망을 위해 통경축변의 단지 높이를 

의도적으로 낮추었지만, 협소한 대지면적 및 인동간격등의 고려 요소로 인해 

층수를 더 낮추지 못하였고, 시곡면 상의 최대 한계 높이에 가까워져 차폐율

을 낮추는 효과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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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경관

S1

조망차폐율 57.3%

S2-1

조망차폐율 76.6%

S2-2

조망차폐율 76.2%

S2-3

조망차폐율 76.7%

[표 21] 동작대교 남단 조망경관 및 남산 조망차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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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경관

S3-1

조망차폐율 71.6%

S3-2

조망차폐율 75.7%

S3-3

조망차폐율 71.6%

[표 22] 동작대교 조망경관 및 남산 조망차폐율

❚ 서래섬 조망경관 및 차폐율

서래섬에서의 조망경관 및 차폐율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 S1에서 

볼 수 있듯, 신동아아파트의 장벽화로 인해 75%에 가까운 차폐율을 이루고 있

다. S2와 S3을 비교했을 때, S3가 차폐율이 소폭 높은 상태이고, S2와 S2-2, S3

와 S3-2 비교 시 산 능선을 일부 살린 형태가 차폐율을 6%p정도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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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경관

S1

조망차폐율 74.7%

S2-1

조망차폐율 85.2%

S2-2

조망차폐율 79.7%

S2-3

조망차폐율 85.4%

[표 23] 서래섬 조망경관 및 남산 조망차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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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경관

S3-1

조망차폐율 86.0%

S3-2

조망차폐율 80.3%

S3-3

조망차폐율 86.0%

[표 24] 서래섬 조망경관 및 남산 조망차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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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결

이상으로 각 조망 위치에서의 외부경관인 시곡면 분석과 대상지의 대안부

인 한강 이남에서 배후 산인 남산에 대한 조망점별 차폐율을 살펴본 결과,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서울시에서 선정한 주요 조망점 및 조망명

소를 통해 주요산 경관이 많이 훼손되어 있거나, 혹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을 보았다. 특히 시곡면 분석 결과, 수변 연접부와 같이 층수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35층, 50층 주거가 시곡면을 초과하는 모습이 빈번히 나타남에 따라 

남산 조망 보존이 목적일 때, 강력한 높이규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최고 높이 35층 규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의 합의에서 시작하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수록 되어있다

(박현찬, 정상혁, 2017). 그러나 서울시 조망형 경관관리는 조망대상의 필수 조

망 위치와 그 영역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전면의 

건축물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 35층 높이규제가 오히

려 산으로의 조망을 차폐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서울시 경관계획, 한강 변 관

리 기본계획에의해 중점 경관 관리구역으로 배후 산 조망을 보호하려 하나, 

주거지역 35층 높이규제와 상충되어 타당성과 명분, 그리고 실효성이 의문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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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내부경관 분석

1. 입면차폐율 분석

본 연구에서는 내부경관 분석을 돕는 지표인 입면차폐율을 통경축의 연속

적 조망점을 통해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림 33] 이촌로 71, 72길 입면차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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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이촌로 87, 88길 입면차폐율 

[그림 35] 신동아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입면차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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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로 71,72길의 입면차폐율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체로 S1의 입면

차폐율이 높으나, 200m에서 350m 사이의 특정 구간에서는 S2, S2-2, S2-3의 

입면차폐율이 더 높았다. 통경축변 열린 시야 디자인을 적용한 S2-3, S3-3가 

동일 층수 규제의 S2, S2-2, S3, S3-2보다 값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로

변에 열린 형태의 저층부를 도입함으로, 높은 층수의 건축물 외벽이 뒤로 후

퇴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 아파트 특성상 단지의 세장비가 길어 수변 연접부가 상대적으로 길

기 때문에 15층 동이 통경축 내에 있다. 이로 인해 신동아 아파트 통경축에서 

S3-3보다 S2가 입면차폐율이 더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층수가 높아질

수록 건폐율이 낮아지므로 시각회랑의 확보는 가능해지나, 높은 층수로 인해 

경관의 장벽화가 예상된다.

2. 대안부가시율 분석

[그림 36] 이촌로 71, 72길 대안부 가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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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이촌로 87, 88길 대안부 가시율

[그림 38] 신동아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대안부 가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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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부 가시율의 경우, 대체로 건폐율이 낮고 높은 층수인 S3계열이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가시율이 높았다. 이는 낮은 건폐율로 인해서 내부경관의 시

각회랑이 확보되었다고 본다. 다만 S2-3, S3-3과 같은 저층부 열린 시야 디자

인을 적용한 경우, 오히려 다른 조건보다 가시율이 소폭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안부 경관의 비중이 애초에 전체 시야에서 크게 차지하지 

않고, 저층부 디자인을 위한 주동배치의 이동으로 인해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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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결

앞서 사람의 시지각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결과, 일반적인 경우 인간 

시야의 인지 범위 기준으로 할 때, 안면의 수직 중심축으로부터 상하좌우 60

도 범위의 시원추체가 판단이 가능한 인지범위로 본다. 따라서 면적을 산출하

는 입면차폐율 및 가시율 분석의 경우,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각도인 60도의 

시야각을 적용해 내부경관 분석을 했다.

예를 들어 눈높이에 수직각인 30도를 적용하여 시야에 벗어난 높이의 건축

물의 경우 시야의 상한선 위로는 차폐율 및 가시율을 산출하지 않았다. 이를

테면, 산출할 근경과의 거리가 210m일 때 차폐율을 구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

대 높이는 121.24m가 된다. 이는 4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의 경우, 관찰자의 

시야 밖으로 넘어가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입면차폐율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시각 회랑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

은 아니다. 건폐율이 증가하고 건축물의 너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각회랑은 오

히려 감소한다. 이러한 이유는 인간의 시지각 특성으로 인한 일이다. 사람 시

야의 특성상 인지 범위를 벗어난 높이의 건축물은 그 전체를 한 번에 인식하

기 힘들다. 따라서 사람의 인지 범위를 넘어가는 장소에서 입면차폐도를 산출

하게 되면 건폐율은 감소하며, 인지 범위 안에서 건폐율을 증가시키면 입면차

폐도는 증가한다.

[그림 39] 사람의 시야와 앙각을 고려한 입면차폐도 산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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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용산공원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의 경관 변화 예측을 위해 

경관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고, 자연환경을 둘러싼 내·외부 경관의 정량적 평

가를 위해 조망차폐율, 다중시곡면 분석 및 입면차폐율, 대안부의 가시율을 산

출하여 분석했다. 이를 통해 배후경관 보전을 위한 건축물 높이 한계 산출 및 

주거단지 개발 형태별 자연경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외부경관 분석에서 보행자 시점 시곡면 분석을 시행한 결과, 남산의 

7부 능선 180m를 기준으로 건축 가능한 최저 높이는 13층(39m)이며, 최고 높

이는 19층(57m)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첫 번째 시나리오의 8번 블록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시곡면의 높이보다 높아 배후조망을 해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

는 올림픽대로를 따라 시행한 다중 시곡면 분석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단일 

시곡면 분석과 달리, 연속적인 조망점과 남산 7부 능선과의 다중 시곡면은 다

양한 각도에서의 높이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그 결과, 단일 시곡면 분석에 비

해 최대 6m가량 한계 높이가 낮았다. 

각 조망점별 경관 및 조망차폐율 분석 결과, 기존 경관계획 상에서 지정된 

우수 조망점이 아닌 경우 배후경관을 조망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한강 조망

명소인 효사정의 경우 기개발된 고층 주거단지가 남산의 조망을 막고, 대상지

의 도시조직이 조망 방향을 가로막고 있어 겹겹이 쌓인 건축물이 남산을 차폐

하고 있었다. 우수 조망점의 경우는 현재 조망 상황은 양호하나, 향후 개발에 

따라 경관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시곡면 분석 결과, 수변 연접

부와 같이 층수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35층, 50층 주거가 시곡면을 초과

하는 모습이 빈번히 나타났다. 따라서 극단적인 층수 제한을 하지 않고는 남

산 조망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중점경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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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구역의 가이드라인을 지켜 개발한다면 어느 정도 조망 훼손 완화가 가능했

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의 현행 기준이 조망대상의 필수 조망위치와 그 영

역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을 알 수 있으며, 현재 35층 높이규제

가 오히려 산으로의 조망을 차폐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과 개발 시 조망적 측면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 또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더 나은 단지 형태를 제시한 점은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이

다.

내부경관 분석의 경우, 통경축을 따라 저층부 열린 시야를 위한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입면차폐율이 낮아지면서 높은 층수의 건축물 외벽이 후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건폐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입면차폐율이 더 낮

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인간의 시지각 특성으로 인한 일이다. 사

람 시야의 특성상 인지 범위를 벗어난 높이의 건축물은 그 전체를 한 번에 인

식하기 힘들다. 따라서 사람의 인지 범위를 넘어가는 장소에서 입면차폐율을 

산출하게 되면 건폐율은 감소하며, 인지 범위 안에서 건폐율을 증가시키면 입

면차폐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관 시뮬레이션을 위해 대용량, 대규모의 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CityEngine의 절차적 생성 방식의 사용 방법을 제시하고, 경관심의를 위한 시

뮬레이션의 효과적인 작성 과정과 방법을 제안하였다. 더군다나 CityEngine의 

확장력은 UnrealEngine을 활용한 VR 시뮬레이션으로 전이하기 용이하여 앞으

로 VR 시뮬레이션 조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작성법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로수와 다리구조물, 담벼락과 같은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경관 차폐요소는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만으로 조망형 경관을 위한 구체적 개발안 도출은 어려웠다. 이는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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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VR을 활용하여 주동 배치 형태별 배후경관 선호도 평가를 비교한다

면 좀 더 신뢰성 있는 대안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하드웨어 사양 및 데

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반경 5km 일대의 건축물을 사실적인 텍스쳐가 아닌 매

스 형태로 경관 시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하드웨어 발

전에 맞춰 자연스럽게 해결 가능할 것이다. 

도시의 자연경관을 향한 관심이 늘어가는 이때, 서울의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경관요소를 정리하고, 개발사업 착공에 앞서 도시경관의 변화

를 시험해보는 경관 평가 도구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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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ediction of Urban Landscape
Change Using Landscape Simulation- Focused on Seobinggo Apartment 

Zoning Area in Seoul -

Hwang, Soo Wo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With the arrival of the reconstruction period of residential and apartment 

complexes along Yongsan Park and the Hangang River, the high number of 

marginal floors is causing problems such as privatization of the landscape, 

shielding the landscape, and damaging the natural landscape. However, the 

current landscape review and landscape plan are too complex for each target 

site, and consistent landscape management is not carried out according to 

each review and committee opinion. For example, Samgakji Youth Town 

became a barrier to the area with a floor area ratio of 962%.

Therefore, it is intend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the view landscape of Seoul, and to derive problems in 

terms of the view of the development of residential complexes around the 

natural landscape. Furthermore, landscape evaluation is conducted across 

various development scenarios for the internal and external landscapes of 

Namsan Mountain and Hangang River, which are the core natural landsc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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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eoul. Based on this, the purpose is to provide basic data on more 

reasonable guidelines for securing the landscape behind the development 

project.

The study targets the Seobinggo Apartment districts in Ichon-dong and 

Seobinggo-dong, Yongsan-gu. The Seobinggo Apartment District, surrounded 

by Namsan Mountain and the Han River, which are the core natural scenery 

of Seoul, is under pressure to develop several apartments in the district due 

to the arrival of the reconstruction period.

In this study, landscape simulation was established to predict landscape 

changes in the Seobinggo apartment district in Yongsan Park, and view 

shielding rate, multi-view surface analysis, and elevation shielding rate were 

calculated and analyzed for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landscapes surrounding the natural environment. Through this, the 

limit of building height for preservation of the background landscape was 

calculated and the changes in the natural landscape by type of residential 

complex development were analyzed. The development scenarios to be 

analyzed include a full-scale remodeling implementation plan, a mid-intensity 

development regulation scenario, and a strong development scenario of 50 

floors, and a detailed plan to secure major mountain views and open view 

along the Hangang Riv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Sigok-myeon, an external landscap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lmost all development proposals hurt the view 

behind the scenes. Therefore, it was found that it was difficult to realistically 

keep the view of Namsan Mountain without limiting the number of floor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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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view shielding rate, it was difficult to view 

the landscape behind it when it was not an excellent view point designated 

in the existing landscape plan. In the case of excellent viewpoints, the 

current view situation is good,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landscape 

will be greatly damaged by future development. However, if the guidelines 

for the central landscape management area were followed and developed, it 

was possible to alleviate the damage to the view to some extent.

In the case of internal landscape analysis, despite the higher rate of 

building and building, the elevation shielding rate was sometimes lower 

because it was difficult to recognize the entire building outside the cognitive 

range at once due to the nature of human vision.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calculating the elevation shielding rate at a place beyond the human 

cognitive range reduces the elevation shielding rate, and increasing the 

elevation shielding rate within the cognitive range increases.

The system and landscape elements affecting the urban landscape of 

Seoul are summarized, and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natural landscapes 

during development projects is reconsidered through landscape evaluation by 

development scenario.

………………………………………
keywords : Seobinggo Apartment District, Landscape

Simulation, Elevation Blockage Ratio, Multiple-Sight-Surface
Analysis.

Student Number : 2019-2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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