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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집이나 마을의 터를 잡는 과정에서 양택풍수라 하여 풍수지리적인 

입지선정을 하여 왔기 때문에 대부분 배산임수의 터를 적지로 하여 집이나 마을이 입지하는 경 

우가 많았다. 우리의 도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읍을 정하는 과정에서 풍수지리적인 고려를 했 

기 때문에 산으로 둘러싸이고 옆으로 강이 흘러가는 입지에 도읍을 정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 

났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서울의 경우도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풍수지리적인 

배려를 하여 정하였음이 역사기록에 남아있다.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는 도시의 

주변을 산이 둘러싸고 있고 도시내를 강이나 하천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시의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들면 서울의 한복판인 광화문네거리에서 보이는 북악 

산의 산세로 이루어진 조망경관은 전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경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도시들이 이와 유사한 아름다운 경관을 도시내의 중심 

부에서 볼 수 있도록 도시가 입지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도시내의 개발로 인해 특히 도심 

부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고층빌딩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도시에서 바라다 보이는 아 

름다운 경관에 대한 조망이 많이 차단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에서는 한강주변에 이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본 연구는 서울시의 의뢰로 수행된 〔서울의 주요산 경관풍치보전을 위한 우면산 경관시율레아션〕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에 참여한 송병화， 이관규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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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틀어섬으로 해서 강변에 입지한 건물을 제외하고는 한강을 내다볼 수 있 

는 조망이 차단되어 버렸고 도심부에서는 고층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변의 산에 대한 조망 

이 차단되어 가고 있다. 서울시의 경관관리를 위한 여러 연구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관중 보호되어야 할 경관중의 하나가 산의 경관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산을 

바라보는 조망이 확보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타.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에 대 

한 시민들의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음이 주택가격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즉 분당의 32평 

이상 중 • 대형 아파트의 경우 산 조망가격이 5， 518-5， 759만원 정도 (99년 기준)인 것으로 밝혀 

져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강이나 산을 바라보는 조망이 있는 아파트와 조망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배수진， 2(00) 이는 우리나라 

도시의 시민들의 아름다운 경관의 조망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도시 

전체의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는 조망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내의 아름다운 경관요소중의 하나인 산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경 

관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례지역으로 서울시 서초구의 우면산을 대상으로 하여 산에 대 

한 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나.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서초구의 우면산 주변 남부순환도로와 효령로의 사이 

구간으로서 총면적은 1. 74km2이다. 이 구간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현재 이구간이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우면산의 조망을 차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 

대로 방치하게 되면 반포로를 따라 형성되는 조망가로에서 보여지는 우면산의 조망과 효령로 

일대는 물론이려니와 테헤란로 일대에서 바라보이는 조망이 완전히 차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시간적 범위는 2001년 현재 계획중이거나 시행중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를 상정하여 우면산을 바라보는 조망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을 분석하였 

으며 2001년 현재 시행중이거나 추진중인 제도적 틀 속에서의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경관관리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관련연구를 분석하여 (서울특별 

시， 1991 , 2(00) 본 연구에서 참고하고 반영할 만한 자료를 도출하였다. 연구대상지인 서울시 

우면산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중심으로 대상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경관현황을 분석하였으 

며， 경관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대상지의 GIS database를 구축한 후 경관촬영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 관시 율레 이 션 database를 구축하였다. GIS da없base 구축은 공간 data와 속성 data로 구분 

하여 기반 data를 구축하고 지번별 database와 블록별 database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15 1 도시내 조망보호를 위한 경관관리방안 

사용톤!소표트웨어 

AutoCAD R2000 

및
뀔
 

지
사
 
떠
헝
 분
실
 

조
설
 

조
 
Q

추
 

구
위
 

-
-

상
 1| 

데
 

초
혹
 

잡
 

능
환
 
멀
범
 

기
항
 

대
현
 
ι모
 

번
럭
 

: 

지
블
 

사
 헝
 

AutoCAD R2000 

AutoCAD R2000 
Arc VleVlf 3.1 

GIS 터101 터 구 혹 

속성디IO ， E1 

를~;q r:: H 흥tDB 

를종nl::110lE1 

흰집 :>:1적도 

건듣~r:: H 장DB 

!::.:>:I 흔!련DB 

:>:，린:!!E. 

--트4큐1륜은!E. 
XI번벌구분도 

Arc View 3.1 
II lI ustrator 9.0 

항록멸주제도꽉영 

블덕평균겁펴l르톨포도 

블익평균흩혁를톨븐포도 

블릭핑균겁틀훌륭추톨포도 

블덕핑균등일XI 'i!3획톨포도 

현황분석과정 및 사용 SOFTWARE 그림 1 

이 과정 에서 는 AutoCAD R2000과 Arc Vìew 3. 1 컴 퓨터 GIS 프로그램 과정을 거쳐 구축하였다. 

을 활용하였다 경관시율레이션 databas얻l 구축은 지형 및 건물 모텔링과 도로 및 구조물 모델 

이 과정에서는 3D Studio 이루어졌다. 보는 바와 같은 절차를 거쳐 (그림 2) 에서 링을 거쳐 

MAX R3 .l 컴퓨터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경관시율레이션을 위해서는 경관특성의 분석을 통해 

서 조망점과 조망경로를 선정하고 현재 추진중인 개발사업계획을 토대로 하여 개발시나리오를 

종합분석을 

한 후 도시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경관관리기본방향에 따라 경관관리구역을 설정 

하고 경관규제안과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발시나리오별로 개발후의 경관을 시률레이션을 하여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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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00 , 1:5000 수JtPtl .s<: 입수 재건혹， 재개발 도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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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율레이션 데이터 구축과정 

2, 조망보호를 위한 국내외 관련연구 및 사례 

가. 외국의 조망보호 

環境論홉훌 第40 ;卷 (2002) 

사용된소프트쩌l어 

AutoCAD R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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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CADO 

3D studio MAX R3.1 

3D studlo MAX R3. 1 

3D studio MAX R3 . 1 
Photoshop 6 . 0 

미국에서의 조망보호역사는 1 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당시의 구체적 조망보호사례로 

는 보스톤시에 있는 Massachusetts 주의 주청사 조망보호사례와 워싱톤시의 미연방의회 의사당 

건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고도제한조례를 제정한 사례 퉁이 었다. (Richard C. Smardon and 

JarnesP. K따p， 1993, p.97) 

그 후에도 댄버시의 경우 1968년에서 1971년까지 산의 조망 조례 (Mountain View Ordinance) 라 

고 불리는 일련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콜로라도주의 록키산맥의 전면산맥이 평원의 서부 경계 

지에서 약 10， 000피트 높이로 급하게 솟아올라 있어 이 경관이 미국내에서 가장 장엄한 경관중 

의 하나이다. 멘버시는 이곳에서 약 10마일이 떨어져 있어 덴버시의 주요 오픈스페이스 특히 

도시공원에서 멋진 조망을 할 수 있다. 댄버시는 일련의 조례로서 가장 독특한 경관체험을 할 

수 있는 조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례는 로키산맥의 파노라믹한 조망을 보 

존하기 위해 건물의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조망기준점은 각 공원의 가장 먼 지점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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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1%의 비례로 된 사선을 침범하는 건물은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규제방법은 각 조망점 

별로 규제 내용과 그에 따른 첨부도면을 제작하여 법규에 명시하고 첨부도면의 규제지역에 새 

로 짓는 건축물은 일정 해발고도(기준점) 이상의 고도를 갖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며 기준점 

으로부터 수평거리 1α)ft~6Oft 당 lft~ 1. 7ft 씩의 추가 고도를 허가하고 있다. 기준점은 첨부도 

면에 좌표와 함께 표기되고 실제 장소에 설치되었으며 규제지역에 일부만 해당되는 건물은 해 

당되는 부분만 규제하고 있다. 유사한 원칙이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도 Diamond Head와 

Punchbowl 분화구의 유명한 조망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내의 몇 개의 주요지역에 역사-문화 경 

관을 중첩하는 특별 지구 (Speci허 district) 를 설정하였다. (Richard C. Smardon and James P. K뼈， 1993， 

p.99) 이들 지역에서는 조망선의 경계와 조망점을 따라 건물의 고도를 제한하고 있 

다. (Department of 뼈nd Utilization, City and County of Honolulu) 또한 특별지 구로 지 정 된 지 역 을 

M갱or， Minor, Exempt의 3가지 범 주로 나누어 규제의 정 도를 다르게 적 용하고 있다. (Department 

of Planning and Permitting, City and County of Honolu1u, 199어 

미국에서의 조망보호 장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 (Richard C. Smardon and James P. K때， 1993, pp. 101-102) 

1) 특별지구와 지역지구제 

미국에서 가장 단순한 기법은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국회의사당의 조망을 보존하 

기 위해 건물고도제한법을 1910년에 통과시켜 도시전체의 건물높이를 11빠로 제한하였다. 오스 

틴시의 경우는 주의사당의 조망을 보호하기 위해 Capitol Dom뻐1 Zoning District와 Capita1 Vìew 

Corridor Zone을 설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2) 건축심의 

조망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조례를 통해서 규모와 용적을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3) 환경프로젝트 심의 

조망보호의 또 다른 방법은 주(州)나 지방정부의 환경법규를 통한 방법이다. 예를 들면 1971 

년 워싱톤의 해안선관리법 (Shoreline Management Act) 에서는 수제개발에 대해 엄격한 고도제한을 

정하고 있다. 버몬트주의 경우는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에 대해 프로젝트 심의과정의 일환으로 

미적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4) 경 관지 역 권 (Scenic Easements) 

미국에서는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경관지역권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경우는 세인트 폴 대성당과 국회의사당의 조망을 보호하기 위해 조망대상의 너 

비와 조망점을 연결한 쐐기형의 규제구역을 설정하여 건축물높이를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방볍은 규제구역을 조망회랑， 광각조망협의구역， 배경협의구역으로 3가지 범주를 나누어 

대응하고 있다. (권영덕， 장남종， 1996) 프랑스 파리에서는 휴조규제를 들 수 있는 데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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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토지점용계획에 휴조규제를 도입하여 역사적 건물과 경승지의 조망올 보전하고 있 

다. 역사적 건물 및 경승지 주변 5빠n의 경관을 관리하여 역사적 기념물， 경승지의 보이는 

곳， 보는 곳， 보일 곳을 규제하고 있다. 이 규제에서는 3가지 유형의 휴조를 설정하고 있는 데 

퍼스펙티브， 파노라마， 통경선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서울시， 21αlO) 

나. 국내의 조망보호계획 

서울시의 경우는 세가지 주요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 하나는 〔주요산 경관풍치보전계획〕으 

로서 이 t계획에서는 관악산과 아차산의 조망을 보전하기 위한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서울시， 2αlO) 두 번째 계획은 〔남산경관관리를 위한 컴퓨터시물레이션연구〕로서 이 연구 

에서는 예상되는 건축개발행위로 야기되는 경관변화와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시율레이션 방 

법을 제시하고 남산경관관리구역내의 건축물과 인공구조물이 남산에 미칠 경관적 영향을 파악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강병기 연구실， 1991) 세 번째 계획은 〔한강연접지역 경관관리방 

안 연구〕로서 한강의 오픈스페이스와 경관자원으로서의 한강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안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경기도에서는 〔도시경관 개선방안에 관 

한 연구〕에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를 대상으로 하여 녹시율을 높일 수 있는 산림스 

카이라인의 보전방안 및 장기적인 도시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1998) 부산 

광역시에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경관 보전계획〕에서 부산시내의 경관가치가 높은 주요 산지주 

변에 대한 고도지구지정에 의한 경관보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시， 1998) 제주시에서는 

〔신제주 생활권 경관고도 규제계획〕에서 신제주시내의 획일적인 건축물고도규제에 따른 도시기 

능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탄력적 경관고도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제주시， 1995) , (송악산 

관광지구 경관고도 규제계획〕에서는 남제주군 관광지내의 획일적인 건축물 고도규제의 비합리 

성을 개선하기 위해 앙각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남제주군， 1996) 이외에도 군산시와 진주 

시가 조망보전을 위한 도시경관관리방안들을 제시하는 연구(군산시， 1993) 를 수행한 바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조망보호를 위한 연구들의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우면산 조망경관 현황분석 

가. 조망점/조망구간 선정기준 

우면산의 주변지역중 연구대상구간 특히 우면산이 직접 바라보이는 구간인 우면산 북측 효 

령로와 남부순환도로내의 구간에서 우면산을 바라보는 조망점과 조망구간을 선정하여 시각량 

분석을 하였다. (표 2 참조) 조망점과 조망구간을 선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이용해 선 

정하였다. 즉 1) 국내외 사례분석 및 자치구별 대표경관에서 나타난 것을 토대로 적합한 기준 

설정， 잉 근경， 중경， 원경의 관점에서 조망점 선정， 3) 대상지 분석 특성상 앙각에 따른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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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례의 종합분석 

조망기준 
구분 규제방안 

조망점 조망대상 

Aa 서울의 주요 산 경관 주요공원 (보래매공원， 관악산， 아차산의 주요 조망선작성 및 경관통제높이 

풍치보전계획 어린이대공원)， 주요교 봉우리 (장군봉， 아차산， (시 각7부능선) 에 따른 블록 

량(광진교， 천호대교) 용마봉， 망우봉， 관악산 별 경관통제높이에 따른 경 

πI5「 등) 관규제 

Ab 김포시 도시경관 기 전망대， 공원， 광장， 교 문수산， 조각공원， 애기 구릉지 경관보호 가이드라인 

본계획 차점， 도로주요지점 봉， 한옥촌등 작성 (경사도 20% 이상의 구 

릉지， 산의 경관보호) 

Ac 한강연접지역 경관관 권역， 구역별 조망점， 서울의 주요산을 조망대 시콕면 분석을 통한 고도규 

리방안 조망축 설정 (한강시민공 상으로 하여 조망점 선 제 방법 

원， 주요교량， 주요 결 정 (북한산， 도봉산， 남 구릉지 보전 지침개발 

절점 등) 산 등) 현실여건 고려한 규제안 작성 

Ad 부산광역시 도시경관 금정산， 황령산， 봉래산 중심시가지전경， 염광 개발한계선 설정 및 경관보 

보전계획 조망점 산， 백양산， 부산역 등 호구역 지정에 의한 건축규 

제， 용도지역 세분에 따른 

건축규제 

Ae 남산 경관관리를 위 각 Zone별 조망접 선정 각 Zone별 조망대상지역 시곡면 분석에 의한 건축물 

한 컴퓨테 시율레이 (주요 부감， 양갑지역) 높이규제(주요 조망점과 부 

션 감점 연결하는 시곡면) 

Af 신제주생활권 경관고 광역조망점 (도두봉， 제 신제주 시가지 경관고도규제 (용도지역별 건 

도규제 계획 주국제 공항， 민오름) , 축물 고도규제， 블록별 건축 

시 가지조망점 (제주건설 물 고도규제) 

회관등) 향공법에 의한고도규제 

Ag 도시경관 개선방안에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도시의 대표산(수원 팔 산림스카이라인 보호위한 조 

관한연구 안산시에 대한 주요 교 달산， 안양 관악산， 부 망선 설정 (해당 산 높이의 

차로및 주요장소선정 천 원미산， 안산 광덕산 1/3) 에 의 한 규제 (앙각규제 

τzr + 층수규제 방안) 

Ah 송악산 관광지구 경 근경/원 · 중경의 시군도 주요 경관요소인 송악산 경관확보가 유리한 앙각규제 

관고도 규제계획 상의 1개지점 에 대한조망 의 방법을적용 

Ai 월명공원 보전을 위 월병공원이 조망될 수 윌병공원의 수렴 및 산 절대높이 설정에 의한 층수 

한 공원주변 용도지 있는 앙각 및 부각 3개 세조망， 공원정상부에서 규제 

구설정 지점 부감 시가지 건축물 조 주요조망지점에서 앙각규제， 

망 부각규제 

Ba 고도규제를 통한 도 진주교， 칠암통강변 촉석루， 진주성지， 남 조망점에서 부각과 앙각에 

시경관관리방안 연구 강，천수교 의한 개발시나리오별 높이규 

제방안 

Ca 로키산맥 산지조망보 공공장소 9곳(콩원6， 시 로키산맥 일정해발고도 이상의 건축물 
존을 위한 건축물 규 청， 박물관， 의사당) 규제 (기준점으로부터 수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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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조망기준 
구분 규제방안 

조망점 조망대상 

제 리 100ft-60ft당 1ft-1.7ft씩 

의 추가고도허가 

Cb 샌프란시스코 Dolores 공공과 사적인 장소를 시각적으로 보존가치가 뒤플의 길이규제 (24ft 이상) 

의 조망보전 모두 포함(규제대상지역 있는 건축물， 수림대 건축물 높이규제 (대지로부터 

전체가 조망점) 35t높이 규제) 

Cc 하와이 Diamond Head 공공가로 11곳， 공공장 Diamond Head 분화구 S따l머 district로 지정된 지 역 

분화구조망권 보존 소 6곳 (공원6， 학교4， 을 M헤or， Minor, Exempt의 3 

해안2" 섬 1, 동물원 1 ， 가지 범주로 나누어 규제정 

골프장，육교 도를달리함 

Cd 하외 이 Pucchbowl지 공공가로 12곳， 꽁공장 Punchbowl 지 역 speci어 district로 지청 된 지 역 

역의 조망권 보존 소(국립묘지， 공원， 박 을 M며or， Minor, Exempt.9j 3 

물관) 가지 범주로 나누어 규제정 

도를달리함 

최종정지변에 평행한 선을 

기준으로높이규제 

Ce 뉴욕시 공공적 조망 공원， 해안산책로 등 공 장대한 자연풍경， 아름 View framing line, Vew 

보전계획 공장소의 기준선 다운수경등 reference line에 의한 건축물 

높이규제 

Cf 영국런던의 근/장거 언덕4， 부두1 ， 공원2， 기 세인트폴 성당， 국회의 조망점과 조망대상간의 건축 

리 조망확보계획 타 사당 물높이규제 

Cg 파리의 휴조규제 공공가로， 광장등 역사적 건물 및 경승지 3가지 유형의 휴조설정 (퍼스 

펙티브， 파노라마， 통경선) 

의 의한 높이규제 및 전경보 

호 

형태를 위주로 선정， 4) 공공조망의 관점에서 조망성 확보， 5) 조망구간은 연속적인 파노라믹 

뷰에서 시각량이 우수한 구간을 선정하였다. 

q. 조망점 및 조망구간 선정방법 

1) 조망점 선정방법 

조망점의 선정은 1단계로 현장조사와 예비조망점에 대한 컴퓨터 시률레이션을 작성한 후 조 

망점별 시각량 분석을 하고 2단계로 예비조망점 선정 후 프레임의 구성 (하늘， 산， 건물， 도로) 

에 따른 시각량 분석을 통해 우면산의 시각량이 양호한 지점을 선정하여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 

였다. 조망점 선정은 장소성， 경관성， 가시성 풍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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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망접 선정기준 

분류 조망점 선정기준 조망점 선정 

주요조망점 · 공공성 이 높은 장소 (Aa, Ac, Ca- Cg) 근경 방배공원， 상문고교 

· 이용밀도 및 이용빈도가 높은 곳 ·중경 서울고교，서울교대， 효령대군층 

(Ac, Ae, Af, Ag, Ah, Ai, Ca- Cg) · 원경 대법원， 가정법원， 매콕산， 서리골 공원 

조망대상으로의 조망이 양호한 지역 

(Aa, Ad - Ba, Ca- Cg) 

장래에 이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 

는 장소 (Af, Ah, Ai) 

조망구간 주요도로 및 접 근로(공공가로) ·효령로 구간 

(Af, Ag- Ai , Cc, Cd, Cg) 서초로구간 

사당로구간 

2) 조망구간 선정방법 

조망구간의 선정은 기존연구(서울특별시， 2000) 와의 일관성을 위해 통일한 과정을 거쳤는바 

l단계로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는 데 도로 중앙선을 따라 사람 

눈높이 (Eye Level, 1.6m) 에서 조망되 는 경 관분석 을 위 해 , 시 속 40krnIh속도로 진행 하면서 l 초 

단위의 프레임을 추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분류하여 하늘， 산， 건물， 도 

로 및 시가지 등의 시각구성비 분석을 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애니메이션의 물리적 시각량 분석 

을 하였는 데 거리별 프레임 수에 따른 시각구성비 (하늘， 산， 건물， 도로)산출을 통해 대상지 

내의 시각량이 양호한 구간 즉 가시량이 3% 이상되는 주요구간에서 가시량 비율에 따라 주요 

조망구간을 선정하였다. (그림 3 참조) 

그림 3. 조망구간 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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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망구간벌 시각랑분석 

1 ) 효령로 구간 

남부터미널사거리， 서초3동 사거리， 서울고교 사거리， 방배역 사거리가 교차하며， 남부순환 

로와 연결되는 약 J 7km 구간으로서 우면산으로의 연속적인 조망이 불가능하며， 이 구간에서 

는 남부터미널 사거리에서 시각량이 가장 우수한 실정이다. (그림 4, 5 참조) 

그림 4. 남부터미널사거리 구간 

3678m훌 시속40km료 쭈영시 

;ù%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Frame 

그림 5. 효령로 시각량 분석 그래프 



도시내 조망보호를 위한 경관관리방안 159 

그림 6. 기업은행앞 

2) 서초로 구간 

교대역사거리， 서초역 사거리를 거쳐 서리풀 공원에 이르는 직선형 구간의 약 1.6km 구간으 

로서 이 구간에서는 서초역 사거리구간에서의 시각량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며 ， 시발점에서 

서초역 사이의 구간은 산으로의 조망이 불량한 상태이다. (그림 6, 7 참조) 

4. 우면산 주변지역 개발후의 조망경관 분석 

가 주변지역 개발시나리오 

건물주나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현행 법규내에서 개발가능한 최대규모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현행법 

규상 개발가능한 최대규모의 개발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개발시나리오를 통해 개발후에 우변 

산 조망경관이 어떻게 변화되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측하고 경관특성을 분석하여 

도시계획적 차원의 지역 · 지구 세분화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 

였다. 

1) 개발시나리오 작성원칙 

개발시나리오 작성은 세가지 원칙을 준거하여 이루어졌는 바 첫째 기존 인 · 허가된 재건축 

건물은 인 · 허가된 사항(현행 기준보다 큰 규모)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둘째 대상지내의 용 

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그대로 적용하고 일반주거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으로 적용하여 규모산정을 하였으며， 셋째 건축물의 건축선은 기존의 건축선(미관지구.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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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m톨 시속40km톨 주!AI 

1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Frame 

그림 7. 서초로구간 시각량 분석 그래프 

에서 3m 후퇴)을 따랐다. 

2) 개발시나라오 작성절차 

개발시나리오 작성절차와 건축물배치 및 높이산정절차는 (그림 8) 과 (그림 9) 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개발후의 조망경관의 종합분석 

1) 납부순환로변의 경관침해 

우면산 조망을 차폐하는 대표적인 문제경관으로는 남부순환로변의 무지개아파트 재건축과 

방배소라아파트 재건축사업이다. 현재 1 2층 정도의 건물높이에서 22층~24층으로 층수가 높아 

짐 에 따라 주변 건물들의 조망장애 및 일조권침해，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들 재건축사업후의 조망상태와 법적허용 한도내의 최대개발 후의 조망상태를 시율레이션을 해 

본 결과 재건축사업 후에는 상문고교에서 바라 본 우면산의 조망은 거의 대부분 차폐되고 

있다. 

2) 현대 슈퍼빌의 고층화에 따른 조망침해 

우면로에 인접한 준주거지역 내에 46층의 초고층건물이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공사 

중이라 경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관시율레이션을 통해 경관영향을 검 

토한 결과 주요 조망구간내의 결절점인 남부터미널역사거리에서 우면산으로의 조망이 완전히 

차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망대상인 우면산에 대한 조망에 미치는 영 

향 뿐만 아니라 돌출건물로서 주변건물과의 조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변건축물에 일 

조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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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알사업현황검토 l 쩌의기존적지웹쯤기지역어써 인허〕띈〕띔A엽검료 
-공동주댁이파틱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거지역최고개발사업적용 1-용적률최대적용개발선택 
’ 소를럭단위의개알 

• 
| 꿇주댁아표팀 빠업 1 -울럭열공동주택이끄틴〕띔A업적용 

• 
| 개발〕댐최대규모신정 | 첼열흙률뼈율A앤저한일조권확보기준적용 

-건축룰의 모률괴배치 가준설정 

· 건축물배치및높이설정 

그림 8. 개발시나리오 작성절차 

| 흘단쩍짧1-→많뀔렘 -• { 
-k.업주쩍 

XI'/,2S"/ .. 앙% 

gν..-w;.。

| 흥훌젊 |←---끊뺀] • -[ 

| 동수스정 1-• | 뿔울뼈l월|젊 1- • { 
-3서대우뮤로뼈1 시쟁{한 

-일죠챙엎 

그림 9. 건축물 배치/높이산정 절차 

3) 지형여건상 조망구간에서의 시각량의 감소 

주낀동〕뜯층수여1:J t!쩡 

서디암스쩡 

서다당기준g쩍 165m 

16 1 

연구대상지 내에서의 조망구간인 효령로， 서초로， 사당로의 구간에서 우면산을 동영상으로 

영상분석한 결과 시각량이 3% 이상 되는 구간이 전체구간에서 사거리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전혀 조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효령로 등 간선도로보다 남부순환로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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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상지의 표고가 더 높을 뿐 아니라， 또한 우면산의 표고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인 것드로 

분석되었다. 

5. 우면산 주변지역의 경관관리방안 

가 경관관리 기본방향 

우면산 주변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현행 관련법규 및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관리구상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조망선 설정 및 경관통제높이 설정에 따른 스카이라인 확보방안을 강구하며， 둘째 시각 

회랑(Vìew conido에에 의한 경관제어방향을 설정한다. 셋째 도시계획적 차원의 일반주거지역 세 

분화에 의한 관리 및 지구지정에 의한 관리를 검토하며， 넷째 도시계획차원의 관리가 불가능한 

지역은 시각통로 확보방안 및 입면적 및 입면차폐도 규제에 의한 조망확보를 검토한다. 다섯째 

컴퓨터 시율레이션을 통한 경관규제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나. 경관관리방안의 작성지침 

앞에서 제시된 경관관리방향에 따라 연구대상지역의 경관관리방안을 작성하는 데 이용된 지 

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세분화에 의해 주거지를 세분화함으로서 주거지 

경관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둘째 대상지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계획적으로 경관을 관리한다. 셋째 단일목적의 지구지정을 최소화하며， 

넷째 조망선 설정 및 표고에 의한 경관관리방안을 작성한다. 즉 대상지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건축규제강도를 조절하고 시각량이 풍부한 구간과 상징가로구간의 규제강도는 강하게 

하고 개발이 많이 진행된 곳은 지역여건에 맞게 조절한다. 다섯째 시각회랑(Vìew Conidor) 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관허용한계선을 설정하며， 여섯째 경관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적 차원의 디 

자인 가이드라인 및 경관지침을 작성한다. 

다. 우면산 주변지역 경관관리 방안 

우면산 주변지역의 경관관리방안은 세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이중 타당한 대안들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제안하였다. 대안중의 하나는 연구대상지내의 블록별로 경관통제높이를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는 방안이며 둘째는 대상지내의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세분화하 

여 관리하는 방안이고 셋째는 앞의 두가지 대안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한 지역을 시각통로를 관 

리하거나 입면적 및 입면차폐도를 관리하는 방안이다. 

1) 대상지내 블록별 경관통제높이의 설정관리 

아래에서 제시된 경관통제높이 설정방법을 사용하여 블록별 경관통제 높이를 설정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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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대상지의 지형조건 및 조망대상， 조망점， 도로망 동의 구조적인 여건에 

따라 경관통제높이로는 현실적인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이 대안을 시행했을 

경우 야기되는 문제점으로는 납부순환도로변에 인접된 블록이 대상지의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지의 표고가 조망구간보다 높고 남부순환도로가 대상지와 

우면산을 통서로 관통하고 있어 납부순환도로변 경관규제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경관통제높이 (허용한계선) 설정방법 

경관통제높이를 설정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그림 l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조망점에서 

앙각의 조망선을 작도하고 그 다음에는 시 각7부 (0.7H) 능선까지 높이 규제를 설정하여 앙각의 

조망선과 일치시켜 건축허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시각회랑상에서는 산으로의 가시량 확보를 

통한 건축물규제한계선을 설정하였다. 

나) 조망구간의 경관통제높이 설정 

(1 ) 조망선 작성방법 

주요 조망구간(효령로， 서초로， 사당로 구간) 에서 조망대상을 잇는 앙각의 조망통제선을 작 

성하고 주요 조망구간에서 조망가능한 산 정점의 0.7H를 스카이라인을 침해하지 않는 최대높 

이로 설정하여 조망대상을 잇는 조망선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조망구간 중 시각량 3% 

이상 되는 구간을 선정하고 이들 조망구간에서 산의 시각 7부 능선으로의 앙각의 View cone을 

작성하였다. (그림 11 참조) 

(2) 경 관통제 높이 산정 과정 

경관통제높이를 산정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먼저 조망선이 지나는 블록의 지표높이와 조망선 

높이차이를 계산하여 블록별 경관통제높이를 산정하고 조망대상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모 

I 網쪼體뺑뺑 l 
• 션Ii랜 짧iI앓 죄~용| 짧 | 

콸隔짧 I 

를템屬철웰폼펠. I뺨확햄뺨빽뿔뾰뺨 l 
·뱉뽑훌팎體i 뺑앤싫정 l 

훨쩍댐}씬짧 I ι· 깎몹l 싼홉된 활흥n홉} 용앙끼 I 
• 짧쐐섣 짧훌 훌휠 뺨뿔i 작었 I 

그림 10. 경관통제높이 설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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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조망구간의 조망선 작성 

월고g 

그림 12. 경관통제높이 산출 및 조망선 작성 모식도 

든 대상에 조망선을 작성하여 그 중 최소값을 통제높이로 지정하였다. 또한 여러 조망구간으로 

부터의 통제높이가 중복되는 곳도 역시 그 중 최소값을 통제높이로 지정하였다. 산의 최고점과 

7부 능선을 잇는 조망선 내부가 산으로 확보되어야 할 시야권으로서 경관규제에 의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구간이 된다. (그림 12 참조) 

(3) 조망구간별 최 고높이 

。 각 조망구간에서 조망했을 때 최고높이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 효령로 (4개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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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배역 (290m) : 일부구간에서 조망가능 

· 서울고교사거리 (295m) : 시각회랑 형성구간 

· 반포로사거리 (270m) : 시킥회랑 형성구간 

· 납부터미널사거리 α.70m) : 재건축완공시 조망장애 예상 

서초로(I개지점 ) : 270m 

- 사당로 ( 1 개지점 ) : 290m 

다) 조망점의 경관통제높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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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조망점으로 부터 실질적으로 대상지내의 경관통제 가능성이 있는 3개의 조망점을 선 

정하여 최고높이를 산정하였다. (그림 13 참조) 

각 조망점에서 우면산을 조망했을 때 최고높이는 상문고교， 서울고교， 서울교육대학교의 세 

지 점 에서 모두 297m로 나타났다. 

라) 경관통제높이의 종합 

경관통제높이는 조망점별 경관통제높이와 조망구간별 경관통제높이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는 

바 경관통제높이를 종합하는 데는 두 높이를 비교하여 최소값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서 

/ 

그림 13. 조망점의 조앙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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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관통제높이를 산출한 결과를 2층 이내， 2층 이상-5층 이내， 5층 이상- 10층 이내， 10 

층 이상- 1 5층 이내 ， 1 5층 이상-20층 이내 ， 20층 이상의 6단계로 구분하여 대상지내의 블록 

별로 통제높이를 지정하였다. 

2) 주거지역 세분화에 의한 관리 

대상지는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이 분포하는 지역으로서 서울시의 주거지역 지침에 따라 주거 

지역을 제 l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그림 14 참 

조) 검토결과주거지역 세분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구역이 많으나， 간선도로변 또는 내부도로변 

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한 지 역도 분포하여 다른 규제방법을 고려해 봄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 

었다. 도시계획적 규제 및 관리방안은 (그림 15) 에서 나타난 바와 같고 세분화된 지역별 도시 

계획경관관리 및 규제지침은 (그림 1 6) 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상기 방법에 의해 관리가 불가능한 지역의 관리 

가) 시각통로 확보를 위한 규제 

주요 조망가로에서의 조망확보를 위해 반포로와 방배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건축규 

제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정구간의 스카이라인 확보를 위한 규제방안으로는 

블록별 고도규제， 고도규제+건축선후퇴， 시각7부 능선까지의 높이제한을 통해 우연산으로의 조 

망확보 및 연속적인 스카이 라인을 유지 하는 방안이 라고 할 수 있다. 

나) 입면적 및 입면차폐도 규제 

대상지에 인접한 주요 문화재인 효령대군릉에서 우연산으로의 조망시 입연적 차폐에 의한 

L 초멍접/호땅루관에서의 검런통쩨놀이 슬정에 의믿 듀쩨 1 

틀렬훨웰홉톨 

그림 14, 종합규제안 도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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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정픽보 11:1 억) 

도시계획쩍 규쩨 및 관리방안 

그림 15. 도시계획적 규제 및 관리방안 

그림 16. 도시계획적 규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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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장애요소인 효령아파트를 규제하는 방안으로서 이 아파트의 입면차폐도가 ‘서울시 지표적 

심의기준’의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일반 구릉지 지역의 35m 이하보다 훨씬 큰 4O.9m로서 우면 

산의 조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를 층수제한( 11 층)과 인동간격을 희 워 ( 10m →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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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차폐도를 26.4m로 낮추어 기준이하로 적용함으로써 조망확보 및 연속적인 스카이라인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4)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추출된 지역의 최고고도제한 

주거지역 세분화에 의해 추출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대부분이 간선도로변에 인접하여 경 

관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며， 향후 15층 이상으로 고층화될 우려가 있어 우면산의 경관과 스 

카이라인 보전을 위해 최고고도를 15층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대상지내 인접 건축 

물의 대지규모， 건축규모에 따른 건축밀도 고려 및 경관의 압박감， 주변 건축물의 일조권， 조 

망권， 사생활 침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6. 결 론 

서울시의 산과 강은 서울시의 경관을 위해 보존되어야 할 주요한 자연경관 자원이다. 선진국 

들은 도시의 주요 산이나 강， 해안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을 보호하기 위한 경관관리계획을 통 

해 적극적으로 조망경관을 보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미 산이나 강， 바다， 공원 등 자연경 

관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이 확보된 아파트의 가격이 조망이 없는 아파트의 가격보다 수천만원 

이상의 훨씬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조망을 갖 

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는 조망경관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경우 안타깝게도 산이나 강의 조망이 고층 건물로 인해 많이 차단 

되어 버린 상태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산이나 강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를 수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고 있다. 본 연구도 그 일환으로 이루 

어진 것으로 연구대상지인 우면산은 서초구에서 조망이 가능한 주요한 산으로서 조망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부순환로변에 고층빌딩들이 신축되거나 신축예 

정으로 있는 바 이들 건축예정인 건물들이 건립된 후의 우면산 조망경관을 분석한 결과 조망경 

관이 대부분 차단될 위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면산 조망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주변지역 

경관관리방안을 세가지 제시하였다. 관리방안중의 하나는 연구대상지내의 블록별로 경관통제 

높이를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는 방안이며 둘째는 대상지내의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 

에 이를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이고 셋째는 앞의 두가지 대안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한 지역 

을 시각통로를 관리하거나 입면적 및 입면차폐도를 관리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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