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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 정 일

기 정 ①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일대
1,064,742

서  고

제1994-189호

(1994. 6. 7)

변 경 ①

국제교류복합지구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1,663,65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 경 ①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1,663,652

∙구역명 변경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제1종’ 삭제

 -국제교류복합지구 실현 목적 반영

∙구역 면적 증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도모

  ▸국제업무・MICE・스포츠・문화엔터테인먼트 4대 핵심기능 유지・강화

  ▸탄천・한강・잠실종합운동장 등 통합・연계 통한 보행네트워크 구축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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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변경)







Ⅲ 계획설명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상위 및 관련계획

 구역의 일반적 현황

 계획방향 및 기본구상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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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요

 ∙ 구역명 :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및 송파구 잠실동 일대

 ∙ 면  적 : 1,663,652㎡

2. 배경 및 목적

 ∙ 당해구역은 COEX 일대 업무환경조성을 위해 「잠실지구 도시설계(1983.2)」 수립 등을 거쳐, 

「종합무역센타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2009.7)」으로 변경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 2014.4.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구체

화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발표하여 국제업무, MICE 산업의 핵심 전략 공간인 ｢국제교류복합

지구｣로 조성하고자 함

 ∙ MICE 중심의 도시기능 도입,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지역적 연계 

및 공간적 통합, 대규모 부지의 파급효과 확산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됨

2014년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발표에 따라,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계획방향 변화에 따른 

일관된 관리 및 장기적 차원에서 제도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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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목적 및 계획방향의 변화

▮기존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및 관리방향

[ 종합무역센터(COEX)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가로 및 지역환경 조성 ]

1968.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남서울계획(‘66) 등 강북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강남개발 추진
  (영동신시가지 개발)

▼

1976.
업무지구지정

(공용시설보호지구)

∙상공부 공공종합청사(현 COEX부지 등)를 보호하기 위해 삼성역 일대 
지정

  ※1978. 종합청사 과천 이전결정
  ※1979. 현 COEX부지내 한국종합전시장(KOEX) 준공

▼

1983. 2
잠실지구 도시설계

(한국종합전시장 주변)

∙잠실지구 일대 중심기능 확보, 86아시안게임/88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 
대비 등 부도심화를 위한 통합적 계획

  (5핵 연환식 개발 구상-KOEX/운동장/석촌호수/국립경기장/풍납네거리)

∙한국종합무역전시관 주변
  - 한국종합무역전시관 고려, 업무교역기능 배치

▼

1985. 5
한국종합무역센터

도시설계

∙중심적기능을 수행할 한국종합무역센터의 쇼핑센터와 도심공항터미날 
도입 등 종합적인 개발여건 검토

∙한국종합무역센터 개발에 의한 직/간접적 영향 고려, 토지이용 및 교통
체계상 유도/규제

▼
1994. 6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도시설계

∙한국종합무역센터 주변 변화된 여건반영 등

▼

2009. 7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 변화된 여건반영 및 부도심 기능 역할 
재정비


2014. 4 코엑스~잠실운동장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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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역지정의 근거

 1)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기준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
요가 있는 지역

     -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
한 지역

  ∙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및 기반시설의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
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 토지이용 고도화, 특정 목적달성을 위한 토지용도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

  ∙ 도시형태와 기능의 재정립, 특정기능의 강화 등을 통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구역

  ∙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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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역경계 설정의 기준

 1) 구역경계설정의 기본방향

   ∙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조성목적/관리방향, 토지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 종합무역센타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유지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중 체육・문화・엔터테인먼트 기능의 핵심부지인 잠실운동장 및 

탄천일대 포함 구역 확장

   ∙ 구역경계는 용도지역, 도로 및 운동장 등의 구획을 고려 정형화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설정

 2) 세부기준

    ➀ 삼성역 일대 : 현 종합무역센타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유지

    ➁ 잠실운동장 :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운동장을 경계로 하여 설정

    ➂ 탄천일대 : 교량 등 현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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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선지정 추진 사유

   ∙ 「코엑스~잠실운동장일대 종합발전계획(2014.4)」의 실행을 위한 후속계획으로 국제교류복합지

구 조성을 위한 MICE핵심기능과 주변 관광자원 연계 및 광역 인프라 확충/개선 방안 등 종

합적 검토를 통한 계획안 마련 필요

   ∙ 시민 소통/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검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장기간 소요 예상

     - 2015.2  사업추진관련 중점 과제 정리

     - 2015.4~9  아이디어 공모

     - 2015.9~11 마스터플랜 수립

   ∙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 구역내 민간개발 추진시 계획의 목적/성격 및 검토 범위의 제시를 통

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도모하여 적합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추후 결정할 사항

  ∙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에 맞는 기본구상과 공간 활용계획 수립

  ∙ 용도지역, 건축물의 형태, 높이, 용도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용도지역 및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건축물에 대한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지구 조성에 따라 교통, 환경 등의 부영향 저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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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경위

1983. 2 잠실지구 도시설계 수립(한국종합전시장 주변)

1985. 5 한국종합무역센터 도시설계 수립

1994. 6. 7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도시설계지구 지정(서고 제1994-189호)

1996. 5. 17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도시설계 승인

2009. 7. 2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서고 제2009-263호)

 - 서울의료원・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포함

2012.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스포츠・문화복합 조성 타당성 검토

 - 관련부서 협의 6회, 각계 전문가 자문 3회 등

2013. 5 ~ 2014. 5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발표

 - MP단 운영 6회, 관련부서 협의 4회, 분야별 의견수렴 10회, 토
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협의

2015. 1~12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진행 중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포함)

※ 향후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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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및 관련계획

1. 2030서울플랜 (서울시, 2013)

 1) 공간구조

   ∙ 중심지 체계 : ‘3도심(강남도심)’으로 도시공간구조 위계 격상 

    - 강남도심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업무중심지로의 육성방향 수립

    - 3도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7광역중심 : 기능적으로 특화된 중심지 육성을 통한 권역별 균형발전 도모

    - 12지역중심 : 생활권별 고용기반 마련 및 자족성 강화

 ※ 대상지는 강남도심으로 도시공간구조상 도심위계로 격상, 국제업무중심지로의 육성방향 수립

   - 국제기구유치 및 MICE산업 육성 등을 통해 다양한 국제비즈니스 기능 담당

   ∙ 광역교통축 : 신분당선 및 수서 KTX 연장, 서남권과 동남권 연계 광역급행철도 신설 계획

 2) 생활권 별 구상

   ∙ 대상지는 동남권역에 해당되며, 글로벌 업무·상업기능 강화 및 기존주거지의 계획적 관

리 방향 수립

서울플랜 2030 공간구조도 서울플랜 2030 동남권 발전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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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비전 2030 (서울시, 2014)

 1) 계획의 성격

   ∙ 2030 서울플랜과 연계한 산업・경제 분야 실행계획

 2) 계획의 내용

   ∙ 3대 핵심 과제

    - 첨단산업에 창조산업을 융합해 신성장산업 발전으로 연결하는 창조・혁신의 ‘융복합경제’ 완성

    - 글로벌 도시 서울로의 부상을 위한 발전 동력 지속 확보하는 리더십・협력의 ‘글로벌 경제’

    - 경제발전과 성장을 시민이 골고루 나눠 갖는 상생・지속의 ‘공존경제’

   ∙ 35대 핵심사업 및 20대 산업거점 계획 (대상지)

    - 20대 산업거점 조성 : 동남권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삼성~잠실)

    - ‘한류・관광・MICE산업’ 육성, 미래먹거리 확보 : 영동권 MICE 인프라 확충

경제비전 2030 ‘20대 산업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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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MICE 육성 마스터플랜 (서울시, 2013)

 1) 계획의 성격

   ∙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중기계획(2014~2018년)

   ∙ 서울시 재정・예산계획과 연계한 실행계획

 2) 계획의 내용

   ∙ 서울시 MICE 육성 청사진 제시 : '2018 MICE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

 

3대 목표 세계 3대 컨벤션 도시, MICE 관광객 증대, MICE 관광객 지출액 증대

5대 정책과제

및

10대 핵심사업

세계적 수준의 MICE 인프라 확충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 

MICE 잠재수요 발굴 유치 확대
체계적 MICE 유치․개최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유니크베뉴 발굴․활용 지원

 글로벌 MICE 행사 육성
서울대표 MICE 육성

국내회의의 국제회의화 지원 

MICE 부가가치 확대
MICE 특화 관광상품 개발․홍보

MICE 참가자 전용 할인카드 도입

MICE 생태계 강화

MICE 추진조직 확대․강화

MICE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촉진

국내 MICE산업에 대한 인식제고

   ∙ 대상지 관련계획

    - 전시・컨벤션시설 인프라 2020년까지 현재(6.4만㎡)의 3배 수준인 18.6만㎡까지 확대

      동남권역 : 2단계로 2020년까지 83,000㎡ 추가 확충

< 단계적 인프라 확충 방안 >

단계 현재
1단계-2018년

도심권역

2단계-2020년

동남권역

3단계

서남권역

전용면적

(순증가)
64,000㎡

103,000㎡ 

(39,000㎡↑)
186,000㎡ (83,000㎡↑) -

확충계획

∙ COEX 47,000㎡

∙ SETEC 9,000㎡

∙ aT센터 8,000㎡

∙ DDP 7,000㎡↑

∙ 서울역북부 

32,000㎡~40,000㎡↑

∙ 삼성, 잠실  

83,000㎡↑

∙ 마곡 입주기업을 위한 

호텔, 컨벤션 등 MICE 

관련 시설 설치 유도

    - 삼성동・잠실 등 동남권역 일대 회의・전시, 숙박, 쇼핑,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복합된 ‘국

제회의・전시회(MICE) 복합단지’로 조성 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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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서울시, 2014)

 1) 배경 및 목적 

   ∙ 공공기관 이전 및 이에 따른 민간의 단편적 개발제안

   ∙ 잠실종합운동장 노후화 및 시설 낙후에 따른 활용 저하

   ∙ 서울의 국제 경쟁력 및 미래 먹거리 강화

      ➡ 서울시의 비전 및 발전방향을 구체화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2) 계획의 위상 및 성격

   ∙ 2030 서울플랜을 구체화하는 [ 정책계획 ]

    - 제시된 방향과 원칙을 지구단위계획 등 법정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집행

   ∙ 민간개발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 지침적 성격 ]

    - 민간부지에 대한 공익적 개발유도

 3) 비전 및 목표

[ 비전 ]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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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서울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전략적 거점으로 4개의 핵심산업(국제업무, MICE산업,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이 융합된 국제교류의 장으로 최고의 국제적 명소로 조성

▸ 4개의 핵심산업

  -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 등 국제기능 유치로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

  - 전시·컨벤션 시설과 지원환경 확충을 통해 도심형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 잠실종합운동장의 상징성을 살리고, 노후시설 개선 및 규모 확충으로 국제스포츠 행사 및 프

로스포츠의 메카로 조성

  - 다기능·복합화를 통한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

▸ 국제적 명소

- 업무, 관광, 회의, 스포츠, 문화를 연계한 최고의 복합 MICE 도시

- 잠실종합운동장을 공원화하고, 한강/탄천을 연계한 수변 공원도시

- 대중교통을 집적하고, 환승체계를 통합한 친환경 보행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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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의 일반적 현황

1. 도시공간구조

 ∙ 강남 테헤란로 중심의 상업・업무기능축과 삼성~잠실의 관광・여가 엔터테인먼트축의 결절점에 위치

   - 강남~역삼~선릉역에 이르는 테헤란로는 대규모 금융, IT기업, 벤처관련 업무중심으로 고밀개

발된 지역

   - 삼성역일대는 한국종합무역센타를 중심으로 대규모 컨벤션, 호텔, 쇼핑몰이 밀집된 업무복합

단지의 형태로 조성

   - 잠실운동장에서 신천~잠실의 관광위락시설까지 연계되는 관광여가축 형성

 ∙ 테헤란로, 영동대로와 KTX/GTX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통해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줌심

거점지로 성장 잠재력 보유

   - 영동대로를 따라 성수, 수서 등 남북으로 개발 파급효과의 확산 등 남북성장축의 중심 거점

지로 성장 잠재력 보유

   - KTX 동북부연장, GTX, 경전철, 등 광역교통인프라 확충이 영동대로를 중심으로 집적됨에 

따라 서울 주요 거점 및 지역간 연계 등 다차원적 철도교통 요충지로 발전 가능성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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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일대 위상 변화

70년대 이후 산업화의 중심공간 (강남대로, 테헤란로 중심)

∙ 강북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강남개발 추진(영동신시가지 개발)

∙ 격자형 도로, 광역고속도로, 2호선 순환노선입지 등 편리한 교통시설 및 공공기관 입지

로 강남대로/테헤란로 중심 업무집중

∙ 88올림픽 개최, 무역센터 입지를 계기로 강남지구 활성화 및 한강 중심의 강남과 강북

으로 도시구조 재편

영동신시가지개발
(강북억제책)

▶

교통인프라 확충

▶

공공기관 이전/신축

▶

업무집중 및 활성화
(강남대로/테헤란로 중심)

∙남서울계획(‘66)

∙영동지구구획정리사업(‘68)

∙경부고속도로(‘68)

∙고속버스터미널(‘75) 등

∙학교/법원 등 이전
∙무역센터 착공(‘79)
∙한국전력 준공(‘86) 등

∙무역센터 조성/올림픽개최 등 
계기 업무시설 집중/활성화

현재, MICE산업 중심 서울의 미래성장을 이끄는 도약의 장소

∙ 서울의 글로벌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

심지 기능 강화(1도심→3도심으로 중심지 체계 

개편)

  - 강남도심 : 도심으로 위상 격상, 국제기구 유

치 및 MICE산업 육성 등 국제

비즈니스 기능 담당

∙ KTX 등 광역철도 교통 입지로 국제적/광역적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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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현황

1) 토지이용현황

 ∙ 테헤란로변으로 업무기능 밀집 (코엑스, 한국종합무역센타, 도심공항터미널 등)

 ∙ 이면부의 소규모 필지에는 식음기능, 중소규모 사무소 등 업무 지원기능 입지

 ∙ COEX 외 판매, 문화(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지원기능 취약

 ※ 대상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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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원·녹지 현황

 ∙ 잠실종합운동장, 한강・탄천 수변공간 등 시민・공공공간 보유

  - 국제화 선도공간으로 장소성/역사성/상징성 보유 공간

  - 탄천/한강 등 시민여가공간으로서의 친수공간 입지

  - 잠실운동장/탄천 등 대규모 오픈스페이스의 주차장 중심 외부공간 활용 및 주변과 단절 문제

※ 주차장위주 외부공간

[탄천부 공영차고지] [잠실운동장 주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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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현황

 가. 도로

 ∙ 남북축으로 영동대로(폭 50-70m, ①)와 동부간선도로(폭 26m, 자동차전용도로, ➃)가 주간선

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탄천동로(2~4차로, ⑤)가 보조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동서축으로는 올림픽대로(폭 40m, 자동차전용도로, ⑥)와 테헤란로(폭 50m, ②)가 주간선 기

능을, 봉은사로(폭 35m, ③)가 보조간선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나. 철도

 ∙ 테헤란로와 영동대로 교차점에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이 위치해 있으며 COEX와의 지하통로 연

결 등 접근성이 우수함

 ∙ 9호선 929정거장(가칭 봉은사역)과 930정거장(종합운동장역)이 2014년 개통 예정으로 향후 신

사~잠실종합운동장~올림픽공원을 연결할 예정임

 ∙ 영동대로 중심으로 KTX 동북권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경전철,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 인

프라 집적, 철도교통 요충지로서 발전 가능성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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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관리계획 현황

 1) 용도지역・지구

 ∙ COEX 및 테헤란로변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삼성역일대 블록내부는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금회 확장되는 탄천 및 잠실운동장일대는 자

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영동대로·봉은사로·테헤란로변으로 폭 12m의 중심지미관지구와 삼성동 일대에 공용시설보호지

구가 지정되어 있음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금회 확장구역내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44,219㎡ 20.7 %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38,033㎡ 32.3 % 3,164㎡

제2종일반주거지역 124,487㎡ 7.5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60,903㎡ 3.7 % 4,966㎡

제1종일반주거지역 5,230㎡ 0.3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90,780㎡ 35.5 % 590,780㎡

합    계 1,663,652㎡ 100.0% 59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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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시설

 ∙ 도심공항터미널이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탄천/한강이 하천시설, 잠실종합운동장

이 운동장시설로 결정 되어 있음

 ∙ 그 외 시설로 철도(지하철)와 도로, 광장 등이 결정되어 있음

[ 도로 ]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기타도로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72
42,312
(16,372)

1,399,928
(337,963)

3
17,480
(2,935)

738,850
(150,675)

9
9,371
(2,601)

416,292
(77,792)

56
15,461
(8,641)

244,786
(67,486)

4 (2,195) (42,010)

광로 2
11,410
(2,380)

643,100
(146,400)

1
3,630
(1,370)

254,100
(95,900)

1
7,780
(1,010)

389,000
(50,500)

- - -

대로 4
22,212
(3,107)

695,110
(87,835)

2
13,850
(1,565)

484,750
(54,775)

1 662 19,860 1
7,700
(880)

190,500
(13,200)

중로 10 2,022 24,264 - - - - - - 10 2,022 24,264

소로 52 6,668 37,454 - - - 7 929 7,432 45 5,739 30,022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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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광로 1 13 70 주간선
3,630
(1,370)

영동대교 남단
(삼성동 88)

광장 86
(대치동 1005-8)

일반도로

광로 2 20 50 주간선
7,780
(1,010)

광로 21
(대치동 1012-13)

송파동 광로19
(대치동 1012-1)

일반도로

대로 1 20 35 보조간선
4,900
(895)

광로 14
(삼성동 145)

광로 28
(대치동 942-4)

일반도로

대로 1 21 35 보조간선
8,950
(670)

광로 21
(삼성동 77-24)

삼성동 3-70
(삼성동 163-1)

일반도로

대로 2 601 30 보조간선 662
대로 1-21

(삼성동 147-2)
광로 2-1

(삼성동 158-23)
일반도로

대로 3 70
25
(15)

보조간선
7,500
(880)

청담동 중로1-136
(대로1-21)

대치동 광로2-19
(대치동 998-4대)

일반도로

중로 3 604 12 집산도로 232 삼성동 156-5 삼성동 154-13 일반도로

중로 3 605 12 집산도로 180 삼성동 107대 삼성동 107-7대 일반도로

중로 3 606 12 집산도로 201 삼성동 160-18대 삼성동 106-29도 일반도로

중로 3 607 12 집산도로 300 삼성동 168 삼성동 170-1 일반도로

중로 3 608 12 집산도로 168 삼성동 168-22 삼성동 168-16 일반도로

중로 3 804 12 집산도로 135 대치동 942-10 대치동 942-17 일반도로

중로 3 805 12 집산도로 135 대치동 943-19 대치동 943-27 일반도로

중로 3 806 12 집산도로 211 대치동 945-6 대치동 947-7 일반도로

중로 3 807 12 집산도로 121 대치동 995-16 대치동 995-24 일반도로

중로 3 808 12 집산도로 248 대치동 1001 대치동 999-2 일반도로

소로 2 601 8 국지도로 166 삼성동 157-13 삼성동 157-39 일반도로

소로 2 602 8 국지도로 169 삼성동 169-24 삼성동 169-14 일반도로

소로 2 802 8 국지도로 136 대치동 942 대치동 942-5 일반도로

소로 2 803 8 국지도로 134 대치동 943-1 대치동 943-17 일반도로

소로 2 804 8 국지도로 132 대치동 945 대치동 945-30 일반도로

소로 2 805 8 국지도로 72 대치동 949 대치동 949-1 일반도로

소로 2 806 8 국지도로 120 대치동 996-1 대치동 996-15 일반도로

소로 3 609 6 국지도로 511 삼성동 145-4 삼성동 156-7 일반도로

소로 3 610 6 국지도로 496 삼성동 146-2 삼성동 155-15 일반도로

소로 3 611 6 국지도로 231 삼성동 145-19 삼성동 147-16 일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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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소로 3 612 6 국지도로 231 삼성동 150-19 삼성동 148-16 일반 도로

소로 3 613 6 국지도로 233 삼성동 156 삼성동 154-9 일반 도로

소로 3 614 4 국지도로 98 삼성동169-6 삼성동 169-10 일반 도로

소로 3 615 4 국지도로 143 삼성동 153-1 삼성동 153-65 일반 도로

소로 3 616 4 국지도로 110 삼성동 157-10 삼성동 157-17 일반 도로

소로 3 617 4 국지도로 115 삼성동 158-1 삼성동 158-7 일반 도로

소로 3 618 4 국지도로 105 삼성동 158-5 삼성동 158-15 일반 도로

소로 3 619 6 국지도로 140 삼성동 77-25 삼성동 77-1 일반 도로

소로 3 620 4 국지도로 50 삼성동 77-7 삼성동 77-3 일반 도로

소로 3 621 4 국지도로 60 삼성동 77-18 삼성동 77-15 일반 도로

소로 3 622 6 국지도로 67 삼성동 90 삼성동 90-2 일반 도로

소로 3 623 4 국지도로 60 삼성동 90-8 삼성동 90-11 일반 도로

소로 3 624 6 국지도로 33 삼성동 91 삼성동 90-12 일반 도로

소로 3 625 4 국지도로 57 삼성동 91-28 삼성동 91-42 일반 도로

소로 3 626 6 국지도로 54 삼성동 91-34 삼성동 91-24 일반 도로

소로 3 627 6 국지도로 61 삼성동 108-14 삼성동 108-6 일반 도로

소로 3 628 4~6 국지도로 60 삼성동 109-21 삼성동 109-15 일반 도로

소로 3 629 6 국지도로 64 삼성동 109-7 삼성동 109-10 일반 도로

소로 3 630 4 국지도로 103 삼성동 160-15 삼성동 160-30 일반 도로

소로 3 631 6 국지도로 303 삼성동 165 삼성동 166-8 일반 도로

소로 3 632 6 국지도로 211 삼성동 162-13 삼성동 165-15 일반 도로

소로 3 633 6 국지도로 310 삼성동 161-17 삼성동 163-3 일반 도로

소로 3 634 6 국지도로 78 삼성동 165-15 삼성동 164-6 일반 도로

소로 3 635 4 국지도로 108 삼성동 161-13 삼성동 161-15 일반 도로

소로 3 636 6 국지도로 68 삼성동 161-7 삼성동 161-8 일반 도로

소로 3 637 4 국지도로 134 삼성동 162-22 삼성동 162-15 일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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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소로 3 638 4 국지도로 67 삼성동 165-12 삼성동 165-10 일반 도로

소로 3 639 4 국지도로 180 삼성동 168-21 삼성동 168-29 일반 도로

소로 3 640 4 국지도로 105 삼성동169 삼성동 169-5 일반 도로

소로 3 812 4 국지도로 115 대치동 944-23 대치동 944-20 일반 도로

소로 3 813 4 국지도로 108 대치동 945 대치동 945-7 일반 도로

소로 3 814 4 국지도로 88 대치동 945-25 대치동 945-20 일반 도로

소로 3 815 6 국지도로 72 대치동 947-5 대치동 947-7 일반 도로

소로 3 816 4 국지도로 74 대치동 949-14 대치동 949-7 일반 도로

소로 3 817 4 국지도로 122 대치동 995-21 대치동 995-25 일반 도로

소로 3 818 6 국지도로 240 대치동 1001-1 대치동 999-12 일반 도로

소로 3 819 6 국지도로 92 대치동 1005 대치동 1005-4 일반 도로

소로 3 820 4 국지도로 95 대치동 1001-6 대치동 1001-1 일반 도로

소로 3 821 4 국지도로 71 대치동 1005-2 대치동 1005-5 일반 도로

소로 3 822 6 국지도로 270 대치동 1000 대치동 1004-6 일반 도로

소로 3 823 6 국지도로 260 대치동 999 대치동 1004-8 일반 도로

소로 3 824 4 국지도로 72 대치동 1004-6 대치동 1004-1 일반 도로

금회 확장 구역내

- - - 15 - 540 (삼성동 186-6) (삼성동 186-4) -
탄천
서로

- - - 40 - 560 (삼성동 186-6) (삼성동 186-4) -
동부
간선

- - - 7 - 560 (삼성동 186-6) (삼성동 186-4) -
동부
간선

- - - 20 - 535 (잠실동 4) (잠실동 4) -
탄천
동로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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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류장 ]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자동차 정류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강남구 삼성동 159-6 13,000.5㎡

[ 광 장 ]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삼성 제1광장 교통광장 강남구 삼성동 70 일대
23,080㎡
(5,311㎡)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운동장 (금회 확장구역내) ]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잠실종합운동장 운동장 잠실동 10 일대 414,205㎡

[ 하천 (금회 확장구역내) ]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폭원 면적 비고

탄천 하천
(삼성동 

186-5 일대)
(552m) (235m) (129,500㎡)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이하여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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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 현황

1) 소유

  ∙ 대부분의 토지는 사유지(약 85%) 이며, 금회 확장 구역인 잠실운동장 및 탄천일대는 모두 

국・공유지로 구성되어 있음

구 분
필지수 면 적

*금회 확장 구역내

필지수 면 적

개 구성비(%) ㎡ 구성비(%) 개 구성비(%) ㎡ 구성비(%)

합 계 1,064 100.0 1,663,652 100.0 21 100.0 598,910 100.0

사유지 899 84.5 729,928 43.9 - - - -

국유지 15 1.4 275,556 16.6 8 38.1 265,618 44.4

공유지 150 14.1 658,168 39.5 13 61.9 333,292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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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목

  ∙ 총 1,064필지중 대지가 889필지로 약 84%를 구성하고, 탄천 및 운동장은 하천, 체육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음

구 분
필지수 면 적

*금회 확장 구역내

필지수 면 적

개 구성비(%) ㎡ 구성비(%) 개 구성비(%) ㎡ 구성비(%)

합 계 1,064 100.0 1,663,651.7 100.0 21 100.0 598,909.7 100.0

대지 889 83.6 775,921.9 46.6 - - - -

도로 153 14.4 305,048.9 18.3 6 28.6 19,320.6 3.2

체육 5 0.5 402,815.9 24.2 5 23.8 402,815.9 67.3

하천 7 0.7 129,756.5 7.8 7 33.3 129,756.5 21.7

기타 10 0.9 50,108.5 3.0 3 14.3 47,016.7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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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지규모

  ∙ COEX 서측 블록 등 블록 내부 이면도로변으로 90㎡이하 필지가 일부 분포하고 있음

  ∙ COEX, 한국전력/서울의료원 부지, 잠실운동장 등 10,000㎡이상의 대규모 필지가 전체 구역

의 약 60% 차지

구 분
필지수 면 적

*금회 확장 구역내

필지수 면 적

개 구성비(%) ㎡ 구성비(%) 개 구성비(%) ㎡ 구성비(%)

합 계 902 100.0 1,193,218.7 100.0 6 100.0 414,205 100.0

90㎡ 미만 54 6.0 3,200.8 0.3 2 33.3 69.0 0.1

90~1,000㎡ 747 82.8 289,646.9 24.3 - - - -

1,000~5,000㎡ 81 9.0 133,903.4 11.2 - - - -

5,000~10,000㎡ 8 0.9 56,578.8 4.7 - - - -

10,000㎡ 이상 12 1.3 709,888.8 59.5 4 66.7 414,136 99.9

  ※ 도로 및 하천, 제방 부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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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적률

  ∙ COEX 및 영동대로/테헤란로변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 400~800%으로 개발되어 있음

  ∙ 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주의 블록 내부는 대부분 400% 미만으로 개발되어 있음

구 분
필지수 면 적

*금회 확장 구역내

필지수 면 적

개 구성비(%) ㎡ 구성비(%) 개 구성비(%) ㎡ 구성비(%)

합 계 902 100.0 1,193,218.7 100.0 5 100.0 414,205 100.0

200% 미만 482 53.4 716,712.2 60.1 5 100.0 414,205 100.0

200~400% 289 32.0 358,724.1 30.1 - - - -

400~800% 93 10.3 89,317.8 7.5 - - - -

800% 이상 38 4.2 28,464.6 2.4 - - - -

  ※ 도로 및 하천, 제방 부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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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 현황

1) 용도

  ∙ 테헤란로변으로 업무용도 집중, 블록 내부 근생/판매시설 입지하고 있음

  ∙ COEX 부지는 업무, 문화/상업시설 등 대규모 복합개발 형태임

구 분 건축물 동수 구성비(%)
*금회 확장 구역내

건축물 동수 구성비(%)

합 계 681 100.0 6 100.0

업무 227 33.3 - -

문화 및 집회시설 2 0.3 - -

근생 및 판매시설 287 42.1 - -

숙박시설 4 0.6 - -

운동시설 6 0.9 6 100.0

기타 155 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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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수

  ∙ 55층의 무역센터 등 삼성역 중심으로 고층 건축물이 분포함

  ∙ 총 681동 중 20층 이하 건축물이 662동(약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구 분 건축물 동수 구성비(%)
*금회 확장 구역내

건축물 동수 구성비(%)

합 계 681 100.0 6 100.0

5층 미만 330 48.5 6 100.0

5~20층 332 48.8 - -

20~50층 18 2.6 - -

50층 이상 1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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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도

  ∙ 잠실운동장내 운동시설 및 COEX 서측 블록 소규모 필지내 30년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집중 분포되어 있음

구 분 건축물 동수 구성비(%)
*금회 확장 구역내

건축물 동수 구성비(%)

합 계 681 100.0 6 100.0

10년 미만 126 18.5 - -

10~20년 180 26.4 - -

20~30층 245 36.0 - -

30년 이상 130 19.1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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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황 종합분석

대상지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입지잠재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현안문제 해소 및 

한계 극복을 통해 국제적인 복합공간 육성

  ∙ 서울 컨벤션의 중심인 COEX와 무역센터, 호텔 등 주요 국제적 집객시설과 쇼핑, 문화, 식음 등이 복합되

어 있는 국내 최대의 MICE․엔터테인먼트 집적지

  ∙ 광역교통축을 따라 경제/산업축을 형성하고 경제효과의 확장 잠재력을 보유

  ∙ 한강/탄천 등 도심 최고의 수변 오픈스페이스 공공공간을 보유

  ∙ 잠실종합운동장내 체육시설이 준공 후 30~40년 경과로 시설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시설 보수 및 개선이 필요

  ∙ 도심의 매력적인 수변공간 요소 및 시민들을 위한 공간 활용이 부재

  ∙ MICE 인프라의 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추가 확장이 필요

  ∙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주변 역사/자연자원과의 연계성이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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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방향 및 기본구상 (코엑스~잠실운동장일대 종합발전계획. 2014)

1. 계획방향

 ∙ 국제업무/MICE 인프라 강화로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기능공간 계획

    -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 대규모 가용지 중심 글로벌 

업무수요, 부족한 MICE 핵심시설 확충

    - 노후화 및 활용도가 낮은 잠실운동장의 기능개선 

및 문화 기능 등과 복합활용

    - MICE 참가자 및 관광객의 체류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MICE 지원환경 구축

 ∙ 한강‧탄천 중심의 지역적 연계 및 공간적 통합으로 세계적 명소화 및 시민을 위한 열린공간 계획

    - 탄천/운동장의 주차장 위주 외부공간에 도심 녹색

공간 계획 등 탄천~잠실운동장~한강을 통합하여 

도심여가의 중심공간으로 조성

    - 탄천과 영동대로, 올림픽대로 등에 의해 단절된 지

역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입체적 연결체제 구축

으로 접근성 개선

    - COEX~탄천~운동장~한강에 이르는 보행 및 대중교

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활성화

 ∙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광역적‧지역적 교통 개선 및 대중교통 중심체계 구축

    - 영동대로 지하에 GTX, KTX, 경전철,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확충되는 시점 고려 단계적인 복합환

승시스템 계획으로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

는 대중교통체계(철도중심) 구축

    - 영동대로 지하1층은 COEX~영동대로~한국전력 부

지 지하공간을 통합 조성하여 복합환승시스템 및 

COEX~한국전력 부지를 연계,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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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안)

계획방향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기능공간 조성]

계획방향 [세계적 명소화 및 시민을 위한 열린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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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지별 기본구상

1) COEX  [국제 컨벤션 중심공간]

계획방향

1. MICE특화방향에 따른 도심복합형 MICE 인프라 확충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국제적 전시･컨벤션 시설 규모 확보(순증가 35,000㎡)

   -1단계 : 19.000㎡, 2단계 : 16,000㎡(도심공항터미널 부지활용 신축)

2. 글로벌 교류 복합거점을 위한 국제적 컨벤션 중심공간 확보

 국제적인 전시･컨벤션, 국제회의 유치 등 국제교류의 선도적인 공간 조성

3. 매력적인 공공공간 조성 및 한국전력부지와의 입체적 보행체계 조성

 한국전력부지와 연결되는 보행브릿지 조성 및 지하공간의 동선체계 연계

기본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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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舊한국전력부지  [국제업무 및 MICE 핵심공간 조성]

계획방향

1. 글로벌 기업 교류 거점을 위한 업무공간 확보

 새로운 국제적 수요 창출을 위한 업무시설 집중 공급

2. 도심형 MICE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MICE 인프라 확보

 COEX와의 연계운영으로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10만㎡이상의 

전시・컨벤션 시설 확보(전용면적기준 15,000㎡이상 확충)

 MICE 참가자 및 관광객 등의 체류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시설 확충

3. 매력적인 공공공간 조성 및 기존 가로의 활성화 유도

 봉은사~COEX~영동대로~탄천을 연계하는 보행네트워크 구축

 보행결절점 오픈스페이스 확보(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시스템과 입체적 연결)

기본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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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舊한국감정원  [국제업무 및 MICE지원공간 조성]

계획방향

1. 업무기능 강화 및 글로벌 기업 교류 거점을 위한 업무공간 확보

 국제기업 지역본부 등 유치를 위한 업무시설 공급

2. 저층부 문화시설 복합화 및 숙박시설 확충 등 MICE 지원공간 확보

 시민, MICE 참가자,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숙박시설 도입

3. 탄천변 수변가로 활성화 및 접근성 개선

 탄천변 활성화를 위한 탄천제방도로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탄천변으로의 보행축 계획으로 천변으로의 열린공간 확보

 보행 결절점 및 탄천변에 오픈스페이스 배치

기본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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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의료원부지 [MICE지원공간 및 국제기구 전용공간 확보]

계획방향

1. 부지 일부 매각을 통해 업무시설 등 MICE 지원공간 확보

 국제기업 지역본부 등 유치를 위한 업무시설 공급 및 문화/숙박시설 도입

2. 공공보유부지는 수요를 고려하여 국제기구 전용공간 및 문화공간 확보

 서울시 보유 부지활용 국제기구/단체 유치(장기)

3. 탄천변 수변가로 활성화 및 접근성 개선

 탄천변 활성화를 위한 탄천제방도로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탄천변으로의 보행축 계획으로 천변으로의 열린공간 확보

 보행 결절점 및 탄천변에 오픈스페이스 배치

기본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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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잠실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엔터테인먼트 복합공간 조성]

계획방향

1. 잠실종합운동장의 역사성 및 상징성 보존 강화

 노후 체육시설 기능개선으로 스포츠 기능 유지/강화 및 국제적 수준의 규모 확충

 외부공간의 상징성 유지

2. 시민중심의 여가・문화공간 조성

 탄천~한강 연계 오픈스페이스 확장,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시민 생활체육공간 및 문화여가 기능 개선

3. 스포츠와 한강・탄천을 연계한 관광거점 조성

 숙박, 상업 등 지원기능 복합/활성화 도모

 한강~탄천변으로의 보행축 계획

기본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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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탄천, 한강  [수변문화장소 조성]

계획방향

1. 매력적인 수변문화 장소 조성

 입지여건에 따라 공간유형별로 차별화 조성

 주보행축 연계 거점 수변광장 조성 및 공연/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2. [한강] 자연형 친수공간 및 레저형 수변공원 조성

 보행 환경개선 등 접근성 개선

 여가활동 집적으로 활성화

3. [탄천] 동서변 도시기능과 연계된 ‘도심 친수공간’ 조성

 램프이전 등 경관조망 개선, 탄천동서로 지하화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탄천 주차장 이전으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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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 검토

구  분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

연

환

경

생태면적율 20~30% ○ ∙사업시행후 : 20~30%
∙향후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계획지구 

내 녹지공간 조성 등 유형 적용

녹지

네트워크
연결성 확보 ○

∙본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은 시가화지

역으로 조사

∙향후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계획지구 

내 녹지공간 조성 등 유형 적용

지형변동
지형변동

최소화
○

∙계획지구는 상업 및 업무시설지,  혼합

지, 공공용도지 등에 위치함

∙토양표장율의 변화 예상

∙토양 및 지형변화 최소화

∙현지형을 최대한 이용

∙포장면은 투수성 포장재 적용 검토

비오톱
도시생태계의 개선 

도모
○

∙비오톱개별평가는 전 등급(1~3, 도로, 

평가제외, 하천)이 고르게 분포함

∙비오톱유형평가는 전등급(1등급, 3~5

등급, 도로, 하천)이 고르게 분포함

∙향후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계획지구 

내 녹지공간 조성 등 유형 적용

생

활

환

경

일조 수인한도 최대확보 ○

∙건축물배치에 따라 일조영향이 예상

∙계획지구 주변 건물이 밀집되고   봉

은사로, 테혜란 등 도로가  위치하여 

일조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건축물 배치시 건물간 이격거리를 충분

히 두고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여 건축

물 높이에 의한 일조장해는 발생치 않

도록 계획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신축건물에 의한 바람길 영향이   발

생하나 그 영향은 미미함

∙향후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계획지구 

내 녹지공간 조성 등 유형 적용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향후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이용인구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

∙절약형 건축물 설계 기법을 최대한 반

영

경관

Skyline 보전 ○

∙인근 고층건물이 주변에 산재해 있어 

스카이라인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됨

∙계획 건축물은 주변 건물들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조성되도록 계획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경관변화

○
∙기존경관을 현대적 감각으로 개선하여 

시각적 경관영향은 긍정적임

∙계획지구의 외부는 주변 경관과의  조합

이 이루어 지도록 계획함

녹지공간

확보
○

∙계획지구는 도시지역으로서 입지적  특성

상 녹지공간이 빈약한 상태임

∙향후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계획지구 

내 녹지공간 조성 등 유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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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생

활

환

경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강남구에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등 총 137개소의  공

원이 위치함

∙공연시설, 복지시설 등 문화공관

과 체육시설이 위치함

∙향후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계획지구 내  녹지공간 조성 등 

유형 적용

∙또한, 주변 오픈 스페이스와의 

연결을 통한 공간 조성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

통행로 확보
○

∙계획지구 주변으로 보행자   

도로가 위치함

∙보행친화공간은 향후 토지이용계

획 수립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을 고려하여 현 보행자도로와 연

계하여 계획

추

가

대기질
대기오염물질

발생억제
○

∙현황조사결과, 환경기준 및  

서울시대기환경기준 초과(연간)

∙공사시 건설장비투입, 토공공사에 

따라 PM-10, NO2등 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됨

∙공사시 주기적인 살수실시,  

차속규제 등 저감방안 수립

수질
오수발생

저감
○

∙부지조성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

사유출로 인해 부유물질(SS)의 발

생이 예상

∙계획지구 운영시 오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우기시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비

닐덮개 사용

∙필요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서울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거 처리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저감 ○

∙공사시 예상되는 폐기물은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폐유, 

공사장 인부에 의한 분뇨 및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의 발생이 

예상

∙폐유 위탁처리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

침” 등에 의거하여 처리

소음․진동
생활소음 및 진동 

기준 만족
○

∙공사시 장비가동 등으로 인한 소

음ㆍ진동 발생이 주변지역에 미

칠 것으로 예상

∙계획지구 운영시 차량 증가로 인

한 소음 발생이 주변지역에 미칠 

것으로 예상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사용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준

수(2007, 환경부)

∙작업시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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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현황도

토지이용 현황도 비오톱유형 현황도

비오톱 유형평가도 비오톱 개별평가도

▮현존식생 및 생태자연도

현존식생도 생태자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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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성 검토

1. 교통체계 현황

1) 지역교통 현황

   ∙ 광역간선도로망과 인접하여 지역간 접근성 양호

     - 경부고속도로(서초IC, 양재IC), 용인~서울간 고속도로(헌릉IC), 올림픽대로, 동부간선

도로, 탄천동로 등 인접으로 수도권 및 지방 접근성 양호

   ∙ 다양한 대중교통 집중지역으로 접근성 및 환승연결 우수

     - 지하천 2, 9호선 및 북측으로 지하철 3, 7호선과 수도권광역도시철도 분당선(선릉역), 신

분당선(강남역) 인접, 위례~신사 경전철 개통예정

     - 양재, 강남, 잠실, 신사 등 수도권 연결 광역버스 집결지

2) 국제간(공항) 접근체계

   ∙ 철도 : 인천공항과의 직결 대중교통 노선 부재

     - 지하철 2호선 및 9호선, 인천공항철도 등의 환승을 통해 접근 가능(약 90분~120분 소요)

       (※9호선 연장과 KTX 신설 노선 연계시 공항 직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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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 혼잡구간 통과로 소요시간 과다

     - 영동대교~방화대교 구간 올림픽대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약90이상 소요)

3) 대상지내 교통현황

   ∙ 남북축의 영동대로, 동부간선도로, 탄천도로와 동서축의 올림픽대로, 봉은사로가 격자형으로 

연결되어 지역간 간선기능 담당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잠실운동장역과 9호선 929정거장(가칭 봉은사역)과 930정거장(종합운

동장역)이 2015년 개통 예정으로 향후 신사~잠실종합운동장~올림픽공원 연결 예정

   ∙ 영동대로 중심으로 KTX 동북권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경전철,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 집적

   ∙ 자동차 교통을 위한 시설개선 한계

     - 광폭의 격자형도로망 계획으로 도로의 추가 신설 계획 어려움



Ⅲ. 계획설명서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 51 -

2.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가. 사업지 주변 가로망 현황

   ∙ 사업지 주변 가로망 체계를 살펴보면 사업지 최근접하여 테헤란로, 봉은사로, 봉은사로114

길, 테헤란로115길 위치해 있으며, 부근에 동부간선도로, 영동대로 등이 위치해 있음

❚ 주변 가로망 현황

가로명 폭원 차로수 가로명 폭원 차로수

테헤란로 60m 10차로 탄천동로 8~30m 2~4차로

올림픽로 35~60m 8~10차로 백제고분로 42m 8~10차로

봉은사로 35m 6차로 테헤란로87길 30m 6차로

올림픽대로 40m 4차로 봉은사로114길 15m 2차로

영동대로 70m 14차로 테헤란로115길 15m 2차로

동부간선도로 27m 6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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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지 주변 교차로 운영현황

   ∙ 본 과업에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지 주

변 8개 교차로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음

❚ 분석대상 교차로 운영현황

교차로명 형태 신호등 설치 교차로명 형태 신호등 설치

1. 코엑스 사거리 4지 O 5. 삼성역 교차로 4지 O

2. 서울의료원 사거리 4지 O 6. 강남경찰서 교차로 4지 O

3. 봉은 교차로 4지 O 7. 삼성 교차로 4지 O

4. 종합운동장서측 삼거리 3지 O 8. 종합운동장 교차로 4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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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지 주변 교통량 현황

   ∙ 사업지 주변 주요가로 및 교차로의 사전조사 결과 첨두시간이 18:00～19:00로 조사되었으

므로, 본 과업에서는 이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여 주변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상태를 분석하

고, 사업지 발생교통량의 예측과 분석을 실시

< 교통량 현황도(평일 18:00 ~ 19:00) >

가로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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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지 주변 교차로 분석

   ∙ 첨두시간(18:00～19:00) 사업지 주변 분석대상 신호교차로의 서비스수준을 분석한 결과, 5.

삼성역교차로의 차량당 평균제어지체가 112.0(초/대) 서비스수준 “F”로 분석되었으며, 그 외 

교차로는 차량당 평균제어치제 16.4~65.3(초/대) 서비스수준 “B~D” 로 분석되었음

❚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교차로명
첨두시간교통량 

(대/시)
차량당 평균제어지체 (초/대)

서비스수준
(LOS)

1. 코엑스 사거리 9,973 65.3 D

2. 서울의료원 사거리 3,376 25.9 B

3. 봉은 교차로 3,805 49.3 C

4. 종합운동장서측 삼거리 4,062 16.4 B

5. 삼성역 교차로 12,767 112.0 F

6. 강남경찰서 교차로 6,991 64.1 D

7. 삼성 교차로 7,055 35.3 C

8. 종합운동장 교차로 8,036 30.9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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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여건 분석 및 개선방안

장점 및 잠재력

∙우수한 교통망 확보

 - 경부고속도로 및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인접,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가 통

과하고 있는 등 광역간선도로망발달

 - 2016년 1월 수서~평택간 수도권고속철도(KTX)가 개통되면 도로뿐 아니라 철

도를 이용한 광역적 접근 가능

 - 지하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등 다양한 노선이 통과하고 있고, 수도권 

각지와 연결되는 광역버스 노선 집결지 등 대중교통 이용 여건 우수

∙다양한 철도노선 확충 계획

 - 지하철 9호선(공사중), 수서~평택간 KTX 노선 삼성역~의정부 연장, 수도권 광

역급행열차(GTX) 노선 등 향후 수도권 및 지방에서의 접근성이 보다 양호해

질 것으로 전망됨

문제점 및 한계

∙교통시설 과포화에 따른 상시적 지정체 발생

 - 지역특성에 따른 차량 집중으로 차량 통행속도 낮음

 - 대안경로 및 우회동선이 부족하여 올림픽대로 등 특정 도로에 대한 접근 의존

도 높음

 -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의 나들목과 접속되는 영동대로 등에서 정체 빈번

∙대중교통을 이용한 소요시간 과다

 - 공항 등 직결 연결 노선이 없어 잦은 환승이 필요하나 노선간 환승체계 불편, 

∙ 접근 교통체계 개선

  - 인천공항 직결연결 철도 교통망 및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광역 접근성 향상

  - 지역간 접근이 취약한 서남권, 동북권과의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간 연결성 강화

∙ 교통시설 개선

  - 탄천주변 도로의 지하화 및 올림픽대로와의 직결을 통한 도심내 차량이용 억제

  - 올림픽대로 나들목 통행체계 개선 및 동부간선도로 램프 이전을 통한 통행량 분산

∙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 기존 철도노선의 연장, 새로운 노선 신설 등 철도 노선 확충 

  - 영동대로 하부 철도노선의 단계적 도입에 따른 환승편의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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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처리계획

1) 광역 교통 개선

 가. 국제간(공항) 접근성 개선

   ∙ 강남순환고속도로, 지하철9호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

     - 도로 : 2016년 개통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기존의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로 이어지는 노선 추가 가능

     - 철도(지하철) : 지하철9호선을 김포공항으로 직결연결하여 같은층 플랫폼을 통해 인천공항

철도와 환승이 가능

                   (※인천공항철도와 지하철9호선은 양노선간 교차운행(reshuffle)이 가능하도

록 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직/교류 겸용운행이 가능한 열차 투입시 환승 없

이 바로 연결 가능)

     -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급행철도(GTX, 일산~삼성)가 수도권고속철도(KTX)와 호환운행이 되

면 KTX를 이용한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나. 지역간(도심 및 거점) 접근성 개선

   ∙ 도심부 통과 교통량 분산 및 우회처리

     - 지역내에서의 부분적인 도로 확장보다는 통과교통량의 도심내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간선

도로간 직결 연결도로 확충

     -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탄천동로 확장 계획을 올림픽대로까지 연결, 성남(판교, 분당) 

및 위례신도시, 동남권유통단지, 장지･문정택지개발지구와의 연결성 확보, 영동대로, 송파

대로 및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도심부내 통과교통량의 분산과 우회를 도모

     -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테헤란로 등의 교통량 우회 및 분산을 위해 강남순환

고속도로가 2016년 개통될 예정이므로, 추가적인 탄천동로 직결 연결로 설치 시, 원활한 

통과교통량 처리로 지구 내 교통정체는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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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혼잡 개선

     - 신분당선 연장(강남~삼송), KTX 동북부 연장(수서~의정부), 남부급행광역철도(당아래~잠실) 

노선 같은 광역급행철도계획과 최근 킨텍스~삼성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위례~신사선의 경우 신규 택지개발지와 도심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강남권내에서 순환궤도노선 구축

을 통한 효과 기대

<강남구 통과교통량 추정 결과> <방향별 접근비율 분석>

            자료 : 「2020 강남구 중장기교통대책 수립, 2012.2」, 「여객 기종점 통행랭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조사, 수도권교통본부, 2012.4」

<위례~신사선 노선 계획도> <지역간(도심 및 거점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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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천주변 도로의 교통 개선

 가. 탄천동로 교통처리계획

   ∙ 올림픽대로 탄천나들목에서 양재대로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위례신도시에서 문정 도시개발

지구 구간의 확장 계획 기수립

   ∙ 탄천동로 연결부 차로 확장을 통한 도로 용량 증대

     - 대상지 개발에 따른 발생교통량의 증가 및 올림픽대로와 탄천동로를 직접 연결하여 간선도

로화 함에 따라 교통량 증가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왕복4차로의 Box-Type 구간으로 개선

   ∙ 탄천나들목 차량 진출체계 변경

     - 기존 올림픽대로 여의도방면에서의 진출램프를 폐쇄하되, 폐쇄된 올림픽대로 여의도방면 

진출 차량은 청담나들목과 신천나들목을 이용하도록 제안

   ∙ 탄천동로 지하화 및 올림픽대로 직결로 도심부 통과 교통량 분산․우회

     - 기존 탄천동로 지하화 계획(안)을 올림픽대로까지 연장 및 직결 연결하여 도심부 통과교통

량 분산 및 우회 도모

 나. 탄천서로 교통처리계획

   ∙ 탄천 보행 접근성 강화를 위한 탄천서로 지하화 및 주변도로 교통개선

     - 탄천서로 지상부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상류방향 이전설치

       : 탄천서로 지하화구간과 접속하여 올림픽대로 진입차량 도심내 통과 배재

     - 동부간선도로 진출 후 영동권역 접근차량 동선길이 축소 접근성 강화

       [기존] 봉은교 교차로에서 탄천동로, 테헤란로로 우회진입

       [개선] 봉은교 교차로 및 강남경찰서 교차로에서 접근

       [도로용량 증대] 삼성교교차로 폐쇄 → 신호대기에 의한 지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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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나들목 차량진입체계 개선

     - 동부간선도로→올림픽대로로 진입 : 지하화된 탄천서로(테헤란로115길) 연결

     - 동부간선도로 성남방면→영동권역 진입 : 지하화된 탄천서로(테헤란로115길)을 이용하여 

봉은교 교차로와 강남경찰서 교차로에서 접근

<현황 진출 체계> <개선 진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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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소통분석

 가. 철도로의 수단분담 전환

   ∙ 교통인프라 확중으로 인해 광역적, 지역적인 접근체계 개선 및 철도로의 수단분담 전환으로 

주변도로 소통 완화 및 접근시간 단축 기대

※ 2020 강남구 중장기교통대책 수립(2012.2)

 - 2020년 지하철 수단분담율 22.0(2014년)에서 34.2%(2020년)으로 중가 예측

 나. 주변가로의 교통소통분석

   ∙ 대부분의 가로구간에서 V/C 감소로 교통소통상태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테헤란

로~올림픽로의 감소폭이 -0.1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올림픽대로의 V/C는 0.05~0.06이 감소하며, 동부간선도로의 경우 0.06~0.09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A2도면_9부_구역변경
	기정
	변경

	9부_구역변경_도면미포함
	구역 목차
	cnwlsruddnl
	열람공고도서_(구역변경)2015-776
	열람공고도서_(구역변경)2015-776
	도서작성중_1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