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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배경

 세기 우리는 급격한 현대화와 개발화에 의해 수많은 도시개발사업을 이루어냈다 신도시21 .

개발 뉴타운 재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계획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과 도시에 대한 새로/ / /

운 이해와 변화를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반세기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세워진 수많은 새.

로운 형태의 도시 단순히 해외선진 사례들을 답습한 형태의 도시들은 많은 부작용을 양산,

하게 되었다.

 도시공간의 사유화로 인한 효율성이 낮은 도시 도시의 공공성 와 종합적인 계획과 시공성이( )

고려되지 않는 가로시설물 지역적 특성에 상관없이 비슷해지는 도시경관 등이 현안으로 대,

두되는 문제들이다.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인 마곡지구 대상지의 도시경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만들어졌던

기존 도시개발의 착오를 지양하고 진정한 도시개발의 의미와 도시 속 삶의 질적 향상을 추

구하고자 하였고 이에 마곡지구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을 수립하고자 한, 「 」․
다.

 건축물 및 가로경관의 종합적 계획을 통해 도시공간의 사유화로 분리되었던 도시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도시의 쾌적성과 기억 추억을 만들 것이며 살아있는 도시 지속가능한, / ,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또한 마곡지역만의 지역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

성을 가진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로써 차별화된 경관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

고 특화된 산업단지로서 기업가치의 향상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본다, .

그림 1-1 쾌적하고 정돈된 경관 형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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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의 범위

2.1. 과업명

 마곡지구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2.2. 공간적 범위

 마곡도시개발구역 지구 일대2

민간매각용지 및 도로 등 공공용지 일부:

거점공원 및 연결녹지 제외( )

2.3. 내용적 범위

구 분 주 요 내 용

공공영역
쾌적한 가로경관 형성을 위한 시설물 간소화 검토 및-
가로시설물 배치 가이드라인 작성

민간영역
건축물의 질서있고 조화로운 외부공간 및 외관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표 1-2 내용적 범위

그림 1-3 공공 민간영역의 개념도/

그림 1-2 과업의 범위



10 마곡지구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3. 과업의 목적

3.1. 기존 가로경관의 문제점

� 협소한 보도폭으로 실용성 저하 � 보도와 공지의 조화롭지 못한 가로경관

� 통일성 없는 건축선으로 불규칙한 보행공간 �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축물 계획

� 보행편의가 결여된 공개공지 건축물 계획/ � 공공영역 민간영역의 통합적 디자인의 부재/

� 가로시설물식재 등이 점령해 버린 보도공간/ � 품질저하의 시공으로 보행불편 위험성 초래/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통합적 계획 부재-
외부공간과 조화로운 건축물 계획 부족-
보행 편의를 고려한 외부공간의 계획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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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첫째 가이드라인을 통한 도시 공공성 의 확보 및 공간 활성화를 유도한다, ( ) .公共性

 건축물의 개별적 공간 형성으로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공간 활용이 아닌 도시차원에서 다수,

의 이용자를 고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 환경을 구성한다 이를 위, .

하여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통합적 계획을 고려하여 공간 활용을 강화하고자 한다.

 건축물 간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통일된 도시경관 형성을 고려한다.

 건축물의 측면부 또는 후면부의 버려지는 공간의 통합적 구성을 통해 활용성이 낮은 공간은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둘째 마곡지구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가로환경을 구현하고자 한다, .

 대규모 개발에 의한 기존 형상과는 상이한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

곡만이 가질 수 있는 지리적 역사성의 흔적을 유지하고 마곡지구의 지역적 정체성(Identity)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보행자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을 형성한다.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통합적 보행공간을 구성하고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포장, ,

식재 가로시설물 등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정연한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 셋째 고도제한으로 인한 높은 랜드마크 건축물의 부재를 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 /

주요거점 등의 구성을 통해 마곡만의 도시경관 랜드마크를 형성하고자 한다.

 공항과 인접한 최고고도지구로 건축물의 개발 높이가 제한 해발고도 이하 되어 높은( 57.86m )

랜드마크형 건축물을 형성할 수 없는 지구로 이를 보행자공간과 연계하여 마곡만의 변별력,

있는 공간적 랜드마크를 형성한다.

 주변의 중요한 지점과 기능을 연결하는 보행자길 의 의 개념(Kevin Lynch 'path' 1) 을 구성하)

고 보행네트워크와 주요한 결절부에 적정한 오픈스페이스가 만나도록 구성하여 이를 주요, ,

거점으로 공간적 랜드마크화 한다.

 주요 보행가로의 건축물 저층부 및 외부공간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보행 활성화를 높인다.

� 기대효과

 마곡만의 정체성이 있는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으로 도시 브랜드가치 및 입주기업 가치 상승

기대

 공장형 산업단지의 일반적인 산업단지 이미지를 지양하고 첨단 산업도시로서 서울의 대표,

적 이미지 구축

 살고 싶은 일하고 싶은 찾고 싶은 도시로의 전환, ,

1) 케빈린치 는 도시의 이미지 에서 도시의 이미지를 도로통로 지구 경계(Kevin Lynch) (The Image of City) Path( / ), District( ), Edge( ),「 」
랜드마크 결절점 의 개요소로구분하고있으며 이중 는 관찰자가일상적으로 우연히 또는지나갈가능성이있Landmark( ), Node( ) 5 , Path , ,

는 길줄기를 뜻하며 방향성과연속성을가지며가로 산책로등이이에속한다 많은사람들은이를통해이동하며도시를관찰한다 그리고, , . .
이러한 를 따라 그 밖의 환경적인 요소들이 정렬되고 관련되어진다p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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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활용

4.1. 가이드라인 구성방향

 실행전략수립용역 선수립용역 서울연구원 진행 에서 제시한 토지이용계획 계획방향을 토대( , )

로 마곡지구의 정체성 장소성을 고려한 일반적인 경관사항을 제시한다/ .

 기수립된 마곡지구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에서 개별적으로 디자인된 시설물의 통합배치「 」

및 가로유형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지구 전체에 적용하는 일반사항에서 건축물 경관에 관한 마곡전체의 정연화된 기준을 제시2

하며 보행밀도를 고려하여 주요 보행가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중점사항을 구분 제시하여,

마곡만의 특화된 보행경관을 연출한다.

그림 1-4 선행용역과의 관계 개념도

 가이드라인 구성 체계 공공영역 민간영역 구분( / )

구 분 건축물경관 가로경관

공공영역 -

식재계획-
포장계획-
가로시설물-
야간경관-
가로유형별 배치 가이드라인-

민간영역
배치 및 형태-
재료 및 외관-
옥외광고물-

전면공지-
공개공지-
식재-
야간경관-

표 1-3 가이드라인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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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이드라인의 활용

 마곡구역의 특성과 컨셉의 일관성 유지 및 합리적 계획 유도 등을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계

획 단계에서 서울시에서 구성한 마곡자문기구 자문단 총괄건축가 의 자문 절차를 거치( , (MA))

도록 한다.

· 만 이상의 필지는 단지 건축 세부조성계획 수립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심1 (Master Plan) (㎡ ․
의 신청이전 개월 전후에 각각 자문을 받아야 하며 만 미만의 필지는 건축허가 또는) 3 , 1 (㎡

건축심의 신청이전 개월 전후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사) 3 .

업계획 등의 변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사업자 건축주 등의 신청에 의해 건축계획에 대한 총괄건축가 의 수시 협의 및 자문( ) (MA)

할 수 있다.

 본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의 수립시 총괄건축가 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곡(MA)

지구의 전체적인 계획방향 및 틀을 형성하고 본 가이드라인은 자문시 구상서로 활용한다, .

 건축계획 자문 및 건축허가 건축심의 신청시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도서,

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사업자 건축주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마곡자문기구 자문단 총괄건축가 자( ) ( , (MA))

문시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만1
㎡
이
상
대
지

세부개발계획 수립(Master Plan)
사 업 자( )

총괄건축가MA( )
상시 협의 자문․

마곡조성자문단 포함 자문(MA )

만1
㎡
미
만
대
지

개별 건축계획 설계( )
사 업 자( ) 필요시

총괄건축가MA( )
협의 자문․

마곡조성자문단 포함 자문(MA )

건축위원회 심의 자문 및 건축허가․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만 이상 대지 기준 적용 준공후 별도 법적 절차 이행1 ( )※ ㎡

표 1-4 도시설계 및 건축계획 자문절차도

 마곡자문기구 자문단 총괄건축가 의 주요 자문사항( , (MA))

· 건축물계획 배치 형태 외관( / / )

· 외부공간 계획 조경 포장 공지구성 등 공공부문과 연계된 사항( / / )

· 시행계획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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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이드라인 추진현황

 과업기간 약 개월 참여 후 수립기간 개월: 2012.1.4 ~ 2013.12. ( 24 ) (MA 12 )

 주요 회의 진행 년 월 년 월 참여 후 기준(2013 1 ~2013 12 , MA )

· 워크샵 회MA : 4

· 개별적 방문 및 의견 검토 회MA : 7

· 서울시 관련부서 실무회의 서울시 마곡조성담당관 회( ) : 10

일시 주요 진행사항

MA
위촉
전

2012.1.4 과업 착수

2012.1.11 본부장 보고 박성근 본부장SH ( )

2012.1.17 서울시 도시개발과장 보고 강맹훈( )

2012.4.9 서울시 마곡사업담당관 과장보고 하종현( )

2012.5.3 서울시 마곡사업담당관 단장보고 남원준( )

2012.7.30 본부장 보고 박성근 본부장SH ( )

2012.10.12 서울시 마곡사업담당관 과장보고 하종현( )

2012.12.4 본부장 보고 정현규 본부장SH ( )

2012.12.28 중간보고서 식 작성1

MA
참여

2013.1. 총괄 및 분야별 위촉 서울시MA MA ( )

2013.1.16 총괄 방문 설명MA

1.23 / 1.30 / 2.6 실무회의 회3

2013.2.1 총괄 방문MA

2013.2.20 차 워크샵MA 1

2013.3.11 총괄 방문MA

3.8 / 3.15 / 3.21 실무회의 회3

2013.3.27 차 워크샵MA 2

4.3 실무회의

2013.5.21 차 워크샵MA 3

5.30 실무회의

6.12 실무회의

2013.6.14 차 워크샵MA 4

2013.7.2 ~ 7.3 개별 방문MA

7.12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7.18 총괄 방문MA

8.6 실무회의

2013.8.28 총괄 방문 가로시설물 관련MA -

2013.9.5 서울시 강서구 관련부서 협의,

2013.11 의견 보완MA

2013.10~12 최종 보고서 작성

주요 회의 의견 및 보고자료 등은 별첨 참고※

표 1-5 가이드라인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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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계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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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위계획 및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도시기본계획2020
경관부문계획( )

기본방향

서울시 기본경관계획(2009)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특정경관계획

시가지경관계획( /
자연녹지 수변 역사문화경관계획/ / )

보완

실현수단

지구단위계획 수립구상※ 경관계획 수립구상※

표 2-1 국토법 및 경관법의 관계

1.1. 서울도시기본계획2020

 경관계획의 미래상 서울다움이 살아있는 수려한 도시 환경적으로 건강한 도시 아름답고: , ,

매력적이 도시

 경관계획 목표체계

자연적 경관특성이 강화된 매력적인1.
도시회복

산지 구릉지 경관훼손 방지- ‑
주요 하천변 경관특성 강화-
도시 내 풍부한 녹지공간 제공-
매력적인 조망경관 확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 역사 문화를2. , ,
향유할 수 있는 생활자족 도시 조성

쾌적하지 못한 주거지 경관 개선-
역사성 지역성 및 근대건축물의 관리 강화- ,
문화적 지역특성의 보전 및 강화-

3. 세계 도시로써의 기능과 매력을 갖춘
도시공간 조성

- 도시 스카인라인 관리
- 혼란스러운 가로경관 개선

일반 건축물 및 구조물의 경관수준 향상-
야간 경관 조성 및 개선-

체계적인 경관관리 구현4.
경관관리 체계의 구축-
경관관리 제도의 정비 실현-

표 2-2 서울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목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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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체계에 따른 세부전략

세계 도시로써의 기능과 매력을 갖춘 도시공간 조성3.

과제1)
도시 스카인라인 관리

전략 중심지 위계와 연계한 도시 스카이라인 관리1.
전략 특징적인 시가지 경관 조성2.
- 대규모 전략적 개발지역의 특별경관관리 실시

대규모 도시개발지역에 대한 스카이라인 특별관리방안-

과제2)
혼란스러운 가로경관 개선

전략 무질서한 가로 미관 개선1.
전략2. 특징적인 가로경관 조성
- 특색 있는 가로 경관 조성 및 개선

유형별 특화거리 지정 및 조성-
- 가로변 보행공간 확충 및 개선

학교주변 등 생활도로 정비-
전략3. 옥외광고물 정비
- 옥외광고물의 지역별 특성화 유도
- 무질서하고 과다한 광고물의 조절방안 제시

표 2-3 목표체계에 따른 세부 시책

1.2.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경관계획의 미래상 년 고도의 숨결이 살아있으며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답고 매력있는: 600 ,

서울

 경관계획의 목표 친환경도시 역사문화도시 디자인도시: , ,

 경관유형별 목표 및 전략

자연녹지경관1.

서울의 자연 지형 특성을 보존하고 자연녹지를 향유할 수 있는 녹색- ․
도시
산 구릉지 자연경관 보호 및 회복․ ․
시가지 내에 풍부한 녹지 확충․

수변경관2.

강과 천이 도시와 생활에 어우러진 친수도시-
강과 지천의 자연특성이 살아있는 수변경관 형성․
자연생태환경의 회복․
도시와 삶에 활력을 주는 수변경관 형성․
∘ 연접지역 대규모개발사업과 연계한 수변경관 창출 용산 마곡: , ,

행당 잠실 등 한강 연접지역에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워터프론,
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매력적인 수변경관 창출 지구별 개발.
계획 수립시 경관부문계획을 비중있게 다루도록 함.

∘ 도시기반시설 및 이전부지를 활용한 수변경관거점 조성 도시개:
발사업과 인접한 서남물재생센터는 마곡 워터프론트 개발과 연
계하여 마곡지구와 수변에 개방된 일체적 오픈스페이스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마곡개발과의 연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한강 및 주요지천 시민이용시설 개선 및 이용 활성화∘

역사문화경관3.

년 고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특성을 강화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 600
사문화도시
역사자원의 보존 및 복원․
역사자원의 활용․
문화적 지역특성 보존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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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경관계획 서남권역에 해당:

준공업지역 경관 소프트화 및 업무 상업지 경관특성 강화1) ․
•마곡 등 수공간과 연계된 신거점 개발지역 친환경 워터프론트 및 친수기능을 강화: 하고,

강서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그린 네트워크 구축
안양천 및 도림천축을 중심으로 활력 있는 수변경관 형성2)
가로별 경관특성 강화를 통한 가로활력 제고3)
거점개발지역 및 시계지역의 경관순응형 개발 유도4)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별도 개발사업에 대한 서남권 차원의 경관관리,•

서울산업단지: , 마곡지구, 여의도 등 서울시 차원에서 육성되는 특정지역은 기본경관계획
기본방향 하에 별도 계획 및 사업에 의해 경관이 관리되도록 함

표 2-5 서남권역 기본목표 및 방침

그림 2-1 서남권역 주요 경관관리방안

시가지경관4.

미래지향적 세계도시로서 서울의 위상과 이미지를 담는 매력적인-
디자인 도시
양호한 조망 발굴 및 관리․
공공디자인 강화를 통한 시가지경관 개선․
공공주도 가로공간 개선 및 옥외광고물 디자인 유도․
다양하고 조화로운 주거지경관 조성․
서울다운 스카이라인 형성 및 관리․
매력 있는 야간경관 창출 특별한 도시 야간경관 형성을 위하여:․
한강변 고층건물 조명을 통해 한강의 야간 스카이라인 형성 및 야
간 조망명소로 활용함 남산 용산 마곡 상암 뚝섬 여의도.( , , , DMC, , ,
송파 등)

표 2-4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경관유형별 목표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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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마곡지구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의 위계

� 국토법 지구단위계획 수립구상( )

다음과 같은 지역에는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16-2. .
(1)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또는 도시 군관리계획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결정한 지역․ ․ ․

수림대 구릉지 하천변 청청호수 등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2) ․ ․ ․
주요 문화재나 한옥 등 전통적 건조물 시대적 건축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건물들이 밀집해 있(3) ,
어 보존이 요구되는 역사환경지역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 주위의 산세 양호한 수림대 구릉지 하천변 청청호수 등 우수한 기(4) , , , , , ,
후 및 지리적 조건을 갖은 시 군에 개발압력이 존재하고 있어 양호한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
이 필요한 지역
독특한 경관형성이 요구되는 시 군의 상징적 도로 녹지대 문화재나 한옥 등 전통적 건조물(5) , , ,․
시대적 건축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건물군 등의 주변 지역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6)

 상위계획 도시기본계획 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결정한 지역은 아니지만 대규(2020 ) ,

모 전략적 개발지역의 경우 특별경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어 이에 도시개발사,

업 추진시 별도의 경관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경관법 경관계획( )

 상위계획 서울시기본경관계획 에서 반드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정한 지구는 아니( )

며 대규모 워터프론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경관부문계획을 비중있게 다루도록 하였고 이, ,

와 관련하여 워터프론트 지구 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 부분 별도로 고려하여 계획하(3 ) (2010)

였다 현재 는 지구가 워터프론트 계획이 아닌 중앙공원으로 변경 계획 중에 있다. (2013) 3 .

�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의 적용

 관련규정 검토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구상에 의한 경관상세계획 경관계획 수립구상에 의한,

특정경관계획 수립은 아니나 대규모 개발지역의 경우 별도의 경관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곡지구는 타지구와 차별화된 마곡지구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의 보완적 요소로 경관부문에 대한 방향 및 가이드라,

인의 작성 및 자문단의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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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계획

관 련 계 획

국토해양부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2012)

서울특별시

서울시 경관계획- (2009)
기본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2010)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서울시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 /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서울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매뉴얼- (2008)

장애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 (2011)

강서구 강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2009)

마곡지구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013.7)

마곡지구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2009)

마곡지구 중앙공원 조성 기본계획 지구- (2013) - 3

마곡지구 지구 조경 기본계획 거점공원 및 연결녹지- 1,2 (2013) -

기타 마곡지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등- : (2013.6)

표 2-6 관련계획

2.1. 도로경관설계 안내서(2012)

� 목적

 도로에서의 경관설계 및 시설물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기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국토기반시설의 품격확보와 경관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도로경관디자인

 도로경관설계 계획노선대의 경관유형 및 특성에 따른 노선계획 검토:

 도로시설물디자인 구조물 터널 교량 부속시설물 연도시설 등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형태: ( / ), ,

색채 재질 등 디자인 방향 제시

2.2. 서울시 경관계획(2009)

 마곡지구는 특정경관계획 중 시가지경관계획에 해당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획한다.

· 시가지경관계획 해당구역 폭원 이상 도로에 접하는 층이상 건축물: 12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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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지경관계획 구상사항

항 목 주 요 검 토 내 용

배치

전면도로 방향과 건축물의 방향을 일치하며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위해 가급-

적 일체적인 건축선을 형성한다.

규모 높이/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규모 저층부는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계획- , ,

지나치게 장대한 규모 및 돌출 건축물은 지양한다.

형태 외관/

주변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 옥상설비 등 부속설비시설의 노- ,

출을 지양한다.

재질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소재를 사용하며 저층부는 가로의 활성화 부여-

를 위해 다양한 재질의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외부공간

보행가로 및 인접공지와 연속하여 조성하며 보행가로와 단차 담장 펜스등을- / /

지양하며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게 차량동선 및 진출입구를 계획한다.

야간경관
서울특별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 ,『 』 『

리조례 를 준용한다.』

색채 서울시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을 준용한다- .『 』

옥외광고물
경관적 영향을 고려하여 건축물 및 주변과의 특성과 조화되는 소재 사용을-

권장하고 해당 자치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용한다, .『 』

표 2-7 시가지경관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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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2010)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의 기능과 수준향상을 위한 디자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다.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보행자중심의 공간 안전한 공간 통합적 공간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 /
원칙을 제시한다.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사용자의 배려와 기능 유지 및 높은 가독성 수량 크기 등 최소화를- , /
통해 서울의 정체성 구현을 유도한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의 유형별 권역별 형태 재질 색채 조명 등의 기준과 원칙을- / / / /
제시한다.

년 현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대신 해당 관련법령 옥외광고2013 (※
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해당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서울시의 통합적 빛의 인프라 정비 및 야간경관 행정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표 2-8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주요항목

2.4. 서울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2008)

 통일성과 일관성있는 경관 구현을 위해 사설안내표지의 디자인 원칙 및 세부기준 서체 크기( /

색채 픽토그램 배열 구조 등 매뉴얼을 제시한다/ / / / ) .

2.5. 장애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2011)

 보도의 일정폭을 보행안전구역으로 조성하고 이에 대한 세부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장애없는 보도의 횡단구조 보행안전구역의 조성 시각장애인을 위한 위험요소의 경고 장애, , ,

없는 보도의 포장 횡단보도의 연속성 유지 부분턱낮춤 전체턱낮춤과 고원식 횡단보도, ( , )

2.6. 강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2009)

� 계획의 목적

 강서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지속적인 경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도시디자인 전략

전략

역세권 및 진입부 경관관리1.

주요 가로별 경관관리2.

조화로운 주거커뮤니티 형성3.

그린네트워크 형성4.

디자인특화 공공건축물 야간경관 색채5. ( / / )

특화전략
역사문화커뮤니티1.

교육문화가로2.

표 2-9 강서구 도시디자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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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계획 내용

주요 역세권별 경관관리

· 역세권 인지성 강화를 위한 역세권 광장 조성 및

통합적 경관형성을 유도한다.

· 역세권 건축물의 랜드마크성 강화를 위한 차별화

된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한다.

· 조화로운 건축물 입면 형성을 위해 옥외광고물을

정비한다.

· 가로활성화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저층부 계

획을 유도한다.

· 보행자 편의 제공을 위한 정보전달매체의 설치를

유도한다.

그림 2-3 주요 역세권 경관관리

공항로변 디자인 기본방향

· 중심도로로서의 상징성 강화를 위한 집중배치식 식재를 조성하도록 한다.

· 공항로변 녹지공간 활성화를 위한 체험형 가로공원을 조성하도록 한다.

·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계획을 유도한다.

·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림 2-4 공항로변 디자인 기본방향

그림 2-2 주요 역세권



24 마곡지구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교육문화가로 강서로변 디자인 기본방향( )

· 야외갤러리를 조성 참여유도를 통한 교육문화가로로의 성격을 강화한다/ .

· 학교 교육 지원시설이나 교육관련 시설 등의 유치를 통한 교육가로의 성격을 강화하며

저층부 서점 아트갤러리 야외카페 등의 지원시설을 배치한다/ / .

· 건축물 사이공간에 휴게공간 녹지공간 등 계획을 통한 학교가는 길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

· 교육가로로의 상업건축물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조화로운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 공공예술품 디지털키오스크 등의 설치로 가로경관을 향상시킨다/ .

그림 2-5 강서로변 디자인 기본방향

역사문화커뮤니티가로 디자인 기본방향

· 가로활성화를 위한 저층부 지원시설 체험마당 조성 및 전면공지를 개선한다/ .

· 공암나루공원 및 궁산과 연계된 녹지가로를 조성하도록 한다.

· 마곡지구 개발시 가로변 역사문화체험관을 배치한다.

· 역사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폴 설치를 유도한다.

그림 2-6 역사문화가로 디자인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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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2013))

�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 (2012.4~2013.5)

비전 및 목표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그린시티 마곡" "

·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의 거점기반 구축으로 동북아 주요 도시들과의 일일업무권 형성을

위한 김포공항 활용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서울의 차세대 성장동력의 전초기지로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유치를 위한 첨단산업클러

스터 조성과 기술부문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분야 개발 및 시너지 창출

· 기술과 감성 생산과 생활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친환경적 녹색모델도시로 사람과, ,

자연이 어우러지는 삶의 모든 것이 영위 융합되어지는 고품격도시 형성/

그림 2-7 선행용역 비전 및 목표

 다양한 사람의 교류와 활동이 융화되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클러스터 형성

· 생활 여가 연구 상업이 복합되는 창조적 융합환경의 베이스로서의 자족적 도시공동체, , ,

의 공간적 단위 형성

· 클러스터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융복합산업 제약 의학 식물 종자학 등의 중심/ / , / ,

산업단지 조성

그림 2-8 선행용역 클러스터 구성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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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만의 도시공공성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한 장소만들기

· 거점 주요가로 코어클러스터의 보행공간 도시경관 등의 장소성 강화, , /

· 코어클러스터 마곡전체 도시기능을 지원하는 상업 업무시설의 중심지로 특별계획구역: /

지정으로 활성화 유도

그림 2-9 선행용역 클러스터 구성

 토지이용계획 기준(2013.7. )

그림 2-10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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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013.7)

� 건축물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조성 제 조( 24 )

 보행지장물 설치 금지 단 연결녹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조경시설을 하는 공공보행통로( ,

변의 전면공지 지원시설용지 중 보행활성화 유도를 위해 노천카페 등이 설치되는 공원 및,

연결녹지에 접한 전면공지는 제외)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보도기능:

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하는 전면공지는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

한 구조로서 차도 및 보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

 바닥포장과 단차에 관한 사항은 시행구상 제 장 조에 따라 단차가 없도록 하며 횡단기울7 31

기는 이내로 조성2%

공개공지 조성 제 조( 25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위치 준수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위치를 준수하여 공개공지 설치시 최소 이상 최( 45 ,㎡

소폭 이상 조경면적으로 산입5m )

 공공지하공간과 연접한 대지의 경우 침상형으로 설치 권장

공개공지

그림 2-11 공개공지 조성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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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행통로 조성 제 조( 28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위치 준수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이내 변경 가( 10m

능)

 공공보행통로 상부에는 건축물 설치 불가 단 건축법 제 조에 따른 연결통로 및 연결복. , 59『 』

도는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 공공보행통로의 보행이 가능한 공간 유효높이는 미터 이상, 6

을 확보하여야 함

 시점과 종점에 보행자의 휴게 휴식을 위한 시설설치 이상의 경우는 마다 설치/ (100m 50m )

지하공공보행통로 조성 제 조( 29 )

 조성기준바닥레벨은 지구단위계획 시행구상 제 장 조의 기준을 준수5 19

 지상 지하공공보행통로의 보행연결이 가능한 계단 등을 개소 이상 설치/ 1

 인접 획지의 지하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는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 개소 이상 조성1

지상 공공보행통로( )
지하공공보행통로

그림 2-12 지상 지하공공보행통로 조성위치/

포장 및 단차에 관한 사항 제 조( 31 )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인해 생겨난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또는 아케이드 내부공간, /

과 인접한 보도와의 단차는 없도록 하고 횡단기울기는 이내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2% .

경우 신체장애용 경사로 분의 이하 설치(12 1 )

 건축물 층 진입부 바닥높이는 건물과 도로와의 단차 이하로 조성1 10cm

 차량출입구로 인한 보도 단절 부분은 서울거리 르네상스 업무구상 건물주차장 진출입부「 」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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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배치 및 외관 형태 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방향성 주전면 제 조( ) ( 16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이상의 도로가 개 이상 동시에 면하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30m 2

록 하되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 30m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저층부 건축지정선 저층부 건축지정선 층 전면지정용도 연결녹지에/ / / (1 )/

면한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 제 조( 17 )

 건축한계선

 고층부 건축한계선

· 지상 층 이상의 부분에 한하여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돌출 금지4

 저층부 건축지정선 저층부 건축지정선 층 전면지정용도/ (1 )

· 건축물의 지상 층 이하 부분의 외벽면이 건축지정선 길이의 분의 이상 특별계획구역3 3 2 (

내 분의 이상 이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도록 계획2 1 )

건축한계선3m
건축한계선5m

저층부 건축지정선
저층부 건축지정선전면지정용도( )
고층부 건축한계선

그림 2-13 건축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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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형태 제 조( 20 )

 필로티 구조

·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또는 개층 이상‘4.5m 2 ’

 투시형 벽면

· 산업용지에서 도로 연결녹지 공원 공공보행통로변에 면한 각각의 건축물의 외벽면 층은/ / / 1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도로 등에 투영된 벽면길이의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함1/2

· 상업용지 업무용지 지원시설용지 편익시설용지 주차장용지에서 저층부 건축지정선과 저/ / / /

층부 건축지정선 층 전면지정용도 에 면한 층 외벽면은 이상 투시형으로 함(1 ) 1 70%

 건축물의 분절

· 과도한 건물매스로 인한 경관차폐 바람길 차단 위압감 완화를 위하여 건축물 최대길이 분/ /

절함

· 건축물의 길이는 저층부 층이하 는 이내 고층부 층이상 는 이내 단 저층(3 ) 150m , (4 ) 100m . ,

부와 고층부가 하나의 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저층부 건축물 길이는 건축물 한 동의

전체 길이를 기준으로 적용

· 건축물의 길이는 대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에 수직방향으로 투영한 건축물의 투영길이와

그 도로에 평행한 방향으로 투영한 건축물의 투영길이 중에서 큰 값

담장 계단 등의 설치 제 조/ ( 44 )

 마곡지구 내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단독주택용지에서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나 투시형휀스로 계획

냉방기 실외기 등의 설치 제 조( 45 )

 외부로의 직접 노출을 원칙적으로 불허 실외기를 설치하는 공간은 건축물 설계시부터 별도,

로 마련

 실외기 차폐시설은 형태 재료 색채적 요소의 특화를 통해 디자인 요소로서 계획하고 입면재/ /

료와의 유사성을 가지도록 하여 일체감 형성하도록 계획

옥탑 및 지붕 등의 설치 제 조( 49 )

 상업용지 업무용지 및 산업시설용지

·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환기시설 등의 옥상시설물은 가능한 집약화 축약화하며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으로 차폐하거나 옥상 녹화계획과 연계한 식재계획을 통해 차폐

· 저층건축물일 경우 주변 고층부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경사지붕 형태를 계획하거나 평

지붕의 경우에는 옥상녹화를 권장

� 옥외광고물 제 조( 51 )

 설치가능한 광고물의 종류

· 가로형간판 소형돌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창문이용광고물/ / /

 소형돌출형간판 설치위치 및 수량 규격 및 형태 제시: /

� 도시색채 및 재료 제 조( 52 )

 마곡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 마곡지구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공통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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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마곡지구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2009)

�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범위

 마곡지구 전체 조성의 기준이 되는 마스터플랜의 수립

 마곡지구 전체를 통합하는 명칭 및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마곡지구에 통합 활용 가능한 건축물 외장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보행공간 포장재 가이드/

라인과 가로환경시설물 안내사인 시스템 디자인 개발/

그림 2-14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범위

� 통합 가이드라인CI

 통합명칭

그림 2-15 통합 개발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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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보행공간 포장재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컨셉 시간의 흐름을 담는 보행공간 조성:

 기본원칙 규정항목 재료 질감 형태 색채/ : / / /

재료 자연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재료사용을 권장한다.【 】

질감 색채 도심과 자연 공간을 다르게 적용하여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유도한다/ .【 】

 석재 목재 블럭 흙 등의 적용범위와 형태 및 질감 색채의 범위를 제시한다/ / / / .

 보행공간 포장재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조닝별 재료를 적용하여 배치한다.

 유형별 적용가이드라인 제시 도심 내 보행공간 수변녹지축: /

그림 2-16 보행공간 포장재 디자인 가이드라인

건축물 외장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컨셉 신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명확한 아이덴티티 부여:

 색채조닝 적극적 색채 제한 구역 소극적 색채 제한 구역: /

적극적 색채 제한 구역 업무단지 산업단지 중앙공원 워터프론트( ) + / ( )【 ⒶⒷ 】

소극적 색채 제한 구역 주거단지 업무단지 연구단지( + +【 ⒸⒹ】

 색채 특화색 범위 지붕색 규제 색채 재료별 구분: /

그림 2-17 건축물 외장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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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가로환경시설물 과 안내사인 시스템의 형태 질감 설계기준 설치기준을 제시한다/ / / .

그림 2-18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실시설계 도면 제시

그림 2-19 가로환경시설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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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마곡구역 중앙공원 조성 기본계획 (2013) 지구- 3

� 기본철학 및 기본방향

 지사 적 맥락 중시 장소성 강화( ) ,地史

 도시와 접속 도시생활문화의 배후기지,

 생물종 다양성의 구현

 장소성의 강화

 도시 생활문화 의 접속( )

 생물종 다양성의 구현
➩ 땅의 장소성을 살리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공원․

생물종 다양성의 거점으로써의 도시형 식물원․
가칭 서울화목원( ) Seoul Botanical Park ( ( ))花木園➡

표 2-10 중앙공원 기본방향

� 중앙공원 개념과 조성전략

 공원을 경작하다 아시아 최고의 식물원으로 성장하는 공원“ ” :

· 경작을 통한 땅의 장소성 계승

· 경작을 통한 가드닝과 문화예술 거점화

· 경작을 통한 종다양성의 구현

� 기본계획

그림 2-20 중앙공원 조성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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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마곡 지구 조경 기본계획1,2 (2013) 거점공원 및 연결녹지-

� 조성원칙

 푸른도시 선언 골목골목 꽃밭 동네방네 숲길 화 목 한 서울(2013.4.1) : ‘ , . ( ) ( ) ’花 木

 시민이 주인인 공원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관접에서 공원계획 수립:

 재해를 방재하는 공원 외부에서 유입되는 빗물을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공원:

 최소한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공원
인위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는 공원:

표 2-11 지구 조경 기본계획 조성원칙1,2

� 기본계획

 마을 숲 속 도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숲 자라나면서 외부 녹지와 연계확장되는 숲: ,

마을 숲 산 숲

 마곡의 풍경을 담은 숲

 지구 공원녹지 연결녹지 근린공원 적용1 ( , )

· 연결녹지 마곡의 전원 풍경을 연상시:

키는 숲

· 근린공원 마곡의 들을 연상시키는 넓:

은 잔디마당

 주변 산을 연결하는 숲

 지구 공원녹지 연결녹지 문화공원 적용2 ( , )

· 연결녹지 주변 산과 연계되어 주변 산: ,

의 특성을 담은 숲

· 문화공원 산업단지 클러스터별 성격을:

반영한 숲속정원

표 2-12 지구 조경 기본계획 조성원칙1,2

그림 2-21 마곡 지구 조경 기본계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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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마을 숲1 -

연결녹지1 연결녹지3

연결녹지5 근린공원2

그림 2-22 지구 조경 기본계획1

지구 산 숲2 -

개화산숲 바이오정원, 궁산숲 그린에너지정원,

우장산숲 마곡원, 수명산숲 안뜰정원,

가로숲 정원, IT

그림 2-23 지구 조경 기본계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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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관련계획 분석 종합

 상위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우선 준수하고 마곡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면서 세부,

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개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곡지구 관련계획 중 기완료된 계획은 우선 준수하고 현재 진행중인 계획은 협의를 통해,

하나의 통일된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의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사항은 규제사(2013.7)

항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지구,

단위계획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곡지구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의 보행공간 포장재 디자인 가이드라인 건축물 외장(2009) ,

색채 가이드라인 가로환경시설물 가이드라인 기본설계 은 기 용역 완료 및 가로환경시설물, ( )

기본설계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모두 준수하도록 하며, ,

년 이후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이후 변경된 관계 법령 또는 서울시 구상과 상이2009 ( )

한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

 마곡지구 중앙공원 조성 기본계획 지구 조경 기본계획 거점공원 및 연결녹지 과 연계하, 1,2 ( )

여 기본개념 및 계획방향 등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통일된 경관방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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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경관 키워드1.

비전 및 목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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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는 시대를 반영한다. 인류가 역사를 이루는 동안 문화와 사회가 변화하며 그를 담고 있

는 도시 또한 이를 반영했다 인류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세기 기술적 문화적 정. 20 / /

치적 수많은 변화를 겪었고 도시 또한 변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되는. 도시의 경관은 시

대의 표상이요 사람들의 삶과 의식의 표상이다.

 시대는 착오를 거치며 변모한다 변화하는 세기 우리는 이성 합리성을 중요시하던 근대주. 21 /

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자본과 화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의 팽배 가운데 또 다른/

시대를 기대한다 영국의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 는 근대 자본주의 도시경. (David Harvey)

관은 공간의 균질화 장소의 파괴 공간의 파편화 공간의 위계화의 특징을 가진다고 정의한( )/ /

다.1) 이로 인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의 공공성 기억 은 사라진 획일화되고/ (memory)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공간속에서 도시형 인간 으로 기능적 삶을 살아간다 이는 곧 현대" " .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낳았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삶의 공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갖게

하였다 삶의 질의 향상 자연으로의 회귀 커뮤니티 회복 등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방법을. / /

찾아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경험과 변화 요구를 통해 더 나은 도시를 기대해본다/ 시대는 이미 보.

행자들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흐름 주체적 공간 등을 통한 사회와 공간의 유기적 연대의, ,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셀 드 세르토 는 걷는. (Michel de Certeau)

행위 보행자의 움직임을 통해 도시체계 속에서 공간들 간의 분별성을 창출하고 유동적인,

공간 구성이 일어나 움직이는 도시가 창조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

보행자에 의해 공간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도시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 즉 도시

에서의 인간행위 걷고 경험하며 기억하는 행위를 통한 도시의 개념과 공간의 의미가 도시, , ,

의 진정한 회복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복.

잡한 도시구조 속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변화는 근대주의의 과거와의 단절 창조 새로운 것을 우선으로 한 경관형성 방, , /

식에서 벗어나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를 아우르는 도시의 시간성과 역사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고자 한다 도시는 어느 한순간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공간에 수많은. .

시간과 흔적들이 쌓이고 시대마다 나타나는 새로운 표상들이 더해져 그 도시의 정체성 장소/

성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서울의 마지막 경작지이자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인 마곡지역의 그.

의미를 지우지 않으려 한다 흔적의 재해석 땅의 기억을 통한 경관계획이 도시를 바라보며. ,

더 나은 도시를 꿈꾸는 자들의 책임의식이다 도시는 경제적 산물도 아니요 미학적 도구도.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대를 이해하며 사회를 반영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가 가져야 하는 시간성 지나온 시간 앞으로의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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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이면필지들의재해석을통한프로그램교차활동의생성제안 문은경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에서데이비드하비의1) ( ,2006, )「 」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을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데이비드 하비 는 자본주의 도시경관의 세 가지 특징으로. (David Harvey)
공간의 균질화 파편화 위계화로 정리한다 공간의균질화는모든가치의유일한기준인화폐에의해가능해진다 화폐는 공간, , . .
의 교환이 가능하게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공간의 균질화를 보여준다 기존의 장소는 사라지고 추상화된 양적 공간만이 남는, .
다 도시공간내부의역사적 구체적장소는점차소멸한다 공간의파편화는토지가상품화되어시장에서거래되며 공간이 무. , . ,
수한 획지로분할되는것을의미한다 특히도시공간의용도구분이세분화되면서 공간은도시주민들의 공공적편익의차원에. ,
서 보다는사적공간의최대이윤추구라는목적하에서걷잡을수없이조각난다 도시공간의파편화는다시공공사업을위한개.
발을 추진할경우 엄청난토지수용비의지출을유발하고개발이익은개인에게환수되는악순환을겪게된다 도시공간의위계, .
화는 권력 부 정보등의중심과주변간의관계에따라모종의위계질서가부여되고 고급 저급의여가공간이나주거공간등이, , , ,
차별화되는것을말한다 각공간은임의적으로분포되는것이아니라 전반적인사회계급구조의위계를반응하면서구조화되고. ,
동시에사회관계의불평등을재생산하고심화시키게된다 참고 데이비드하비의탈현대성비판에대한비판적연구 김종한. ( : ( ,「 」

인하대학교 대학원1998, ), Consciousness and The Urban Experience (David Harvey,1985,Oxford))「 」
미셀드세르토의 저서 일상생활의 실천에서보행과도시공간과의 관계를다음과같이기술하고 있다 세기이후 서구도시2) ‘ ’ . 16
는 전통의삶의다양성을배제시키고기능주의적인개념아래전체화시켜버렸다 도시계획사나지도에서나타나는개념도시는.
일종의 판옵티콘이다 그러나개념도시의 훈육을 피하려 하지도 않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저항하고꾀를 쓰며 공간을 창출하는.
실천들이 되돌아오고 있다 이들을추적함으로써새로운공간이론을만들려는것이드세르토의의도이다 드세르토는걷기를‘ ’ . .
발화로 보고말하기행위로간주한다 보행발화는공간적랑그의가능성들을실현하고 공간을분별하며 친교적인것으로만들. , ,
기도 한다 나아가 걷기의 수사학이 가능하다 특히 걷기의 제유법과 연사 생략은 도시의 완고한질서를 부수는 의미 생산행. . ,
위로 강조된다 이로써걷기는과거에잃어버렸던전설과신화를재창조한다 걷기는도시계획의전체주의와는다른지방권력이. .
되고 이를통해 공간에얽힌잊혀진기억과의미들을살림으로써 황량한도시에서 살아갈의미 공간을창출한다 나아가걷기, .
는 원초적체험을재생하며움직이는도시 은유적인 도시를만들어간다 결국공간을 창출하는것은 우리들의일상적 걷기실, .
천이다 문화 일상 대중 문화에 관한 개의 탐구 박명진 외 한나래. , , : 8 ( ,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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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곡 건축물가로경관 비전․
 앞서 언급한 도시경관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마곡지구 경관형성의 비전을 설정하고자 한

다 첫째 도시경관의 연속성의 이해. , , 공공성의 강화이며 둘째 도시속 보행자들의 자유로, ,

운 흐름, 보행네트워크의 강화 그리고 셋째 기억과 흔적을 담은 도시 기억할 수 있는 도, , ,

시, 장소성 강화를 경관의 주된 키워드로 잡고자 한다.

그림 3-1 마곡 경관 키워드

 도시를 구성하는 부분은 개별적 요소 뿐만이 아닌 그 요소들을 연결하는 체계 속에 있다.

그것을 연결하는 다층적 구조로서 풍족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도시이다 우리는, .

설정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도시속의 새로운 레이어를 형성하여 삶의 이야기가 풍족한 도

시를 기대한다.

그림 3-2 마곡 경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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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가로경관 비전․

1. 도시 공공성의 실현

 도시는 개별적인 건축물 하나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건축물 시설물 공간 등. , ,

이 모두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도시가 된다.

 공공성이란 한 개인이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나 혼자가 아,

닌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면서 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3) 도시에서 공간은 단순한 영역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를,

유발시켜 사회적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소통성과 개방성을 지닌 공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적공간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소유의 토지 과 사적공간 건축물( , , ) (

내부 뿐만 아니라 매개공간 역할을 하는 준공공공간 즉 민간소유 필지 내 공개공지 도로) ( , ,

등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의 전면공지 건축물의 외부 에 대한 활용방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 )

가 필요하다 즉 준공공공간은 보행공간에 면한 건축물의 저층부 영역으로 주요한 경관적. ,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림 3-3 공간의 구분

 각 공간을 영역으로 구분짓기보다는 각 공간별 경계를 없애고 통합하여 고려하되 각 공간,

별 특성을 이해해야 하며 특히 이들 공간의 매개역할을 하는 경계부의 준공공공간 은 반드, ‘ ’

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도시 경관 관리 측면에서도 미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가로시설물 건축물의 외관,

등에 대해서도 실제 운영부서가 모두 달라 제각각으로 계획 관리되어 왔던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경관은 이용자의 시선에서 각 개별적 요소들이 합쳐져 하나의 장면으로. ,

읽혀진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적 요소들은 통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조화를 이루는 경. , ,

관적 수법이 필요하다.

3) 정석은 건축의공공성과도시건축가의역할 에서건축의공공성은 나만을생각하고따로따로닫힌건축이아닌모두를생각(1997) ‘「 」
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열린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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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자만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보행자는 가로를 통해 이동하며 도시를 관찰하고 경험하며 움직이면서 하나의 장면으로 기

억하게 된다 이는 방향성과 연속성을 가지면서 중요한 지점이나 장소로 이동한다. .4)

 도시에서는 가로를 통해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며 도시의 활력을 부여하는 큰 요소

가 된다 즉 보행자가 걷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 , ,

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우선의 격자형 도시계획의 틀 속에서 차량과 혼재를 최소화한 보행공

간을 형성하고 보행자를 위한 쾌적한 경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변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보행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어디로든 쉽게 이동이 가능하,

고 장소와 방향에 대한 인식이 용이한 보행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

3. 마곡의 장소성 회복

 도시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장소에는 수많은 시간과 흔적들이 쌓.

이고 시대마다 나타나는 새로운 표상들이 더해져 그 도시의 장소성을 만들어낸다.

 마곡지역은 서울의 마지막 경작지이자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이다 새로운 형태로 개발되는 첨단.

산업 도시에 이러한 땅의 기억을 부여하여 디자인 컨셉으로 마곡만의 흔적을 남기고자 한다.

 장소는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곳 즉 소중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이러한 공간에는 사, , ,

람들이 모이기 마련이다 도시의 외부공간 중 오픈스페이스와 가로는 공공성이 대단히 높은.

공간5)이다 특히 가로는 이와 접하여 있는 외부공간과 건축물의 기능이 어우러져 다양한 활.

동이 일어나는 도시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보행길 및 주요 보행가로 오픈. ,

스페이스에 기존의 흔적들을 재해석하여 반영하고 장소성이 있는 공간 기억할 수 있는 공, ,

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4) 케빈린치 는 도시의이미지 에서도시의이미지를 도로통로 지구 경계(Kevin Lynch) (The Image of City) Path( / ), District( ), Edge( ),「 」
랜드마크 결절점 의 개 요소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는 관찰자가 일상적으로 우연히 또는 지나갈 가Landmark( ), Node( ) 5 , Path , ,

능성이 있는길줄기를뜻하며 방향성과연속성을가지며가로 산책로등이이에속한다 많은사람들은이를통해이동하며도시를, , .
관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를 따라 그 밖의 환경적인 요소들이 정렬되고 관련되어진다. path .

5)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시공간 확보계획에서 장소성을 지향하는 계획으로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보성각‘ l ’ ( , 2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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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용역과의 관계

 선행용역인 실행전략수립용역 서울연 수립 에서는 크게 개의 비전 속 개의 세부과제를 도( ) 3 9

출하여 계획을 진행하였다 사람 첨단 자연 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누구에게나. ( ), ( ), ( )人 技 綠

열려있는 동북아 관문도시 첨단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산업 혁신기지 지속가능한 가, ,

치를 지향하는 미래의 녹색도시 세 개의 비전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본 가이드라인에서, ,

상위계획의 비전을 반영하여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였다.

선행용역[ ]
실행전략수립용역

비전설정

키워드 도출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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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 네이밍 도출 및 목표 설정

키워드

사람간의 만남 교류 사회, ,․
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

녹지공간과 사람의 활동공․
간 융합

첨단용도 기능의 도입,․

도시 공공성의 실현 보행자만을 위한 네트워크 마곡의 장소성 회복

건축물의 각 개별 단위가․
아닌 전체의 조화를 고려
한 외관
사람과 사람의 자유로운․

만남 및 교류활동이 가능
한 공간

사람의 이동이 편리한 도․
시
차량과 혼재를 최소화한․

자연속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 형성

마곡의 지사 를 담는( )地史․
공간
첨단의 산업 연구기능을 담/․
는 공간
공간적 시간적 융합으로 마/․
곡만의 장소성 회복

경관 비전

투영기법의 도입 원지형의 형태 및 기능의 투영(Design Tool) :

디자인기법 반영

네이밍 도출

목표설정 경계가 없는 도시 보행자 중심도시 장소가 있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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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곡 건축물가로경관 목표․

1. 경계가 없는 도시

복합융합이이루어지는공간만들기“ / ”복합융합이이루어지는공간만들기“ / ”
주변과 이질감이 없는 도시 형성-

건축물과 보행자가 서로 반응할 수 있-

는 보행경관 구성

필지간 담장이 없는 열린 시야를 갖는-

도시 형성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공유할 수 있-

는 공간 형성

2. 보행자 중심 도시

하염없이걸을수있는보행가로만들기“ ”하염없이걸을수있는보행가로만들기“ ”
지구 내외부 연속성을 가지는 보행길-

형성

녹지공간 건축물 등과 연계 다양한 경- ,

험과 장면을 느낄수 있는 보행길 형성

보행자 우선의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공-

간 형성

3. 장소가 있는 도시

흔적을 투영한 장소 만들기“ ”흔적을 투영한 장소 만들기“ ”
마곡의 원형경관을 투영하여 마곡만의-

장소성을 살리고 그 기능과 흔적을 유,

지할 수 있는 경관 형성

시간 자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 /

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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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이며 이기적인 도시경관 개방된 열린 외부공간

➩

경계부 공간 활용성 저하 경관저해 보행 및 휴게공간 활용 경관 개선

➩

차량 자전거 보행 혼재/ / 보행자 우선의 특화된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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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곡의 Context

1.1. 위치적 특성

 마곡은 서울 서남권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대규모 개발지역으로 서울의 마지막 미개발,

지이다.

 대상지 북측으로 한강과 인접하고 있으며 궁산 개화산 우장산 등이 위치하여 풍부한 녹지, , ,

및 생태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대상지 남측 발산택지지구 서측 방화뉴타운 등 주거지역이 대규모로 개발중이고 이와 인, ,

접하여 마곡지구 지구에는 공동주택용지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1 .

 대상지 동측으로는 가로변으로 상업 업무건축물 가구내부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되/ ,

어 있다.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과 인접한 지역으로 국내외 원거리에서의 접근성이 좋으며 대상지 내,

로 지하철 개 노선이 관통하여 인접지역에서의 접근도 용이한 지역이다3 .

대상지 남동측에서 본 전경

대상지 북측에서 본 전경

그림 4-2 주변현황

그림 4-1 마곡지구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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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주요지역 주변 녹지체계

주요 지하철역 주변 주요 간선도로

그림 4-3 주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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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 주변의 자연경관

 마곡지구는 한강 개화산 궁산 우장산 공원 등의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 , .

 방화뉴타운과 향후 마곡지구의 건물 스카이라인으로 인해 주요 경관축의 단절 발생이 불가

피하다.

 기 수립된 필지계획으로 경관축 확보의 한계가 있으며 주요 공원 및 녹지축 필지 내 건축, ,

물 규모의 조정을 통해 주변 경관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자연요소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

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마곡에서 바라본 경관

· 지점 가깝게는 궁산 멀게는 한강과 행주산성의 경관 확보 가능A : ,

· 지점 개화산 행주산성 궁산으로 파노라마 경관 형성B : , ,

 마곡 밖에서 마곡을 바라본 경관

· 지점 개화산과 궁산 사이로 마곡지구 전경 조망 가능C :

마곡지구 한강변에서 바라본 행주산성A:

행주산성에서 바라본 마곡지구C:

마곡지구 대상지 내에서 북측으로 바라본 경관B:

그림 4-4 마곡지구 주변 자연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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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곡의 땅의 특성

� 마곡의 땅의 활용 마곡의 원형경관( )

 마곡 이라는 이름은 예로부터 삼 이 많이 나는 골짜기 라고 하여 붙여졌다고 하( ) ( ) ( )麻谷 麻 谷

며 조선시대까지 양천현이라는 독립된 고을이었다가 김포군을 거쳐 년 서울시로 편입, 1963

된 지역이다 서울 도심 내에서 벼농사를 짓는 특별한 토지활용이 이루어지던 곳이다 강서. . (

구에서 생산되던 쌀은 경복궁쌀 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어 왔다‘ ’ .)

 개발직전까지 마곡지구 내 논 면적은 약 만 로 서울시내 전체 논 면적의 약 가량230 45%㎡

을 차지하는 곳이었으며 최근까지도 벼농사가 이루어져 온 도심의 중요 경작지이다, .

 대지 지목별 현황을 보면 농경지 전 답 가 전체 면적의 약 로 대부분 경작지로 구성되( / ) 72% ,

어 있다.

그림 4-5 대상지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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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대지 지목별 현황

 지구 내 토지의 이용행태와 연관되어 마곡 원형이 갖는 논의 패턴이 나타난다.

 구획정리된 김포지역의 논밭형태와 달리 기존 토지 특성 그대로 유지되어오고 있던 논의 패

턴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4-7 마곡의 원형 논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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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외국어고등학교 상공에서 바라본 대지A.

양천초등학교 상공에서 바라본 대지B. 등명초등학교 상공에서 바라본 대상지C.

그림 4-8 대상지 항공사진

 농경지라는 특성으로 계절별로 다양한 색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경문화의 일상성이 드러나는

문화행태를 가지고 있다.

봄의 이미지 여름의 이미지

가을의 이미지 겨울의 이미지

그림 4-10 마곡의 사계절의 변화

그림 4-9 마곡의 일상이 만들어내는 문화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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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의 땅의 시간성 레벨( )

 현재 마곡구역 내 경사는 거의 없는 평지로 구성되어 있고 인접한 주변 지역보다 낮은 형,

태로 구성되어 있다.

표고분석 경사분석

그림 4-11 현황지형

 대지의 현황고는 약 해발고도 기준 로 단지 조성시에는 이를 성토하여 단지계획EL+6~8m( ) ,

고 평균 로 계획하고 있다 단지 계획고 역시 구역전체가 대부분 평지로 구성되어EL+9.0m .

진다 단지계획고간 차이는 약 내외 년 계획안 기준. ( 2m , 2013 )

 즉 기존의 땅의 흔적 층 위에 새로이 흙을 덮어 새로운 계획 층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단지,

가 조성되어진다.

현황레벨

계획레벨

그림 4-12 현황레벨과 계획레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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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계획 가능 높이

 대상지가 김포공항과 인접하여 마곡

지구 전역이 비행이 이착륙 안전을

위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으며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 지구는 최고높이 해발고도

이하로 계획이 가능하며 단57.86m ,

지 계획고 평균 를 감안하면( EL+9.0m)

최고높이 약 이내로 계획이 가48m

능하다.

층고 기준시 약 층 내외( 4m 11 )

 높이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스카이라

인 형성에 제약이 따른다.

그림 4-14 건축물의 계획 가능높이

그림 4-13 고도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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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원칙

2.1. Concept

 기 계획완료된 도시계획 체계에 마곡지구의 원형지형을 투영하여 마곡지구만의 성격을 도출

하고 이를 공간적 경관적 요소로 추출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

 마곡지구의 원지형을 최대로 유지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마곡의 장소적 역사

성을 남기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한다.

그림 4-15 원형지형을 기반으로 한 계획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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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본원칙

2.2.1. 경계가 없는 도시 경계의 재해석-

� 단지의 경계를 허물다

지구만의 독립적인 형태가 아닌 주변 건축물과 이질감이 없는 유사 규모로 시야가 열린 경-
관을 형성한다.

� 보행의 경계를 허물다

주변지역에서 접근하는 보행자 지구 내로 자연스러운 유입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건축물과 보행공간의 독립적 구성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보행자와 서로 반응할 수-
있는 보행경관을 구성한다.

� 필지의 경계를 허물다

필지간 높은 담장으로 폐쇄적인 개인적 공간구성이 아닌 필지간 열린시야를 확보하고 활동- ,
을 공유할 수 있는 공존도시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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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보행자 중심 도시 보행자천국-

� 이어지는 보행길 만들기

지구 외부의 주요 보행 흐름이 끊기지 않고 지구 내로 연결되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녹지공간과 적극적으로 연계 구성하여 도심지 내 쾌적한 산책로를 형성한다- .

� 걷기쉬운 보행길 만들기

단차가 없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없는 보행이 편리한 공간을 만든다- .
공공영역 민간영역의 통합적 디자인을 유도하여 걷기에 쾌적한 공간을 형성한다- / .

� 보행자만을 위한 길 만들기

차량 자전거 등과 혼재되지 않은 순수하게 보행자만을 위한 길을 형성한다- / .
주요 동선을 건축물과 연계하여 보행자가 다양한 경험과 장면을 느낄 수 있는 보행동선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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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디자인 컨셉

대지경계

조경 보행 조경
보행친화길 만들기[ ]

패턴 만들기[ ]

� 자연의 투영

사계절이 뚜렷하게 변화하는 식재수종을 도입하여 계절감의 변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물성이 나타나는 재료의 도입으로 시간성의 변화를 건축물의 입면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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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전략

3.1. 도시계획기반사항

� 대중교통체계

지하철

 지구에는 개의 지하철역과 접하며 호2 5 9

선 마곡나루역과 인천공항철도 마곡역은

환승이 가능한 중요한 교통거점 역할을

한다.

· 호선 마곡역 발산역5 : /

· 호선 마곡나루역 양천향교역9 : /

지구 신방화역(1 )

· 인천공항철도 마곡역:

버스체계

 간선도로 광로 대로 를 중심으로 버스노( / )

선이 형성되어 있다.

 방화로와 공항로에는 중앙버스정류장이

계획된다.

그림 4-16 대중교통체계

 지하철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특히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의 많은 방문객 유입 예상, ,

되는 지역이다.

 오선 마곡나루역과 인천공항철도 마곡역이 만나는 지점은 마곡지구 내 중심으로서 주변 공9

원 및 업무지구와 연계가 가능한 핵심 역할이 필요한 곳이다.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이 모두 대로이상의 도로변에 집중되어 있어 중로이하 도로에 접한,

필지로는 대중교통으로 직접적 연결이 어려운 형태이다 따라서 역세권 주변 주요 버스정. , ,

류장을 중심으로 각 단지 내부로 보행 흐름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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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체계

중앙공원

 지사적 맥락을 중시하여 땅의 장소성을

살리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공원으로 경,

작과 연계한 도시형 식물원을 조성한다.

거점공원 및 연결녹지

 마을숲속도시로 마곡의 풍경을 담은 숲과

주변 산을 연결하는 숲으로 조성한다.

 산업단지의 클러스터별 성격을 담은 거점

공원을 조성한다.

 공원 및 연결녹지와 가로의 보행 연속성

이 고려되어야 하며 각 필지의 외부공간,

또는 가로변으로 조화로운 녹지체계가 구

성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4-17 녹지체계

� 자전거체계

 도로변으로 자전거전용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차도변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단면

구조상으로는 보도와 동일한 레벨로 형성

하여 차도와 분리한다.

 연결녹지 및 중앙공원 내에 자전거 통행

로가 형성된다.

 거점공원과 광장 주차장용지 내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함이 계획되어지며,

자전거 동선과 연계하여 자전거 거치대가

분산되어 계획된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차도와 인접 조성되는

형태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

 연결녹지 내 자전거통행로는 보행동선과

자전거 통행의 중첩이 예상되는 구간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중요시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그림 4-18 자전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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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지구는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산업시설용- 2

지 지원시설용지 업무용지 상업용지가, , ,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병원 학교. , ,

편익시설 등 기타용지가 포함되어 있다.

지구는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로 조성- 1

되어 있으나 지구 내 산업단지 내에서, 2

지원시설용지 및 업무용지 일부에서 오피

스텔 등 도입이 가능하며 거주기능을 담당

한다.

산업시설용지는 출퇴근 중심의 고정된 주-

간인구가 많은 부분이며 지원시설용지 상, ,

업용지 일부 업무용지는 상업활동과 연계, ,

내부의 주간인구 및 외부의 유입인구의 이

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야간공동화 및 시간, 24

연구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전 등의

고려가 필요하며 항시 활발한 이용이 일,

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대한 경관

고려가 필요하다.

산업시설용지
업무용지
지원시설용지
상업용지
주차장
공동주택용지

그림 4-19 토지용도

� 필지계획

 필지계획 규모 단위는 이상의 필지60,000㎡

부터 약 까지의 소형필지까지800~1,000㎡

다양하게 혼합 구성되어 있다 각 가구 블. (

록 단위로 유사한 필지 규모로 분할되어)

있으며 이러한 각 가구가 레이어를 이루며,

형성되어 있다.

유사한 필지 규모 단위를 그룹화하여 크게-

대 중 소 규모의 필지 단위로 나누었으며 건, , ,

축물의 입지시 각 건축물간 규모의 차이가

큰 경관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대필지중필지소필지

그림 4-20 필지계획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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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로의 성격

 도로의 폭원 및 기능 필지와 도로가 접한 상황 건축물의 전면 후면 방향 차량 진출입구, ( / ),

형성 가능 여부 인접 필지의 용도 등에 따라 각 구간에 대한 보행이용 차량이용 위계를 구, /

분하였다.

광로 대로 보행 차량 간선도로변( / ) [ , ] -多
통과차량이 많고 필지로 차량진출입 불가- ,
단 도로에서는 차량진출입 형성( , 28m )
외부에서 보행유입되는 대중교통 집중지역으로-

보행밀도 높음
남북축 동서축의 마곡의 중심성을 갖는 가로- ,
공항로 발산로 상징성 고려( , : )

중로 보행 차량( ) [ , ]中
단지 내 각 필지로 진입하는 주요 연결가로-
건물 전면방향으로 차량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
는 보행과 차량의 이용위계가 비슷함

중로 보행 차량( ) [ ]多 少
- 연결녹지에 접한 지원시설변으로 보행밀도 높음

주요 핵심요소 주거 중앙공원 주거 병원 학교- ( - , - / )
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보행밀도 높음
일부 구간은 건물 전면으로 차량진출입이 동시-
에 이루어지나 한면은 차량진출입이 발생하지,
않아 다른 구간에 비해 차량 밀도가 낮음

중로 소로 보행 차량( , ) [ ~ , ]中 少 中
한변은 건축물의 후면방향이 접하는 형태로 필-
지차량출입이 주로 이루어지는 구간
필지용도 상업 지원 에 따라 보행 이용도 발생하- ( / )
나 많은 차량진출입으로 인해 보행공간의 소외,
가 우려되는 구간

연결녹지 보행 녹지네트워크( ) [ ] -多
차량과 독립된 보행공간-
주변 지역과 이어지는 광역적 보행연계축-

표 4-1 가로특성의 구분

 위의 특성을 토대로 크게 차량중심체계와 보행중심체계로 그 역할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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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중심체계

간선도로 광로 대로( / )

이상의 가로변- 25m
빠른 속도의 차량 통과동선 형성-
주요 대중교통이 위치하여 보행 유입 이동- /
동선 형성
보행자 고려도 중요하지만 차량이용자의- ,
원거리 경관의 고려가 필요한 구간

단지내도로 중로 소로( / )

이하의 가로변- 20m
느린 속도의 필지 진입차량과 보행의 혼재-
가 발생하는 구간
이 중 보행 이동이 많은 구간은 아래의 보-
행중심체계로 별도 추출

전반적으로 차량 위주의 격자형가로로 형-
성되어 있으며 차량과 보행의 혼재가 발
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림 4-21 차량중심체계 구분

� 보행중심체계

보행밀도가 높은 도로
주요 핵심요소와 연결 또는 연결녹지변 지원- ,
시설 등 활성화기능과 연계된 보행 이동이
많은 구간

연결녹지

주변 자연 경관과 연계된 보행 밀도가 높은-
내부 동선으로 차량진입이 없는 보행구간으
로 보행쾌적성이 높은 구간

보행밀도가 높은 도로 중 차량과 보행이 혼-
재되는 구간은 특히 보행 안전에 대한 배려
가 필요하며 건축물 저층부와 연계하여 공간,
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유도한다.
일부 구간은 자전거 통행과도 중첩되어 차량- /
자전거 보행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각 동선의/ ,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도로변으로의 보행 이동은 차량과의 혼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간으로 필지 내에서
보행만을 고려한 사람중심의 공간 구성을 계
획한다. 그림 4-22 보행중심체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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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로 유형의 구분

 앞에서 언급한 가로의 성격과 더불어 가로의 물리적 제원 및 예상 보행 이용도 등을 고려하

여 가로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로의 유형별 조성 가이드라인을 제시,

한다.

 가로는 크게 개의 가로유형군과 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며 세부 특성에 따라 가로에6 13 ,

명칭을 부여하여 특화한다.

 본 가로유형의 분류 기준 및 각 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은 제 장 가로유형별 가이드라인에7

서 상세히 제시한다.

마곡나루길 간선도로변가로-

한강변 주요 교통수단이던 나루를
네이밍으로 광역단위 가로에 적용

유형1 마곡나루큰길
유형2 마곡나루터길
유형3 마곡나루목길

에 움 길 중앙공원연접가로-

빙 둘러서 가는 길,
중앙공원에 접한 가로에 적용

유형4 공원에움길
유형5 공원에움남길

이 음 길 생활가로-

내부생활가로기능 간선가로와 단지내,
필지간의 연결

유형6 자전거길
유형7 등교길
유형8 뜰이음길

안 길 이면가로-

건물의 뒤쪽으로 나있는 길,
이면가로에 적용

유형9 산업안길
유형10 상업안길

마 실 길 활성화가로-

이웃에 놀러다니는 일,
연결녹지와 카페골목의 성격을 담음

유형11 큰뜰마실길
어 귀 길 소로-

개화산 병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네이밍

유형12 개화산어귀길
유형13 병원어귀길

그림 4-2 가로 유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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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행친화길의 형성방안

 인위적으로 계획된 격자형가로 형태를 탈피하고 도로변의 차량 자전거 보행 혼잡한 구성을, / /

지양하며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형성을 위하여 순수 보행만을 고려한 마곡만의,

보행길을 만들고자 한다.

 격자형 가로형태를 탈피하여 기존의 마곡의 흔적을 살릴 수 있는 마곡만의 장소성을 반영한

보행친화길을 구성한다.

� 보행친화길 형성 기준

 주요 보행 집중이 일어나는 중요 공간을 연결하는 보행동선을 구성한다 보행집중이 일어나.

는 공간은 중앙공원 연결녹지에 접한 지원시설용지구간 대로변의 업무상업용지구간 마곡, , ,

중앙광장 및 중심업무용지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등이 해당하며 단지 내 개별 필지에서, ,

해당 공간으로 보행의 이동이 편리한 골목길 형태의 보행동선을 형성한다.

 보행자는 통근 업무 등 목적이 있어 시간적 제약의,

영향을 받는 경우 가장 가까운 길을 선택하고자 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진의 예시 그림 와 같이. ( 4-24)

곡선형 보행로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조금만 돌아,

가면 되는 길인데도 사람들은 잔디 위를 통과하여

지나가며 시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결과,

지름길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보행자.

의 심리를 고려하여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도 차량 자전거와 혼재되지 않은 안전한 보행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 .

 블록길이를 고려하여 약 장변길이 이상120m 1)의 블록의 경우에는 블록 내를 관통하여 보행

지름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이 중 마곡의 옛 보행길의 흔적을 투영시켜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부분은 보행동선으로 형,

성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그림 4-25 원형지형에서 보행길 추출

1) 일반적인주거단지계획시가구길이 장변 가 이상인경우지루한느낌을주고보행거리가너무길어지므로 범위에( ) 150m 90~130m
서구성한다 단지계획 김철수 기문당 이는주거용지의소가구구성시일반적인원칙이지만 마곡지구의산업용지및지원.( ( ,235p, )) ,「 」
시설용지 등 소필지가구에 접한 가로에서 보행자가 느끼는 이미지도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블록 길이가 약 이상. 120m
인 가구에 대해서는 주요 공간을 연결해주는 블록 내부를 관통하는 보행동선을 형성하고자 한다.

그림 4-24 잔디를 가로질러 생긴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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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거점의 연계1.
중앙공원 지원시설용지, ,
간선도로 등

단지내로의 동선 유입 고려1-2.
교통결절점과의 연계
역세권 버스정류장( , )

블록길이 고려2.
이상의 블록120m

필지 내 보행길 형성

그림 4-26 필지 내 보행길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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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행지도 만들기

 단지 내 하염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축을 형성한다.

· 중앙공원 지원시설연계가로 역세권 연결/ /

· 연결녹지 중심의 순환형 동선

 단지 내 외부의 주요공간과 연결하여 지구 내외부 어느곳으로나 보행 이동이 편리한 동선,

을 형성한다.

· 연결녹지 공공보행통로 보행친화길을 이용한 보행자 전용 네트워크 형성/ /

· 차량과의 교차 최소화

· 지구 밖 보행동선의 흐름을 지구 내로 연결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중요 결절부는 주요거점으로 설정하고 그 위계를 세분화 상징거점 활, ( ,

성화거점 소생활거점 하여 공간을 조성한다, ) .

그림 4-27 보행지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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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디자인 컨셉 기법

� 가로경관의 흔적 반영Trace( )

도시 기능의 투영

광역적여건 도시기반 보행밀도를 고려한 가, ,①

로 유형구분

보행친화길의 테마구성 및 테마 쉼터②

보행가로 활성화를 위한 건축 저층부와 가로③

전면부 통합구성

농경지의 투영

논의 분할 형상 사선의 농경지 흔적 재현:①

논의 색 미시적경관 농경지를 모티브로 하/ :②

는 가로경관 조성

가로공간 은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 식수대 보도 전면공지까지를 대상으로 함* ‘ ’ + +

주요거점 은 본 과업에서 세가지 유형의 특화거점으로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함* ‘ ’

공개공지 는 거점 내의 공개공지와 거점 외에 위치하는 공개공지로 나누어 성격을 달리함* ‘ ’

� 건축물 경관의 흔적 반영Trace( )

보행친화길의 테마구성

필지 내 통과형 보행길의 형성①

보행길에 따른 건축물의 형태 구성②

건축물의 후퇴 필로티 구성 매스 분절 등: , ,

보행가로 활성화를 위한 저층부 형태 구성

보행 연계 가능한 저층부 구성①

개방형 테라스형 등: ,

필지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구성②

보행로와 연계한 공개공지 배치-

대지 내 조경구간의 인접 설치-

흔적의 투영

물성 시간성 소재색 을 담은 재료 도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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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이드라인 수립방향

 본 가이드라인은 크게 건축물경관 부문과 가로경관 부분으로 나누고 이는 일반사항과 중점,

사항으로 구분하여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건축물경관 부문은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재료 및 외관 옥외광고물 등 건축물의 외부와 관, ,

련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로경관 부문은 가로 성격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각 가로유형별 세부조성기법을 제시한,

다 또한 식재 포장 시설물 야간경관 필지 내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에 대한 일반사항을. , , , , , ,

제시한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중점사항으로 보행친화길 및 주요 보행가로의 저층부 건축물과 건축

물의 전면부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보행환경특화사항을 제시한다.

그림 4-28 가이드라인의 수립방향



가이드라인의 원칙 및 전략04

마곡지구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75

5. 가이드라인 용어의 정의

� 가이드라인의 범위

 건축물가이드라인 부문에서는 마곡 지구 필지 내 건축물의 배치방향 및 형태 재료 및 외2 ,

관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전체적인 경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의, ,

가이드라인 구상을 제시한다 민간( ).

 가로경관가이드라인 부문에서는 마곡 지구 내의 전 가로를 개로 분류하여 유형별 가로성2 13

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로의 범위로는 식수대 공공 보도 공공 전면공지 민간 로 건축물‘ ( )+ ( )+ ( )’

전면과 보도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공공 민간 이에 따라 각 유형별 가로에서는 가( / ).

로구성요소인 식재 포장 가로시설물 배치, , 2) 야간경관 전면공지 가지 유형 공개공지 주, , (6 ), (

요거점별 테마별 일반형 에 관해 구상을 내리게 된다/ / ) .

� 도시공간 및 가로공간감 설명을 위한 어휘의 정의

이미지형성(Imageability)

가로의 물리적 환경의 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행자로 하여금 강렬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장소로서 가로는 독특한 이미지가 있어야 하고 개성 있고 통일성 있는 이미지.

가 잘 전달되어야 한다 이는 케빈 린치 가 좋은 도시 형태의 이론. (Kevin Lynch) ‘ (A Theory of

에서 지물의 형태 색상 배열이 가져다주는 가로에 대한 이미지라 할 수 있Good City Form)' , ,

다 또한 얀겔 이 말하는 장소감 의 현상과 같다. (Jan Gehl,1987) (Sense of Place) .

한정감 위요감, (Enclosure)

보행자는 수직적인 한정선 건축물의 맞벽 에 의해 가로공간을 방 과 같은 공간으로 인식하게( ) ‘ ’

된다 알렉산더 는 한정감이야 말로 보행자로 하여금 위치. (Christopher Alexander,1977,p.106)

인식 둘러싸인 것들로 인한 정체성을 가져다주는 가장 명백하고 강력한 것이라 하였다 유사, .

하게 제이콥스 는 사람들은 영역이 명확하게 결정된 공간을 편안하고 더 기억을(Jacobs,1993)

잘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제이콥스 는 건축물에는 앉을 수 있는 공간보다. (Jacobs&Apple,1987)

정의되어지고 한정감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휴먼스케일(Human scale)

여러 학자들에 의해 휴먼스케일 은 건축물의 층수 파사드의 너비 혹은 보행자(Human scale) ,

의 속도로 정의되어진다 자동차 이용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 설계되어 많은 부분이 휴먼스케.

일에 벗어나는 규모와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폭이 넓은 가로에는.

가로수 혹은 시설물을 이용하여 보행자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가로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바닥패턴 가로시설물의 양 건축후퇴정도 건축물의 장식 창문 출입구의 밀도가 이에 영향을, , , , ,

준다.(Reid Ewing&Susan Handy(2009))

2) 가로의 구성은 건축물의외관을 중심으로보았을 때 요시노부아시하라가주창한 제 차 윤곽선과제 차윤곽선의개념으로도 이, 1 2
해할 수 있다 제 차윤곽선은 건축의본래의외관을결정하고있는형태를지칭하고 제 차윤곽선은건축외벽이외의돌출물이. 1 , 2
나 일시적인 부가물에의한 형태를 의미한다 앞에서가로환경의 차 요소는 차 윤곽선을 차요소는 차윤곽선을포함한다 아. 1 1 , 2 2 .
시하라에 의하면 서구 도시의 가로는건축 본래의 제 차 윤곽선으로 결정되는데 비해 동아시아 즉 홍콩 일본 한국등의 가로는1 , , ,
제 차 윤곽선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아시하라는가능하면제 차 윤곽선을적게 하고 그것들을 제 차윤곽선안에포함시키2 . 2 1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럽의 가로가 아름다운 것은 제 차 윤곽선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요시노부 아시하라. 2 ( ,
외부공간의 미학 이에 따라 가로시설물의 배치에 관한 명확한 구상으로 차 윤곽선을 적게 하기 위한 구상을 지향한, 1983). 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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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성(Transparency)

가로의 투과성이 높다는 것은 건축물의 입면의 재질이 유리로 쇼윈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도 한다 뿐 아니라 제이콥스 는 가로의 이면으로 향하는 출구를 많이 만들. (Allan Jacobs,1993)

어주는 것으로 투과성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아놀드 은 캐노피가 높은 나. (Henry Alnord,1993)

무는 부분적 투과형 텐트 라고 하였으며 낮은 나무는 투과성에 반하는 결과를 준다고 하였다‘ ’ .

다양성(Complexity)

라포포트 는 과도하지 않게 적절한 범위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가로에서(Amos Rapoport,1990)

편리함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얀겔 은 흥미로운 보행네트워크는 심리적으로 보(Jan gehl,1987)

행거리를 짧게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은 건축물의 형태 규모 재질 색상 장. , , , ,

식 배열들로부터 형성되며 아놀드 는 나무식재로 건축물에 풍부한 질감, (Henry Arnold,1993)

을 보충해 줄 수 있으며 나무 사이로 필터링된 빛은 공간을 살아나게 하며 마감재질들이 빛과

그림자로 변환되어진다고 하였다 휴먼스케일의 시설물과 포장특화와 같은 가로시설물로 다양.

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하였다.

� 가이드라인 구상을 위한 용어의 정의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저층배치구간

지구단위계획 구상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 내에 층 이하의 건축물을 배‘ 5

치하여야 하는 구간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저층배치구’ ,

간으로 지정한 동일한 구간에 대하여 공간특성에 따라 저층배치구간을 세부적으로 구분 층이(2

하 층이하 층이하 하여 권장한다, 3 , 5 ) .

저층부 고층부/

지구단위계획 구상에서 건축물의 저층부는 층이하 부분 고층부는 층이상 부분으로 구분하3 , 4

고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방형 저층부 구성 층부 통과형 보행동선 연결 권장/ 1

가로변의 보행자와 건축물의 저층부의 공간적 접근성을 높이고 가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특정 이용자만을 위한 공간 구성이 아닌 다수의 이용자의 진입이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개방형 실내로비 또는 실외로 구성된 보행통로 저층부 상업시설과 연계된 아케이드형 공간, ,

등을 구성하여 주변지역과 보행연계가 가능한 저층부 관통 동선을 형성한다 이는 층부 통과. 1

형 보행동선 연결 권장구간이 표시된 필지에 조성하며 보행동선의 위치는 구상도에 표시된,

방향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건축물의 계획 및 주변 보행동선 등을 고려하여 필지 내 자유

롭게 구성이 가능하다.

테라스형상업시설

테라스형상업시설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외부 공간에 파라솔 테이블 등을 두어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노천카페 등이 이에 속한다 단 이 공간은 식음료를 판, . ,

매하는 공간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음식을 만드는 주방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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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간

조업주차공간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업이 용이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으나 전면도로와,

건축물의 사이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도로와 건축물간 단절되는 것을 지양하고 전면공지의

주차장화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권장하는 구간이다.

전면도로변이 아닌 인접 필지와의 경계부 즉 필지의 측면부에서 조업주차공간 및 지상주차공,

간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램프 등을 조성하여 가로변에서의 보행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

보하도록 권장한다 해당 권장구간은 건축물의 배치를 지양하는 것을 우선 권장하나 도로변에.

서의 시야 확보를 고려하여 지상으로부터 유효높이 이상 확보시 필로티형으로 건축물 계6m

획이 가능하다.

대지 내 조경 설치 권장

가이드라인 구상도에서 권장하는 구간은 건축물의 배치를 지양하고 대지 내 조경을 우선 조성

토록 권장하는 구간을 의미한다 인접한 필지의 조경구간과 연접 조성하여 풍부한 식재 및 휴.

게공간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고층부 방향성

건축물 매스의 장변과 단변 비율을 조정하여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열린 경관 형성이 가능하

도록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변의 주요한 경관적 요소가 있어 열린 경관 형성이 필요. ,

한 구간에 건축물의 고층부 매스를 해당 면에 단변이 면하도록 배치하여 폐쇄적 경관 형성을

지양하고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유형별 가로 내 보도 및 전면공지

보행안전구간 공공영역 민간영역( + )

보도와 전면공지 일부에 보행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을 의미한다 보도 공공영역 와 전면. ( )

공지 민간영역 민간시설물과 대지경계선 사이 조경계획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으로 식재와 시( / )

설물설치가 불가능하다.

공공시설물 허용구간 공공영역( )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가로등 벤치 보행규제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영역이 교통, , . 「

영향분석 개선대책 에서 식수대 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띠녹지 및 가로수와 함께 조성하게‘ ’」․
된다.

민간시설물 허용구간 민간영역 민간시설물 한정선과 건축물 외벽 사이( - )

민간 조경계획이 허용되는 구간으로 식재와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 단 연결녹지와 면해 있. ,

는 경우에는 식재 설치는 지양한다.

자전거 보행혼용구간 공공영역- ( )

자전거 이용자 집단과 보행집단의 충돌이 예상되는 가로에 설정하게 되는 구간으로 보도 내

일정구간의 바닥포장을 달리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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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식재중심선 민간영역( )

가로수 열 식재를 구상으로 내리게 되는 가로의 가로수는 열은 공공 열은 민간에서 조성2 1 , 1

하게 된다 공공가로수의 경우는 공공에서 일괄적으로 계획되어 조성되어지나 민간가로수는.

개별 개발이 되기 때문에 필지별 민간가로수에 대한 중심선으로 통일성 있는 민간가로수를 조

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민간식재중심선 으로 명명하며 이 선은 민간시설물 한정선과 같이. ‘ ’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보행안전구간의 경계선 역할을 한다.

민간시설물 한정선 민간영역( )

민간시설물 한정선이라 함은 민간시설물 허용구간의 한정선으로 전면공지 내 성격구분을 위한

경계선이다.

공공시설물 한정선 공공영역( )

공공시설물 한정선이라 함은 공공시설물 허용구간의 한정선을 의미한다.

보행특화사항

보행친화길 보행길 산책루트/

보행길 은 보행자 중심의 길이다 보행길 선정의 취지는 마곡도시계획의 격자형 블록과 대형‘ ’ .

매스의 건축물을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본 가이드라인에서 선정한 길이며 공공보행통로 및

민간필지를 관통하는 사선 도시계획상 보도가 총체적으로 보행길의 네트워크를 이룬다 이 보, .

행길은 건축물의 용도에 대응하여 가지 테마를 갖는 산책루트를 갖으며 이를 보행길 산책루3 ‘

트 라 명명한다’ .

보행강화구간

보행가로 강화구간이라 함은 차도와 보도가 공존하는 가로 중 건축물 저층부와 전면공지가 가

로와 상응하여 보행자를 위한 가로를 조성하기 위해 선정된 구간으로 건축물 저층부 구성을

위한 구상과 전면공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에 대한 구상을 내린다, , .

주요거점

보행친화길 네트워크 내 쉼터를 제공하여 적절한 보행지속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주.

요거점은 그 위계에 따라 상징거점 활성화거점 소생활거점으로 나뉘며 보도 연결녹지 공공 와/ / , ( )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보행친화길 민간 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상징거점과 활성화거점에는, , ( ) .

사선의 계획선이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통합적 계획으로 매스감있는 패디 컨셉 패

턴을 연출하게 된다 소생활거점에는 포장특화를 통해 거점에 대한 인지성을 부여하고 보행친.

화길의 지속적인 연결을 위한 보행친화길 안내판을 설치하게 된다.

포장특화

마곡 지구 전반의 포장은 패턴이 없는 무채색으로 계획된다 이를 배경 으로 주요거2 . (ground)

점에 해당하는 지점에 은유적 패디 컨셉 패턴 을 형상화하여 주요 거점의 인지성을 두(figure)

는 포장특화를 한다 또한 가로의 투과성을 높이기 위한 이면부로의 진입구에도 포장특화를.

하여 동선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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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패턴

마곡 논 의 형상은 바둑판의 격자형이 아닌 사선의 논답 형상이다 본 가이드라인에서(paddy) .

조경패턴을 연출하는 기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주요거점 내 사선의 계획선을 통합. ,

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선의 공간구획을 하는 것이며 둘째 사선의 포장패턴으로 포장특화 하, ,

는 것 셋째로 사초과 및 화본과를 적극도입하며 논이 가진 수경관을 표현할 수 있다, , .

이외의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사항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의한 사항을 준용하며,※

관련 법규의 용어 정의를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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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경관 기본전략

 건축물경관 부문은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재료 및 외관 옥외광고물 등 건축물의 외부와 관, ,

련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에서는 주변의 입지적 특성과 필지계획의 크기를 고려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한 매스의 구성 가로의 성격에 따라 공지의 배치위치 휴먼스케일, ,

을 고려한 저층부 높이 구성 등을 제시한다.

 마곡만의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미관 형성을 위해 재료 및 외관 옥외광고물 구성에 관한 사,

항을 제시하며 각 영역 경계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다,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중점사항으로 보행길 및 주요 보행가로의 저층부 건축물과 건축물의

전면부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보행환경특화사항을 제시한다.

그림 5-1 건축물경관 기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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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및 형태1.

2.재료 및 외관

옥외광고물3.

외부공간4.

합필시 적용방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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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치 및 형태

1.1. 입지적 특성과의 관계 및 필지규모 고려

1.1.1. 매스규모의 조화

� 필지규모의 구분

 필지계획 규모 단위는 이상의 필지부터 약 까지의 소형필지까지 다양60,000 800~1,000㎡ ㎡

하게 혼합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가구 블록 단위로 유사한 필지 규모로 분할되어 있다, ( ) .

 필지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의 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인접한 블록간.

거대한 매스와 작은 매스가 만나 경관 저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지 규모에 따라 매스의 구성크기 및 외부공간의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대필지

단지만의 독립적 차폐형 건축물경관 형성이 우려되는
필지규모로 이를 지양한 건축계획이 필요한 필지,

특별 계획구역 : 6,000 ~ 40,000㎡ ㎡
업무 상업용지/ : 6,000 ~ 8,000㎡ ㎡
산업 시 설 용지 이상: 6,000㎡

중필지

대필지 소필지의 건축물의 규모의 이질감을 중화시/
키는 건축계획이 필요한 필지

업무 상업용지/ : 1,500 ~ 6,000㎡ ㎡
산업 시 설 용지 : 2,000 ~ 6,000㎡ ㎡
지 원시 설 용지 : 1,700 ~ 4,000㎡ ㎡

소필지

정돈된 가로경관을 위해 건축선 일치 및
공간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공간 통합이
필요한 필지

업무 상업용지 이하/ : 1,500㎡
산업 시 설 용지 이하: 2,000㎡
지 원시 설 용지 이하: 1,700㎡

면적 기준과 상이한 일부 필지는 전체적인 블록의 구성방향에 따라 인접한 필지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 필※
지로 간주하여 인접 필지와 동일한 기준의 대중소필지로 구분하여 제시함.

표 5-1 필지 규모에 의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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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지규모별 매스크기 및 외부공간의 구성

 대필지와 소필지가 연접하여 만나는 경우 건축물간 과도한 규모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앙공원변과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규모 필지에 장벽과 같은 거대 건축

물로 차폐경관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스의 크기를 분절하여 각 건축물간 규모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조화로운 매스 규모 및 장대한 입면 형성 방지 유도

그림 5-2 매스 규모의 조화

대필지 중필지/

 가로변 경관 차폐 및 위압감 완화를 위하여 건축계획시 매스를 분절하여 개방적 시야를 확

보한다.

 주변과의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한 매스 구성을 유도하며 장대한 입면 형성을 지양한다

· 규제 저층부 층이하 는 이내 고층부 층이상 는 이내로 분절한다( ) : (3 ) 150m , (4 ) 100m .

· 권장 길이 이상의 매스 형성시 기본적인 외벽선은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입면 후( ) : 50m ,

퇴 또는 필로티 등의 외부 보행동선 형성 등을 통해 입면 분절을 유도한다.

조화로운 매스 규모 및 장대한 입면 형성 방지 유도

그림 5-3 대필지 매스분리 개념

건축물의 최대길이 제한 및 일정길이 이상시 입체적 입면 계획으로 입면분절 효과 권장

그림 5-4 매스 분절 개념

대필지

중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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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필지

 인접필지간 건축선 일치를 통해 정연한 경관 유도 및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권장. ( )

 필지간 외부공간의 통합 활용을 유도하여 외부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열린 공간을 구성하,

여 주요 공간으로의 시야를 확보한다.

· 권장 구상도 주요 공간 권장 위치에 따라 대지 내 조경공간은 필지간 인접하게 조성한다( ) : .

그림 5-5 소필지 외부공간의 통합적 활용

그림 5-6 소필지 외부공간의 통합적 활용

1.1.2. 방향성 확보

 마곡지구 주변의 중요한 시각적 경관인 중앙공원 지구의 북측 경계부 한강 궁산변으로 해, /

당 조망을 차폐하는 형태의 매스계획을 지양하여 인접한 주변 필지에서도 중요한 경관 조망

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중대규모 필지는 고층부 매스로 인해 이면부 블록에서 조망.

이 단절되지 않도록 고층부 매스에 방향성을 부여하여 시각축을 열어준다 소필지는 각 필.

지의 건축물 배치 위치를 고려하여 열린 공간을 구성한다.

 지구의 남측 경계부 발산지구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방향으로의 고층부 매스의

방향성을 부여하여 건축물로 인한 경계의 차폐를 방지한다.

 지구 동측 경계부 강서로변으로는 지구밖 인접한 건축물과 유사 규모 형태를 유도하며 시가

지에서 마곡 단지 내로 유입을 유도하는 형태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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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변 열린경관 궁산 한강변 열린경관/ 발산지구 열린경관 강서로변 진입유도

그림 5-7 주요 방향성 확보 개념

중앙공원

ⓐ

ⓑ
ⓒ

ⓒ
-2

중앙공원변 중대필지 고층부 방향성 도입 예시ⓐ KEY MAP

중앙공원

한강서남물재생센터( )

중앙공원변 소필지 열린경관 형성 예시ⓑ 궁산 한강변 고층부 방향성 도입 예시/ⓒ
유사개념( -2 : )ⓒ

그림 5-8 주요 방향성 확보 예시 이미지



92 마곡지구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대필지 중필지/

 권장 중앙공원주변 일부필지 양천길변 일부필지 발산지구 경계부 일부필지의 고층부 층( ) , , (4

이상 매스는 장방형 형태의 매스 구성을 권장한다) .

· 장방형 형태는 단변과 장변의 비율 이상으로 계획하며 공원 한강 궁산 방향으로 고1:1.5 , , ,

층부 매스의 단변이 배치되도록 한다.

· 단 대지면적 이상의 대규모 부지는 단지계획을 고려하여 단변과 장변의 비율, 30,000㎡

을 이상까지 완화하여 계획가능하다1:1 .

 권장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물의 고층부 매스 분절을 통해 방향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

중 대필지1) /

대필지 중 대지면적 이상2) 30,000㎡
의 대지

그림 5-9 중 대필지 고층부 방향성 확보 가이드라인/

소필지

 권장 중앙공원주변 일부 소필지의 건축물 매스는 정방형 또는 공원변으로 단변이 배치되는( )

장방형 형태의 매스 구성을 권장한다.

· 장방형 형태는 단변과 장변의 비율 이상으로 계획한다1:1 .

그림 5-10 소필지 건축물 방향성 확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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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건축물 방향성 확보 해당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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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로 성격에 따른 공지 형성

� 보행과의 연계 고려

 가로의 보행과 차량의 이동량 및 성격1) 등을 고려하여 공지의 조성 위치를 설정한다 공지.

는 공개공지와 휴게공간 등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는 조경권장구간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다.

 보행기능이 강한 가로에는 보행 성격에 따라 도로변으로 세가지 형태의 공개공지를 조성하

고 보행친화길과 도로 연결녹지 등이 만나는 결절점에 공개공지를 형성한다, / .

 차량과 보행이 혼재된 일반 가로 중 차량 진출입이 많은 가로변에 접한 필지는 블록 내부

형성할 수 있도록 블록 내 필지 경계부를 중심으로 조경권장구간을 제시한다open space .

필지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각 필지의 의 분산배치를 지양하고 필지간 인접설치open space

하여 가로에서 충분한 열린 외부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경 권장구간을 제시한다.

공개공지

 위치적 공간적 성격에 따른 형태적 구분으로 다음 기준 표 과 같이 구상도에 공개공지, ( 5-15)

설치 위치를 지정하고 있으며 건축계획시 공개공지 설치 위치를 준수하도록 한다, .

 가로 성격 보행친화길 및 주요거점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공개공지는 그 기능과 성격에 따,

라 거점형 공개공지와 일반형 공개공지로 구분하고 이 중 보행환경특화구간에 보행길 테마,

와 같이 테마를 갖는 공개공지는 테마형 공개공지로 별도 설정한다 거점형 공개공지 및 테.

마형 공개공지의 세부조성방법은 제 장 가로경관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다6,7,8 .

위치적 공간적 성격에 따른 형태 구분, 보행친화길의 성격 기능에 따른 구분,

광장형 주요거점( )
스트리트형 선형 필로티형( / )
포켓형

거점형 주요거점( ) 테마형

가이드라인 구상도 위치 지정 거점형 공개공지 조성방안 테마형 공개공지 조성방안

공지의 위치 및 형태는 건-
축물의 배치 위치 및 형태
와도 관련된 부분으로 본
장에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인접한 가로의 성격 구성 등과 관련지어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
으로 제 장 제 장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및 보행환경특화계획, 6 ~ 8
가이드라인에서 공개공지의 식재 포장 등에 관한 조성사항 제,
시함

표 5-2 공개공지의 성격 및 구분

1) 가로의 성격은 제 장 가이드라인의 원칙 및 전략 중 가로의 성격 에서 구분하고 있다4 3.2. (67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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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형
주요 보행연결지점과 만나는 결절점-
특화된 공지 형성 주요 거점형성- ( )

스트리트형
선형( /

필로티형)

가로 연속성 확보 및 보도와 연계하여-
넓은 보행공간 확보

포켓형
보행공간이 충분한 구간-
가로변 보행로와 만나는 휴게형 공간-

표 5-3 위치적 공간적 성격에 따른 공개공지의 구분

 관련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설치의무대상인 경우 공개공지는 가이드라인 구상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면적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 이.

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구상도에 표기된 공개공지 위치와 유사한 형태로 계획하도록 하. (※

며 조성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부 형태의 조정이 가능함, )

 선형 공개공지 조성시 최소폭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가로의 보행 연속성을 고려하5m ,

여 계획한다.

 공개공지 중 건축물과 연계하여 필로티형 또는 선큰형으로 조성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부

분은 구상도에 따른다.2)

 공개공지를 필로티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로티형6m ,

공개공지가 설정된 구간이라하더라도 필로티가 아닌 상부가 전부 개방된 공개공지로 조성,

가능하다.

 선큰형 공개공지는 지하와 지상이 연결 가능한 형태로 계획하며 특별계획구역의 지하층 형,

성 레벨 및 지하공공보행통로와 동선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필지에 거점형 공개공지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성토록하며 최소면적 이상으로 조성한다 이 역시 구상도에 표기된 공개공지 위치45 .㎡

와 유사한 형태로 계획하도록 한다 지구단위계획시행구상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공. ( 25 1 1

개공지 설치시 해당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3)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필지에 공개공지 위치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필지의

합필로 인해 하나의 대지 안에 공개공지 위치가 개소 이상 지정되는 경우에는 주요 거점3

으로 지정된 공개공지는 반드시 조성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선택적 도입,

이 가능하다.

2) 이외의공개공지는지상에개방된형태로조성하되 지상부의보행환경에지장이없는한도내에서필로티형선큰형공개공지의도입, /
이 가능하다.

3)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공개공지위치지정이되어있는필지는건축법등 관련법령에의한공개공지설치의무대상이아닌건축
물이라 하더라도 해당위치에 최소면적 이상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조 제 항45 . ( 2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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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권장구간

 다음 기준 표 에 따라 구상도에 조경권장구간의 위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지내 조경( 5-16) ,

은 구상도에서 제시한 조경권장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조경권장구간은 대지 내 조경 설치를 유도하는 구간으로 식재 구성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한

다.

 조경권장구간에서의 세부 조성사항은 제 장 가로경관가이드라인의 세부사항에 따른다6 .

블록 내부
open space

형성

차량과 보행 혼잡이 우려되는 가로변에 접-
한 블록
가로변보다는 블록 내부에서 를- open space
형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블록 내부를 중심으로 조경권
장구간 제시

소필지

개별 필지별 조경구간을 인접 설치하여 넓-
은 확보 유도 및 가로변에open space
서 열린 시야 확보가 가능한 공간 형성
이 가능하도록 조경권장구간 제시

표 5-4 조경권장구간의 위치 설정

공개공지
조경권장구간
보행친화길

그림 5-12 공개공지 및 조경권장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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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변 여건에 따른 저층부 배치 방안

� 저층부 높이 설정

 지구단위계획에서 저층부에 관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저층부 건. ,

축지정선 층이하 과 고층부 건축한계선 층이상 의 지정이며 둘째로 저층배치구간 층이(3 ) (4 ) , , (5

하 의 지정이다) .

 두 기준에서 정의하는 저층부의 기준이 상이하기도 하며 매스의 비례감 및 휴먼스케일을,

고려했을 때 저층부의 기준은 층 이하로 통일하여 설정함이 바람직하다 본 가이드라인에3 .

서는 전체 층수가 층 이상인 건축물 도입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저층의 기준을 층이8 3

하로 제시하고자 하며 건폐와 용적을 고려시 층 내외의 건축물 도입이 예상되는 범위에, 7

대해서는 저층부를 층 이하로 도입함을 권장하고자 한다 다만 건폐 기준이 다른 주차장2 . ( ,

용지는 제외한다.)

그림 5-13 건축물 방향성 확보 해당 필지

저층부 층 기준 적용시[ ] 5△

저층부 층 기준 적용시[ ] 3◎

표 5-5 건축물 저층부 매스 비례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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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연결녹지변 건축물의 전체적인 비례감과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저층부 배치구간 내( )

건축물의 저층부 층수 제한을 권장한다.

· 에 해당하는 저층배치구간은 층 이하를 권D2~D5, D7~D10, D13, D22~25, D27, DS13 3

장한다.

· 이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저층배치구간 층 이하 의 기준에 따(5 )

른다.

 권장 일부 연결녹지변 지원시설 의 경우 건축물의 전체적인 비례감을 고려하여( ) (DS5~DS6) , ,

저층부 건축지정선의 배치 적용 구간을 층으로 완화하여 적용토록 권장한다 지구단위계2 . (

획 저층부 건축지정선 해당범위 층이하 층이하로 완화 적용코자함3 2 )→

공항로변

저층부 건축지정선 층이하(3 )①
고층부 건축한계선 층이상(4 )

지구
단위
계획

가
이
드
라
인

공항로
3F

11F 11F

3F

공항로변 저층부 구성 예시①

표 5-6 공항로변 저층부 배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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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녹지변 연결녹지주변(12m )

저층배치구간 폭 층이하( 10m, 5 )②
층이하 권장3→

저층배치구간 폭 층이하( 10m, 5 )③
층이하 권장3→

지구
단위
계획

가
이
드
라
인

연결녹지변 저층부 구성 예시② 연결녹지변 저층부 구성 예시③

표 5-7 연결녹지변 저층부 배치 1

연결녹지변 연결녹지 주변2 (20m )

저층부 건축지정선 층이하(3 )④
층이하 구성 권장2→

지구
단위
계획

연결녹지변 지원시설용지 저층부 구성 예시④

가
이
드
라
인

표 5-8 연결녹지변 저층부 배치 2

②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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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외관

2.1. 기본방향

 도시 공공성에 있어 가로에 접한 건축물의 외관은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의 외관은 누구에.

게나 항상 노출되어 있는 공간으로 가로와 함께 하나의 장면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그 도시

의 이미지로 기억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정돈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이미지 형성. ,

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외관 재료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건축물의 형태와 색상은 공공을 위한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우선하기보

다는 건축주의 경제적 요구와 상업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도시미관의

부조화와 시각적 스트레스 등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4) 건축물이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계획된다하더라도 도시 내 오랜 시간 존재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

로 더 이상 개인의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

 유사 기능을 가진 하나의 도시안에서 건축물의 외관은 각 건축물이 제각각으로 계획되어져

서는 안된다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여야 하며 시각적 공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 ,

한의 효과로 표현하여야 한다 즉 복잡하고 다양한 재료 사용을 지양하며 단순하고 깔끔한. ,

경관 이미지를 형성하여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차분한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곡의 장소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중,

의 하나로 시간의 변화성과 자연성을 들 수 있

다 즉 일부 구간에는 재료의 순수한 물성을 나. ,

타내는 재료를 도입하여 재료만의 고유한 특성

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을 위한 기본사항으로 지구 전체에 적용하는 일반사항과 보행2 ,

쾌적성 및 보행활성화를 위한 일부 구간의 재료 적용을 권장하는 특화사항으로 구분하여 적

용한다.

일반사항 특화사항

지구 전체 적용- 2
쾌적하고 정돈된 마곡만의 도시경관을 위-
한 기본사항

일부 해당구간 적용-
보행쾌적성 및 보행활성화를 위한 제안사항-

표 5-9 일반사항과 특화사항의 구분

4) 건축외관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임명구 동국대학교( , ,2001)「 」

그림 5-13 재료 및 외관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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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사항

 일반사항은 지구 전체에 적용하도록 하며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을 위한 기본사항을2 ,

제시한다.

 지구 공동주택 이외의 용지 상업용지 공공청사용지 편익시설용지 주차장용지 등 에 대해1 ( , , , )

서는 지구의 일반사항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이 가능하다2 .

2.2.1. 재료수와 색채의 제한

 주외장재료의 종류는 개로 제한하여 깔끔하고 세련된 경관 이미지를 형성한다1 .

 색상은 무채색계열로 사용하도록 한다.5)

 도료 도장 의 채색 인쇄 등 표면을 피복한 재료의 사용 플라스틱 타일 등 전체를 착색하여( ) / , /

표현을 하는 재료의 사용시 반드시 무채색계열을 사용한다.

 단 소재색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가지는 색채 물성 자체의 색 재료의 물성이 그대로, ( / ),

드러나는 재료 다음 항목의 권장재료 사용시에는 무채색계열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사용을( )

인정한다.

 주외장재료는 건축물 외벽의 이상75% 6)이 하나의 재료로 마감되었을 경우 주외장재료로

인정한다 유리창을 제외한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다. ( .)

 기수립된 마곡지구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7) 의 색채 기준범위 내 색상계열 중에서 사용하

도록 한다.

무채색계열 단순한 재료 도입 깨끗하고 깔끔한 외관형성 이미지 예시

많은 수의 재료 조합으로 산만한 경관이미지 지양

그림 5-13 재료수와 색채의 제한

5) 유리를 제외한 모든 외장재료는 무채색계열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6)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도시건축설계지침 에서도주외장재료의도입인정범위를전체외벽면의 이상이하나의재로로마(1999) 75%
감되었을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7) 마곡지구통합디자인가이드라인 의 건축물외장색채디자인가이드라인을우선준용하고 이를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사용‘2. ’ ,「 」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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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주외장재료 권장

 인위적인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소재색을 드러내는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소재색이란 시간.

의 흔적을 담아낼 수 있고 재료 고유의 자연적인 느낌을 그대로 보존하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소재 자체의 물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 ,

가지는 색의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무채색계열 도입을 우선으로 하나 다음의 권장 재료는 자연색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경,

우로 보아 무채색계열을 벗어나더라도 도입을 인정한다.

 주외장재료로 다음의 재료를 권장한다.

· 천연소재 목재:

· 금속계소재 강판 알루미늄 등 무광금속 패널: /

· 무기계소재 콘크리트 유리 벽돌 단 붉은벽돌은 제외한다: / / ( , .)

천연소재 목재 석재/

금속계소재
강판 내후성강판( )
알루미늄 등/

무광금속패널

무기계소재
콘크리트 유리 벽돌/ /
단 붉은벽돌의 사용( ,

은 제외한다.)

표 5-10 주외장재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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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사용을 제한하는 재료

 지나친 시각적 자극을 주는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 원색적 색채재료 칼라유리 등 는 사용을 금지한다( ) .

· 눈부심을 주는 반사도가 높은 유리의 사용을 지양한다.

· 지나치게 광택적 물성이 강조된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원색적 재료 칼라유리 및 반사도가 높은 유리의 사용 지양( )

그림 5-14 부적합한 재료 사용 예시

 첨단 미래지향적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형적인 산업공장형 건축물 외관 재료 사용을 지/

양한다.

· 조립식공장 건축물에 사용되는 판넬 사용을 지양한다EPS .

· 붉은 벽돌의 사용을 지양한다.

일반적인 조립식공장 건축물에 사용되는 판넬 사용 지양 강한 이미지의 붉은벽돌 지양

그림 5-15 지양하고자 하는 재료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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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화사항

2.3.1. 공원변 연결녹지변 지원시설용지 주외장재료 권장/

 녹지공간과 접하여 휴먼스케일의 따뜻한 느낌의 보행가로 형성을 위한 주외장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인위적인 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물성이 드러나는 소재의 재료 사용을 권장하며 지구 전제2

에 적용한 주외장재료보다 그 범위를 더 제한하여 제시한다.

 주외장재료로 다음의 재료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 천연소재 목재:

· 무기계소재 콘크리트 유리 벽돌 단 붉은벽돌은 제외한다: / / ( , .)

 해당필지 공원변 지원시설용지 층이하: (Ds1~2, 3 )

뜰이음길 연결녹지변 지원시설용지 층이하(Ds11~12, 5 )

뜰마실길 연결녹지변 지원시설용지 층이하(Ds14~17, 5 )

주외장재료 목재 도입 예시

주외장재료 콘크리트 벽돌 도입 예시,

주외장재료 유리 도입 예시

그림 5-16 공원변 연결녹지변 지원시설용지 주외장재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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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가로변 저층부 투시형 벽면 구성

 지구단위계획에서 산업용지는 도로 등 도로 연결녹지 공원 공공보행통로변 와의 개방성 확보( )․ ․ ․
및 폐쇄적 건축물 구성 지양을 위해 투시형벽면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상업용지 업무용지 지원시설용지 편익시설용지 주차장용지는 저층부 건축지정선 층 전면용/ / / / (1

도 지정 포함 이 지정된 구간에 한하여 투시형 벽면 형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저층부 건축지) ,

정선은 주요 가로의 일부구간에만 지정되어 있어 저층부 건축지정선이 지정되지 않은 이면

부 가로는 폐쇄적 건축물 구성의 우려가 있다 이면부 가로 역시 주요 가로와 마찬가지로.

가로와의 개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보행공간의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투시형 벽면 도입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야간 자연적 감시도 가능한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
가로와 연계성 저하 보행공간의 야간 안전우려, 가로와의 개방성 확보 보행환경 개선,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지 않은 도로 등의 건축물 외벽면의 층부에1

도 투시형벽면 설치를 권장한다.

 또한 필지내를 지나는 보행친화길변의 외벽면 층부에도 투시형 벽면 설치를 권장하여 보, 1

행 쾌적성을 높인다.

지구
단위
계획

 규제 산업용지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는 도로 연결녹지 공원 공공보행통로변( ) : ( + ) ․ ․ ․
이하 도로 등 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층은 도로 등에 투영된 벽면길이의( ) 1

이상1/2

 규제 상업용지 업무용지 지원시설용지 편익시설용지 주차장용지의 저층부 건축지( ) : / / / /

정선과 저층부 건축지정선 층 전면지정용도 에 면한 층 외벽면의 이(1 ) 1 70%

상

가
이
드
라
인

 권장 상업용지 업무용지 편익시설용지 주차장용지의 위의 규제사항 이외의 도로( ) : / / /

등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층은 도로 등에 투영된 벽면길이의 이상 단1 1/2 ( ,

주차장용지는 층부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1 )

 권장 의료시설용지의 도로 공항로 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층은 도로에 투영된 벽( ) : ( ) 1

면길이의 이상1/2

 권장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의 필지 내 보행친화길 형성구( ) : / / /

간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층은 보행친화길 구간에 투영된 벽면길이의1 1/2

이상

표 5-11 투시형벽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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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구상에 의한 투시형벽면 형성구간 가이드라인에서 투시형벽면을 권장하는 구간

표 5-12 투시형벽면 형성구간

건축물의 내외부 시야 확보가 가능한 투시형벽면 도입 예시

그림 5-17 투시형벽면 예시

 가로변 저층부에 사용되는 구조체 부속재 등은 가볍고 투명한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도록/

세장한 형태의 재료 도입을 권장한다.

가볍고 투명한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세장한 형태의 부속재 도입 예시
그림 5-18 부속재 도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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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사항

� 대지간 경계부 입면처리

 대지간의 경계부에는 담장 펜스 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

· 다만 보행자의 안전 및 건축물의 보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문 등을 통하, MA

여 인정하는 경우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야 확보가 가능한 낮은 투시형펜스,

및 생울타리에 한한다 투시형 휀스 설치시에는 주변 가로시설물의 색채와 동일한 무채색.

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심플하고 단순한 형태여야 한다.

 실외기 배관 등 설비시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물 입면계획시 고려한다, .

 환기구 등 지중노출시설물은 건축물의 입면 재료와 통일하여 일체화되어 보이도록 하고 조,

경 및 차폐시설 등으로 처리하여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한다.

 지중노출시설물은 보행공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위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옥외광고물3.
기본방향3.1

일반사항3.2

특화사항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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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외광고물

3.1. 기본방향

 도시 공공성에 있어 가로에 접한 건축물의 외관은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의 외관은 누구에.

게나 항상 노출되어 있는 공간으로 가로와 함께 하나의 장면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그 도시

의 이미지로 기억되는 중요한 부분이며 건축물 외관의 한 요소인 옥외광고물 역시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옥외광고물은 가로와 도시에서 중요한 공공적 성격을 띤 경관요소로서 지나친 난,

립으로 도시 경관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고려가 필요하다.

 옥외광고물은 정보 전달의 기능 및 도시의 미관과 설치 변경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가로변 이용자의 속도를 감안하여 이용자 시야를 고려한 옥외광고. ,

물 도입이 유도되도록 한다.

그림 5-19 옥외광고물 기본방향

� 광고물의 수량 면적의 최소화/

 업소 점포 당 설치개수의 제한( )

· 업소 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과다한 광고물의 설치를 지양한다1 1 .

단 곡각부의 건물의 경우 총 개까지 설치 가능하다( , 2 .)

 통합 광고물 설치의 유도

· 광고물이 산재되어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통합적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여 정연한 가로

경관을 형성하고 광고물의 수량을 축소한다.

 광고물 면적 크기 표현의 최소화/ /

· 복잡한 형태 서체의 사용을 지양하고 간단 명료한 서체중심의 입체적 광고물을 지향하여/

부착면적을 최소화 한다.

· 불필요한 정보와 과도한 표기 지나친 그래픽을 제한한다/ .

통합광고물 설치 유도 광고물 표현의 최소화 지나친 그래픽 광고물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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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과 인접 건축물의 조화로운 일체화 유도

 광고물 층별 설치위치를 통일하고 간판 유형별 기준을 준수하여 통일된 가로경관 형성을 유

도한다.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 재질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이미지와 유사하거나 지나치게 대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료를 사용한다.

· 건축물의 색채 재료와 조화로운 광고물의 서체색 바탕색을 사용한다/ / .

유형별 설치기준의 준수 통일된 가로경관 유도 건축물 입면과 연계된 광고물형태

� 가로경관의 포인트 디자인 요소로 활용

 가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가로경관의 포인트 요소로서 입체형 광고물 소형 돌출형/

광고물 등 특성화된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보행가로변 연도형상가변 딱딱한 느낌의 사각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

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과 심벌을 개발하여 표현하는 것을 권장한다.

· 가각부 역주변 특화가로변 등 문자 심벌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입면디자인으로 계획할/ / /

수 있다.

특화된 소형돌출간판 특화된 소형돌출간판 건축물 입면과 연계된 광고물형태

�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고려한 구성

 지구 중 주요 가로변의 이용자 속도를 감안하여 이용자 시야를 고려한 옥외광고물 도입을2

유도한다.

· 통과차량이 많은 간선도로변 대로 광로 의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이용자의 원거리경( / )

관을 고려하여 인지성을 높인다.

· 단지 내부의 가로 중 보행량이 많은 보행가로의 느리게 주변을 둘러보며 이동하는 보행

자를 고려한 휴먼스케일의 근거리경관을 고려하여 옥외광고물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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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속도의 보행자 중심 근경 고려한 소형돌출간판 도입 빠른 속도의 원경 고려한
건축물상단 가로형간판 도입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을 위한 기본사항으로 지구 전체에 적용하는 일반사항과 보행자2 ,

중심의 근거리경관 및 차량중심의 원거리경관을 고려한 특화사항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일반사항 특화사항

지구 전체 적용- 2
쾌적하고 정돈된 마곡만의 도시경관을 위-
한 기본사항

일부 해당구간 적용-
주요 가로변 이용자의 속도를 감안 이용자- ,
의 시야를 고려한 제안사항

표 5-13 일반사항과 특화사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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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반사항

3.2.1. 공통사항

� 적용방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강서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등 관련, ,

법령을 준수한다.

 가이드라인에서 추가 제시되는 사항 중 법령과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가장 강화된 기준

을 따른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 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고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년 월 일 강서구 조례 제 호(2013 3 13 - 941 )

표 5-14 옥외광고물 관계법령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위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마곡지구의 정돈된 가로경관 형성을 위

해 유형별 설치기준의 일반적 사항과 주요 가로변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특화사항을 추가

하여 제시하고 있다.9)

 본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 경관에 관한 사항 중 옥외광고물에 대한 추가 구상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항은 권장사항으로 의 개별 건축물 건축. MA

계획 자문을 통해 준수를 유도한다.

규제사항[ ] 권장사항[ ]

상위 관련규정 준수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추가 제시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울시 강서구 조례( , /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구상 내 설치기준․

마곡지구의 정돈된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가이드라인에서 보완

일반사항 유형별 설치기준 및- ( )
특화사항 제시

표 5-15 상위규정과의 관계

8)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에서타사광고인네온류또는전광류광고물등의신규설치에대한표시제한을하고있으며 서울특별2013-81 ,
시 고시제 호에서자사광고의건물상단간판에대한표시제한을하고있다 마곡지구는공항대로 강서로 방화대로 양천로2013-82 . , , ,
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가로변에 접한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설치시 이를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

9) 광고물의표시내용 모양등표시방법의강화규제는옥외광고물 등관리법제 조제 항에의해 시장이해당지역에대한특정구역, 4 2
지정을 통하여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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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가능한 유형

 원칙적으로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0)

가로형간판
가로형간판
건축물상단가로형간판
연립형 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소형돌출간판

 위의 광고물 종류 이외의 유형은 설치를

금지한다.

대형 돌출간판도 설치를 금지한다( .)

 위의 광고물 중 미디어사인 판류형태의(

점멸 및 동영상 표출이 되는 형태 과 유)

사한 형태의 광고물은 설치를 금지한다.
그림 5-20 옥외광고물의 종류

� 설치 개수

 업소당 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1 .

· 단 수량산정에서 소형돌출간판 건축물상단가로형간판 연립지주이용간판은 제외한다, , , .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 조제 항의 기준을 동시 준용한다2 2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의 경우에는

가로형간판 개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1 .

� 설치 형태

 건축물의 입면 파손을 방지하고 광고 내용 변경시 간판의 교체 설치가 용이한 재질과 형태

로 계획한다 건축물의 입면에 기존 간판의 철거 흔적이 남지 않도록 배경판 등을 설치하. (

여 계획할 수 있다.)

10)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조 제 항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다5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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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유형별 설치기준

� 가로형간판

관련 법규 주요 해당사항

설치위치 층 이하의 벽면에 설치- 3

크기

가로폭 당해 업소 가로폭의 이내 최대폭 이내- : 80% ( 10m )
세로폭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판류형간판은- : 80cm

이내 입체형간판은 이내, 45c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이내- : 30cm

표 5-16 가로형간판의 관련 규정

가이드라인 추가사항 권장사항( )

설치위치

건축물의 층이하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3 .
주전면 및 주전면이외의 모든 방향의 입면에 적용한다( .)

공용시설 계단 주차장 공용홀 등 업소가 위치하지 않는 부분 의 상단부- ( , , )
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크기 및 형태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인접한 업소의 광고물 폭원은 동일하게 한다- .
입체형 광고물 설치시 최대 설치 가능면적의 이내의 범위에서 계획- 40%

한다. 11)

입체형 광고물의 설치를 권장한다- .

표기내용
서체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나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는 동일한 글씨크- ,

기로 표기한다.

색채 재료/
무채색 계열을 사용한다- .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는 동일한 색상을 사용한다- .

조명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것을 금하고 점멸형식의 광고물은 설치를 금지한- ,

다.

표 5-17 가로형간판의 설치 가이드라인

 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건축물상단 가로형간판 은 특화사항 중 차량중심가로변으4 ( )

로 지정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외의 구간에서는 설치를 지양한다 그, .

세부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특화사항에서 제시한다.

 건축물의 입면에 여러 개의 광고물을 연립형으로 설치하는 연립형 가로형간판은 특화사항

중 보행가로강화구간 일부구간에만 허용하도록 권장하며 그 세부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특,

화사항에서 제시한다.

11) 유사 사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옥외광고물설치규정 에서는문자 숫자의표기면적을광고물표시면적의(http://www.ifez.go.kr) ,「 」
이내에서표기하도록하고있으며 본가이드라인에서는입체형가로형간판설치시과도하게많은글씨가표현되는것을지양40% ,

하고자 일정 범위 이내로 표현 범위를 제한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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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가로형간판 설치기준

그림 5-21 가로형간판 설치위치

인접 업소와 설치위치를 통일하여 정돈된 가로경관 형성 예시

무채색계열의 입체형 가로형간판 설치 예시

유리면 내부 구조물을 활용 가로형간판 설치 예시

그림 5-22 가로형간판 설치 예시



건축물경관 가이드라인 05

마곡지구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119

� 지주이용간판

관련 법규 주요 해당사항

해당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 부지에 이상 업소 표현시 연립형으로 표시- 2

설치위치 지면으로부터 이내 보도경계선 이격- 5m , 0.5m

크기 면 면적 이내 합계면적 이내- 1 3 , 12㎡ ㎡

표 5-18 지주이용간판의 관련 규정

가이드라인 추가사항 권장사항( )

설치위치
전면공지 내 보행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
전면공지 중 보행안전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민간( ,
시설물 허용구간 내 설치가 가능하다.)

크기 및 형태
업소의 변경이 용이한 형태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가로폭은 최대 이내로 한다- 1.0m .

표기내용
지면으로부터 이격하여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1m .
상호명 등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표기한다- .

색채 재료/
배경 재질은 건축물의 주재료와 동일한 재료료 사용한다- .
글씨는 무채색계열로 표기한다- .

조명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것을 금하고 점멸형식의 광고물은 설치를 금지한- ,
다.

표 5-19 지주이용간판의 설치 가이드라인

전면공지 내 보행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

그림 5-23 지주이용간판 설치기준 및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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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채색계열의 지주이용간판 설치 예시 유리재질을 이용한 지주이용간판
설치 예시

그림 5-24 지주이용간판 설치 예시

추가 제안사항

 산업용지에 입지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명을 건축물의 입면에 부착하여 입면이 훼손되는 것

을 지양하고 지주형 설치를 권장한다, .

· 속도가 느린 보행자 시야 중심의 중로의 가로변으로는 지주형 설치가 가능하며 그 설치,

물 자체가 하나의 거리 포인트 요소가 될 수 있다.

· 건물명을 지주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무채색의 밝은 계열 입체형글자로 설치하는 것을 권

장한다.

그림 5-25 건물명 지주형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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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이용광고물

관련 법규 주요 해당사항

천 종이 비닐 등에 표시하여 창문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1. / / / 
설치위치 층이하의 창문 츨입문에 설치- 2 /

크기 가로 또는 세로폭 이하- 20cm

조명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 금지-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표시하는 광고물2. · ·

설치위치
창문 출입문 또는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 /
층에 한하여 표시- 1

크기 면적 이내- 0.18㎡

조명
광원 직접 노출 금지 덮개사용- ( )
빛의 점멸 동영상 사용금지- /

표 5-20 창문이용광고물의 관련 규정

가이드라인 추가사항 권장사항( )

 천 종이 비닐 등에 표시하여 창문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의 경우 관련법 및 관련규정/ / / ,

과 다음의 내용의 준수를 권장한다.

설치위치 층 출입문과 창문에 한하여 설치한다- 1 .

크기 및 형태 가로 또는 세로폭 이하 출입문과 창문의 이하로 설치한다- 20cm , 20% . 12)

표기내용
간단한 도형 기호 문자만으로 표현하여 정보는 최소화하고 세부적인 영업- / / ,
내용은 표시를 금지한다.

색채 재료/

프린트된 종이의 부착은 금지한다- .
접착성이 있는 비닐 등의 재질 사용을 권장한다- .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복잡하고 원색적인 색채의 사용은 지양- ,
한다.
반복되어 부착되는 광고물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한다- .

표 5-21 창문이용광고물의 설치 가이드라인

그림 4-26 창문이용광고물 설치기준

12) 유사사례인 송도지구국제업무단지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에서창문이용광고물은 층이하의출입문과창문에 이하의면적1 20%「 」
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업소별 표시면적의 합계는 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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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창문이용광고물 설치기준

천 종이 비닐 등에 표시하여 창문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 설치 예시/ / / 
그림 5-28 창문이용광고물 설치 예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관련법· ·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그림 5-29 창문이용광고물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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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돌출간판

관련 법규 주요 해당사항

해당
층 근린생활시설 등에 한하여 미관에 어울리도록 설치- 1~2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 가능한 업소에 업소당 한 곳에 설치 가능 총 수량- (
에 포함되지 않음)

설치위치 보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높이에 설치 가능-

크기 업소를 상징하는 것을 형상화하여 조형적으로 표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조 기준51※

표 5-22 소형돌출간판의 관련 규정

가이드라인 추가사항 권장사항( )

설치위치

층 가로활성화용도 지정용도 도입구간 공공보행통로변 보행친화길변- 1 , ,
층 특화사항에서 지정한 보행중심가로변 해당구간에 한하여 설치가 가1 ,

능하다.
단 차량중심가로인 가로유형 마곡나루큰길변은 제외한다( , 1 .)

크기 및 형태

개업소당 개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1 1 .
표기면적은 두께 이내로 하고 벽면으로부터- 50cm x 50cm, 7cm , 80cm

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13)

설치시 건축물의 입면의 손상이 최소화되도록 교체가 용이한 형태로 설-
치한다.

표기내용 업소를 상징하는 것을 형상화하여 상직적으로 간략히 표현한다- .

색채 재료/
돌출프레임 설치시 구조적으로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목재 스- , /

테인레스 스틸 등의 고급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조명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것을 금하고 점멸형식의 광고물은 설치를 금지한- ,

다.

표 5-23 소형돌출간판의 설치 가이드라인

그림 5-30 소형돌출간판 설치기준

13) 지구 공동주택 특화디자인 가이드라인 의 소형돌출간판 설치 기준에 준하여 적용함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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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축물 내 보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동일한 높이와 위치에 설치

그림 5-31 소형돌출간판 설치위치

다양한 형상으로 이미지화한 소형돌출간판 예시

심플하고 단순한 형태로 표현한 소형돌출간판 예시

그림 5-32 소형돌출간판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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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닝 차양( )

 상업기능 점포에 빈번하게 설치되는 어닝 차양 은 가로에서 중요한 경관요소로 무분별하게( )

설치시 시각적 공해가 될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별도의 경관고려사항을 제시하여 정돈된 가로경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한다.

가이드라인 추가사항14) 권장사항( )

설치위치
층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1 .

가로형간판 하부에 설치한다- .
인접한 점포간 동일한 위치에 설치한다- .

크기 및 형태
동일 건축물 내 동일 길이 및 동일 각도로 설치한다- .
벽면으로부터 돌출길이는 이내로 설치한다- 2m .

표기내용 어닝면에는 점포의 상호 또는 로고의 표시를 금지한다- .

색채 재료/
단색으로 구성한다- .
줄무늬 체크무늬 등 무늬가 들어간 형태는 설치를 금지한다( , .)

표 5-24 어닝 설치 가이드라인

그림 5-33 어닝 설치 기준

그림 5-34 어닝 설치위치

14) 유사사례인 송도지구국제업무단지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에서차양은벽면으로부터돌출길이 이내 차양의경사도는2m , 15~30「 」
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차양면에 상호및 상표등 광고내용을 표시할 경우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없도록 제한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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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색의 깔끔한 어닝 설치 예시 단 어닝에는 문자 로고 등 상호 표기 지양( , , )

문자와 색이 혼합된 형태 지양 무늬가 들어간 형태 지양 문자 표기 지양

그림 5-35 어닝 설치 예시

추가 제안사항

 어닝 설치 대신 건축물의 입면과 일체화된 형태의 케노피를 설치하여 가로의 포인트 디자,

인 요소로 계획할 수 있다.

건축물의 입면과 일체화된 형태의 케노피 설치 예시

그림 5-36 건축물의 케노피 디자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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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특화사항

3.3.1. 특화구간의 설정

 지구 중 주요 가로변의 이용자 속도를 감안하여 이용자 시야를 고려한 옥외광고물 도입을2

유도한다 이에 통과차량이 많은 간선기능의 도로변 대로 광로 과 단지 내부의 가로 중에서. ( / )

보행위주의 느린 속도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구간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특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보행중심가로변은 느리게 주변을 둘러보며 이동하는 보행자 관점에서 휴먼스케일의 근거리

경관을 특히 고려하여야 하며 저층부 위주의 옥외광고물 구성 및 정비를 유도한다 보행중, .

심가로는 보행의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 도로를 위주로 선정하여 제 장 보행환( 8

경특화계획 가이드라인에서 보행가로강화구간으로 선정한 구간과 동일하다 이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공원 및 연결녹지변의 보행자 경관을 고려하여 광고물로 인해 지저분,

한 경관 형성을 지양하고자 한다.

 차량중심가로변은 차량흐름이 많은 대로급 이상의 도로변 이상의 대로 광로 에 빠른(25m / )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이용자를 고려한 원거리경관을 특히 고려하여야 하며 인지성을 위한,

간단 명확한 디자인을 유도한다.

보행중심가로변 차량중심가로변

표 5-25 특화구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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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보행중심가로변

 보행중심가로변의 설치가 가능한 옥외광고물 또는 설치를 금지하는 옥외광고물의 종류를,

추가 제한하며 별도의 규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사항 지구 전체적용 의 유형별 설치, (2 )

기준을 동일 적용한다.

 속도가 느린 보행자 시야에서 광고물의 인식이 용이하면서도 경관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휴먼스케일의 저층부 옥외광고물 위주의 정비를 유도한다.

 근경 중심의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여 중로 이하 구간에는 건축물상단 가로형간판의 설치를

지양한다.

 건축물 입면에 난립할 우려가 있는 연립형 가로형간판은 가능한 설치를 지양하고 도입 용,

도상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용도가 입지할 수 있는 뜰이음길 일부 구간에 한하여 허

용한다.

 많은 수의 광고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주이용간판의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그림 5-37 보행중심가로변 옥외광고물 도입 유형

� 공원변 연결녹지변 지원시설용지 층 층 권장사항/ (3 ,5 ) ( )

 해당구간 공원변 연결녹지변 연결녹지변: Ds1~Ds3 , Ds11~Ds12 , Ds14~Ds17

가로형간판
연립형 가로형간판의 설치를 지양한다- .
건축물상단 가로형간판의 설치를 지양한다- .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권장한다- .

소형돌출간판
층에 한하여 설치하며 다양한 재료와 디자인으로 형상화하여 점포별- 1 ,

특화 아이템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한다.
설치 위치는 하나의 건축물 내 동일 높이에 조성한다- .

창문이용광고물 설치 가능-

어닝설치
천형태의 어닝 설치시 건축물 재료와 어울리는 색상을 사용한다- .

계열의 사용을 권장한다(RED, BROWN, BLACK .)
건축물의 입면과 일체화된 케노피 형식의 디자인 도입이 가능하다- . 15)

표 5-26 공원변 연결녹지변 지원시설용지 설치가능 옥외광고물/

15) 일반사항 케노피 설치 형식 예시 참고- (1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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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뜰마실길 변 조성 예시(Ds14~Ds17 포인트 경관소형돌출간판 어닝 예시( , )

그림 5-38 공원변 연결녹지변 지원시설용지 옥외광고물 도입 예시/

� 보행친화길변 권장사항( )

 해당구간 가이드라인구상도에서 지정한 보행친화길 형성 구간:

가로형간판
연립형 가로형간판의 설치를 지양한다- .
건축물상단 가로형간판의 설치를 지양한다- .

지주이용간판 보행친화길 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소형돌출간판
층에 한하여 설치하며 심플하고 단순한 형태로 계획하여 보행자 시야- 1 ,

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설치 위치는 하나의 건축물 내 동일 높이에 조성한다- .

창문이용광고물 설치 가능-

어닝설치 설치 가능-

표 5-27 보행친화길변 설치가능 옥외광고물

보행친화길 조성 예시 심플한 소형돌출간판 설치 예시

그림 5-39 보행친화길변 옥외광고물 도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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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길 산업안길 일부구간 입체화가로변 권장사항, , ( )

 해당구간 : C1-3, C1-6, C2-1, C2-4, C3-4~C3-6, C12-9~C12-16, C13-9~C13-16, B4-1,

B4-2, D9-4, D9-5, D10-8, D10-16, D11-1~D11-3, D32-7~D32-11, D33-6~D33-10,

의 해당 가로변D34-1~D34-4, D35-1~D35-4, Ds10, Ds11-1, CP2~CP4

가로형간판
연립형 가로형간판의 설치를 지양한다- .
건축물상단 가로형간판의 설치를 지양한다- .

지주이용간판 설치 가능-

소형돌출간판
층에 한하여 설치하며 심플하고 단순한 형태로 계획하여 보행자 시야- 1 ,

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설치 위치는 하나의 건축물 내 동일 높이에 조성한다- .

창문이용광고물 설치 가능-

어닝설치 천형태의 어닝 설치시 건축물 재료와 어울리는 색상을 사용한다- .

표 5-28 등교길 산업안길 일부구간 입체화가로변 설치가능 옥외광고물, ,

등교길 조성 예시 심플하고 단순한 형태 예시

그림 5-40 등교길 산업안길 일부구간 입체화가로변 옥외광고물 도입 예시, ,

� 뜰이음길 일부구간 권장사항( )

 해당구간 의 해당 가로변: Ds5~Ds7, C4, C5, B8-4~B8-6, B9-2, B10, B11

가로형간판
일부 필지에 한하여 연립형 가로형간판의 설치를 권장하며 유형별 설치- ,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건축물상단 가로형간판의 설치를 지양한다- .

지주이용간판 설치 가능-

소형돌출간판
층에 한하여 설치하며 심플하고 단순한 형태로 계획하여 보행자 시야- 1 ,

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설치 위치는 하나의 건축물 내 동일 높이에 조성한다- .

창문이용광고물 설치 가능-

어닝설치 천형태의 어닝 설치시 건축물 재료와 어울리는 색상을 사용한다- .

표 5-29 뜰이음길변 설치가능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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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이음길 조성 예시 필로티 기둥 활용한 연립형가로형간판 예시

그림 5-41 뜰이음길 일부구간 옥외광고물 도입 예시

� 연립형 가로형간판 설치기준

관련 법규 주요 해당사항

설치위치 건물 층 이하 벽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 5

크기 총 면적은 이내- 8㎡

재질

업소의 증감 또는 변경을 고려하여 개별 간판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 재질- ·
등으로 설치
게시시설의 자재는 건물의 외부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화되는 재질 사용-
개별 간판의 바탕색은 건물의 외부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화되는 색 사용-
및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되게 구성

표 5-30 연립형 가로형간판의 관련 규정

가이드라인 추가사항 권장사항( )

설치위치

뜰이음길 중 일부용지에 한하여 설치를 권장한다- .
(DS5~7, C4~5, B8-4~8-6, B9-2, B10~11)
건축물의 층 이하 구간에 설치가 가능하다- 3 . 16)

층 가로형간판을 설치한 업소는 중복설치가 불가능하다- 1 .
건축물 입면계획시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건축물의 곡각지점에 자 형태로로 표시가 가능하다- ‘ ’ .ㄱ

크기 및 형태 개당 전체 총면적 이하로 설치한다- 1 0.5 , 8 .㎡ ㎡

표기내용
서체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나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는 동일한 글씨크- ,
기로 표시한다.

색채 재료/
무채색계열을 사용한다- .
건축물 주재료와의 조화를 고려한다- .

조명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것을 금하고 점멸형식의 광고물은 설치를 금지한- ,
다.

표 5-31 연립형 가로형간판의 설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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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하3

그림 5-42 연립형가로형간판 설치기준 및 설치위치

무채색계열의 깔끔한 연립형 가로형간판 예시

그림 5-43 연립형가로형간판 설치 예시

16) 지원시설용지상층부근린생활시설입지시연립형가로형간판으로설치를유도한다 단 지원시설용지맞은편업무용지는저층부. , 3
층이하로건축물매스가형성되며 이에업무용지와지원시설용지의조화를고려하여연립형가로형간판의설치가능범위는 층이하, 3
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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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의 공원 연결녹지변 권장사항/ ( )

 해당구간 거점공원 및 연결녹지와 접한 필지: 17)의 거점공원 연결녹지에 접한 면/

가로형간판
연립형 가로형간판의 설치를 지양한다- .
건축물상단 가로형간판의 설치를 지양한다- .

지주이용간판
건축물의 외관 색채와 유사색을 사용한다- .
원색 사용은 금지한다- .
자연소재의 목재 석재 철 등 물성이 드러나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 .

소형돌출간판 설치 금지-

창문이용광고물 설치 가능-

어닝설치 천형태의 어닝 설치시 건축물 재료와 어울리는 색상을 사용한다- .

표 5-32 공원 연결녹지변 설치가능 옥외광고물/

자연소재를 바탕으로 한 가로형간판 예시

그림 5-44 공원 연결녹지변 옥외광고물 설치 예시/

17) 필지경계가거점공원및연결녹지에직접맞닿아있는필지에적용한다 중앙공원과접한필지는 공원변연결녹지변지원시설용지. ‘ / ’
기준 에 따른다 필지와 연결녹지 사이에 도로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28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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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차량중심가로변

 속도가 빠른 차량이용자의 시야를 고려하여 멀리서도 광고물의 인식이 용이하면서도 경관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유도한다 해당 건물명을 건축물의 최상단에.

표기하여 인지성을 높이고 건축물의 입면을 적극 활용하여 광고물을 하나의 입면 디자인,

요소로 계획하여 원경에서도 인지가 용이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이상의 대로 광로에 해당하는 가로는 속도가 빠른 차량이용자 뿐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25m /

용하여 접근하는 보행자의 이용 역시 많다 도로 폭원이 넓은 가로의 특성상 건축물상단 가. ,

로형간판 도입과 건축물 입면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은 보행자의 시야에서도 맞은편

건물의 인지가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건축물상단 가로형간판 설치기준

관련 법규 주요 해당사항

설치위치
건물의 주된 도로와 접하는 면 또는 주출입구가 있는 면이 아닌 벽면으로-
서 층 이하에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의 층 이상3 4

크기
가로는 건물 가로 폭 이내 세로 이내- , 8m 18)

지면으로부터 간판의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는 이하- 52m

표 5-33 건축물상단 가로형간판의 관련 규정

가이드라인 추가사항 권장사항( )

설치위치

이상의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에 한하여 설치를 권장하고 이외의 도- 25m ,
로변에 면한 건축물 입면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층이상 건축물의 최상단에 가로로 표시한다 세로 표시는 금지한다- 4 . ( .)

전면도로변에 입체형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판형 형태는 금지한다- . ( .)

크기 및 형태
가로글씨는 건물폭의 최대 범위 이내 글씨크기는 이내로 표시- 1/2 , 1.8m
가 가능하다.

표기내용 - 건축물의 사용자 성명 대표 상호 상호 등을 상징하는 도형에 한한다/ , .

색채 재료/
무채색계열을 사용한다- .
건축물의 주재료와 어울리는 색을 사용한다- .

조명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것을 금하고 점멸형식의 광고물은 설치를 금지한- ,
다.

표 5-34 건축물상단 가로형간판의 설치 가이드라인

그림 5-45 건축물상단 가로형간판 설치기준

18)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의특정구역지정및표시제한고시 자사광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건물의 층이상에당해( )( 2013-82 ) : 4
건물명이나 당해건물을 사용하고있는 자의성명 상호또는이를 상징하는도형이 표시되는건물상단간판의가로는건물폭의, ㆍ
분의 이내 세로는 이내에서자치구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자치구청장이따로정할수있다 강서로 공항로 방화로 양천2 1 , 3m . ( , , ,
로가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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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6 건축물상단 가로형간판 설치위치

건축물 입면과 연계된 광고물형태

건축물의 두면이상 설치 지양 판형형태 설치 지양 건축물폭 전체 및 세로형 설치 지양
그림 5-47 건축물상단 가로형간판 설치 예시

추가 제안사항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을 활용하여 광고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저층부 층이하 전면과 옥외광고물이 일체화된 형태로 외관 장식 디자인요소로(3 )

도입이 가능하다.

건축물 입면과 연계된 간접적 광고물 조성 예시
그림 5-48 건축물 입면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예시





외부공간4.
공공 민간의 경계부4.1 +

민간 민간의 경계부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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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공간

4.1. 공공 민간의 경계부+

도로와 대지의 경계

 보도 공공영역 와 전면공지 민간영역 로 보행공간을 확장 연계 구성하며 전면공지는 인접한( ) ( ) ,

보도의 패턴과 동일하게 조성한다 도로와 대지의 경계부에 있는 전면공지의 구성은 각 가.

로유형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성한다.

 보도에서부터 건축물 층 진입구까지 이르는 공간 보도 전면공지 건축물 층 진입구 은1 ( 1 )↔ ↔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며 전면공지와 건축물 진입구간 높이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경사로로 계획하여 연결 우수 등이 건축물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드레인 등을 설치하여,

단차가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조 포장 및 단차에 관한 사항에서 경사는 횡단기울기 이31 2%※

내로 구성하도록 함

단차없는 보행공간 조성 예시 출입구 미설치구간 건축물과 공지 사이 드레인 설치 예시( )
그림 5-49 보도와 전면공지 및 층 출입구간 연결 개념1

연결녹지 공원과 대지의 경계/

 연결녹지에서 민간대지내로 공간이 연결 및 확장되는 개념으로 대지 경계부에는 담장 펜스( )

설치를 금지하며 대지 내 전면공지 구간에는 휴게 등이 가능한 조경시설을 설치한다, .

휴게 등이 가능한 조경시설의 설치 예시
그림 5-50 연결녹지 공원 경계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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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민간 민간의 경계부+

대지와 대지의 경계

 대지와 대지의 경계부는 보행친화길이 형성되는 구간과 보행친화길이 형성되지 않는 구간으

로 나누어진다.

 보행친화길이 형성되는 구간은 각 보행친화길 특성에 따른 보도패턴 및 이와 연계한 공지

등의 구성을 권장하고 조명설치를 권장하여 야간 안전 및 공간 특화를 유도한다, .

· 제안사항 경계부 조명 설치는 공모 등을 통해 마곡만의 특화된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 .

 보행친화길이 형성되지 않는 경계부는 담장 펜스 의 설치를 금지하고 가로변에서는 시야확( ) ,

보가 가능한 식재 처리를 통해 폐쇄적이지 않은 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 소필지 구간에서는 필지간 차량진출입구를 인접 설치하고 조경공간을 인접 조성하여2 ,

외부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며 열린 공간을 구성하도록 한다.

 대지 경계부 건축물의 외벽면에는 설비시설 등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깔끔한 외관 처리를 유

도한다.

· 실외기 배관 등 설비시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물 입면계획시 고려한다, .

· 환기구 등 지중노출시설물은 건축물의 입면 재료와 통일하여 일체화되어 보이도록 하고,

조경 및 차폐시설 등으로 처리하여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한다.

· 지중노출시설물은 보행공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위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조명설치 권장 예시 제안( ) 조명설치 권장 예시 제안( ) 시야확보가 가능한 식재처리 예시
그림 5-51 대지와 대지 경계부 조성 예시

실외기 배관 등 노출금지, 깔끔한 건축물 외관 처리 깔끔한 건축물 외관 처리
그림 5-52 대지와 대지 경계부 조성 예시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은 제 장 제 장 가로경관가이드라인 및 제 장 보행환경특화계획에서6 , 7 8※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다, .





합필시 적용방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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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필시 적용방안

 상위계획 실행전략수립용역 서울연 수립 에서 마곡지구의 개발계획 방향 및 각 도입기능에( , )

따른 필요 용지의 규모 필지의 다양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과 필지 규모 세분,

화에 따른 필지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전체적인 계획의도에 맞는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원 필지계획단위 개별필지단위 로 시설이 입지하여 계획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계획의사에 따라 필지를 합필하여 계획할 경우 건축물 규모, ,

가 커져 주변 건축물과 규모가 상이한 거대 매스가 입지하여 경관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합필을 하더라도 원 필지계획의 규모를 유지하는 매스계획을 우선으로 하여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매스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즉 고층부 매스는 원 필지 규모 단위별로. ,

분리 구성하여 주변 건축물의 규모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도록 한다.

 공공성이 강한 저층부 및 외부공간 형성에 관한 사항은 합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다 즉 주요 보행친화길이 형성되는 구간 주요거점 등에 의한 공개공지 조성 전면공지 조. , , ,

성사항 등은 각 해당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준수하도록 한다.

입면
구성

개별필지계획시[ ]

합필계획시[ ]

[O] [O] [X]

배치
구성

개별필지계획시[ ] 합필계획시[ ]

➜

[O]
고층부 매스 규모 유지,
홀 또는 아케이드 등으로
저층부 연결 구성 가능

[X] [X]
인접 필지 건축물의 규모와 부조화

표 5-35 합필시 매스계획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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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별 가이드라인 내용

배치 및 형태

건축물 매스의 규모에 관한 사항•
소필지 중필지는 원 필지 계획 규모를 따라 고층부 매스를 분절 계획한다- / .   
원 필지 개별필지단위 의 건폐율 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층부 층이- ( ) (60%) (4   

상 매스를 형성한다) .
분절된 고층부 매스는 건축법에 따른 연결통로로 연결 구성이 가능하다- . 
저층부 층이하 는 최대 길이 이내범위에서 통합하여 계획이 가능하다- (3 ) 150m .   

원 필지배치계획 방향 유지•
고층부 방향성확보 저층부 배치구간 등 해당 필지 내 건축물 계획사항은 그- ,   
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보행친화길 및 주요거점 형성에 의한 공지 조성 해당 필지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한다 보행친화길의 위치는 인접 필지와의 연계에 문제가 없을.
시 일부 위치 이동이 가능하나 최소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준수•
저층부 층이하 는 최대 이내 고층부 층이상 는 최대 이내로 분- (3 ) 150m , (4 ) 100m
절한다.

재료 및 외관,
옥외광고물

일반사항 및 해당 가로에 따른 계획사항을 준수한다.•

외부공간

공개공지 :•
해당 위치 및 성격을 유지하여 조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  
여러 필지의 합필로 인해 하나의 대지 안에 공개공지 위치가 개소 이상 지- 3

정되는 경우에는 개소 이내로 공개공지 위치의 선택적 도입이 가능하다 단2 . ,
주요 거점으로 지정된 공개공지는 반드시 조성하여야 한다.

전면공지 :•
해당 가로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

차량진출입구 위치 권장•
권장하는 위치에 조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권장 위치가 제시된 도로변을- ,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단 필지에 면이상 도로가 접하는 경우 차량진출입구 위치 권장이 제시되( , 2 ,
지 않은 도로변에서의 차량진출입은 금지한다.)

조경설치 권장구간•
인접 필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위치 조정이 가능-

하다.

표 5-36 합필시 계획 가이드라인

 위의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합필 계획에 따른 세부 조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총, ,

괄건축가 의 자문을 통해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조정할 수 있다(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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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 기본전략

마곡 지구는2 가로경관 디자인 컨셉 기법으로 신도시의 효율적 도시기반을 적용하고 마곡원형지형인 농

경지의 흔적을 표현하여 장소성과 도시의 기능성을 고려한 전략으로 계획한다 이에 따라 가로경관에서.

는 크게 도시기능의 투영‘ ’과 농경지 컨셉의 패턴투영‘ ’ 두 가지 투영의 기법으로 나뉜다.

1.1 도시기능의 투영

가로공간에 도시기능을 투영함 은 도시공간 내 보행기능을 고려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크게‘ ‘ .

세 가지로 나누어 전략을 도출한다 첫째 광역적 여건 도시기반 보행밀도를 고려한. , , , 개 유13

형의 가로와 개의 주요거점3 을 설정한다 둘째 공공보행통로와 민간필지를 할애한 보행친화길. ,

의 네트워크 구성으로 산책루트와 테마형 공개공지를 설정한다 셋째 건축물 저층부의 용도와. ,

밀착한 가로구성을 위하여 저층부에 특성을 부여하는 개 유형의 가로를 대상으로 보행강화가4

로를 설정한다.

그림 6-1 디자인 컨셉1. 도시기능의 투영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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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경지 컨셉의 패턴투영

마곡의 옛 원형지형인 농경지를 은유적인 기법으로 가로공간에 표현하기 위한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는 마곡 농경지의 사선 분할의 특이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공간. , MASS

구획 하는 방법이다 신도시의 기본인 격자형의 도시구획을 가로지르는 계획선을 이용하여 규.

모가 큰 공개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거점에 한하여 적용한다 둘째 는 농경지의 미. , ORDER

시적 경관이 갖는 질서감을 표현한다 이는 가로 내 식재와 가로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다 셋째. . ,

는 재배수종에 따라 각기 다른 녹색의 경관이 펼쳐지는 농경지의 색의 경관을 표현한다COLOR .

이는 가로 내 다양한 식재를 조합하는 것 유사색의 조합의 포장에 계획된다, .

그림 디자인 컨셉6-2 2. 논경지 패턴의 투영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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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구성

이상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기법의 적용으로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은 도시공간의 효율성 증대,

마곡만의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미관 경계의 재해석을 실현하는 일반사항 과 보행친화길 흔적, [ ]

살리기 보행가로 강화의 내용을 담는 중점사항 으로 나뉘어 기술된다, [ ] .

일반사항의 세부항목으로는 가로유형별 조성기법 식재 포장 시설물 야간경관 전면공지 공, , , , , ,

개공지에 관한 일반구상 및 가로별 구상이다 중점사항의 세부항목은 테마별 보행친화길 저층. ,

부 건축물과 건축전면부 통합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그림 6-3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구성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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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부문

1.1 적용구상

본 가이드라인의 공공부문에서는 마곡지구 가로공간의 원칙적이고 보편적인 구상과 각 유형별

구상으로 나뉘어 기술되며 가치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모든 사항은 실행 및 유지관리시 고려할

사항으로 간주한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위기준. 1)을 따르는 것을 기본으

로 한다.

마곡지구의 가로영역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첩의 영역

으로 계획하며 가로경관의 효과적인 활용 및 보행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Mediated space)

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식재 포장 가로시설물 등의 상호 연계를 가장 우선으로 한다, , .

1.2 식재 계획

1.2.1 기본 방향

식재는 시각에 관한 경관성 생리에 관한 생,

태성 인식에 관한 장소성 등의 가로가 갖는,

어메니티 구성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로 유형별 여

건에 맞는 가로수의 적정밀도와 배식기법 수,

종계획 기능을 담아내는 띠녹지 조성으로/

식재와 시설이 유기적 배열이 되기 위한 구상

을 둔다 공공부문에서 식재계획은 식수대를.

공간적 범위로 하며 식수대는 식재와 포켓쉼터로 조성된다 식수대 내에는 교목을 이용한 가로.

수 식재와 관목 초본류를 이용한 띠녹지 조성을 기본으로 한다· .

1.2.2 식재 기법

마곡 지구는 디자인 컨셉에 따른 식재기법으로 마곡의 땅의 옛기억 논경지를 투영한다 이는2 , . Color,

의 가지 전략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미세하게 다른 녹색의 조합 으로 반복되는 녹Mass, Order 3 . (Color) ,

의 패치 안에서 다양한 녹의 경관을 연출하여 기존 마곡 지역의 논경관의 색상 및 텍스쳐를 재현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주요거점 내 사선의 공간계획 으로 공간을 매스감 있는 사선 분할로 마곡의. (mass)

논의 형태를 재현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연한 식재기법 을 통해 규칙과 반복되. (Order)

는 모듈의 미를 살려 모판의 질서감을 재현한다.

1) 공공부문의 식재 포장 가로시설물 및 야간경관계획에 관한 구상은 마곡지구가로 및 공공공간 사업 실행 및 유지관리에 적용되는 가, ,
이드라인이다 따라서 설계일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과서울시 가로수 및 가로변 녹지조성관리구상을 준수. ‘ ’ ‘ ’
한다.

그림 6-4 가로 내 식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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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영역별 구상

가로수 공공가로수는 수고- 2)가 높고 풍부한 그늘을 형성하는 수목을 권장하며 도로차선에서

이상 이격하여 식재1m

가로수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 가로수와 보도의 조화로운 배치- ( )

식수대3) - 식수대는 식재와 포켓쉼터 모듈로 구성되어짐

식재 가로수와 띠녹지의 조합으로 포켓쉼터 는 가로등과 휴게벤치 등으로 구성하- [ ] , [ ]

며 투수가능포장4)을 하여 식수대의 투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포켓쉼터는 겨울철 제설 작업시 눈 적재공간으로도 활용가능

띠녹지에 구배를 주어 강우시 보도 내 표면수가 식수대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조성-

그림 6-5 식수대 기본구성

띠녹지 자연배수로 띠녹지 내 토피고 조정을 통한 잔디배수로를 계획-

잔디배수로와 배수시설과 연계하여 식수대 내 물 빠짐에 고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

록 계획한다.

그림 6-6 띠녹지 내 토피고 계획을 통한 빗물침투유도

2)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의 가로수 규격 을 고려하여 신규식재 계획을 수립한다‘ (2011.12.29.)’ (H3.5xB10) .
3) 다른 교통수단을이용하는집단 자동차자전거보행 간에충돌을최소화시키기위해식수대내적절한식재와휴게공간조성되어져야한다( / / ) .
식수대에 식재는 가로수 수종과 띠녹지 내 관목 또는 초본류의 수종에 따라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으며 이는 가로의 이미지 형성

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Imageability) .
4) 투수가능포장으로는 투수블럭 목재데크 잔디블럭 등을 가로 성격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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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포장 계획

1.3.1 기본 방향

바닥 포장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첩의 영역 으(Mediated space)

로 계획한다 가로 골격 내 수평경관은 무채색톤.

으로 수많은 가로구성요소의 연출을 위한 배경으

로 조성한다 일반포장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

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이며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주요거점 부분 내의 포장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서로 연계. ,

하여 패디 컨셉 패턴을 연출할 것을 권장한다.

1.3.2 포장 기법

마곡 지구는 디자인 컨셉에 따른 포장 계획으로 의 가지 전략을 따른다 첫 번째는2 Color, Mass, Order 3 .

미세하게 다른 색상의 조합 으로 보색대비의 포장색상이 아닌 무채색계열의 유사색상을 조합하여(Color) ,

영역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주요거점 내 사선을 이용한 공간계획 으로 공간을 매스감. (mass) ,

있게 사선으로 분할하여 마곡의 논의 형태를 재현하고 사선포장패턴을 특화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연한 포장기법 으로 영역구분의 질서와 맞물린 포장계획이다(Order) .

1.3.3 요소별 구상

보도 전면공지/ - 보도 공공부문 와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민간부문 의 바닥패턴 및 포장 재료를 통일( ) ( )

규모 - 보도 포장재 기본모듈의 비례는 가로 세로의 비가 이상의 직사각형 형태를 유지: 2:1

하여야 하며 엇갈림배치 권장

색상 무채색의 짙은 색 계열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특화 시에는 자극적이지 않은 저채- ,

도의 색상을 패턴화 하여 도입

재질 - 표면 오염 방지와 보도 침하방지 및 지속가능한 투수방식이 가능한 기능성 포장재를

선정하여 장기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보행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계획하고 포장마감재-

간 이음새를 좁혀 보행 불편을 감소

시각장애자용 - 황색계열의 포장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고무재질 등의 사용을 금함

유도블럭

자전거도로 - 아스콘포장으로 계획하되 색상은 보도포장과 동일하되 명도대비를 통해 구분

보차도경계석 - 보도컬러와 최대한 유사한 색상으로 계획

공공가로의 보도색상 및 재질과 동일한 것으로 패턴을 다르게 하여 구분-

횡단보도와 - 패턴을 변화시켜 이용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만나는 보도

그림 6-7 가로 내 포장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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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도 상업용도 업무용도· 산업용도 공원연접부

권장재질5)
황토블럭

인조화강석 대체가능( )
인조화강석블럭

자체투수블럭 권장( )
소형고압블럭

틈새투수블럭 권장( )

현무암
자체투수 및(

빗물투보수 기능 고려)․
통합가이드라인* (2009)

표 6-1 용도별 권장재질

1.3.4 경계부 구상

띠녹지와 보도 - 띠녹지는 저비용 빗물유입화단 조성을 원칙으로 함6)

빗물유입화단 보호휀스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인위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미관을 고려하여 가로시설물 마감 재료 및 색채의 보호휀스를 설치할 것

보도변 빗물 유입이 용이하도록 높이와 기울기 적용- 7)

띠녹지 내 흙쏠림 방지 관리를 위한 낮은 휀스 설치

그림 6-8 다른 영역간 경계부 구상에 관한 설치 예시

배수시설 보도에 발생하는 표면수의 물빠짐을 고려하여 보행공간 내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

보행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를 위해 배수시설 트랜치 등 은 포장면과 동일한 높이- ( )

로 마감하고 배수시설 덮개의 배수 홈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함

보도변 빗물 유입이 용이하도록 높이와 기울기 적용-

영역의 경계부에 배수시설 설치 배수시설 주변으로 다른 재질의 포장으로 정돈

그림 6-9 배수시설 구상에 관한 설치 예시

5) 투수블록 시공시 걷기편한 행복거리만들기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 호 서울특별시 투수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기‘ ’( 134 , 2013.5.4), ‘
준 등 관련계획을 준수토록 한다’(2013) .

6) 빗물유입화단식수대 경계석은 보도보다 낮게 설치하고 식물은보도보다 아래식재하여보도의 빗물이유입될 수있도록설5mm 5~10cm
치 오목형구조 하며불가피하게식수대경계석을보도보다높게설치할경우경계석에홈을만들어보도상빗물이띠녹지로유입될수있도( )
록 설치

7) 띠녹지가 보도보다높아 빗물유입이어려운 지역은 보도경계석과 차도 경계석 안쪽으로폭 깊이 절취 후잔디를식재15cm~20cm, 20cm
하거나 쇄석을 포설 현장 여건에 따라 차도 및 보도쪽 개소만 조성도 가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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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경계부 시설물 하부 포장이 만나는 면 주변은 다른 재질 무채색 로 둘러 정돈된 마감을 권장- ( ) ( )

패디 컨셉 패턴 포장계획시 다른 포장재와 만나는 부분이 부정형의 모듈로 쪼개지는-

것을 최소화하여 시공 설계함/

휴게쉼터와 보도의 포장구분을 통한 공간 분할 사선포장의 디테일 마감처리

그림 6-10 다른 포장간 경계부에 관한 구상 예시

험프형 횡단보도 - 이면도로에 계획된 험프형 횡단보도의 포장재는 도로폭에 따라 아스콘 포장이나 인

접보도와 동일한 보도블럭포장을 선택하여 도입

도로폭이 이상 아스콘포장 도로폭이 이하 인접 보도블럭과 동일포장- [ 20m ] /[ 20m ]

색상 부분은 무채색 부분은 인접보도와 동일색채 부분은 붉은색 계열- [ ] A / B / C

이면도로 내 험프형 횡단보도의 색상 구분 고원식 횡단보도

그림 6-11 험프형 횡단보도에 관한 구상 예시

1.4 가로시설물 계획

1.4.1 기본 방향

지역별 특색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간 체계적이고 통합된 디자인을 사용하며 기능적

이고 편리한 공공시설물 계획을 추구한다 질서있는 가로 시설물 배치로 가로의 가독성 을 높. (Legibility)

여 가로의 다층적 기능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하.

여 환경 친화적인 공공시설물을 제시한다.8)

8) 가로시설물에관해서는마곡지구통합가이드라인의시설물디자인을우선으로적용한다 제시하고있지않은가로시설물은서울시우수디자‘ ’ .
인 공공시설물에서선정한다. 또한 도로조명시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경관조명은 조명으로설치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 ), , LED (
관한 규정 상업통상부고시 호 을 따른다- 201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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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가로시설물의 설치

 질서 있는 가로시설물의 배치를 통해 보행 장애를 없애고 보행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가로시설물 설치 시 각 유형별 가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한정선과 민간시설물 한

정선을 반드시 준수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시설이 인접하거나 기능이 유사할 경우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가로 내 시설물의 수량을 최소

화한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특별히 지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식수대 내에 배치하도록 하며

식수대가 없는 가로의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집중 배치하여 경계를 형성할 수 있

도록 한다.

 가로에 설치되는 모든 공공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마감은 반드시 무광으로 한다.

가로시설물 지 침

가로등
폭원 이상 가로에 계획· 12m
식수대 내 배치하여 개의 로 차도와 보도를 동시에 조명· 1 Pole

보안등
폭원 미만 가로에 계획· 12m
보안등을 적절한 곳에 배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보행등
건축물 전면공지의 출입구 조명을 위한 별도의 낮은 보행등 설치·
단 보행등 마감컬러는 공공가로등과 통일·
설치위치는 건축경계선의 종방향 식재중심선과 라인을 맞추어 설치·

휴게 및 편의시설물
보도 포장패턴과 어우러지게 배치·
벤치 앉음벽 등· ,

수목보호홀 덮개 보도패턴 및 컬러와 통일시켜 조화로운 보행가로 조성·

식재 및 가로등 횡방향의 짙은색 보도라인에 맞추어 설치하여 가로를 정돈·

도로표지판 차량신호등, ,
교통표지판 가로등,

운전자를 위한 지주형 시설물은 가로등 및 볼라드가 설치된·
시설라인에 맞추어 종방향으로 정렬하여 설치

자전거 보관대 야간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가로등 주변 밝은 곳에 배치·

지주형 시설물
녹지대에 설치되는 지주형 시설물은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수관폭이·

성장하여 시설물의 정보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

표 6-2 가로시설물별 설치 구상

1.4.3 가로시설물의 설치 상세 구상

시설물하부 시설물 하부가 포장면과 접할 때 시설물의 기초나 접속 장치들이 바닥 포장위로 돌출-

포장면접촉부/ 되지 않도록 마감 처리

시설물과 포장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계획- ·

보행안전구역 내 설치되는 맨홀의 덮개는 주변포장과 동일한 재질 및 색상 패턴으로- ,

마감하여 보도의 연속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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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하부와 포장의 접촉부 쪼개짐이 적은 포장면 계획 포장면과 조화로운 맨홀 덮개

그림 6-12 시설물 하부와 포장면의 접촉부 조성 예시

가로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높은 압연재의 사용을 지향-

수목보호홀 - 보도면 높이와 동일하게 마감

덮개 식물의 원활한 뿌리 호흡을 위하여 가로수 보호 덮개 하부 공간을 확보하고 뿌리 융-

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통기 관수시설을 설치·

보도포장 마감과 연계된 색상 혹은 패턴으로 배치하고 벤치 조명기구 수목투사 지중- , (

등 등의 가로시설물과 조화롭게 배치)

매설형 지주대로 미관성을 높이고 보행의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설-

치시 안내판 및 광고물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

수목보호홀 덮개 설치시 경관성을 높이고 시각적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목 하-

부에 꽃이나 초화류 비비추 등 를 함께 식재하는 것을 권장( )

포장과 자연스러운 패턴 연결 조명기구와 통합적 설치 지주대 겸용 안내판

그림 6-13 가로수 수목보호홀 덮개 설치 예시

1.5 야간경관 계획

1.5.1 기본 방향

적절한 조명계획은 야간에도 가독성 이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연출하는 동시에 도시(legibility)

의 정체성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가로경관 및 건축물의 맥락에 맞는 조명디자인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중.

요시하는 계획을 마련하며 자연환경과 어울리며 광공해를 방지하는 친환경적인 야간도시환경을 지향한

다. 9)

9)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및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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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옥외 공간

 옥외 공간별 성격과 기능에 맞는 조명 계획을 도입한다.

 빛의 세기 색채 등을 통한 위계 수립으로 가로 및 건축물과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한다, .

 인접한 조명시설과의 연계가 기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 야간의 조화를 도모한다· .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며 효율적인 회로관리 계획으로 빛공해 없는 조명계획 및 조명기구를

최소화한다.

 가로유형별 조도 색온도 휘도를 준수한다, , .10)

경계부 보도와 녹지 또는 녹지와 건축물 벽면 사이 시각적으로 샤프한 라인이 돋보일 수 있-

는 경계부 계획(Edge)

건축물과 심야 우범화 방지 및 보행 안정감 확보를 위한 조명시설 도입-

건축물 사이

공개공지 - 가로등으로만 연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시설물을 이용하여 빛이 간접적으로POLE ,

표현될 수 있도록 연출-

이면가로 - 야간 슬럼화 방지 및 보행안전성 확보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조명계획을 도입,

경관조명 - 불쾌한 눈부심 을 유발하는 광원의 직접노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간접조명으로(Glare)

설치하여 옥외 공간 이용자들의 편의를 확보

공개공지의 안전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관조명 시설물을 이용한 조명계획( )

야간 슬럼화 방지 및 보행안전성을 고려한 조명계획

그림 6-14 옥외공간 내 조명 조성 예시

10) 제 장 가로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7 (18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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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건축물

 각 지역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휘도 색온도 등의 범위를 준수한 조명을 설치한다, .

 과도한 원색 고채도의 색조명 및 컬러변화 무모한 밝기 경쟁 등의 지나친 경관조명 설치는, ,

지양하며 야간의 건축물 내부 조명이 은은하게 표출되는 조명 계획을 권장한다 경관조명은, .(

별도의 해당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휘도대비
평균휘도
(cd/ )㎡

최대휘도
건축물 입면색

온도(K)
연색성 지수

상업용도 지원용도/ 1:5~1:10 20~40 150 2200~6000 >Ra70

업무용도 산업용도/ 1:5~1:10 20~40 150 3000~5000 >Ra70

표 6-3 지역별 건축물 조명 구상 권장( )

 거점에 면해있는 건축물의 출입구 로비 외부공간은 별도 회로로 계획하고 심야에도 점등시, ,

켜 놓음으로써 별도의 가로조명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시간대별 필요 공간별로 조도 및 휘도를 제어하고 고효율 램프의 사용으로 환경 영향의 최소화 및,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시간 연구근로자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한 야간환경을 연출한다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24 .(CPTED)

명 방식 및 기구 등의 조명 신기술 도입으로 지능적안 조명환경을 구축한다.

 각 건축물의 출입구는 주변보다 배 밝게 계획하여 인지성을 부여하며 조명회로를 분리 운3 ,

영하여 심야에는 출입구 조명으로 활용한다.

 옥외 광고물 및 사인물 설치시 주변과의 휘도대비 을 넘지 않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1:10 .

적정 휘도 대비( : Just Noticeable[1:3])

 주변 조명과의 빛간섭을 최소화하고 보행자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별도의 경관조명 없이 건축물 내부의 조명으로 은은한 야간경관 형성

건축물 출입구 브라켓 조명 저층부 내부조명으로 가로의 안전성 확보

그림 6-15 건축물 조명 조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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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부문

2.1 적용구상

본 가이드라인은 마곡지구 가로공간의 원칙적이고 보편적인 구상과 각 유형별 가로공간의 특수

한 개별적 구상 및 보행환경 특화사항으로 나뉘어 기술되며 가치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모든 사

항은 실행 및 유지관리시 고려할 사항으로 간주한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

항은 개별 상위기준11)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가로경관의 효과적인 활용 및 보행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식재,

포장 가로시설물 등의 상호 연계를 가장 우선으로 하며 마곡지구의 가로경관은 공공영역과 민,

간영역이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첩의 영역 로 계획한다(Mediated space) .

2.2 전면공지 계획

2.2.1 기본 방향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쉼터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일반대중의 원활한 통행환경 및 휴

식을 제공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

간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전면공지와.

건축물 저층부가 밀착적 입체적으로 구성되·

어 통합적 준공공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

록 조성한다 이를 위해 설정된 전면공지 내.

민간식재중심선과 민간시설물 한정선을 준수

하여 보행안전구역을 비울 수 있도록 한다.

가로유형별 전면공지의 성격을 반드시 준수하여 가로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2.2.2 부문별 세부 구상

식재

 열 가로수2 12)를 조성하도록 선정된 가로의 경우에는 민간식재중심선을 준수하여 공공가로수

와 열을 맞추어 민간가로수를 조성한다.

 민간가로수는 공공가로수와 동일 수종 동일 규격으로 식재한다.•

 공공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식재한다.

 유형별 전면공지의 권장식재를 주 로 하여 혼용식재 할 수 있다 단 전면공지가 연결녹지와‘ ’ . ,

면해 있는 경우 민간시설물 허용구간 내 조경식재를 하지 않는다.

 건축물 전면 출입구는 시야확보를 위한 가로수 조정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출입구 중심에서

11) 민간부문의식재 포장 가로시설물및야간경관계획에관련한구상은 마곡지구 가로및공공공간사업실행및유지관리에적용되는가이, , “ ”
드라인이다 따라서상위계획인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과 서울시가로수및가로변녹지조성관리구상 그리고 본 마곡지구건축물가로. ‘ ’ ‘ ’, ‘ ·
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

12) 열 가로수는도로폭원이 인가로로차도와식수대분리연석끝선에서부터건축한계선까지의너비 가 이상확보되는가로이2 30-48m (W) 9m
다 최소한 식수대 보도 전면공지 가확보되어야열간 간격 최소 의 열가로수식재가가능하며최소 보행폭 이상을. 9m(W= + + ) 6m ( ) 2 1.5m
확보할 수 있음

전면공지는 지구단위계획구상상에서 로 지정3m,5m※
그림 6-16 가로 내 전면공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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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씩 확보한 이내의 민간가로수를 삭제할 수 있음 이를 대신하여 이동형 화분2.5m 5.0m

의 설치를 권장한다.

포장

 전면공지 내 포장은 재료 및 색상 패턴 블럭크기를 공공영역과 동일하게 계획하여 가로 폭, ,

이 확장되어 보이도록 조성한다.

 포장의 색상은 무채색계열로 공공영역과 통일하되 명도 단계를 달리할 수 있다.

 시각장애자용 유도 블록은 공공영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건축선과 보도사이의 공지는 턱에 의한 경계와 단차가 없는 구조로 인접한 도로시설과 조화

를 이룰 수 있게 조성한다.

 전면공지의 바닥은 건축 입구부와 같은 높이로 계획한다.

 보행로와 전면공지 사이의 경계석을 없애고 바닥포장 및 패턴을 유사하게 조성함으로써 통,

행량이 많은 보행로에 시각적 개방감을 증진시킨다.

 아케이드로 조성된 보행자 공간은 공공영역의 보도포장과 연계하여 조성한다.

시설물

 일반대중의 보행활동을 저해하는 담장 계단 지하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등과 같은 시설물, , ,

설치를 금한다.

 민간시설물 설치한정선을 반드시 준수하여 보행안전구간이 원활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로 이면부 전면공지에는 자전거보관대 및 휴게시설의 배치로 안전한 소규모 쉼터를 조성한

다.

 전면공지 내 옥외시설물의 경우 필로티 및 아케이드 기둥과 나란하게 배치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야간경관

 광공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자연 식생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간대별 점등 계획을 수립한다.

 현란한 조명색상이나 지나치게 밝은 조명의 사용은 지양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 개

념 의 기본 조도를 확보한다(CPTED) .

 전면공지의 기능 및 주변 환경 건축물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한다, .

2.2.3 유형별 세부 구상

개방형 전면공지 유형 에 해당* 1

 열린 개방형 전면공지로 보행자의 이동과 만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성하고 수평적 녹음

이 펼쳐진 가로경관을 조성한다.

 많은 사람들의 이용성을 고려하여 무단차로 계획하고 쉬어갈 수 있는 휴게시설과 만남이 이,

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잔디 및 상록 지피의 식재를 권장하며 공공식재와 어우러지는 경관을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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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녹지매스 잔디형[ ] 대규모 녹지매스 상록지피형[ ] 녹지와 보도의 통합디자인

대규모 녹지매스와 휴게시설물

그림 6-17 개방형 전면공지 예시

관람석형 전면공지 유형 에 해당* 2

 축제 및 행사의 중심공간으로 이용 될 마곡나루터길 유형 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 2)

한다.

 도로방향으로의 조망이 가능한 휴게시설을 도입하고 마곡의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초과

및 화본과 식재로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한다.

축제를 고려하여 도로를 향해 배치된 휴게시설 건축물 전면부 사초과 식재로 지사적 분위기 강조

그림 6-18 관람석형 전면공지 예시

커뮤니티 휴게공간형 전면공지 유형 에 해당* 3,7,8,13

 타지역 주민간의 만남 및 교류와 휴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

 머무름과 휴식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관목과 초화류를 도입한다.

녹음과 휴게시설이 어우러진 전면공지 조성

그림 6-19 커뮤니티 휴게공간형 전면공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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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연계형 전면공지 유형 에 해당* 4,5

 중앙공원의 녹지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생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가로 내 수종은 중앙공원과 연계하여 식이수종 및 사초과와 화본과의 하부식재로 녹지경관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생태적인 가로 경관을 조성한다.

건축물 전면부 사초과 식재 공원과 연계한 가로 식재 수종 도입 친환경소재의 시설물 도입

그림 6-20 중앙공원 연계형 전면공지 예시

보도확장형 전면공지 유형 다 에 해당* 2- ,6,7‘,7“,8-2,9,10,10‘,11,12

 보도부분에 일정부분을 가로시설물 배치 구간으로 할애함으로써 보행영역이 협소해짐을 보완

하기 위한 전면공지이다.

 가급적 비워둠으로써 보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 가능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전면공,

지의 아이덴티티를 발현시킬 수 있다.

보행안전구간 내 지장물 금지 가로별 성격에 부합하는 시설물의 도입 이동식 플랜터 배치

그림 6-21 보도확장형 전면공지 예시

연결녹지 연계형 전면공지 유형 에 해당* 8-2,11

 테라스형 전면공지 는 건축물과 면해있는 폭은 테라스공간으로 나머지 는 보(3m) 1.5m 1.5m

행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역을 준수한다.

 테라스공간 전면공지 내 에 식재를 할 경우 마주보고 있는 연결녹지 내 조경계획의 패턴과 연( )

계하여 통일감 있는 경관을 조성한다.

보행 휴게 상업시설의 공존, , 연결녹지의 조경계획과 연계한 경관 조성

그림 6-22 연결녹지 연계형 전면공지 예시



168 마곡지구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2.3 공개공지 계획

2.3.1 기본 방향

 공개공지는 주요거점 내 위치한 테마형

공개공지와 주요거점형 공개공지 외에 일

반 공개공지로 구분된다.

 개 유형으로 나뉘는 테마형 공개공지 및3

주요거점형 공개공지에 대한 세부 구상은

본 보고서의 주요거점구상 과 보행강화특‘ ’ ‘

화사항 보행친화길 을 참조한다- ’ .

 일반 공개공지는 주요거점 혹은 테마형으

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공개공지로 논의

식재경관을 표현하는 소규모 가든 개념의

휴게공간으로 기능한다.

 패디 컨셉 패턴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식재기법으로 각 필지마다의 생육조건을 고려한 조경계

획을 도입한다.

 아래 제시하는 논의 경관을 모티브로 하는 조성 예시를 참고하여 계획하되 다양하고 독창적

인 공개공지를 조성한다.

 인접 가로와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 사용으로 심리적 시각적 물리적 기능적 통합을 추구한, , ,

다.

 다양한 형태의 식재와 바닥 포장패턴으로 건축물 및 인접 가로와 조화로운 공개공지를 조성

한다.

 시각적 차폐로 우범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각적 개방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조명계획(50lux

이상 을 수립한다) .

 공개공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조례 공개공지에 관한 구상 을 따른다‘ ’ .

주요거점형 공개공지 테마형 공개공지 일반형 공개공지

성격

가로 내 선적공간이 진행
되다 비교적 넓은 공간으
로 확장되는 곳 연결녹지( /
보행친 화길 공개공지 에+ )
주요거점을 두어 가로 내
소규모 광장

보행친화길 길목에 위치하
는 공개공지로 테마별 산책
루트를 반영한 쉼터

주요거점 혹은 테마형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공개공
지로 논의 식재경관을 표현
하는 소규모 가든개념의 휴
게공간

구분
상징거점 활성화거점/

소생활거점/
마을어귀형 자전거쉼터형/

놀이터형/
-

조성
기법

인접대지를 통합적으로 넘
나드는 사선의 공간구획으
로 패디 컨셉 패턴 표현

각각의 테마를 고려한 식재
및 시설물 계획

패디 컨셉 패턴으로 표현하
는 다양한 식재기법 적용

비고 주요거점구상 참고‘ ’ 보행강화특화사항 참고‘ ’ 조성 예시 참고

표 6-4 공개공지의 구분

일반적으로 공개공지는 전면공지선과 그 경계를 둠※
공개공지는면적산정시전면공지구간은그면적에산입할수없다※

.
그림 6-23 가로 내 공개공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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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조성예시

예시 사초과 및 화본과 식재로 옛 논의 식물이 가지는 경관 텍스쳐 재현1. ( )

 마곡지구의 옛 경관인 농경지를 사초과 및 화본과 식재를 통해 재현하여 장소성을 상징하고

도시 경관 내 이색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특정 사초과 혹은 화본과를 선정하여 매스감 있는 단일수종 식재로 논 답을 연상시키는 식재·

경관을 연출한다.

 사계절이 뚜렷하게 변화하는 식재 수종 도입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계절감을 느낄 수, , ,

있는 논 답 형상의 공간을 조성한다· .

 인접 가로 및 건축물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디자인하며 특색 있는 식재기법을,

계획하여 편리한 이용 및 휴식을 제공한다.

 유지관리가 용이한 식재수종 선정 및 식재계획으로 장기간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

간을 조성한다.

그림 6-24 식재기법 예시1.

예시 사초과 및 화본과와 조화로운 키가 높은 초본류 혹은 수생식물 도입 계획2.

 키가 높은 허브 혹은 수생식물과 조화로운 혼합식재로 색채 및 질감면에서 더욱 다양한 경관

연출이 가능하다.

 물가에서 잘 자라는 수종의 조합으로 논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둠벙의 공간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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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5 식재기법 예시2.

예시 사초과 및 화본과와 잘 어울리는 휴게시설물 포장 환경조형물 설치3. / /

 시설물 및 환경조형물을 계획할 때에는 보행자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

고 시각적 개방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석재판석 데크 사고석 부정형 포장재 목재벤치 석재 앉음벽 등 자연소재의 시설물 및 조, , , , ,

형물을 적극 도입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하고 및 공간의 이용률을 극대화 시킨다.

 시설물 배치 및 바닥포장은 가로경관 전체의 컨셉인 패디 컨셉 패턴을 따라 마곡지구 전체와

통일된 분위기로 조성한다.

 사초과 및 화본과와 같은 부드러운 텍스쳐 식재 사이에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오브제로써 연

출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조화로운 휴게시설물 도입

포장과의 조화

환경조형물의 도입

그림6-26 식재기법 예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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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미세하게 다른 녹색 패치의 조합4.

 미세하게 녹색 패치의 조합으로 논이 가진 색의 경관을 연출한다.

 패치의 크기 모양 및 색채 높낮이 등의 변화로 조합한 독창적인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 .

그림6-27 식재기법 예시4.

예시 질서 있는 식재 패치의 배치5.

 질서감있는 배치 기법으로 모내기를 한 논의 미시적 경관을 연출한다.

 패치의 크기 모양 및 식재의 색채 수종 수고 등에서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어 다양한 조합, , ,

으로 독창적인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안정감있고 잘 정돈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법으로 인접 가로 및 건축물의 성격을 고려

하여 도입한다.

 패치와 바닥포장의 조화로 마곡지구 전체 컨셉인 패디 컨셉 패턴의 연출이 가능하다.

그림6-28 식재기법 예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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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모판을 모티브로 하는 녹지패치6.

 논의 모판을 형상화하여 논의 경관을 연출하는 방법으로 모판을 모티브로 한 녹지패치 혹은

환경조형물 휴게시설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

 모판 하나의 모듈을 불규칙한 듯 배열하여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경관을 연출하거나 정형적

인 모판을 서로 다른 스케일로 조합하여 질서가 있으면서 변화감 있는 논의 경관을 연출한다.

그림6-29 식재기법 예시6.

예시 수경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논답 형상 도입7.

 하지 에 물을 가득댄 논을 형상화하는 기법으로 거울 연못에 모를 낸 듯한 식재 경관을( )夏至

연출

 논 답의 형상을 모티브로 마곡지구의 옛 경관인 농경지를 상징할 수 있는 수경시설을 적극 활·

용한 공간을 계획한다.

 수경시설과 연계한 식재계획 및 시설물 도입으로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공간 활용을

배가시킨다.

 다양한 형태의 수경시설로 다양한 느낌의 경관을 연출한다.

 우수 저류 기능을 갖는 자연형 둠벙 혹은 농수로의 기능을 담은 수경시설로 연출 가능하다.

그림6-30 식재기법 예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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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옥상조경 계획

2.4.1 기본 방향

 옥상녹화를 도입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여 공기를 정

화할 수 있도록 한다.

 옥상조경의무면적 경사지붕이 아닌 옥상공간에 대해서 옥상바닥 면적의 이상으로 의무: 60%

화한다 보행로 휴게공간 포함.( , )13) 단 옥상바닥 면적은 옥상조경가능면적으로 한하여 계단,

실 신재생설비 기타 설비시설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

 건축물 저류면과 연계하여 옥상에서 유입된 우수를 활용하는 빗물관리시스템구축을 권장14)

2.4.2 이용요구도에 따른 옥상녹화 결정15)

 옥상 이용요구도가 낮은 옥상의 경우 생태적 기능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저관리 경량형으로 조성·

 이용이 전제되는 옥상의 경우 관리 중량형 또는 혼합형으로 조성하되 생태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 ,

 다수가 이용 가능한 대형 건물의 옥상은 옥상정원 놀이 문화공연 전시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 , ·

록 조성하며 이용 요구도가 높은 옥상의 경우 안전 난간을 규정 이상 높이로 설치 권장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

관리중량형·혼합형 옥상녹화

다목적이용형 옥상녹화

그림6-31 옥상녹화 예시

13) 옥상바닥면적은옥상조경가능면적계단실 신재생설비 기타설비시설을제외한면적을기준으로함 마곡지구내건축물은 건물에너지효율 등( , , ) . ‘ 1
급 또는 에너지 성능지표 점이상에 적합하여야 함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도입 태양열태양광 등 설비시설 공간은 제외후 산정(EPI) 81 ’ . ( , )

14) 서울특별시 빗물관리기본계획 에서 제시하는 빗물분담량에 따른 필요대책량 및 옥상빗물 침투방법을 참고하여 조성‘ (2013)’
15) 서울시 옥상녹화 상세설계 및 관련도서 작성구상 을 참고하여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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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권장 식재

 마곡지구의 생육환경을 고려한 식재 수종을 선정한다.

 다양한 종류의 세덤류 및 향토초화류를 이용하여 경관적 심미적 다양성을 높인다, .

 전체 경관의 통일성과 건축물의 하중을 고려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얕은 토심과 건조한

기후에서 잘 견디며 피복률이 좋은 수목 및 초종을 권장한다.

 일률적 넓이의 식재패턴보다는 다양한 넓이의 식재패턴으로 한정된 공간 내 변화감을 조성하

고 식재 수종의 질감 색채 꽃 잎 등의 변화로 생동감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 , .

땅채송화 노랑세덤 흰꽃세덤 민들레 코스모스
그림 6-32 옥상권장수종 저관리 수종:

구절초 비비추 매발톱 무늬사초 은쑥
그림 6-33 옥상권장수종 이산화탄소 저감율이 높은 수종 출처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 ( : )

2.5 조경권장구간 차량구간 계획/

2.5.1 기본 방향

 필지 내 일정 구간에 조경공간으로 권장함으로써 통일성있는 건축물 향을 유도하며 경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패디 컨셉 패턴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식재기법 도입으로 각 필지마다의 생육조건을 고려한

식재계획을 한다.16)

 건축물 간의 관계와 필지 내에서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기능적 경관적 역할을 모두 고려한·

공간을 계획한다.

16) 제 장 부문별 가이드라인 일반형 공개공지 식재기법 참고6 - (16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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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조성 방향

조경권장구간

 연접한 필지의 조경 계획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필지마다 다양하게 계획된 조경권장구간의 폭 을 고려하여 수종별 식재최소면(1.5m~15.0m)

적을 고려한 식재 계획을 수립한다.

 필지 전면부 건축물 전면부 에 위치한 조경권장구간은 보도와 연접하므로 이동의 편리를 위( )

한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화단 옹벽 단차의 조성을 금지한다, , .

 필지 후면부 건축물 후면부 에 위치한 조경권장구간은 차량진입구간과 연접하여 탄소 흡수( ) ,

대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환경정화수종을 도입한다.

그림 6-34 연접필지와 경계를 두고 있는 조경권장구간에 관한 구상

그림 6-35 건축물 전면부 후면부 조경권장구간에 관한 구상/

차량구간

 주차장 경계부 및 주차장 내 일부를 녹화하여 시각적 차폐도와 쾌적성을 증가시키고 복사열

저감 및 투수 면적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차량진입부와 보도가 만나는 부분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한다.17)

17) 제 장 부문별 가이드라인 포장 구상 이면도로 내 험프형 횡단보도 참고6 - (1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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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로유형의 분류

1.1 가로유형 분류

1.1.1 가로 유형 분류 기준

마곡지구의 가로는 도시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차량중심의 계획되어 있다 이에 대응하여 보.

행자 환경개선을 위한 구상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로의 유형을 분류하여 각 가로별 어떠한

기능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가로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사항을 고려.

한다 첫째로는 가로의 물리적 제원으로 마곡도시계획의 기본 골격을 반영한다 도로폭원 자전거도로. . /

설치여부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의 폭원에 따른 차 분류를 한다 두 번째로는 보행자의 많은 이용이 예/ 1 .

상되는 녹지체계 교통체계 정류장위치 저층부용도 상업시설 공공시설 를 맵핑하여 차 분류를 한다/ ( )/ ( / ) 2 1).

이에 따른 가로는 아래와 같이 개의 유형으로 분류한다13 .

단위( :m)
구 분 기 능 폭 원 보 도 폭 식 수 대 자전거도로 전면공지 비 고

유형 1 주간선 50 3.5 1.5 2.0 5.0 역세권

유형 2 보조간선 36 3.0 1.5 2.0 5.0 중앙공원변 역세권,

유형 3 보조간선 30/31 3.0 1.0/1.5 2.0 5.0 역세권

유형 4 보조간선 25/28 2.0/2.5 1.0/1.5 2.0 5.0 중앙공원변

유형 5 집산 20 2.75/4.75 1.0 - 3.0 중앙공원 대필지변,

유형 6 집산 20 2.0 1.25 1.5 3.0 -

유형 7 집산 16/18/20 2.0/3.75
1.0/1.25

없음/
1.5 3.0/5.0

공공시설 주거지-
연결

유형 8 집산 16/18 3.25/3.75 없음1.25/ 없음 3.0
연결녹지변 건축저층,
부용도 지원 상업 업무( / / )

유형 9 국지 12 2.0 없음 없음 3.0/5.0 산업 이면가로

유형10 국지 12 2.0 없음 없음 2.0 상업 이면가로

유형11 국지 12 2.0 없음 없음 3.0
건축저층부용도 지원( )
연결녹지변/

유형12 국지 8/10 1.5 없음 없음 3.0 연결녹지변

유형13 국지 8 4.0 없음 없음 5.0 -

표 7-1 가로유형별 속성

1.1.2 개의 가로 유형13

개로 분류된 가로는 크게 개의 가로유형군으로 마곡나루길 간선도로변가로 에움길 중앙공원연접가13 6 ( ), (

로 이음길 생활가로 안길 이면가로 마실길 활성화가로 어귀길 소로 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 ), ( ), ( ), ( ) .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은 가로의 성격은 동일하나 같은8(8-1,8-2), 9(9-1,9-2), 10(10-1,10-2), 11(11-1,11-2)

유형 안에 많은 가로를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변별력을 위한 세부 이름을 설정한다 유형 유형 번. 4, 7

은 유형 유형 으로 가로의 성격은 동일하나 가로 속성값의 미세한 차이로 개별구상을 둔다4‘,4", 7,7’,7” .

1) 녹음이 있는가로는심리적쾌적한환경제공으로보행자들의가로선호도를높여주며버스정류장지하철역지원상업업무시설공공· · · / / ·
시설지는 보행자의 앵커시설로 보행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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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가로유형의 구분

마곡나루길 간선도로변가로- 한강변 주요 교통수단이던 나루를 네이밍으로 광역단위 가로에 적용
유형1 마곡나루큰길 마곡의 주요교통을 담당하는 광로
유형2 마곡나루터길 마곡축제의 거리 공원과 광장을 끼고 있는 대로,
유형3 마곡나루목길 마곡지구간을 연결 및 기존시가지와 대응하는 대로

에 움 길 중앙공원연접가로- 빙 둘러서 가는 길 중앙공원에 접한 가로에 적용,
유형4 공원에움길 혼효림으로 구성된 중앙공원 동측과 연접 가로
유형5 공원에움남길 중앙공원 남측과 대규모 필지와 연접가로

이 음 길 생활가로- 내부생활가로의 기능 간선가로와 단지 내 필지간 연결 역할,
유형6 자전거길 자전거 이동에 편리한 생활가로
유형7 등교길 근린주구에서 공공시설지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생활가로
유형8 뜰이음길 연결녹지 및 전통테마의 공원녹지를 끼고 있는 생활가로

안 길 이면가로- 건물의 뒤쪽으로 나있는 길 이면가로에 적용,
유형9 산업안길 산업지구 내 이면가로
유형10 상업안길 업무 및 상업의 이면가로

마 실 길 활성화가로- 이웃에 놀러다니는 일 연결녹지와 카페골목의 성격을 담음,
유형11 큰뜰마실길 연결녹지 지원시설의 통합 공간으로 선적가로공원 상업가로- /

어 귀 길 소로- 개화산 병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네이밍,
유형12 개화산어귀길 연결녹지와 연접 서남물재생센터공원으로 가는 좁은 가로,
유형13 병원어귀길 공공시설과 연접한 좁은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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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로유형별 부문별 구상

1.2.1 식재

유 형 식 재 지 침

유형 1
수고가 높은 가로수로 시선유도 및 도시이정표로서의 기능
대상지 밖 가로수와 연속성 유지
가로수와 조화를 이루며 소음 및 분진을 차단하는 식재 도입

유형 2

유형 3

유형 4 공원과 연계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경관성 및 생태성을 고려하는 식재도입유형 5

유형 6
다양한 경관연출을 위해 같은 수종의 중복적인 사용은 가급적 배제
권장 경관수종을 적극적으로 도입
보행자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초화류 및 지피류 도입

유형 7

유형 8

유형 9
연결녹지와 조화로운 식재 계획
열매와 단풍 꽃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수종으로 다채롭고 리듬감 있는 가로조성으로,
활력 제공
커뮤니티 공간에 수고가 높고 수관폭이 넓은 그늘 제공 수종 도입

유형10

유형11

유형12

유형13 해당사항 없음

표 7-2 가로유형별 식재계획 구상

1.2.2 포장

유 형 포장 개요 포장재 색상

유형 1 도시간 주요지역을 통과하는 연속성 및 방향성 부여 진회색 회색,

유형 2 일시적인 축제를 위한 마곡 상징 패턴 도입 진회색 회색,

유형 3 도시 진입 상징성 제공 및 이미지 부여 진회색 회색,

유형 4 환경친화적 포장과 유기적 포장 도입 잔디블럭 등 으로( )
중앙공원과 유사한 분위기 연장

진회색 회색 백색, ,
유형 5

유형 6 자전거 중심형 생활권 연결가로 진회색 회색,

유형 7 주거지 학교 진출입 가로로 정숙성 및 안전성 확보, 진회색 연회색,

유형 8
환경친화적인 포장 잔디블럭 등 을 통해 연결녹지와 유사한( )
분위기 조성

진회색 회색 백색, ,

유형 9 산업단지 및 의 첨단 스마트한 이미지 조성R&D 진회색 회색 백색, ,

유형10 이면가로의 정돈된 이미지를 위한 단순 패턴 도입 진회색 회색 백색, ,

유형11 상업지의 쾌적성 및 개방감 확보로 인지도 부여 진회색 회색,

유형12 병원 진출입 가로로 정숙성 및 안전성 확보 진회색 회색,

유형13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표 7-3 가로유형별 포장계획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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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야간경관

유 형 기본 방향 조도(lux) 색온도(k)
시설물
간격

시설물규모

유형 1 저층 중심의 상가 파사드
조명연출과 옥외광고물 조명정비를
통해 특색있는 상업지역이 되도록
유도

15-20-30 3000~5000
30-35m
마주보기

가로등
H10~12m

유형 2

유형 3

유형 4 야생동 식물과 주변 자연환경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연출

10-15-20
3000~5000

30-35m
마주보기

가로등
H10~12m

유형 5 2000~4200 30-35m
가로등

H8~10m

유형 6
빛의 색과 양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적게 사용하되 안전성을,
확보하고 편리성과 쾌적성을
배려할 수 있는 조명연출 유도

10-15-20 2000~3500

이하40m
지그재그

가로등
H8~10m

유형 7 이하35m
가로등

H8~10m

유형 8 이하25m
가로등
H6~8m

유형 9 삭막하고 어두운 분위기 개선을
위하여 명암대비가 있는 조명 연출
유도

6-10-15 2000~3500 이하25m
가로등
H6~8m유형10

유형11 활동적이고 쾌활한 분위기 연출 10-15-20 3000~5000 이하25m
보안등
H5~8m

유형12 좁은 가로폭원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등 도입

6-10-15 2800~4000 이하25m
보안등
H4~5m유형13

표 7-4 가로유형별 야간경관계획 구상

1.2.4 전면공지

가로와 연접한 전면공지의 성격을 인접 토지이용 및 추후 예상되는 가로의 성격 활용 예상 용도에 따,

라 개방형 관람석형 테라스형 커뮤니티 휴게공간형 중앙공원 연계형 보도확장형의 가지 유형으로, , , , , 6

구분한다.

전면공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구조로 조성하며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

래할 수 있는 돌출 구조물의 설치는 가급적 지양한다.

전면공지는 공공부문의 식재 시설 포장 야간조명 계획과 통일성 있게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이용편리, , ,

성 및 안전성을 확보한다.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전면공지는 된 건축물의 공간과 공공가로의 공간이 하나의 가로로 인Set-Back

지될 수 있도록 포장 재질 및 패턴을 연계시킴으로써 시각적으로 보다 확장된 가로를 유지할 수 있도

록 한다.

전면공지 내 민간가로수 설치라인과 민간시설물 제한구역을 준수하여 보행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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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전면공지 유형 조성 방향

유형 1 개방형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자가 혼재되어 높은 이용밀도가
예상되는 가로로 개방형 전면공지를 조성하여 기존 보도의
폭을 연장하고 시야를 열어주는 전면공지 조성

유형 2 관람석형
중앙공원 및 광장을 연계하여 선형광장의 성격을 갖는
축제 가로에서의 행사를 고려하여 관람석형 전면공지 조성

유형 3 커뮤니티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만남이 예상되는 지역 커뮤니티
전면공지 조성

유형 4 중앙공원 연계공간 중앙공원과 연계한 친환경 전면공지 조성

유형 5 중앙공원 연계공간 중앙공원과 대필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면공지 조성

유형 6 보도확장
자전거 이용자로 인한 보행영역의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보도확장형 전면공지 조성

유형 7
커뮤니티 유형( 7)

보도확장 유형( 7‘,7“,7‘‘‘)

생활권역에서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가족단위의
가로이용자들의 만남이 있는 지역주민간 커뮤니티형
전면공지 조성

유형 8
커뮤니티 유형( 8-1)

연결녹지연계 유형( 8-2)
연결녹지와 연계되는 커뮤니티 가로

유형 9 보도확장 산업단지 내 보행중심 가로조성을 위한 전면공지 조성

유형10 보도확장
업무 상업시설의 이면가로로 차량과 보행의 혼잡이/
예상되어 보행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전면공지 조성

유형11 연결녹지 연계 건축물 저층부 활성화 가로

유형12 보도확장 연결녹지와 연계 가로

유형13 커뮤니티 공공건축물 병원 학교 과 연계 가로( / )

표 7-5 가로유형별 전면공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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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로 유형별 가이드라인

2.1 마곡나루큰길 유형1

2.1.1 조성 기본원칙

전체적으로 정돈되고 깨끗한 느낌의 가로경관 조성하여 관문도로로써의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각기 다.

른 교통수단집단의 이용편리를 위한 식재 포장 시설물 배치로 차도 자전거도로 보도를 적절히 분리한/ / , ,

다 가로의 투과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보도 전면공지 공개공지를 조성한다. / / 2).

그림 7-2 마곡나루큰길 평단면도

2) 마곡나루큰길은마곡지구동서를가로지르는관문도로로대상지내가로폭이가장넓은광로에해당하며역세권과중앙버스정류장이
위치한다 차량통행이 주가 되어 공해가 심하고 보행량이 크므로 건축물의 사적공간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큰 가로이다 이에. .
대한보행강화차원의 자세한 구상은 제 장 보행환경특화계획에서 다루어진다‘ ’ 8 .

도로폭원 50m
도로기능 주간선
자전거 2.0m
식수대 1.5m
보도폭 3.5m
전면공지 5.0m
호선 마곡역 발산역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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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부문별 구상

� 공공부문

식재 가로수 녹음이 좋으며 수관폭이 넓은 수종으로 아늑하고 풍성한 녹음을 느낄 수 있는[ ]

가로수 열 식재 공공가로수 열 민간가로수 열 동일수종2 ( 1 , 1 , )

식수대 시야를 막지 않는 개방성과 보차분리에 적합한 띠녹지 조성 소관목 사초과[ ] ( /

혼용식재)

포장 상징거점 마곡을 상징하는 패디컨셉의 패턴[ ]

횡단보도부분 포장패턴 혹은 재질을 변화하여 인지성 부각[ ]

시설물 상징거점 지하철 역사와 인접한 보도와 자전거도로 경계부에는 가로등을 배치하여 야

간이용 고려하며 은은한 바닥조명을 통해 방향성과 장소성을 살려 가로환경 연출

안전귀가길 서울시 구상을 적용하여 이에 적절한 시설 설치[ ] CPTED (CCTV)

� 민간부문

가로수 녹음이 좋으며 수관폭이 넓은 수종으로 아늑하고 풍성한 녹음을 느낄 수 있는 가로수

열 식재 공공가로수 열 민간가로수 열 동일수종2 ( 1 , 1 , )

민간가로수 하부에는 가로수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

전면공지 권장수종 잔디 및 상록지피류를 이용하여 광장형 전면공지 조성[ ]

공개공지 초입부에 위치한 공개공지에는 개성적 수형을 지닌 수종 도입으로 상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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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A 공공시설물 허용구간/ 구간B 보행안전구간/ 구간C 민간시설물 허용구간
그림 7-3 마곡나루큰길 상세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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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마곡나루터길 유형2

2.2.1 조성 기본원칙

마곡나루터길은 중앙공원 마곡광장과 연계하여 터 로써 기능하는 가로형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한다 축/ ‘ ’ .

제 혹은 행사가 개최될 때 대규모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등의 다양한 보행행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건

축물 전면부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는 크고 작은 규모의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 질( )

서있는 식재 포장 시설물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 .3)

그림 7-4 마곡나루터길 평단면도

3) 마곡지구의남북을가로질러지역을연결하며역세권 버스정류장 광장등집객요소가있는가로이다 따라서출퇴근보행행태 일반, , . ,
적 보행행태 그리고 축제시 대규모 보행량이 예상되는 가로이다.

도로폭원 36m도로기능 보조간선자전거 2.0m식수대 1.5m보도폭 3.0m전면공지 5.0m
중앙공원연접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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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부문별 구상

� 공공부문

식재 가로수 열 식재 공공가로수 열 민간가로수 열 동일 수종[ ] 2 ( 1 , 1 , )

식수대 축제시 도로 자전거도로 보도간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최소화하며[ ] , ,

일부 사람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 사고석 잔디 잔디블럭( + / )

가 영역 의 일부 구간은 초화화단을 조성하여 축제에 맞는 가로경관 조성[‘ ’ ]

포장 상징거점 마곡을 상징하는 패턴으로 상징 및 변화감 부여[ ]

시설물 도로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휴게시설 등의자 평의자 앉음벽 을 설치하여 다양한 뷰포( / / )

인트 생성

상징거점 지하철 역사와 인접한 보도와 자전거도로 경계부에는 가로등을 배치하여 야[ ]

간이용 고려하며 은은한 바닥조명을 통해 방향성과 장소성을 살려 가로환경 연출

안전귀가길 서울시 구상 적용하여 이에 적절한 시설 를 설치[ ] CPTED (CCTV)

� 민간부문

가로수 열 식재 공공가로수 열 민간가로수 열 동일수종2 ( 1 , 1 , )

민간가로수는 공공가로수와 횡방향으로 열을 맞추어 식재하며 종방향으로는 민간식재

중심선 준수

전면공지 가 나 영역 권장수종 사초과 및 화본과 화단 조성‘ ’,’ ’ :

다 영역 보도확장형 전면공지 로 전면공지 내 시설물 및 식재 금지‘ ’ [ ]

포장 상징거점 마곡을 상징하는 패턴으로 상징 및 변화감 부여:

시설물 도로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휴게시설 등의자 평의자 앉음벽 을 설치하여 다양한 뷰포( / / )

인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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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A 공공시설물 허용구간/ 구간B 보행안전구간 / 구간C 민간시설물 허용구간
그림 7-5 마곡나루터길 상세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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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곡나루목길 유형3

2.3.1 조성 기본원칙

마곡 지구 기존시가지와 대응하여 경계에 있는 가로로 타지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지구로 진입1 , . 2

하는 목 의 기능을 하며 타지구 사람들과 만남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휴게시설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 ’

간을 조성한다 보도 전면공지 공개공지 마곡 지구의 경계 및 지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식재 포장.( / / ) 2 1 /

가로시설을 배치한다/ .

그림 7-6 마곡나루목길 평단면도

도로폭원 31/30m도로기능 보조간선자전거 2.0m식수대 1.5/1.0m보도폭 3.0m전면공지 5.0m
호선 신방화역9 ,※
마곡나루역양천향교역,
호선 발산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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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부문별 구상

� 공공부문

식재 가로수 열 식재 공공가로수 열 민간가로수 열 동일수종[ ] 2 ( 1 , 1 , )

식수대 위요감 있는 가로경관을 위한 띠녹지 계획 관목식재[ ] ( )

일부 구간은 사람이 접근이 가능한 포장 고려

포장 지구를 경계 짓는 가로로써 마곡 지구 기성시가지와의 조화를 이루는 포장계획1 ,

시설물 상징거점 지하철 역사와 인접한 가로구간은 보도와 자전거도로 경계부에 가로등을 배[ ]

치하여 야간이용을 고려

안전귀가길 서울시 구상 적용하여 이에 적절한 시설 를 설치[ ] CPTED (CCTV)

� 민간부문

가로수 가로수 열식재 공공가로수 열 민간가로수 열 동일수종2 ( 1 , 1 , )

전면공지 권장수종 관목과 초화류 식재로 커뮤니티형 전면공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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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A 공공시설물 허용구간/ 구간B 보행안전구간/ 구간C 민간시설물 허용구간
그림 7-7 마곡나루목길 상세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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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원에움길 유형4

2.4.1 조성 기본원칙

중앙공원과 연접하여 마곡 지구를 빙둘러나가고 있는 길로 중앙공원의 녹음이 가로로 인해 단절되어2

보이지 않도록 한다 중앙공원의 녹음이 가로를 따라 확장하며 건축물 전면부에 적절한 친환경 공간 공. (

개공지 전면공지 을 조성하여 도심 어메니티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로 자전거도로 보도에서/ ) . , ,

중앙공원을 조망하는 근경 중경 원경의 경관을 고려한 식재 포장 시설물을 배치한다/ / / / .

그림 7-8 공원에움길 평단면도

도로폭원 28,25m도로기능 보조간선자전거 2.0m식수대 1.5/1.0m보도폭 2.0/2.5m전면공지 5.0m
중앙공원과 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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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부문별 구상

� 공공부문

식재 가로수 중앙공원연접 열식재 중앙공원연접 맞은편 열식재 공공가로수 열 민간[ ] : 1 , : 2 ( 1 ,

가로수 열 동일수종1 , )

식수대 중앙공원으로 조망을 차폐하지 않으며 자전거와 보도를 적절히 분리 사람[ ] ,

의 접근이 가능한 식수대 조성 잔디블럭과 사초과 식재( )

포장 시각적으로 자극적이지 않은 무채색 계열 자연재질의 컬러로 투수블록 권장,

시설물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시설물들은 반드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선정

안전귀가길 서울시 구상을 적용하여 이에 적절한 시설 설치[ ] CPTED (CCTV)

� 민간부문

가로수 중앙공원연접 열식재 중앙공원연접 맞은편 열식재 공공가로수 열 민간가로수 열[ ]1 [ ]2 ( 1 , 1 ,

동일수종)

민간가로수 하부는 사초과 및 화본과 식재로 띠녹지와 연계되는 가로경관 조성

전면공지 중앙공원과 연계한 조경계획

공개공지/ 계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조류유도에 좋은 과실수종 혹은 중앙공원과 동일한 수종계획

중앙공원 연계형 전면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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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A 공공시설물 허용구간/ 구간B 보행안전구간
그림 7-9 공원에움길 중앙공원 연접가로 상세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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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A 공공시설물 허용구간/ 구간B 보행안전구간: / 구간C 민간시설물 허용구간

그림 7-10 공원에움길 중앙공원 연접가로 건너편 상세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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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원에움남길 유형5

2.5.1 조성 기본원칙

중앙공원과 대필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길로 중앙공원 남측부분에 담겨져 있는 프로그램과 지형 및 식

재수종을 고려한다 특히 대필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는 중앙공원의 녹지를 연장하.

고 대필지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 자전거도로 보도에서 중앙공원을 조망하는 근경 중. , , /

경 원경의 경관을 고려한 식재 포장 시설물 배치를 한다/ / / .

그림 7-11 공원에움남길 평단면도

도로폭원 20m도로기능 집산자전거 -식수대 1.0m보도폭 2.75/4.75m전면공지 3.0m
중앙공원 대필지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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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부문별 구상

� 공공부문

식재 가로수 중앙공원 연접가로 가로의 종방향으로 간격으로 열 식재[ ] : 8m 1

중앙공원 맞은편 가로 열식재 공공가로수 열 민간가로수 열 동일수종: 2 ( 1 , 1 , )

식수대 중앙공원 남측의 숲분위기의 공간감이 연장되는 가로경관을 조성

사초과 및 화본과 식재로 지사적인 느낌 강조( )

포장 시각적으로 자극적이지 않은 무채색 계열이나 자연재질의 색상의 투수성 블록 권장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복잡한 포장패턴이나 자극적인 색상은 인공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므로 지양

시설물 연접 대필지의 사적영역을 고려하여 가로 내 휴게시설의 계획을 지양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시설물들은 반드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배치

야간경관 높이 가로등을 가로수와 가로수 중심에 간격으로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8-10m 30-35m

여 은은한 야간경관을 연출

� 민간부문

가로수 중앙공원 연접가로 열 식재 중앙공원 맞은편 가로 열 식재 공공가로수 열 민간가[ ]1 [ ]2 ( 1 ,

로수 열 동일수종1 , )

전면공지 중앙공원의 수종 및 배식방법과 연계한 식재계획을 한다.

공개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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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A 공공시설물 허용구간/ 구간B 보행안전구간/ 구간C 민간시설물 허용구간
그림 7-12 공원에움남길 상세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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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전거길 유형6

2.6.1 조성 기본원칙

간선도로에 위치한 지하철역 또는 버스정류장으로 연결되는 보행중심가로 자전거 혹은 보행 로 보행의( )

접근성 및 편리성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자전거와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간.

에 이동과 쉼터제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7-13 자전거길 평단면도

도로폭원 20m
도로기능 집산
자전거 1.5m
식수대 1.25m
보도폭 2.0m
전면공지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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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부문별 구상

� 공공부문

식재 가로수 자전거 이용시 시야를 가리거나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열 식재[ ] 1

식수대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 식수대로 계획한다 예 잔디블럭 잔디 사고석[ ] .( ) , +

포장 보도 식수대 및 자전거도로의 포장 높이를 맞춘다, .

보도의 포장색상은 무채색 계열로 저채도 색상을 사용한다.

시설물 자전거를 이용하여 역에 접근하는 출 퇴근자를 고려하여 자전거보관소 계획·

자전거의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는 식수대 안쪽에 적정 간격의 자전거보

관대를 설치하여 볼라드 역할을 겸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자전거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돌출물 설치는 지양

� 민간부문

전면공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의 폭을 비움2.0m

공개공지 정자목과 차폐가 적절한 식재를 통해 자전거 쉼터 조성

테마형공개공지 자전거이용자 및 보행자들을 위한 쉼터의 성격을 담은 공개공지 조성[ ]

포장 보도 자전거 보행혼용구간 와 전면공지 보도확장형 전면공지 의 포장은 달리하여 이용( - ) ( )

에 안전성을 확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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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A 공공시설물 허용구간/ 구간B 자전거 보행혼용구간- / 구간C 보행안전구간/ 구간D 민간시설물 허용구간
그림 7-14 자전거길 상세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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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등교길 유형7

2.7.1 조성 기본원칙

공공시설지와 생활권역을 연결하는 동선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형 가로를 조성한다.

주거지역과 가로가 만나는 접점에는 보도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출입영역을 열어주며 이와 연계한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

그림7-15 등교길 평단면도

도로폭원 16/18/20m
도로기능 집산
자전거 1.5m
식수대 1.0/1.25m/

없음
보도폭 2.0/3.75m
전면공지 3.0/5.0m
주거지 공공시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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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부문별 구상

� 공공부문

식재 가로수[ ] 유형 열 가로수 민간가로수 열7) 1 ( 1 )

유형 가로수 없음7‘,7“)

유형 열 식재 공공가로수 열7‘‘‘) 1 ( 1 )

식수대 안전을 위한 띠녹지 계획 예 뿌리가 튼튼하며 키가 높은 사초과 및 화본과[ ] ( : )

포장 보도의 포장색상은 무채색 계열로 저채도 색상 사용

시설물 학교 및 병원 일부 구간은 안전을 위해 차도와 보도 사이에 휀스 혹은 생울타리를 조성

병원 진입 구간은 베리어프리를 고려한 보도설계가 특별히 고려되어져야 한다.

식수대 하부에는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낮은 펜스를 일부 도입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돌출물 설치는 금한다.

안전귀가길 서울시 구상을 적용하여 이에 적절한 시설 을 설치[ ] CPTED (CCTV)

� 민간부문

식재 가로수[ ] 유형 열 가로수 민간가로수 열7) 1 ( 1 )

유형 가로수 없음7‘,7“)

유형 열 식재 공공가로수 열7‘‘‘) 1 ( 1 )

전면공지[ ] 유형 식재화단을 두어 커뮤니티형 전면공지 조성7)

유형 좁은 보행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보도확장형 조성7‘,7“,7‘‘‘)

놀이형 공개공지 재미가 있는 놀이의 성격을 담은 공개공지로 조성[ ]

보행길 사초과 및 화본과 식재[ ]

포장 건축경계선은 짙은색 보도블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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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A 공공시설물 허용구간/ 구간B 보행안전구간/ 구간C 민간시설물 허용구간
유형 민간시설물 한정선이 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여 위치7 2.0m

유형 유형 유형 민간시설물 한정선 전면공지와 공개공지 경계선 건축한계선/ 7‘, 7“, ‘‘‘ = ( )
그림 7-16 등교길 상세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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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뜰이음길 유형8

2.8.1 조성 기본원칙

연결녹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결녹지축으로 인한 공간단절을 예방한다 보행자 통행이 불편한 매.

스형 녹지를 지양하고 통행이 자유로운 보도연계형 녹지를 조성하여 연결녹지와의 연계로 커뮤니티 공,

간을 확보한다 건물의 전면부와 이면부를 연결하는 필지 내 보행공간은 가로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고.

려하여 계획한다.

그림 7-17 뜰이음길 평단면도

도로폭원 16/18m도로기능 집산
자전거 -식수대 1.25m보도폭 3.25/3.75m전면공지 3.0m
연결녹지지원상업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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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부문별 구상

� 공공부문

식재 가로수 휴먼스케일을 적용하여 수고가 낮은 수목의 도입 친근하고 쾌적한 가로[ ] -

식수대 가로의 위요감 조성 및 보행자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수대를 계획[ ]

예 관목과 잔디블럭( )

포장 시각적으로 자극적이지 않은 무채색 계열이나 자연 색상의 사용을 권장하며 되도록 투

수성 블록을 사용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복잡한 포장패턴이나 자극적인 컬러는 인공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므로 지양한다.

차량 진입부는 동일한 포장 재질과 패턴으로 계획하되 색상을 달리하여 시인성을 높임

고원식 험프조성( )

아케이드로 진입구간은 전면공지 보도와 동일하게 계획하여 통일감을 확보한다, .

시설물 조명기구 설치로 야간에도 연결녹지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 밝기를 확보한다.

차량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볼라드를 설치 계획

� 민간부문

식재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유형 커뮤니티형 전면공지 조성 유형 필지 내 테라스[ ] 8-1. / 8-2.

시설이용을 연계하는 연결녹지연계형 유형 보도확장형/ 8-2‘.

포장 아케이드로 진입구간은 전면공지 보도와 동일하게 계획하여 통일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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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A 공공시설물 허용구간/ 구간B 보행안전구간/ 구간C 민간시설물 허용구간
그림 7-18 뜰이음길 상세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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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산업안길 유형9

2.9.1 조성 기본원칙

산업용지 내 업무자를 위한 일상성이 담긴 가로를 조성한다 적정 규모의 휴먼스케일을 고려하며 연구.

및 산업단지의 쾌적한 이미지를 반영하는 가로분위기를 연출한다 업무자들과 방문객 도시민들이 연. ,

구 및 사무공간과 가까운 거리에서 자연과 함께 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조성한다.

그림7-19 산업안길 평단면도

도로폭원 12m도로기능 국지자전거 -식수대 -보도폭 2.0/3.0m전면공지 3.0/5.0m



가로유형별 가이드라인 07

마곡지구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209

2.9.2 부문별 구상

� 공공부문

식재 보도 내 조경 공공시설물 설치구간에 한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는 조경연출[ ]

� 민간부문

식재 필지내 조경권장 구간 에는 연접되어 있는 필지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열악[ ]

한 녹음환경 제공과 쉼터 공간을 제공하도록 함 단이 높지 않은 화단을 조성하며 사초/

과 및 화본과 식재로 통일감있는 경관 분위기 조성 그늘이 좋은 교목 혹은 단풍이 아름/

다운 경관수 식재권장

포장 정갈한 패턴의 산업단지의 스마트 첨단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포장 계획R&D ·

시설물 기업홍보 키오스크 및 다양한 행위를 유발시키는 시설물은 과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무

채색의 거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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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A 공공시설물 허용구간/ 구간B 보행안전구간/ 구간C 민간시설물 허용구간
유형 민간시설물 한정선이 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여 위치9-5 3.0m

그림 7-20 산업안길 상세평면도



가로유형별 가이드라인 07

마곡지구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211

2.10 상업안길 유형10

2.10.1 조성 기본원칙

업무 상업시설의 이면부로 차량과 보행이 혼재되어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조치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가로이다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과 만남을 위해 충분한 보행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림 7-21 상업안길 평단면도

도로폭원 12m도로기능 국지자전거 -식수대 -보도폭 2.0m전면공지 3.0m
이면가로※



212 마곡지구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2.10.2 부문별 구상

� 공공부문

시설물4)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는 볼라드 등의 시설물 계획을 도입 가로시설물 최소화/

가로등 및 볼라드 설치로 안전한 가로로 조성하고 휴먼스케일을 적용한 의 낮, 6~10m

은 가로등 계획을 도입한다.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보행로 폭원을 확보하기 위해 휴게시설물 배치를 지양한다.

� 민간부문

식재 보도내 조경 플랜터를 이용하여 이면가로에 녹음을 제공 민간영역 설치[ ] ( )

필지 내 조경권장구간 환경정화수종 식재로 차량에서 발생하는[ ] CO2를 감소시키며 일

조량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고려하여 중용수 도입

보행길 보행길 성격에 맞는 식재조성[ ]

자연친화보행길 잔디블럭 커뮤니티보행길 초화화단조성( - / - )

전면공지 유형 보도확장형 보차도 경계선에서 까지 공공시설물 허용구간 전[ 10-1,10-2] : 0.5m ,

면공지는 모두 보행안전구간으로 사용

유형 보도확장형 전면공지는 모두 보행안전구간으로 사용된다[ 10-1‘] : .

포장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경계에는 짙은 색상의 블럭을 사용

시설물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보행로 폭원을 확보하기 위해 휴게시설물 배치를 지양

4) 이면가로는사람과 자동차가공존하는공간이나 자동차의이용이 우위로작용하여 보행자들의안전에많은위협이 있다 이에따라.
차도와 보도를적절하게분리하고자동차를제어할수있는시설물들을설치해주어야만한다 도로에는과속방지턱 포장재료변화기. ,
법 등의 안전시설물설치가필요하며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차량진입부에는 볼라드 험프를설치하여주행속도를저하시킨다 또한, .
식수 벤치 등으로 쾌적하고 정감 있는 공간을 창출해야만 한다 이기강,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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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A 공공시설물 허용구간/ 구간B 보행안전구간
보도 내 플랜터는 민간에서 준수해야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대지경계선에 맞추어 위치시킨다.

플랜터는 폭 높이 를 넘지1m, 80cm
않는 규격으로 제한하며 공공플랜터 마감과 동일한 재질 마감 권장Concrete

그림 7-22 상업안길 상세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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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큰뜰마실길 유형11

2.11.1 조성 기본원칙

저층부 상업시설과 함께 가로의 활기를 도모하는 감성 가로공간으로 조성한다 저층부를 활용 테라스. ( /

필로티 등 한 건축적 장치와 조화되는 전면공지로 개방감보다는 위요된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용행태) .

에 따라 중심영역 전이영역 쇼핑영역 커뮤니티 영역으로 구분하고 결절점에 상징성을 확보하는 계, , , ,

획을 수립한다 연결녹지로부터 전면공지 폭은 보행통로로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은 테라스 이용. 1.5m

공간으로 적절한 시설물 및 식재 배치 계획을 세운다.

그림 7-23 큰뜰마실길 평단면도

도로폭원 12m도로기능 국지자전거 -식수대 -보도폭 2.0m전면공지 3.0m
지원시설 연결녹지 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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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부문별 구상

� 공공부문

식재 연결녹지와 연접하여 별도의 가로수를 두지 않음

포장 연결녹지의 포장계획과 연계하고 층 상가의 바닥레벨을 고려하여 동레벨로 조성1

주진입부 시설배치구간 등 부분적으로 포장패턴을 달리함 연결녹지 내 시설과 연계, ( )

시설물 주진입부에는 상징수목 안내시설 휴게시설 등을 집중 배치하여 입구성을 강조한다, , .

휴게시설 및 기타 편의시설은 가능한 연결 녹지 내에 설치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

도록 계획

� 민간부문

식재 연결녹지 내 조경계획을 참고하여 연계 계획한다.

포장 연결녹지의 포장계획과 연계하여 층 상가의 바닥레벨을 고려하여 균질하게 조성1

시설물 상업지의 활발함과 어우러지도록 보행등 겸용 열주 혹은 바닥조명을 배치하여 야간이

용자들의 안전성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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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A 민간시설물 허용구간/ 구간B 보행안전구간
그림 7-24 큰뜰마실길 상세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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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개화산어귀길 유형12

2.12.1 조성 기본원칙

협소한 보도폭의 보행환경 및 연접한 연결녹지와의 연계를 고려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그림 7-25 개화산어귀길 평단면도

도로폭원 8/10m도로기능 국지자전거 -식수대 -보도폭 1.5m전면공지 3.0m
연결녹지 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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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부문별 구상

� 공공부문

식재 연결녹지의 식재로 별도의 식재가 필요 없는 가로

포장 백색의 페인트로 노면에 보행로임을 표시하여 보도와 차도의 영역을 분리

시설물 안전을 위해 보도와 차도 사이 일부 구간 펜스를 설치할 수 있다.

보행공간의 협소로 인해 보안등은 연결녹지 내 설치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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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6 개화산어귀길 상세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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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병원어귀길 유형13

2.13.1 조성 기본원칙

좁은 차선에 상대적으로 넓은 전면공지 를 이용하여 적절한 커뮤니티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전면(5.0m) (

공지 및 공개공지 공공건축물 병원 학교 에 대응하여 안전을 우선시 하는 가로공간을 조성한다). ( / ) .

그림 7-27 병원어귀길 평단면도

도로폭원 8m도로기능 국지자전거 -식수대 -보도폭 4.0m전면공지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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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부문별 구상

� 공공부문

식재 가로수 높고 매스감있는 건물에 대응하여 수고가 높은 가로수를 열로 식재1

� 민간부문

식재 전면공지 수고가 낮거나 가지가 많아 안전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수종의 식재는 지양[ ]

건물 입구부에는 경관성 향상을 위해 수수꽃다리 소나무 등을 군식하거나 대교목 식재,

계획으로 입구감과 장소감을 조성

포장 병원의 차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무채색 계열을 사용하되 입구부에는 패디패턴을 이

용하여 입구부를 상징할 수 있다.

시설물 넓은 전면공지를 이용하여 낮은 초화류와 휴게시설이 어우러지는 쉼터를 조성

안전을 위해 건물의 이용이 없는 야간에도 적정 조도를 준수한다.

야간이용 안전성을 부여하고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물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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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8 병원어귀길 상세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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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로수 식재계획

그림 식재계획도7-29

구분 연장 도로폭 보도폭 비고

광로 3-16 1,850 50~45 3.5

중로 1-1,7,8,17,18,2-2,17~22 5,276 23~18 2.75~2.25

대로 중로1-1,3-1,2, 1-11~13,16,17
30,32,2-3~5,16,23~25,27~31,33,34 8,343 36~16 3.5~2.0

대로 중로2-2, 1-31,2-32 1,985 53~18 3.0~2.25

중로 2-15, 26 636 18 2.75

표 노선현황7-6

구분 기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낙엽교목

메타세콰이어 H5.5xB15 주 463

이팝나무 H4.0xR15 주 1,245

느티나무 H4.0xR15 주 2,160

왕벚나무 H4.0xB12 주 496

칠엽수 H4.0xR15 주 159

교목합계 주 4,523

표 식재 수량표7-7

가로수 식재계획은 향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필지 계획 수립 시 공사 토목조경, SH※

팀의 사전 확인 필요





Ⅴ. 보행환경특화계획 가이드라인

08 _보행환경특화계획





08 _보행환경 특화계획

보행환경 특화사항1.

보행길 흔적살리기2.

보행가로 강화 민간3. ( )

주요거점별 계획4.





보행환경 특화사항1.
보행길 흔적살리기1.1

보행가로 강화1.2

주요거점 선정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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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환경 특화사항

1.1 보행길 흔적살리기

 보행친화길의 조성

옛 보행길의 흔적을 투영하고 주요: ,

공간을 연결하여 보행자의 이동이 편

리한 필지 내를 관통하는 순수 보행

길을 형성한다.

 테마별 보행친화길 형성

보행친화길의 테마를 세 가지로 설정:

하고 각 테마별 보행산책루트의 경관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1.2 보행가로 강화

 가로경관에서 건축물의 전면공간은 보

행자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

간으로 보행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

상되는 가로를 선정하여 해당가로의

건축물 전면공간에 대한 공간 활용 방

향을 제시한다.

 건축물의 저층부 구간과 도로 공공 와( )

접하는 전면공지 구간 민간 에 대한 통( )

합적 계획을 유도한다.

그림 8-1 보행길 흔적살리기 구간

그림 8-2 보행가로 강화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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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거점 선정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중요공간과 만나-

는 결절부는 주요거점으로 선정하여 오

픈스페이스를 형성하고 보행자가 이용,

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장소적 인

지성을 높인다.

역세권 및 도시공간에서 가장 큰 오픈-

스페이스인 광장 혹은 중앙공원과 접점

인 구간은 상징거점으로 선형 오픈스,

페이스인 연결녹지와 도로 또는 보행친

화길이 교차되는 구간은 활성화거점으

로 여러 보행친화길이 겹치는 접점 및,

버스정류장 등 인접구간은 소생활거점

으로 선정하고 각 거점에 대한 조성,

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8-3 주요거점 선정





보행길 흔적살리기2.
보행친화길 조성2.1

세가지 테마의 산책루트2.2

세가지 테마의 공개공지2.3

세부구상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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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길 흔적살리기

2.1 보행친화길 조성

� 보행동선 형성이 가능한 배치구성

 보행친화길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건

축물의 배치 구성이 나타날 수 있다.

· 보행친화길이 필지 경계부에 지정된

경우에는 외부로 조성하여 건축물이

보행로 상부에 계획되지 않도록 한

다.

· 보행친화길의 결절부 공지 조성 구( )

간에 접한 부분은 사선형태의 건축

물 매스를 형성하여 도로변에서 보

행친화길로의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

록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보행친화길이 필지의 내부를 관통하

는 경우 건축물의 매스를 분리하여,

계획하거나 필로티형 또는 건축물,

내부를 통과하는 아케이드형으로 조

성이 가능하다.1)

· 보행친화길 구간에 필로티형으로 건

축물 계획시 필로티 내부 유효높이

는 최소 이상 확보하여 보행자의 시각적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6m .

사선형-
매스분리형-

필로티형-
내부 아케이드형 연결통로- ( )

표 8-1 건축물 유형 구분

1)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반드시 외부로 설치하며 필로티형태로 조성할 수 없다, .

그림 8-4 보행친화길 조성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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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친화길의 폭원은 다음의 세 종류로 구분한다.

· 보행친화길 형성구간 중 공공보행통로 기지정구간 최소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가:

이드라인 구상도에 따른다 이상 이상 이상 이상. (3m , 6m , 10m , 12m )

· 보행친화길 형성구간 최소폭은 가이드라인 구상도에 따른다 최소폭 이상 이상: . ( 2m , 4m )

· 필지 내 보행동선 연결구간 최소폭은 가이드라인 구상도에 따른다 최소폭 이상: . ( 4m )

 보행친화길은 구상도에 표시된 위치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필지 경계부에 확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위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지를 관통하여,

형성하는 보행친화길의 경우에는 보행친화길의 시종점 위치는 준수하되 필지 내부에서,

는 건축물 계획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보행친화길은 구상도에 표기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한다.

 보행친화길 형성구간도 대지 내 조경면적 산정시 해당부분의 을 조경면적으로 포함하여1/2

산정이 가능하다.2)

 보행친화길에 면하는 저층부는 투시형벽면으로 구성하여 보행자와 건축물간 공간적 친밀성

을 높이고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

 보행친화길에는 바닥 매입등 건축물 내부 조명 등으로 야간 조명 효과를 주어 안전한 공간,

으로 조성한다.

건축물의 내외부 시야 확보가 가능한 투시형벽면 및 조명 설치 예시

그림 8-5 보행친화길 구성 예시

2) 서울시 건축조례 제 조 제 항 기준에 적합한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2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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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형 보행친화길 형성 가능성 검토

 필지규모상 건축물의 층부 평면계획시 코어 차량진출입구 등 중요 공간을 고려하여 보행1 ,

동선 형성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고3) 건축물 계획이 가능하면서도 보행동선 형성이 가능,

한 범위를 감안하여 보행친화길의 위치를 설정하였다.

대필지
산업용지( )

- 대필지 블록규모상 (D16 296m X 172m)
(DP3 : 253m X 260m)
사선형 블록 통과형 동선 구성 필요

- 저층부 여러 동으로 나누어 구성될 수 있는 필지로,
자유로운 건축물 계획 가능

중필지
산업용지( )

중필지 블록 규모상- (95~109m X 130m)
사선형 블록 통과형 동선 구성 필요
저층부 공간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

소필지
산업용지( )

소필지 블록 규모상- (66m X 130m)
대각선 방향의 블록 통과동선 필요성 낮음
다만 블록 장변 길이가 긴 특성상 중간 통과형 동선 형,
성 필요

소필지
지원시설용지( )

블록 규모상- (33m X 123m) (33m X 180m)
대각선 방향의 블록 통과동선 필요성 낮음
다만 블록 장변 길이가 긴 특성상 중간 통과형 동선 형- ,
성 필요

표 8-2 필지규모별 사선형 보행친화길 형성 가능성 검토

3) 별첨 제 장 주요회의 의견사항 중 제 차 워크샵 보고자료 참고13 3 (20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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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유형 구분

 산업시설용지

· 산업시설용지에서 보행친화길 형성

시 건축물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공

간은 보행친화길에서 건축물 내부로

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조경 등으

로 영역 구분을 할 수 있다 산업시.

설용지의 부대시설을 보행친화길변

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인접 배치하

여 활성화를 유도한다.

 업무 상업 지원시설용지/ /

· 업무 상업 지원시설용지에서 보행친/ /

화길 형성시 층부 근린생활시설 또1

는 로비 및 홀 등과 연계하여 자유

로운 보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

획한다.

 보행친화길 상부에 캐노피 등을 설치

하여 보행 환경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

다. 필지 경계에 형성되는 경우에는(

설치를 원할 시 개별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조성할 수 있다.)

산업시설용지

유형 조경차단[ 1] 유형 형[ 2] open 유형 필로티형[ 3]

보행로와 건물사이 조경처리-
로 건물로의 직접 진출입
차단 보안 유지( )

건축물의 부출입구 설치-
층 부대시설과 연계- 1
로비 홍보관 전시관 등( , , )

캐노피 설치가능 필지간 합의( )※

필지 내 건축물의 저층부 통-
과형

업무 상업/ /
지원시설용지

유형 캐노피 설치[ 1] 유형 형[ 2] open

보행로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자유로운 진입- ,
연계 활성화
상부 케노피 설치로 보행편의 유도-

보행로에서 근린생활시설로자유로운 진입- ,
연계 활성화

보행친화길은 필지 경계 조성시 최소폭 이상 필지 내 조성시 이상 공공보행통로 지정구간은 지구단위계획 구상에서 지정한 폭원 이상2m , 4m ( )※

표 8-3 용도별 도입 유형

그림 8-6 용지 용도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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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가지 테마의 산책루트

 마곡을 체험하는 보행자들을 위한 세 가

지 보행산책루트를 계획한다.

 공공성과 안전성에 위배되지 않는 걷고

싶은 산책루트를 조성하도록 한다.

 통일감 있는 조경기법을 준수함으로써

특정 산책루트를 걷는 느낌을 가질 수 있

도록 한다.

어메니티 산책루트 :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포장

계획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는 보행친화길

규제 포장 투수블럭포장 권장수종 사초과( ) : / : -‣
사초와 다른 수종을 적절히 혼용

자연친화 산책루트 일반가로에서 중앙공원으로:

연계되는 전이적 성격의 산책길

규제 포장 식재형포장 식재형포장이주재료( ) : -‣
로 사용 다른 포장과 적절히 혼용,

커뮤니티 산책루트 주가로에서 이면가로로 이어주는 보행친화길로 업무지구 상근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　

규제 포장 투수블럭 식재 관목초화류 화단 조성( ) : / : /‣

어메니티 산책루트

자연친화 산책루트

커뮤니티 산책루트

그림 8-4 산책루트 구성 예시

그림 8-8 세가지 테마의 산책루트
그림 8-7 산책루트별

기본개념



보행환경 특화계획08

마곡지구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239

2.3 세가지 테마의 공개공지

 보행친화길 내 쉼터인 테마형 공개공지로

보행친화길과 공개공지의 공간 연계를 고

려하여 계획한다.

 과도한 시설물 계획은 지양하고 테마에

맞는 적절한 시설 배치로 휴게공간을 조

성한다.

 테마형 공개공지에는 반드시 정자목을 식

재하여 그늘이 좋은 쉼터를 제공한다.

마을어귀형 커뮤니티산책루트와 연접하여:

정감있는 커뮤니티형 공개공지 조성

규제 정자목 이상 을 식재한다( ) (H4.0XR12 ) .‣
권장 정자목과 어울리는 휴게시설 계획( )

자전거쉼터형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간: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개공지 조성

규제 정자목 이상 식재한다( ) (H4.0XR12 ) .‣
권장 자전거이용자및보행자의휴식을위한( )
자전거 거치대 및 휴게시설 계획

놀이터형 휴게와 놀이가 있으며 안전을:

우선시하는 공개공지 조성

규제 정자목 이상과사초과식재계획( ) (H4.0XR12 )‣
권장 안전하고흥미가있는휴게시설계획( ) 4)

4) 놀이형공개공지에는일반놀이터에조성하는조합놀이대나단품의놀이시설을설치할수없다 단조롭지않은휴게시설로아이들에게는흥미.
와 이목을 끌 수 있는 시설물을 계획한다.

마을어귀형 공개공지

자전거쉼터형 공개공지

놀이터형 공개공지

그림 8-12 테마별 공개공지 구성 예시

그림 8-11 테마별 공개공지
그림 8-10 테마별 공개공지

기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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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행친화길과 공개공지가 만나 사선의 흔적을 살리는 필지

보행영역

 도로와 수직적인 공간은 보행영역으로 확보한다.

커뮤니티 공간

 건물가각부 또는 후퇴선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소규모 포켓파크 개념으로 녹음수 식재 및 수경시설을

도입한다.

길찾기 인지요소

 장소와 장소를 연결하는 개념의 시설을Way finding

설치한다.

식재 및 포장

 건축 후퇴선에 반하는 식재를 금하고 사선 축을 따라,

열식 교목 하여 시각축을 확보한다( ) .

 포장 패턴 및 식재대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패디 컨셉

패턴을 연출한다.

그림 8-13 필지 내 보행친화길 조성 기법

그림 8-14 보행친화길과 공개공지가 만나 사선의 흔적을 살리는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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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가로 강화

3.1 보행가로 강화구간의 선정

 건물 전면공간은 가로경관과 가로를 걷는 보행자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미

치는 요인으로 건물 저층부의 형태 및 프로그램 전면공지의 식재 포장 시설물에 대한/ · ·

구상을 제시하여 건축물 저층부와 전면공지의 공간이용을 유도시킨다.

 선정된 가로는 보행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로로 각종 교통수단의 환승이 발생하는

마곡나루큰길 광장과 공원이 밀집되어 있는 마곡나루터길 공공시설과 주거지역을 잇는 등교/ /

길 연결녹지변과 지원시설용지가 평행하게 진행되는 뜰이음길과 큰뜰마실길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주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 제시기준

· 보행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전성 쾌적성 접근성 보행성에 충실한 가로, , ,

· 보행강화를 위한 건축적 장치와 가로 구성요소간의 통합적 설계

개방형 저층부 구성 유형1.

대중교통중심도로 단지 내- ↔
보행 연계 강화
마곡나루큰길 마곡나루터길- /

테라스형 저층 활성화 유형2.

연결녹지변 상업 지원시설과- /
연계된 여유로운 생활가로
뜰이음길 큰뜰마실길 뜰이음- / /
길

공지연계 활성화 유형3.

주거 병원 학교 주거 공원- / ,↔ ↔
이용자를 고려한 쾌적한 생활
가로
등교길-
산업안길 일부-

입체화가로형4. 5)

중심업무지구 지상 지하 공공- /
보행통로의 연속적 입체적 저/
층부 구성 및 활용

그림 8-15 보행가로 강화구간 선정

5) 지하철연계 보행통로계획 가이드라인 기수립사항으로 해당계획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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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방형 저층부 구성형

3.2.1 마곡나루터길 발산로( , W = 36m)

보행밀집도 높은 간선가로 상징가로 중심업무지구 내 연계 유도[ ( ) - ]

 보행밀집도가 높은 중심지에 위치한 가로로 중심업무지

구의 중앙 입체화 가로와 연계를 유도한다.

 특정 이벤트 개최를 고려한 상징가로로 건축물의 로비

로의 진입공간을 열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식재 포장 민간시설물에 대한 구상은 대지 내 공지에 관/ /

한 구상 민간영역 포장특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참조한( )/

다 포장특화구상.(263p 8.4.3. )

그림 8-16 마곡나루터길 기본구상

부문별 가이드라인 내용

배치 및 형태

개방형로비 건축물 내 상업연계 아케이드 등을 조성하,•
여 도로변에서 보행자들이 중심업무지구내로 내로 자연
스러운 진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권장

지상 층 층은 주진입구를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 1 ~2 ,
등 상업기능의 용도를 계획하는 경우 가변형공간으로
구성 폴딩도어 등 설치 하여 보행공간과 기능적 공간적( ) ,
연계성 높임 가변형공간 구성시에는 개층으로 구성하. 2
여 가로 규모에 적절한 스케일감 형성
중심업무지구의 교차로 주변 선큰형 공개공지 조성을 권•
장하여 중앙의 입체화가로와 지하동선이 연계될 수 있
도록 유도
중심업무지구에서 마곡나루터길변으로의 최고높이는 고•
도지구 내 가능한 최고높이 약 를 기준으로 계획( 48m)
권장 건축물간 높이를 일치하여 가로변에서 정돈된 스,
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재료 및 외관
중심업무지구는 첨단 이미지에 걸맞는 외관 계획을 권장•
하며 저반사유리를 사용하여 깨끗한 이미지 유도,
층부 투시형 벽면 형성1•

옥외광고물
건축물상단 가로형간판 형태 통일•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 요소로 적극 활용하여 구성 가능•
가로형 간판보다는 지주이용간판을 우선 권장•

식재
가변형 벽면에 대응하는 녹지대 조성•
권장수종 부드러운 텍스쳐의 사초과 식재:•
이동형 식재포트를 이용하여 유동적인 공간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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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가이드라인 내용

포장
넓은 녹지대 조성시 디딤석 혹은 식재형 포장을 하여•
건축물 방향으로의 접근성을 높임
주요거점에 해당하는 공개공지는 포장특화하여 조성•

시설물

전면공지 내 휴게시설은 가로를 조망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조성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까지는 보행안전구간으로 사용2.0m•
할 수 있도록 하며 나머지 에 한하여 민간시설물3.0m
및 식재 허용

표 8-5 마곡나루터길 부문별 가이드라인

그림 8-17 마곡나루터길 평면

그림 8-18 마곡나루터길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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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9 마곡나루터길 조감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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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마곡나루큰길 공항로( , W = 45m)

대중교통중심도로 단지 내 보행 연계 강화 가로 조성[ - ]

 보행밀도가 높은 가로로 교통결절점에서 단지 내로

보행유입이 가능한 저층부를 구성한다.

 개방형 로비 공공보행통로 상업연계아케이드를 통/ /

해 이면부 상업안길 로 동선을 유도하여 투과성이( )

높은 가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건축물 실내 이면부에는 아늑한 분위기의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그림 8-20 마곡나루큰길 기본구상

부문별 가이드라인 내용

배치 및 형태

마곡나루큰길 공항로 변에서 이면블록으로 보행 연계가( )•
가능한 개방형 저층부 구성 권장

층부 통과형 보행동선 연결 권장구간에는 개방형 로- 1
비 건축물 내 상업 연계 실내형 아케이드 등의 저층부,
구성 권장

공공보행통로 보행친화길 조성 해당 필지는 건축물 외- ( )
부에서 이면블록으로 연결되는 보행공간 형성

층 가로활성화용도와 보행동선의 공간적 연계를 통해- 1
저층부 활성화 유도
마곡나루큰길변으로 접한 길이가 긴 이상 필지의(100m )•
경우 저층부 매스 분절 권장 매스 분절된 공간을 통하,
여 이면부로의 보행 연결 구성
주요 보행동선의 가각부에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보행동•
선과의 공간적 연계성 높임

재료 및 외관

저층부는 재료 특유의 물성이 나타나는 재료의 사용으로•
차분하면서도 건축물간 다양한 가로경관의 변화가 느껴
질 수 있도록 권장,
고층부는 저반사유리를 사용 깨끗한 외관 형성 권장,•
층부 투시형 벽면 형성1•

옥외광고물
건축물상단 가로형간판 형태 통일•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 요소로 활용•
저층부 층 이하 전면과 일체화된 형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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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가이드라인 내용

식재

전면공지[ ]
투시형 벽면에 대응하는 녹지대 조성•
가변 포트를 이용한 유동적인 공간 계획•
복사열에 강한 수목선정으로 수목고사율 저하 계획•
디스플레이형 벽면건물의 경우 잔디 혹은 상록지피식재•
로 투과성 높은 벽면의 성격 유지

이면부 전면공지[ ]
이면가로진입 가각부에 포인트 식재•

포장
주요 거점 내 공개공지는 포장특화기법 도입으로 바닥패•
턴을 연계하여 자연스러운 동선연결 유도

시설물

전면부에는 많은 사람의 이용성을 고려하여 만남이 가능•
한 휴게시설 조성
이면부로 향하는 보행로에는 장애물을 최소화하며 가각•
부에 식재 혹은 시설물 설치권장
건축물의 후면부분과 연계하여 적절한 휴게공간을 설치•
할 수 있음

표 8-6 마곡나루큰길 부문별 가이드라인

그림 8-21 마곡나루큰길 평면

그림 8-22 마곡나루큰길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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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3 마곡나루큰길 조감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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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테라스형 저층 활성화 유형

3.3.1 큰뜰마실길

연결녹지변 상업 지원시설과 연계된 여유를 즐기는 생활가로 형성[ / ]

 보도 연결녹지 전면공지 건축물 저층부간 통합적 계획을- - -

고려하여 저층부 시설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휴먼스케일의 공간감 및 시설물 계획을 유도하고 소형돌출,

간판 등 포인트경관요소 활용으로 가로의 활력을 부여한다.

 통행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지양하며 전면공지의 사유화를

지양한다.

 전면공지는 연결녹지의 녹지패턴을 도입하여 통일감있는

공간감 조성 및 동일 마감재질의 시설물 계획을 권장한다.

그림 8-24 큰뜰마실길 기본구상

부문별 가이드라인 내용

배치 및 형태

전면공지와 건축물의 내외부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테라•
스형 상업시설의 구성을 적극 권장

구상도에서 테라스형상업시설의 권장구간으로 지정한-
부분에 한함

전면공지 중 연결녹지변에서 최소 를 보행공간으- 1.5m
로 확보 후 계획
연결녹지변에서 건축물로의 보행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저층부 건축지정선을 기준으로 인접한 건축물과의 건축•
선을 일치시켜 계획 권장

재료 및 외관
주외장재료 권장 목재 벽돌 콘크리트 유리: , , ,•
층부 투시형 벽면 구성1•

옥외광고물

연립형 가로형간판 건축물상단 가로형간판의 설치 금지,•
지주이용간판의 설치 권장•
소형돌출간판•

층에 한하여 설치 다양한 재료와 디자인으로 형상화- 1 ,
하여 점포별 특화 아이템으로 형성되도록 유도

설치 위치는 하나의 건축물 내 동일 높이에 조성-
천형태의 어닝 설치시 건축물 재료와 어울리는 색상 사•
용 계열의 사용 권장(RED, BROWN, BLACK )

건축물의 입면과 일체화된 케노피 형식의 디자인 도입-
가능

식재 및
시설물

연결녹지계획내용을 참조하여 기존의 패디라인을 살린•
계획선과 그에 반하지 않는 시설배치 및 식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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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가이드라인 내용

포장
연결녹지와 연계한 포장 계획•
주요거점에는 포장특화•
전면공지 내 보행공간은 걷기 좋은 포장•

표 8-7 큰뜰마실길 부문별 가이드라인

� 테라스형 상업시설 형성 유형 공통적용사항( )

전면공지의
구성

전면공지 내 보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후 테라스형 구간으로 활용•
보행 최소공간 연결녹지변 이상 중앙공원변 이상- : 1.5m , 2m

테라스구성
세부사항

테라스와 외부 보행공간의 경계는 난간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을 우선 권장•
난간으로 영역을 구분하는 경우•

원색의 천막형태 가게 상호가 적힌 형태 등 지양- ,
금속 재질에 무채색 짙은 회색 페인트 마감처리 또는 목재 재질로 투시형으- ( )
로 계획

인접 점포와의 경계는 플랜트 박스 등을 활용하여 영역 구분 가능-
난간의 높이는 이내로 계획하여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함- 1.2m

•테라스와 외부 보행공간 및 층 진입부와는 단차가 생기지 않는 것을 우선 권장1
데크 형태의 테라스 설치로 인해 외부 보행공간과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진-
입구간은 경사로로 조성하여 진입이 자유롭도록 계획

표 8-8 테라스형 상업시설 형성 가이드라인 공통적용사항( )

연결녹지변 지원시설 전면공지 공간( 3m )

건축물
외부
연접
구성

건축물
내부

복합구성

표 8-9 연결녹지변 테라스형상업시설 도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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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변 지원시설 전면공지 공간( 5m )

표 8-10 중앙공원변 테라스형상업시설 도입 유형

그림 8-25 큰뜰마실길 평면도

그림 8-26 큰뜰마실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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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7 큰뜰마실길 조감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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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중앙공원변 지원시설

공원변 조망과 휴게 및 휴식이 가능한 공간 형성[ ]

 공원 변 전면공지의 보행공간 테라스시설 구성으로 공원을 사유화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고+

려한다.

 공원과 이면도로변 단절을 최소화한다 시야 확보 및 조경공간 활용.( )

그림 8-28 중앙공원변 지원시설 기본구상

부문별 가이드라인 내용

배치 및 형태

전면공지와 건축물의 내외부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테라•
스형 상업시설의 구성 적극 권장

구상도에서 테라스형상업시설의 권장구간으로 지정한-
부분에 한함

전면공지 중 공원변에서 최소 폭원 를 보행공간- 2.0m
으로 확보 후 계획

공원에서 건축물로의 보행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공원변으로의 민간가로시설물 설치시에는 전면공지-
내 폭원 의 보행공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 가능2.0m

필지간 차량진출입구는 인접하여 조성 대지 내 조경2 ,•
공간도 필지간 인접하게 조성하여 도로에서 공원방향
으로 열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해당 위치는 구상도에서 제시하는 위치에 따름-
도로변으로 포켓형태의 대지 내 조경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권장 도로변의 외부공간을 무분별한 지상주차,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함

재료 및 외관

주외장재료 권장 목재 벽돌 콘크리트 유리: , , ,•
경사지붕 및 건축물 입면재료를 지붕까지 일체화하여•
계획 권장
층부 투시형 벽면 구성1•

표 8-11 중앙공원변 지원시설 부문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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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9 중앙공원변 평면

그림 8-30 중앙공원변 단면

그림 8-31 중앙공원변 조감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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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뜰이음길

연결녹지변 지원시설과 업무시설이 연계된 여유를 즐기는 생활가로 형성[ ]

 뜰이음길과 연결녹지간 보행 연계가 가능한 저층부 구성을 유도한다.

 마곡나루터길에서 이면부로 이어지는 보행동선이 뜰이음길의 근생시설로 연계되도록 저층

부 구성을 유도한다.

 연결녹지변의 전면공지의 사유화를 지양하며 저층부와 연계한 활성화시설을 계획한다.

 연립형 가로형간판으로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한다.

부문별 가이드라인 내용

배치 및 형태

업무시설 지원시설은 뜰이음길과 연결녹지로의 시야확/•
보 및 보행연계 마곡나루큰길에서 뜰이음길로의 보행,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방형 저층부 구성 권장

층부 필로티 형태 권장 층 상가와 연계한 아케이- 1 , 1
드 구성 등을 통하여 보행 활성화 유도 가로의 공,
개공지 등과 보행동선을 연계 구성

연결녹지변으로는 전면공지를 활용한 테라스형 상업시•
설의 구성 적극 권장

구상도에서 테라스형상업시설의 권장구간으로 지정-
한 부분에 한함

전면공지 중 연결녹지변에서 최소 를 보행공간- 1.5m
으로 확보 후 계획

연결녹지변에서 건축물로의 보행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재료 및 외관
연결녹지변 지원시설 주외장재료 권장 목재 벽(5,6) : ,•
돌 콘크리트 유리, ,

층부 투시형 벽면 구성1•

옥외광고물

뜰이음길변으로 일부 필지에 한하여 연립형 가로형간•
판의 층이하로 설치 가능 유형별 설치기준에 따라3 ,
설치
건축물상단 가로형간판의 설치 금지•
소형돌출간판•

층에 한하여 설치 심플하고 단순한 형태로 계획하- 1 ,
여 보행자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성

설치 위치는 하나의 건축물 내 동일 높이에 조성-
천형태의 어닝 설치시 건축물 재료와 어울리는 색상•
사용

식재

이면부 전면공지[ ]
휴먼스케일의 친근한 이면부 가로공간 조성•
지하고가 낮은 수목 도입 및 패디컨셉의 충분한 녹지•
대 조성

필지 내 조경[ ]
이면부로 가는 통행길에는 보행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녹지대를 건물과 연접하여 보행중 녹시율을 높
임



256 마곡지구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부문별 가이드라인 내용

포장
이면 진입부의 전면공지와 건물 필로티 하부에 포장특•
화로 보행흐름 유도 패디 컨셉 패턴( )

시설물
과하지 않은 적절한 조명기구를 설치 혹은 건물후면부•
에 부착하여 이면부의 안전성 확보

표 8-12 뜰이음길 부문별 가이드라인

그림 8-32 뜰이음길 평면

그림 8-33 뜰이음길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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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4 뜰이음길 조감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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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지연계 활성화형

3.4.1 등교길 산업안길 일부구간&

주거 병원 학교 주거 공원 이용자를 고려한 쾌적한 생활가로[ / , ]↔ ↔

 이용빈도가 높은 생활밀접형 가로이므로 편안하

고 안전한 거리로 조성한다.

 가로변 전면공지를 활용하여 외부 휴게공간과 건

축물의 저층부를 연계한다.

 야간 보행 활동의 안전성을 고려한다.

그림 8-35 공지연계활성화형
등교길 기본구상( )

부문별 가이드라인 내용

배치 및 형태

업무용지는 가로변으로 충분한 보행공간과 보행연속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조성

업무용지 는 가로변으로 필로티형 공개공지- (C12,C13)
및 필로티형 보행공간을 높이 이상 조성하여( 6m ) 1
층부 근린생활시설과의 연계 활성화 유도

- 업무 상업용지 는 가로변으로 선형의 공개공지를/ (C2,B4)
조성하여 보행과 휴게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계획

업무용지 는 가로변 가각부를 중심으로 공개- (C1,C3)
공지를 조성하여 보행과 휴게기능을 겸할 수 있도
록 계획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는 가로변 휴게기능을 포함/•
한 외부공간 구성 권장 특히 산업시설용지 층부에는, 1
해당 도로변으로 부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가
로변 공동화 발생을 최소화함

재료 및 외관
무채색 중 따뜻한 계열 계열 의 사용 권장(Warm grey )•
건축물 내외부 조명으로 야간 보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 야간경관 구상 참고( )

옥외광고물

필로티 내 광고물 설치위치 통일•
연립형 가로형간판의 설치 건축물상단 가로형간판의,•
설치 금지
소형돌출간판•

층에 한하여 설치 심플하고 단순한 형태로 계획하- 1 ,
여 보행자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성

설치 위치는 하나의 건축물 내 동일 높이에 조성-
•천형태의 어닝 설치시 건축물 재료와 어울리는 색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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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가이드라인 내용

식재
건축물 필로티 기둥과 민간시설물제한선 사이 공간을•
이용한 화단 조성

포장
피로티하부와 전면공지의 보행공간이 연장되어 읽힐 수•
있도록 동일한 재질의 포장 계획

시설물
보행친화길과 연계하여 선정된 놀이형 공개공지에 적절•
한 시설물 계획

표 8-13 등교길 산업안길 일부구간 부문별 가이드라인&

그림 8-36 등교길 평면

그림 8-37 등교길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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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8 등교길 조감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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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특화구상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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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거점별 계획

4.1 주요거점 선정

 교차 가로의 성격 및 기능 이용 행태 및 빈도등을 고려하여 가로 내 구심점 역할을 하는 주,

요 거점을 지정한다.

 주요 거점은 그 성격 및 기능에 따라 상징거점 활성화거점 소생활거점으로 구분한다, , .

4.2 주요 거점별 가이드라인

4.2.1 상징거점

 상징거점은 차량 대중교통 녹지의 교차지점으로 광장과 연결녹지를 특화시킨다, , .

 상징거점 내 개의 가각부를 통합디자인을 도입하여 계획한다4 .



� 공공부문 보도( )

 대로가 만나 를 제공한다VOID, OPENSPACE .

 필수시설을 제외한 시야에 방해되는 시설물 및 식재는 배제한다.

 상징거점과 연접한 공원 및 광장과 연계되는 패디 컨셉 패턴을 적용한다.

 개의 가각부는 통일성 있게 통합디자인 계획을 수립한다4 .

� 민간부문 공개공지 전면공지( / )

 환경조형물 및 수준 높은 디자인 계획을 도입하고 적정 조도의 조명시설 설치로 야간 이용

자들을 배려한다.

사선의 공간구획 계획 통일감있는 식재계획 통일감있는 포장계획

패디 패턴 컨셉을 살린 포장특화 통일감있는 가각부 계획 공개공지 내 환경조형물 계획

그림 8-39 상징거점 조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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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활성화 거점

 공공부문 연결녹지 보도 과 민간부문 보행친화길 공개공지 조경권장구간 의 통합적 공간 설( , ) ( , , )

계를 도입한다.

 도심권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으로 연결녹지와 수직적으로 만나 가로가 확장되는 공간을 조

성한다.

 가로에 면한 넓은 면적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는 거점이 된다.

� 공공부문

 연결녹지와의 통합설계 패디 컨셉 패턴을 적극 도입을 통한 가로특화 를 도입한다( ) .

 연결녹지 진입부에 커뮤니티를 위한 시설을 도입한다 휴게 알림시설.( / )

� 민간부문 공개공지( )

 인접 공공대지의 설계를 반영하여 녹지 포장의 디자인 및 소재를 통일성 있게 연계한다, .

 풍성한 녹음을 주는 지하고가 높은 대형 교목과 사초과 및 화본과 식재로 마곡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식재 계획을 도입한다.

 코너에 위치한 건축물의 불은 소등하지 않음으로써 가로 조명의 기능을 수행한다.

포장특화 식재 시설 포장의 통합계획/ / -1 식재 시설 포장의 통합계획/ / -2

수준높은 공개공지 계획 패디 컨셉 패턴을 살린 식재계획 패디 컨셉 패턴 식재계획의 디테일

그림 8-40 활성화 거점 조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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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소생활 거점

 공공부문 보도 과 민간부문 보행친화길 공개공지 조경권장구간 의 통합적 공간 설계를 도입( ) ( , , )

한다.

 생활권 커뮤니티 공간으로 보행친화길과 수직적으로 만나는 가로의 연속공간이며 보행친화

길 진입의 길목에 위치한다.

� 공공부문

 보행친화길과 통합설계를 통해 연속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보행친화길 내 공원안내사인을 이용한 개념의 시설물과 거점을 표시한 지도WAY FINDING

가 있는 안내 표지판을 배치한다.

� 민간부문 공개공지( )

 공공부문 설계도면과 식재 및 포장부문의 소재와 패턴을 통일시켜 계획한다.

 보행친화길을 인지할 수 있는 지정식재와 대형 교목 식재를 조성하도록 한다.

 코너에 위치한 건축물의 불은 소등하지 않음으로써 조명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공공보행통로에 포장특화계획을 세운다.

보행맵 제공 보행맵 설치 이야기가 있는 보행맵 제공 예시

그림 8-41 소생활 거점 조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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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포장특화구상

 거점 상징거점 활성화거점 소생활거점 내의 포장계획에( / / )

패디 컨셉 패턴의 디자인을 반드시 반영한다.

 매스감있는 패디 컨셉 패턴의 선형을 도입하되 사선의

공간구획 계획선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원 광장 연결녹지 공공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민, , ( ), , (

간 는 서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일성을 갖도록 계획)

한다.

 특화패턴에 사용되는 색은 주변 포장과 동일한 색상이며

명도를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여 차별성을 둔다.

 단 다른 색상의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낮은 채도의 색,

상으로 계획하여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8-42 포장 특화구상

� 특화기법

 사선의 패디 컨셉 패턴 거점 내 사선의 공간구획 선형을 받아 패디패턴을 은유화한 바닥 포장:

 스토리텔링 패디 컨셉 패턴 상징성 및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의 기법으로 특화를 권장:

 보행유도 패디 컨셉 패턴 공공보행통로 건축물 진입부 건물 이면으로 진입을 유도를 위한: , ,

특화를 권장

사선의 패디 컨셉 패턴 스토리텔링 패디 컨셉 패턴-1

스토리텔링 패디 컨셉 패턴-2 보행유도 패디 컨셉 패턴

그림 8-43 포장특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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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_가로시설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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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적용사항∎
구 분 가이드라인 적용 적용예시

보도
블럭
재질

택지

통합가이드라인 적용(2009)

주거 황토블럭 인조화강석 대체가능- : ( )
상업 업무 인조화강석 자체투수블럭 권장- , : ( )
공원연접부 현무암 자체투수 및 빗물 투 보수 기능 고려- : ( )ㆍ
산업 소형고압블럭 틈새투수블럭 권장- : ( )

녹지,
공원

통합가이드라인 미 적용(2009) 
중앙공원 거점녹지는 별도 조성계획 수립 중- , 

보도
패턴

통합가이드라인 적용(2009)  
패턴은 의견 따름( MA )

패턴 단일색- :
색상 회색 백색 진회색 연회색- : , , ,     
형태 통합가이드라인 에 따라 블럭 석재 을 따름- : (2009) 2:1, 3:1

이외의 사항은 서울시 보도공사 매뉴얼 준용( ) 

장애인
점형
블럭

통합가이드라인 적용(2009)

통합가이드라인 에 따라 표면처리에 의한 도색을 금지하고- (2009)
보도 포장재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자블록 사용함 
색상 황색 노란색- : ( )

서울시보도매뉴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에 따름( , ) 

자전거
도로

통합가이드라인 적용 및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2009)
매뉴얼 자전거 도로 포장기준 적용( ) 

아스콘 포장 적용 서울시 매뉴얼 적용- ( ) 
자전거도로 분리형 가로는 빠른 속도로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한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이
합리적)
무채색계열 색상 적용 통합가이드라인 적용- ( ) 

보차도
경계석

일반
도로

통합가이드라인 적용(2009)

급경사형경계석으로 설치하며 경계석의 높이는 관련기준에( , 
의거 설치)

광장,
공원

공원녹지 내 경계석 설치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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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환경시설물 적용사항∎

구 분 가이드라인 적용 적용예시

볼라드

통합가이드라인 준수(2009)

차도 및 보도상 설치는 최소화-  

턱 낮춤 시공시 서울시 구상에 따라 볼라드 설치 안함       

벤치 서울시 디자인인증제품 중 선택하여 준수

보호
휀스

통합가이드라인 준수(2009)

서울시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한 설치를 지양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에서 제시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함( )「 」   

보차도
경계용

안전사고
발생

가능지역

자전거
보관대

통합가이드라인 준수(2009)

타입(A )

타입(B )

수목
플랜터

통합가이드라인 중 선택 준수(2009)

통합가이드라인 시설물 중 선택 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 
배수를 위해 물구멍 등 적용하고 뿌리분 공간 확보를 위해 폭 2m
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하여 제품을 설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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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이드라인 적용 적용예시

차도용
맨홀
뚜껑

통합가이드라인 준수(2009)

제품 품질이 관련 기준 및 규격 등 을 만족하지 못할시- (KS D 6021 )
서울시 기성제품인 우 오수 맨홀뚜껑 관급자재 제품으로 설치, ( )     

보도용
맨홀
뚜껑

시각적으로 보도블럭의 패턴이 유지되고 장애인유도블럭 설치에도- ,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 적용 

-일반제품 조화맨홀 서울시디자인인증제품 중 경제적인 제품 적용( ),

가로수
보호
덮개

통합가이드라인 준수(2009)

통합가이드라인 에 따라- (2009) 가로수 보호덮개 미설치를 우선 권장
하고 현장여건상 가로수보호덮개 설치 시에는 내경조절형 적용하여, 
빗물 유입이 용이하도록 함

보안등
가로등

통합가이드라인 준수 재질 및 색상(2009) :

단 형태 변경 반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의무적 제도 에- ( )  
따라 구매가곤란함.
차도와 인도를 모두 빛출 수 있는 형태가 필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 조 고효율에너지- 11 ( 
기자재 사용 에 따라 가로등 보안등 제품을 이상 설치) LED , 30%    
하여야 함

기타
시설

통합가이드라인 준수(2009)

안내사인 방향유도사인 등 휴지통 재털이 등- ( ), ,

U-city
관련

시설물
관련시설은 디자인심의에서 결정 시행U-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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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디자인 가이드라인1.

프랑스 파리 리브 고슈 구상2.

캐나다 오타와 가이드라인3.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구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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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 디자인 가이드라인

� 디자인 구상의 위계

 도시재개발국 에서 기본구상 을 기(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Concept plan)

초로 기본계획 수립(Master plan)

 개의 지역 및 개 지구로 구분하여 각 지구별로 고려해야 할 제시5 55 Design Guideline

 지구 특성에 따라 각 특징에 적합한 항목으로 가이드라인 구성

개 항목Urban Design Guideline (20 )

Promenade
Street Block Plan
Design ofCoverd and Open Walkways within The Civic District
Urban Verandahs, 2nd story links, 1st storey links, Underground links to MRT stations,

Building Edge and Activity generating Uses
Urban Design Plan and Guideline for Orchard Planning Area
Outdoor Sign In The Central Area
Outdoor Kiosks and Outdoor Refreshment Area
Underground Pedestrian Network
Underground pedestrian links
Cash Grant Incentive to Co-Fund Implementation of Underground Pedestrian Links
Landscape Replacement Areas
Night Linghting Masterplan
Building Height
Building Setback
Provision of Lighting for Buildings
Screening of Mechanical &Electrical Services and Car Parks
Conversion from Residential to Hotel Uses
Lighting Incentive
Art Incentive
Changes to the Electronic Development Application(EDA)

표 14-1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구성 항목

그림 14-1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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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이미지

그림 14-2 싱가포르 도심부 도시 이미지

� 세부 구상 사례 샘플구역 오차드 지구: (Orchard)

· 지역 내 지구 단위로 구역을 구분하여 각 지구별 디자인가이드라인 사항 제시‘ ’ ‘ ’

그림 14-3 구역의 구분 오차드 지구-

Urban Verandahs, 2nd storey links, 1st storey links, Underground links to MRT

stations, Building Edge and Activity generating uses

 층부 필로티 형태의 보행로 형성 폭 이상1st Storey Links : 1 , 3.6m

 층을 연결하여 외부 활동공간 확장 버스정류장과 지붕이 덮힌 구조Urban Verandahs : 2 ,

로 보행로 연결

 층부 건물간 통로 연결 복도폭 통로 전체폭2nd Storey Links : 2 , 4~7m, 14~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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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연결구간1 층 연결구간2

층 층 연결구간 보행통로 형성 구상1 , 2

그림 14-4 건축물간 보행연결동선 구상 예시

Outdoor Kiosks and Outdoor Refreshment Area (ORA)

 의 규모로 설치 조경 구역 내 설치 금지 보행공간 내 설치Outdoor Kiosks : 30~60 , 3m ,㎡

금지

 레스토랑 등의 먹고 마시고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형Outdoor Refreshment Area :

성 최대 높이 이내 파사드의 를 넘지 못함, 6m , 60%

설치 구상kiosk 구성 예시ORA

그림 14-5 외부공간 구성 구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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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Design(UD) Plans and Guideline for Orchard Area

 보행몰 연계를 위해 인접 건축물 공유벽 형성 최소폭 중요Party Wall Guideline : , 15m,

지점 공중보행로와 연계 고려

 다양한 건물의 파사드 장려 의 버퍼 내에서 분절 파사드Facade Guideline : , 7.5m~11.6m

형성

구성 구상party wall

형성 구상facade

그림 14-6 외부공간 구성 구상 예시

� 시사점

 지구별 특성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특성에 따라 가이드라인 항목이 변,

화있게 구성됨

 특히 도심부에서는 보행의 연결 및 편의성을 강조한 가이드라인의 세부구상을 마련하였으,

며 기 건축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보행연계를 유도할 수 있는 계획방향을 제시함,

 도심부 외 보존지역의 가이드라인은 기존 건축물의 형태 및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대적 흔적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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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파리 리브 고슈 구상(Rive Gauche)

� 디자인 구상의 위계

 상위계획인 지구개발계획 에서 도시형태의 기본틀 형(PAZ, Plan d'am nagement de zone)é
성

 하위계획으로서 구상서 작성으로 건축형태 및 도시경관의 구체화(Cahier des charges)

· 도시 및 건축디자인 특별 구상서

· 블록별 상세구상서

· 공공공간에 대한 구상서 식재와 경관에 대한 특별 구상서 등( )

� 파리 리브 고슈 재개발지역(Rive Gauche)

 오스테를리츠역 일대 철도용지 복개를 통한 재개발지역(1988~2025)

 구역별 조정건축가와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건축물 시공

계획면적 약 130ha

개발기간 1991~2015

개발주체 파리개발공사(SEMAPA)

구역의
구분

오스테를리츠 구역- (Austerlitz)
코디네이트 크리스티앙 드비레:
(Christian Devillers)
업무 주거 혼재,
똘비악 구역- (Tolbiac)

코디네이트 로랑 슈와이져:
(Roland Schweitzer)
프랑스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양
측에 주거단지 계획
마세나 구역- (Mass na)é

코디네이트 크리스티앙 포잠박:
(Christian de Portzamparc)
파리 대학과 주거 업무 상업7 , ,

시설 복합구성

표 14-2 파리 리브 고슈 개요 그림 14-7 계획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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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이미지

그림 14-8 파리 리브 고슈 도시 이미지

� 세부 구상 사례 샘플 구역 오스테를리츠 남측구역: (Austerlitz Sud)

그림 14-9 오스테를리츠 남측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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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건축디자인 특별구상서 (Cahier des Charges Particuliéres d'Urbanisme et d'Architecture)

 컨셉(Concepts)

· 일반사항 열린공간 건축물 에 대한 방향(Ligne generale), (Les espaces libres), (Le b ti)â
제시

· 해당 블록전체 건축형태 높이 입면 오픈스페이스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 , ,

 규정 열린공간 형성을 위한 규정(Prescriptions) :

· 해당 블록의 보행통로 조성 저층부 활용방안 공지와의 연계 문화재 주변 건축물 고려, , , ( ) ,

구조 등의 특정사항을 규정

층부 열린시야 확보1 층부 공간구성1

미디어보드설치구간 공공용지와의 경계부 조성

공공공간의 조성 녹지 및 휴게공간 형성- 기존 건축물을 고려한 열린뷰 형성

그림 14-10 도시 및 건축디자인 특별구상서 구성 예시

블록별 상세구상서 (Fiche de L' lot)î
 대지에 관한 사항 층부 건축 출입구 상가출입구 한계선 투시형구간 기둥 간격 및 배치: 1 , , , ,

등에 대한 사항

 건축선 전층 벽면선 지정 저층부 오픈을 통한 공공공간과의 연계 등: ,

그림 14-11 블록별 상세구상서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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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에 대한 구상서 (Cahier des Charges des espace publics)

 공공영역 외부공간 조경 원칙(La regle paysagere des espaces libres publics)

· 공공영역의 조경 형태 구성 보도 포장패턴 경계부 구분방법 차량진입로 조성 등에 관, , ,

한 원칙 제시

 사적영역 외부공간 조경 원칙(La regle paysagere des espaces libres prives)

· 필지 내 공간 특성에 따른 조경 구성 패턴 옥상녹화 담장설치 등의 사항 제시, , ,

조경영역 공공 의 구분( ) 공공영역 내 녹지 조성 예시

주차진출입 서비스동선 소방구획 등의 구분, , 보도포장 예시

그림 14-12 공공공간에 대한 구상서 구성 예시

� 시사점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 을 바탕으로 세부구상을 작성하여 준수토록 함( )

 타 지역과 달리 철도를 복개한 특이한 지형적 성격으로 인해 건축물의 구조를 상세하게 다

루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이 세워지는 위치가 결정되므로 상세한 구상이 제시됨,

 섹터별 총괄책임건축가가 지속적으로 건축물의 계획과정에 참여하여 전체적인 계획방향에

맞는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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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오타와 가이드라인

� 오타와 20/20

 년 단위로 도시개발계획 수립20

 도시디자인 및 공간계획 부문Official plan :

 하위계획으로 구성Design and Planning Guidelines

· 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수립16 Completed Guideline

· 와 공공공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포함Main street

개 항목Completed Guideline (16 )

메인도로변 개발 디자인 가이드라인 (Urban Design Guideline for Development 
along Traditional Mainstreets) 

가로변 및 외부공간을
다루는 가이드라인

간선도로변 개발디자인 가이드라인 (Urban Design Guidelines for Development 
along Arterial Mainstreets)

도로변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Road Corridor Planning &DesignGuidelines)

지역도로변 디자인 가이드라인 (Regional Road Corridor Design Guidelines)

외부테라스 디자인 가이드라인 (Outdoor Patio Design Guideline)

통행로 조명 방침(Right-of-way Lighting Policy)

소음방지 가이드라인 (Environmental Noise Control Guideline)

대중교통지향형개발 가이드라인(Transit Oriented Development Guideline)

고층주거 디자인 가이드라인 (Urban Design Guideline for High Rise Housing)

중저밀주거 디자인 가이드라인 (Urban Design Guideline Low Medium Density Infill Housing)

대형상점 디자인 가이드라인 (Urban Design Guideline for Large Format Retail)

주유소 디자인 가이드라인 (Urban Design Guideline for Gas stations)

미개발지역 디자인 가이드라인 (Urban Design Guidelines for Greenfield Neighbourhoods) 
차량관통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Urban Design Guidelines for Drive Through Facilities)

농촌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Rural Village Design Guideline)

진입부 개발 디자인 가이드라인 (Design Guideline for Development Application Gateway Feature)

표 4-3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구성

그림 14-13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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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이미지

그림 14-14 오타와 도시 이미지

� Design and Planning Guidelines

메인도로변 간선도로변 개발 디자인 가이드라인/ (Urban Design Guidelines for Development 
alongTraditional Mainstreets & Arterial Mainstreets)

그림 14-15 메인도로변 간선도로변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Streetscape

· 정돈된 가로경관을 위한 건축선 일치 및 조경시설과 휴게시설의 공간활용 방안

· 보행공간 확보와 출입시설 계획시 여유공간 계획 보행공간의 방해물 설치 금지,

· 공원 야외카페 공지조성 등의 휴게공간 계획, ,

 Built form

· 유사 입면디자인 요소 사용으로 가로이미지 형성 및 채광을 고려한 건축물의 높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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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층부 쇼윈도 출입구 계획으로 가로활성화 유도,

· 차양 아케이드 등을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Pedestrians and cyclists

·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로시설물 배치

· 출입구와 주차공간을 고려한 동선계획

 Vehicles and Parking

· 주변필지와 연계된 주차공간 계획

· 보행공간의 안전성을 위한 전이공간 형성

 Landscape and Environment

· 보도변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 배치

· 인접한 필지와 연계된 경계부 조경계획

 Signs

· 건축 계획시 정돈된 옥외광고물 공간 확보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옥외광고물 지양

외부공간의 구성Streeetscape 가로변 의 구성Built form

보행자 자전거 고려한 시설물 배치, 주차공간의 구획

인접필지 경계부와의 연계 조경계획 정돈된 옥외광고물 구성

그림 14-16 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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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테라스 디자인 가이드라인 (Outdoor Patio Design Guideline)

 Locations

· 의 보행공간 확보1.8m~2.4m

· 코너부에서 최소 여유를 두고 설치1m

 Design Detail

· 가로변 보행공간으로 확장 금지

· 파티오 내 경사로 는 로 계획1/12

· 난간설치시 재료는 금속재료를 사용하며 안전성 확보

테라스 구성 위치 및 보행공간 형성 세부 구성 구상 예시

그림 14-17 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 예시

� 시사점

 메인가로 중심의 가이드라인 제시

 보행환경 향상을 위한 건축물의 고려 식재 가로등 등의 조성간격 등을 제시하여 가로변 외, ,

부공간 형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음

 외부 테라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잇는 세

부 구상을 제시하여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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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구상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설계구상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우선 작업(1998)

· 단지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통한 전체적 기본방향 제시

 건축코디네이터를 통한 건축구상 작성(2000)

· 전체적인 도시구조 랜드스케이핑 건축유형 재료 등 제시, , ,

· 각 필지별 높이 구조 재료 포장식재 등 제시, , ,

 조경설계구상 사인시스템 표준화 및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제시, (2004) (2005)

� 조합주도의 자체 심의절차를 통한 실현

 각 토지주가 조합원이 되어 섹터별로 아키텍트 지정과 위대한 계약서를 통해 구상의 실현

 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설계구상의 방향에 맞는 건축계획 협의 및 논의 절차 마련:

사업주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조합

입주자 사업주체와 동일 출판사( )

성격

비제도적 구상-
조합주도의 진행-
총괄 건축가 코디네이터 및 섹터 아키텍트 지정을 통한 건축- ( )
사업주체 건축가 간 위대한계약서 를 통해 실현- - ‘ ’

대상면적
필지수( )

단계 필지수 개1 : 874,000 ( 189 )㎡  
단계(2 : 687,000 )㎡

구상

건축설계구상(1999)•
조경설계구상(2004)•
파주출판단지 상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2004)•
파주출판도시 표준화 기준signage system (2004)•
공용주차장설계구상 등(2004)•

표 14-4 파주 출판도시 구성 개요

그림 14-18 파주 출판도시 전경 그림 14-19 위대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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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0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조성 예시 컨셉 및 계획조감

그림 14-21 건축물 예시 및 계획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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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축설계구상

 지형적 형상과 공간의 성격에 따라 평면적인 가지의 선 과 수직적인 개의 위상 레벨4 (line) 5 ( )

설정

 이에 따라 건물의 유형을 구분하고 건축물의 폭 형태 높이 재료 등 제시 및 필지별 건축, , ,

구상도 작성

 필지별 건축지짐도 건축물 배치위치 진출입구 구조방식 외장재료 포장식재 종류 및 위: , , , ,

치 지정

과업의 개요

도시의 목표

땅의 이해
습지의 도시- ‘ ’
랜드스케이프 규준의 상정 평면 수직 위상 레벨- : 4 line, 5 ( )

건물의 유형

기본유형 벽식유형 거젤유형 포디움유형- : , ,
기본유형의 변형 고속도로그림자 서가유형 중추부유형- : , , ,

수변유형 암석유형 도시의 섬 언덕 등, ,                  
건물 유형 예시ex)

벽식유형 벽의 일정한 질서를 따라 병립함으로서 생기는 공간의 조합이 건축화된 건물:
거젤유형 습지에 거젤과 같이 기둥에 의해 가볍게 걷는 듯 긴 다리를 가진 건물:
포디움유형 갈대숲의 습지에 놓인 거대한 암석과 같은 포디움 위에 축조된 건물:

외장재료 벽돌 내후성강판 콘크리트 유리 기타- , , PC , ,

바닥판의 디자인 바닥판의 디자인 및 포장재료 식재계획- ,

수로계획 습지 갈대- ,

구조 설비계획/

표 14-5 건축설계구상 구성

그림 14-22 단지 건축배치계획

그림 14-23 필지별 건축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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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구상

 고속도로 그림자 서가유형 중추부유형 수변유형 암석유형 도시의 섬 등 개 유4line( , , , , , ) 6

형에 대한 조경방향 제시

 식재 패턴 포장공간 옥상공간의 식재 등 권장수종 제시, ,

그림 14-24 조경설계구상

공용주차장 설계구상 (2004)

 개 주차장용지의 건축물의 배치위치 진출6 ,

입구 구조방식 마감재료 외부바닥 외벽, , ( , ,

난간 지정)

옥외광고물 시설물 등 관련,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구역 지정

설치수량 서체 및 색채 지정 유형별 간판의 설치위치 및 크기 등 지정( , , )

 파주출판도시 표준화기준 적용‘signage system ’

· 안내사인 및 환경시설물 기본안 벤치 휴지통 볼라드 우편함( , , , )

· 지구별 안내사인 색채 서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지정, , ,

� 시사점

 마스터플랜과 세부 설계구상을 마련하여 계획의 틀 형성

 조합 즉 사업자 주도의 진행으로 설계구상의 일관성 있는 계획 및 실현이 가능,

 총괄 코디네이터와 섹터별로 아케텍트를 지정하여 수준높은 건축계획이 가능

그림 14-25 공용주차장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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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상세계획

5.1.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경관상세계획

 상위법에 근거한 지구단위계획의 상세

사항으로 경관상세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법정 계획 수립

 공공 민간부문 및 영역 민간/ interspace ( /

공공의 공유영역 의 공간적 요소를 다룸)

 경관기본계획 국제업무지구 마스터플,

랜 등 선 계획을 근거로 한 도시건축,

색채 옥외광고물 경관조명, , , street

에 대한 상세구상 마련scape

공개공지 구성 예시 공공조경 전면공지 위치,

그림 14-27 선도지구 도시건축 구성 예시

� 존별 가이드라인 및 구상도

 존 및 블록별 가이드라인 구상도 작성 체크리스트와 적용사항의 요약,

그림 14-28 가이드라인 구상도 구성 예시

그림 14-26 가로유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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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영종 하늘도시 경관특화계획

 개발계획과 건축계획 단계를 이어주는 관리구상

 년 지구단위계획과 더불어 경관상세계획 수립 대상지역으로 영종하늘도시 경관에 관한2008

특화계획 작성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차별화된 도시 지향하여 권역별 상세계획 수립

그림 14-29 경관상세계획 구성 예시

� 권역별 가이드라인 및 구상도

중점특화구역 가이드라인

 스카이라인 저층부 활용방안 보행공간 공지조성 색채 야간경관 사인계획 등의 세부사항, , , , , ,

으로 구성

그림 14-30 가이드라인 구상도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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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인천 청라지구 경관상세계획

 미래도시상을 제시하기 위한 경관기

본계획 수립 후 이에 대한 상세계획

수립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 가이

드라인 제시 중점경관요소 및 권역:

별 로 구분하여 상세계획 수립(Zone)

그림 14-32 경관상세계획 구성 예시

� 블록별 가이드라인 및 구상도

 가로경관 공공보행통로조성 건축물의 형태 외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블록단위로 가이드, , ,

라인 작성

그림 14-33 가이드라인 구상도 구성 예시

그림 14-31 경관계획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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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사점

 상위계획에 의해 경관상세계획 의무 수립지역으로 법정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상세,

계획 수립구상에 따라 세부항목 작성

 권역별 중점관리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경관계획수립구상에서/ ,

제시하는 항목에 따라 부문별 경관계획을 마련함

6. 사례분석 종합

구 분 특 징 마곡지구 적용 시사점

싱가포르
디자인

가이드라인

 지구별 특성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 있으며 각 특성에 따라 가이드라인,
항목이 변화있게 구성됨

 도심부에서는 보행의 연결 및 편의성을
강조한 가이드라인의 세부구상 마련

 도심부 외 보존지역의 가이드라인은 기존
건축물의 형태 및 특성을 그대로 유지/
보존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가로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가이드-
라인 항목으로 구성 반드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할 수 있도록
고려함

프랑스
파리 리브 고슈

구상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 을 바( )
탕으로 세부구상 작성

 타 지역과 달리 철도를 복개한 특이한 지
형적 성격으로 인해 건축물의 구조가 결
정되어 상세한 구상 제시

 섹터별 총괄책임건축가가 지속적으로 건
축물의 계획과정에 참여하여 전체적인
계획방향에 맞는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
도록 유도함

특화가 필요한 부분은 세부 가이드라-
인 제시 주요가로 저층부 공공용: ,
지와 접하는 외부공간 등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MA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관성있는 계
획 수립 실현 유도

캐나다 오타와
가이드라인

 메인가로 중심의 가이드라인 제시
 보행환경 향상을 위한 건축물의 고려 식,

재 가로등 등의 조성간격 등을 제시하,
여 가로변 외부공간 형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음

 외부 테라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잇는 세부 구상을 제시하여 다룸

주요가로변의 쾌적한 보행공간 형성-
을 위한 고려
건축물과 외부공지와의 연계성 보: ,

행공간의 확보 식재배치 등의 고려,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구상

마스터플랜과 세부 설계구상을 마련하여-
계획의 틀 형성

 조합 즉 사업자 주도의 진행으로 설계구,
상의 일관성 있는 계획 및 실현이 가능

 총괄 코디네이터와 섹터별로 아케텍트를
지정하여 수준높은 건축계획이 가능

자문 등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 MA
여 일관성있는 계획 수립 유도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상세계획

 상위계획에 의해 경관상세계획 의무 수립
지역으로 법정계획으로 수립

 권역별 중점관리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가/
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체크리스트 및,
구상도 구성

민간에게 제공 가능한 존별 가이드라-
인 작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도입
및 적용 여부 확인

표 14-6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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