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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강은?

1.1. 한강의 의미

▷

한강은 반만년 이상을 우리와 함께한 삶의 
터전이자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공간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 민족혼이 내재된 성지(聖地)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

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에서 발원하여 한반도의 중심을 동

서로 가로질러 흐르고 있으며, 전체 유로연장은 497.5㎞로 남한

에서 두 번째로 긴 강

유역면적은 26,219㎢로 남한 최대의 유역면적을 가짐. 이는 대

한민국 국토면적 100,266㎢의 약 26%에 해당

한민족의 정신적 근원

한강의 의미인 한가람은 漢(큰, 넓은, 최고의, 유일한)과 江(가

람)이 합해진 말로서 ‘최고로 큰’, ‘유일한 강’이라는 의미

동시에 한강의 옛말 ‘아리수’는 ‘신성한, 큰, 빛나는’의 의미를 

가진 아리와 물(水)의 합성어로서, 한강은 ‘신성한 물’을 의미. 

이처럼 한강은 한민족의 정신적 근원으로 역할해오고 있음

 한민족의 오랜 삶의 터전, 반만년 역사의 표상

한민족의 오랜 터전

한강은 선사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삶터가 되었던 공간으로 많은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음. 한강유역에서는 구석기, 신석기시

대의 유물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

▲ 한강상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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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사선사유적지

▲ 아차산성

▲ 조운과 상품유통의 동맥

▲ ‘한강의 기적’

그 중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는 토기, 석기 등의 신석기 문

화를 대표하는 유물들이 집중 발견되어 공동작업에 의한 대량생

산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정된 정착생활을 통해 

이후 청동기시대를 거쳐 한강 유역에서 고대국가가 발달하게 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삼국통일의 기반

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강을 어떤 나라가 차지하는지 여부가 

나라의 흥망성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

한 한강이 군사, 경제, 사회, 외교적 활동을 펼치기에 가장 유리

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한강유역을 점유한 국가가 영

토 확장 및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음

아차산성을 비롯하여 풍납토성 등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문

화가 공존하는 정치적 요충지로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서기 

676년)하면서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

600년 조선의 경제중심

조선시대의 한강은 유통의 대동맥으로서 600년 조선의 경제중

심 역할을 담당. 조선의 도읍지를 흐르는 강으로 훌륭한 지세를 

바탕으로 한 천연의 요새이자, 육상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

대의 주요 운송로로서 조운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음

국가재정의 주수입원인 세곡 운송을 비롯하여 한양에 거주하는 

지주층이 지방농장에서 거두어들인 소작도 대부분 조운을 통하

여 한강으로 운반되는 등 조선시대 경제중심의 역할을 담당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

 1953년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 GDP 

100$가 채 되지 않는 세계 최빈국 수준의 여건에서 1960~80

년대까지의 개발시기를 통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 수준에 

이르며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이루어냄

이러한 경제성장은 일명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우리나라 근

대화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음.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이 한

강으로 대변되는 만큼 한강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반만년 우리역사의 표상지로서 위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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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한강

▲ 겸재정선, ‘광진(廣津)’(상), 
‘관악청람도(冠岳晴嵐圖)‘(하)

 2,000만 생명의 공간이자 우리 삶의 근원

전국 5개 시․도를 경유

한강 본류의 길이는 514㎞이며 2만 6,219㎢의 남한최대 유역면

적을 보유함. 강원도 금강산 부근에서 발원한 북한강과 강원도 

태백시에서 발원한 남한강이 양수리에서 합류하여 북서방향으로 

흐르면서 소지류와 합류한 뒤 서해로 흘러감

수도권 2천만의 상수원

한강은 공업·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서울·춘천·원주·제천·충주 

등 유역 도시에 거주하는 2000만명 이상의 인구에 식수를 제공

하는 생명의 공간

수력발전 시설용량은 60만㎾(수력설비용량의 9.2%) 이상으로 전

력공급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

 우리의 문화와 예술의 원천

한강을 소재로 한 약 6백여 편의 시와 문장

한강은 기름진 평야를 끼고 흘러 일찍이 신석기문화와 마한문

화, 그리고 백제문화 등의 고대 문화가 싹텄으며 우리 문화·예

술의 원천으로 예로부터 현대까지 한강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작

품들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음

 12세기 이규보의 한강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강을 소재로 한 시

와 문장 약 600여 편이 전해져 내려옴

노래 (한강수타령)

한강수 푸른 물아 너는 어찌 늙지 않어

만고불변 한결같이 흐르는데·……

에헤야 무정할 손 사람만이 늙는구나.

시 (서거정, 목멱상화)

옥부용을 꽂아 세운 듯한 화산 華山揷立玉芙蓉
금포도를 물들여 낸듯한 한강 漢江染出金葡萄

시조

남산에 눈날니 양은 백송골이 댱도 듯

한강에 뵈뜬 양은 강성 두룸이 고기를 물고 넘노 듯

우리도 남의 님 거려두고 넘노라 볼ㄱ가 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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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정선이 그리고 또 그려도 늘 새롭다고 예찬한 한강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이 그 아름다움에 반해 그리고 또 

그려도 늘 새롭다고 예찬한 한강 (압구정도, 선유봉도, 안헌석봉

도, 목멱조돈도 등)

1.2. 서울에서 한강의 의미

▷

서울에서 가장 큰 도시오픈스페이스로서,
천만인구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공간이자

삶의 중심공간

 서울 한가운데 펼쳐진 소중한 오픈스페이스

서울시 내 11개 구(강동구 하일동~강서구 개화동) 경유

서울시 내 한강 유로연장은 100리 (41.5㎞, 마라톤 코스)

한강의 강폭은 약 600~1,200m

파리 세느강 약 150m, 런던 템즈강 약 300m, 뉴욕 허드슨강 약 1.4㎞

면적 : 39.9㎢ (수역 30.8㎢, 둔치 9.1㎢)

뉴욕 센트럴파크 약3.4㎢의 약 12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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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지리적 중심, 생활의 중심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게 천만 도시의 중심을 관통

역사적으로 시민 생활과 함께 해 온 한강

  

  

 시민 인식에 있어서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경관

 ‘12.8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을 대

표하는 랜드마크 1위는 한강 (37.9%), 2위는 남산 N서울타워 

(35.7%)가 차지

한강8경 등의 조망명소와 더불어 많은 역사․문화적 자산 보유

▲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경관,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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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속의 자연, 서울 생태의 보고

서울시의 주바람길로 오염원 배출통로 역할을 하는 등 ‘서울의 

허파’ 기능 수행 

 698개의 지천에 1,601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으로, 콘크리

트 호안 조성으로 파괴되었던 한강 본연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 

노력 증대

▲ 서울시 바람장(서울시 기후지도제작,2007) ▲ 한강의 바람길 분석(한강 공공성 회복 정책, 2009)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적 여가/휴식공간

 4계절 여가활동 및 시민축제의 공간으로서 다양한 수변환경과 

프로그램 보유

▲ 여의도 한강공원의 다양한 수변환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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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2.1. 계획수립의 배경

 서울의 성장과 변화에 따라 ‘1,000만 도시’ 서울에 

걸맞는 한강중심 도시공간 구상 필요성 증대

지난 600여 년 동안의 서울이 인구 20만의 내사산, 청계천 중

심의 도시구조를 가졌다면, 최근의 서울은 한강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인구 1,000만 도시로 성장․확대하고 변화되어 왔으므
로 이에 걸맞는 한강중심의 도시공간 구상 마련 필요 

▲ 서울의 성장과 변화

 그간의 한강관련 계획 및 정책시도의 한계 보완

그간 서울시에서는 한강이 가지는 중요성과 위상을 고려하여, 

한강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방향을 마련하

는 등 다수의 계획 및 정책수립이 진행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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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계획이 사업중심계획으로 개별적인 사업지구

를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에 치중하고 있거나, 한강변 주변지역

에 대한 경관관리 등 부분적 내용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도시적 

차원에서 한강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미흡한 실정

또한, 한강새모습가꾸기 기본구상(1999)이나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2000) 등 한강에 대한 종합적 측면의 계획수립이 진행

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계획내용이 한강공원 위주의 정비에 

치중하고 있어 한강과 주변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범위에서의 종

합적 관리계획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한강변 현안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 필요성 증대

아직까지 한강과 주변지역은 자연성,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

관 측면에서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

- 토지이용 : 주거중심이용에 따른 다양한 수변활동 부족

- 접근성 : 고속화도로로 인한 주변 도시공간과의 단절 심화

- 도시경관 : 서울 대표경관의 훼손 문제 및 경관획일화 발생

- 자연성 : 콘크리트 호안조성 등 생태적 다양성 및 자연성 부족

그로 인해 한강은 서울의 중심공간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여전히 

서울의 경계지역이자 통과공간, 시민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변방

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되돌리기 위한 

계획 마련 필요

▲ 한강의 현안문제

▲ 한강관련 기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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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발표한 한강중심 도시공간 관리

방향(2013.4)의 구체화 필요

이러한 한강과 주변지역의 현안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지난 ’13.4월, 선제적 공공계획의 일환으로 ‘한강변 관리 기본

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대외적으로 발표

한강을 자연성, 생활문화, 접근성, 경관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이중 한강변 도시경관의 보존차원에서 수변연접부 중저층 제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 35층 이하 등 도시적 차원의 높이

관리 원칙 등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화 차원에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제시

 2030 서울플랜에서 한강변 특별관리를 위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명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서는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제1의 과제로 자연·역사문화유산 일대 특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역사도심, 한강변, 용산공원 주변지역에 대해

서는 특별관리를 위해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제시

이중 한강변은 ‘자연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북 중심지 간의 상호연계 강화 등 한강중심의 도시공간을 

구현해 나가고, 토지이용방향으로는 한강변의 공공성 확보를 위

한 관리 강화를 명시

수변부에 공공공간 및 경관의 공공성 확보, 한강까지의 접근성 

개선 등 한강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이용, 접근성, 

경관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시

▲ 한강중심 도시공간 관리방향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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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획수립의 목적

금회 수립하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2030 서울플랜에 근거

하여 한강과 그 주변지역을 자연문화유산으로 특별관리해 나가

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며,

기존에 발표된 한강중심 도시공간 관리방향을 구체화함과 동시

에 한강이 서울에서 가진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강을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되돌리고, 100년 후에도 빛나는 자산으로서의 한강으

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원칙과 방향을 마련

구체적으로 한강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자연성회복을 비롯하여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관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한강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

강이 시민생활의 중심이 되고, 미래 자연문화유산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데 계획의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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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의 범위 및 성격

3.1.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13년

목표연도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수립되는 점을 고

려하여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동일한 203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

 공간적 범위

한강변의 제내지와 제외지를 포함하여 양안 0.5~1.0㎞ 범위를 

대상으로 하되 제내지(한강 주변지역)의 계획관리에 중점

행정동, 개발사업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27개 지구로 구분

 내용적 범위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비전과 관리목표’ 설정

지속가능한 한강변 관리를 위한 자연성,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

경관분야 부문별 계획 수립 (도시적 측면의 계획관리 원칙 제시)

한강변 전체 27개 지구에 대한 ‘지구별 가이드라인’ 마련

▲ 계획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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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계획의 위상 및 성격

 계획의 위상 : 2030 도시기본계획에 근거를 둔   

한강관련 최초의 기본계획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서울도시계획 100년 기반마련’에서 

출발하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특별관리를 위해 관리기

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는 한강관련 최초의 기본계획

한강과 한강변 양안 0.5~1㎞ 지역을 대상으로 한강이 시민생활

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자연성,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관 등 

다양한 부문을 함께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수립

한강 및 주변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및 계획의 큰 틀거리를 

제안하는 등 도시적 측면의 계획관리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향

후 한강변 지역 내 각종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사업, 공공사업, 

민간사업 등의 상위계획 및 기본지침 역할을 하는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가짐

▲ 계획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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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성격

지난 20여 년간의 한강관련 계획을 아우르고, 한강 주변지역 및 

한강공원 전체, 즉 제내지와 제외지를 포괄하여 수립한 종합계

획으로서의 성격 보유

한강을 삶의 중심공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주거지 뿐만 아니라 

산업, 중심지 활성화,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의 보존 등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 도모

우선 2014년 한강 제외지를 중심으로 발표된 한강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그간 한강변을 대상으로 수립

된 종합계획으로서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2000), 한강르네

상스계획(2007) 등과의 연속성을 유지

아울러 최근 경관법 개정에 따라 재정비가 진행중인 서울시 경관

계획을 비롯하여 한강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종합계획(2015) 

등과의 정합성·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

민간사업의 관리 측면과 더불어 공공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립

▲ 계획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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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구성 및 체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한강변에 대한 치밀한 도시관리 구현, 

계획의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헌장, 도시기본계획 등 서울의 도

시관리 원칙과 기준을 개별적 공간계획 및 사업계획 등으로 연

계하는 중간단위계획으로서 100년 후에도 빛나는 시민생활의 

중심, “미래 자연문화유산, 한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부문별 계획’과 ‘지구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

  ‘부문별 계획’에서는 자연성,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관 등 4

개 부문에 대하여 ‘12대 관리원칙’과 ‘세부 계획방향’을 제시

 ‘관리원칙’은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지켜져야 할 원칙이며, 

‘세부 계획방향’은 관리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적용방향임

 ‘지구별 가이드라인’은 ‘관리원칙’과 ‘세부 계획방향’을 한강변 

전체 7개 권역 및 27개 지구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알기 쉽

게 설명하고 도면화한 것으로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이들 27개 지구에 대한 지구별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계획의 

구체성을 강화하고, 후속 도시관리계획, 사업들에 방향성을 제시

하고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계획체계



Ⅰ. 계획의 개요

❙17

3.3. 기존 관련계획과의 차별성

 계획의 기조 측면

지금까지의 한강관련 계획은 주로 한강공원 정비나 한강변 주거

지의 재건축 관리 등 특정지역, 특정 부문에 한정된 계획 위주로 

접근되어 왔으며, 한강과 주변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에서, 

현재 한강이 안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현안과제(자연성 부족, 토

지이용다양성 부족, 접근성 단절, 수변경관 획일화 등)를 종합적

으로 해소하기 위한 계획접근은 다소 미흡한 한계가 있었음

이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지난 시기의 한강관련 계획과 

연속성 및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간적으로는 제내지와 제외

지를 포괄하고, 내용적으로는 자연성,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

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최초의 종합계획임

한강을 치수, 이수 등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서서 “미래세대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자연문화유산

으로 인식하고 관리”한다는 접근기조와, 한강을 시민생활의 중

심으로 되돌리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원칙과 방향을 마련하고 있

다는데서 기존계획과의 차별성이 있음

 계획의 내용 및 실현 측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제내지 및 제외지를 포괄하는 한강관

련 최초의 종합계획으로서 기존 계획과 연속성 및 정합성을 유

지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되, 지구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계획의 

구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민참여기반의 공론화 및 도시기본

계획의 후속계획으로서의 위상강화 등을 병행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 강화 도모

우선적으로 2014년에 수립된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이 한

강공원 등 제외지에 집중하여 생태환경 개선, 맑은 물 회복, 친

환경이용이라는 3대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번에 수립

하는 계획은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계획내용을 

2030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으로 수용함

으로써 한강의 자연성 회복부분에 관한 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

히 설정하는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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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근 발표된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계획

(2015)은 한강의 관광명소화 및 수변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

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실행중심의 구체적 사업계획으로서,

관광자원화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여의샛강 생태기능 회복, 이촌

지역 자연성 회복, 여의도 수변지역 활성화 등의 사업내용을 한

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계획 간 정합성 확보 및 실현성

을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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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의 수립과정

과업기간 2년간 약 90여 차례의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지속해 

나가면서 전문가, 관련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마련

한강변 관리를 위한 계획원칙 수립과 토지이용, 경관, 접근성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계획 수준의 향

상 도모를 위해 MP자문단을 구성하여 MP회의 및 MP자문단회

의를 운영

계획수립 과정상 3차에 걸친 시민도시계획가 토론회, 서울시 엠

보팅(M-Voting) 등을 통한 시민설문조사, 한강시민위원회 자문 

등 시민참여기반의 계획을 수립

또한, 지구별 계획의 실행력과 구체성 강화를 위해 한강변 구역

에 포함되는 1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협의 및 의견수렴 등 진행

기본계획(안)의 대외발표 후 총 3회에 걸친 대시민 설명회 개최, 

지구별 가이드라인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

정을 지속, 다양한 분야의 공유에 기반한 계획 수립 진행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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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강의 변화 

1.1. 역사속의 한강

 선사 및 청동기시대

한강은 선사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삶터가 되었던 공간으로 많은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음

한강유역에서 구석기, 신석기시대 유물이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

으며, 신석기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한강변으로 강동구 암사

동 선사유적지가 분포

한강유역에서 어망을 이용한 채집 및 집단적 공동작업을 통한 

대량어획을 통해 잉여생산물을 축적하고, 이에 따른 인구증가, 

취락형성 등 안정된 정착생활을 기반으로 청동기 시대를 거쳐 

한강유역에서 고대국가가 발달하게 된 기반 마련

 삼국시대의 한강

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강유역은 반도의 중앙부를 축으로 관

류하는 큰 강으로서 한반도의 중심무대가 되었으며, 한강유역의 

득실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지대한 관계를 형성

따라서 이 지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주요 각축장이 되

었고, 한강유역을 점유한 국가는 영토적 확장과 더불어 국가발

전의 강력한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음

 고려시대의 한강

송악의 호족 출신인 왕건은 918년 왕이 되어 고려를 건국하고 

935년 후삼국을 통일

문종 21년에 한강유역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당시 양주(현 서울)

를 남경으로 승격시켜 개경 및 서경과 함께 3대 요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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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려말 1382년(우왕 8년) 9월에 한양천도를 단행하였으나, 

왜군의 창궐, 대명관계의 복잡성 등 정치, 사회적 불안의 고조

로 이듬해 2월 개성으로 복귀

고려왕조 마지막왕인 공양왕 때(1390년 9월) 다시 한양천도를 

단행하였으나 한양천도가 있은 후 큰 비바람과 천둥번개가 일어

나고, 인축이 동사했으며 신도의 문화부에 큰 범이 뛰어들어 사

람을 물어가는 등 불길한 일이 자주 발생하자 1391년 2월에 다

시 개성으로 도읍을 옮김

이리하여 고려로서의 한양천도 문제는 마무리되고, 그 완전한 

실현은 1394년(조선태조 3년) 이성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

 조선시대의 한강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불과 16일 만인 1392년 8월 3일에 도

평의사사에게 한양천도를 명하여 태조3년(1394년) 10월 25일

(음력) 천도를 실현

한양천도의 배경은 풍수지리설을 비롯하여 개성의 왕씨를 중심

으로 한 구가세족의 반발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적 필요성과, 한

강을 끼고 있는 한양의 지리적 중요성 등에 기인

한양은 지세가 훌륭하고 군사적 방위에 있어서 천연의 요새로서 

특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육상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상

황에서 조세의 수취를 위한 조운 등 수륙 교통이 편리한 장점을 

보유

따라서 한강은 한양천도 때부터 전국의 세곡이나 도성 내 생활

품 등을 운송하는 주요 수송로로서 역할 해왔으며,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호남을 비롯하여 충청도 등지에서 수납되는 대동미

가 조운선을 통해 한강으로 수송되는 등 백관의 녹봉과 국가재

원을 충당시키기 위한 보급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근세의 한강

한강변에 입주했던 최초의 외국인은 프랑스인 신부들이었는데 

1887년 현 원효로4가 1번지 일대 6,500평의 땅을 구입하여 신

학교를 건축하고 거주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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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증기선이 최초로 운항한 것은 1888년이었는데, 그 뒤 

1890년 독일계와 미국계의 증기선이 취항하게 되었고, 이어 중

국인 거상 동순태가 100톤짜리 증기선을 들여와 용산과 인천사

이를 취항

 1899년 착공한 한강철교 공사는 다음해인 1900년에 완공, 우

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철교가 한강에 놓여졌으며, 서울역에서 

인천을 잇는 길이 26마일(41.6㎞)의 경인철도가 1900년에 개통

 1916년 한강에 최초의 인도교가 가설되었으며, 새 인도교는 

1934년에 착공하여 1936년에 완공

 1970년까지 현재 올림픽 주경기장이 위치한 잠실동과 신천동은 

부리도(浮里島)라 불리는 하중도(河中島)로 존재하였으며, 1970

년 4월, 북쪽 하도를 넓게 하고 남쪽의 하천을 폐쇄함으로서 하

중도를 육지화하는 대공사를 착수, 100만 평(약 330만㎡)이 넘

는 공유 수면 매립공사를 중심으로 그 주변 340만평(약 1,120

만㎡)의 광역 구획정리사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현재와 같은 한

강본류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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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난 반세기 동안 한강의 변화과정

 한강 및 한강변의 변화 과정

성장시기 서울의 기반시설 수용을 위한 한강종합개발 실시

지난 50여 년간 우리 사회는 경제적 번영과 빠른 민주화(개인

화), 도시팽창(주택공급과 차량우선)과 같은 성장 중심의 패러다

임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한강 역시 서울의 확장과 

경제성장의 수용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로서 역할

제1차 한강종합개발(1968~1970)을 통해 한강변에 폭 20m, 총

연장 74㎞의 강변도로를 조성하였으며, 윤중제 조성을 통한 여

의도 개발과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영동, 잠실, 반포지구 등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

< 여의도 윤중제 공사 >

- 67.12월, 일제시대 때부터 비행장으로 사용되었으며, 당시 채소밭이었던 여의도의 백사장에 높이 

15m, 폭 20m, 길이 7,000m의 여의도 일주도로를 포함하는 윤중제 공사를 추진하여 68. 

6월까지 5개월만에 준공

< 한강변 택지개발 >

- 60년대 하반기에서 70년대 전반기에 걸쳐 한강양안의 제방을 신설․광폭하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하고, 사이공간을 매립하여 택지로 전환

- 동부이촌동 :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매립되어 한강아파트 지구로 변모

- 압구정지구 : 현대건설이 매립하여 현대아파트 지구로 변모

- 반포지구 : 경인개발주식회사가 매립하고 주택공사가 대규모 아파트지구를 조성

- 구의지구 : 수자원공사가 잠실 대안의 구의지구 매립

< 잠실개발 >

- 70년 4월 하중도(河中島)인 잠실섬의 남쪽 흐름을 막아 육속화하는 공사 착수 

- 100만평이 넘는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주축으로 주변일대를 포함한 구획정리사업 동시 추진

- 지구 북측의 공유수면 매립부분을 집단체비지로 하여 주택공사에게 일괄 양도함으로써 대규모 

아파트 건설

- 공유수면 매립지구의 서측 약 13만평을 집단 공공용지로 확보하여 종합경기장 부지로 

할애함으로써 88올림픽 주경기장 건설

- 남류하던 흐름을 폐쇄할 때 그 일부를 남겨 호수공원(현재의 석촌호수)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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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올림픽 대회의 서울 유치 확정 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제2차 한강종합개발(1982~1986)에서는 국제행사 유치에 대비

한 치수, 미관, 오염문제 등에 종합 대응하기 위해 한강의 하상 

준설을 통해 저수로를 정비하고, 한강공원 조성, 올림픽대로 건

설 등을 추진

1990~2000년대 초 사업성위주의 재건축 추진에 대응한 

경관관리 방안 모색 시도

 1990년대에 들어 개발압력 증가로 한강변 아파트단지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용산구 대림아파트(’94), 현

대 한강맨션(’97) 등이 재건축을 시작

 2000년대에 들어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에 대비하여 아파

트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당시 주거지역은 법정용적률

이 400%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하향 조

정 추진

< 대규모 아파트 지구 >

◦ ‘00~‘02 : 저밀도 아파트 지구(5층이하) 기본계획 ⇒  ’08~‘09 잠실, 반포 입주
- 대    상 : 반포, 잠실, 압구정, 청담․도곡, 아시아선수촌

- 용 적 률 : 270% + 15%이내(공공용지 확보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 소형평형 : 전용면적 60㎡(18평이하) 30%이상 건립

◦ ‘04~‘06 : 고밀도 아파트(6층이상) 지구 기본계획 수립 ⇒ 사업추진 중
- 대    상 : 반포, 잠실, 여의도, 서빙고, 이촌, 서초, 청담․도곡, 원효 등

- 용 적 률 : 230% + 20%이내(공공용지 확보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공공시설 : 관련 규정에 의거 확보

그 외에도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 차폐경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방안으로서 수변경관지구 지정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 경관

관리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나, 지가상승, 재건축 수요증가, 경관

에 대한 가치의식 약화, 개발압력 증대 등으로 수변경관지구 지

정이 무산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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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0여 년간 한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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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한강 및 주변지역

도시의 중심 오픈스페이스이나 단절된 공간으로, 한강의 

무한한 잠재력 활용이 부족한 상태

개발과 성장의 패러다임 속에서 한강은 제방 및 강변도로의 건

설과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대규모 주거단지의 개발 등을 통해 

성장시대 서울의 도시확장에 큰 역할을 해 옴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점차 질적 성장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모함에 따라 수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변화

되고, 이에 따라 한강(공원)의 이용활성화, 접근성 개선 등을 위

한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음

한강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강변도로로 인해 단절되어 수변 활력이 저하되고, 주변으로는 

획일적인 아파트 중심의 경관을 형성하는 등 서울의 중심적 오

픈스페이스로서 한강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역사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한강이 가진 의미와 잠재력을 고

려하여 천만 시민의 삶의 중심공간이자 자랑스러운 한강으로 가

꾸어나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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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강의 현황 및 현안문제

2.1. 한강 및 한강변의 주요 현황

 입지여건 및 특성

입지여건

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에서 발원하여 한반도의 지리적 중

심을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고 있으며, 전체 유로연장은 497.5㎞

로 남한에서 두 번째로 길고 유역면적은 26,219㎢로 남한 최대

의 유역면적을 가짐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26%)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는 공간이며, 서울시 강동구, 

강서구를 포함하여 11개 구를 경유

한강의 규모

전체 유로연장 497.5㎞ 중 서울시내 유로연장은 약41.5㎞, 서

울시내 강폭은 600m~1,200m로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게 

넓은 규모를 차지

하천
(도시)

한강
(서울)

포토맥
(워싱톤)

스미다
(도쿄)

템즈
(런던)

세느
(파리)

도나우
(빈)

테베르
(로마)

강  폭
600~

1,200m
100~
700m

100~
200m

100~
300m

100~
200m

200~
300m

100~
160m

▲ 서울시 내 한강의 입지여건

▲ 한강대권역 유역도

자료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200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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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주변지역의 개요

면적

전체면적 : 약 82.0㎢ (서울시 행적구역 면적의 약 13.5%)

주변지역(제내지) 면적 : 약 42.1㎢

한강공원(제외지) 면적 : 약 39.9㎢ (수역 30.9㎢, 둔치 9.0㎢)

지구 구분

한강 주변지역을 배후생활권의 범위, 사업구역 경계 및 각 지역

이 가진 특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간선도로 등을 경계로 27개의 

지구로 구분해서 관리

지구의 구분은 한강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단위로서의 의미

강북지역 13개 지구 : 난지, 망원, 합정, 서강, 마포, 용산, 이촌, 한

남, 옥수, 성수, 자양, 광장

강남지역 14개 지구 : 강서, 마곡, 가양, 당산, 여의도, 노량진, 흑

석, 반포, 압구정, 청담, 영동, 잠실, 풍납, 천호, 암사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지구 구분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32

구분 지구 명칭 면적(ha) 지구 특성 중심지체계

강북
지역

난지 363.7 국제적 첨단산업 연계지역 광역중심

망원 166.6 저층주거지

합정 73.1 국제적 관광·쇼핑·문화공간 연계지역

서강 77.4 아파트 중심 주거지

마포 123.4 저층주거지

용산 129.2 국제업무 연계지역 광역중심

이촌 155.4 아파트 중심 주거지

한남 153.1 뉴타운지구

옥수 132.1 저층주거지

성수 134.4 저층주거지 지역중심

구의 200.5 저층주거지

광진 95.7 아파트 중심 주거지

강남
지역

강서 290.6 역사·생태환경 우세지역

마곡 374.0 국제적 첨단산업 연계지역 광역중심

가양 314.7 아파트 중심 주거지

당산 140.8 국제적 관광·쇼핑·문화공간 연계지역

여의도 458.3 수변 중심지역 도심

노량진 66.2 수변 중심지역

흑석 131.3 뉴타운지구

반포 318.5 아파트 중심 주거지

압구정 164.3 국제적 관광·쇼핑·문화공간 연계지역

청담 111.2 저층주거지

영동 74.2 수변 중심지역 도심

잠실 234.2 국제적 관광·쇼핑·문화공간 연계지역 광역중심

풍납 198.6 역사·생태환경 우세지역

천호 65.8 뉴타운지구 지역중심

암사 592.1 역사·생태환경 우세지역

▼ 지구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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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현황

주거지역이 50% 이상이고,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은 약 9%수

준으로 자연녹지지역 약 40%를 제외한 전체 토지이용 면적의 

약 80%이상을 주거용도가 차지 (자연녹지지역 40%, 상업지역

은 여의도, 용산 일대 5%)

구분

주거지역
준공업
지역

상업
지역

자연
녹지
지역

계제1종
전용

제1종
일반

제2종일반
(7층이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

준주거 소계

면적(㎢) 0.1 3.4 8.3 2.6 12.2 1.0 27.5 1.9 2.7 21.6 53.8

비율(%) 0.1 6.3 15.5 4.8 22.6 1.9 51.2 3.5 5.1 40.2 100.0

▼ 한강변 토지이용(용도지역) 현황

도시관리계획 수립 현황

한강 주변지역(기본계획 수립) 면적 42.1㎢ 중 19.63㎢(약 

46.6%)의 면적에 아파트지구, 촉진지구, 정비구역, 택지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등 총 65개 지역·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구분 아파트지구 촉진지구 정비구역
택지개발

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리계획
미수립

합계

개소수 10개 4개 22개 2개 27개 - -

면적(㎢) 6.97 2.31 1.33 4.64 4.38 22.47 42.10

비율(%) 16.5 5.5 3.2 11.0 10.4 53.4 100.0

▼ 한강변 도시관리계획 수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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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관리는 아직까지 사업법 중심으로 일

부지역에 대해서만 부분적,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공공성에 

입각한 종합적 계획관리가 부족한 실정 

구분 면적(㎢) 지구명

아파트지구 6.97
원효, 이촌, 서빙고, 여의도, 반포 저밀(1,2,4), 반포 고밀, 압구정, 

청담, 잠실 저밀(1,2,4), 잠실 고밀(1,2,5) 아파트지구

촉진지구 2.31 합정, 한남, 흑석,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1.33

망원1주택재건축, 상수1구역주택재개발, 상수제2주택재개발, 현석, 
현석2주택재개발, 신수2주택재건축, 용강주택재개발, 

용강제2구역주택재개발, 용강제3주택재개발, 옥수5구역주택재개발, 
옥수7,8,9구역주택재개발, 금호 8,11,14,14-1,20구역주택재개발, 
상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본동5구역 주택재개발, 흑석1구역 

주택재개발,
마포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4.64 마곡도시개발사업, 가양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4.38

상수역세권지구, 창전동 공동주택, 마포구 신수동, 현석동233, 용산, 
한남, 이태원로주변, 금호지구중심, 자양지구, 화이트코리아부지, 염창동 

240-19번지 일대, 염창동 185번지, 당산지구, 원불교부지, 흑석,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풍납지구, 천호지구, 천호327, 천호동 318외68 

공동주택건립, 암사518, 암사지구, 강동구 양지1마을, 양지2마을, 
서원마을, 서울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지구, 가래여울마을

▼ 한강변 도시관리계획 수립 현황 (목록)

▲ 한강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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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공원 현황

공원 개요

면적 : 39.9㎢ (서울시 행정구역의 6.6%) 

수역 30.9㎢, 둔치 9.0㎢ (강북 3.0㎢, 강남 6.1㎢)

강북 4개소, 강남 7개소 등 11개 지구로 구성

강북(4) : 뚝섬, 이촌, 망원, 난지

강남(7) : 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여의도, 양화, 강서

명   칭 위   치 면적 / 연장 관리구역

광나루 강동구 암사동 637-4 1,554,810㎡ / 12㎞ 서울시계~성내천교 전

잠실 송파구 잠실동 26 539,071㎡ / 4.8㎞ 성내천~영동대교 중앙

잠원 서초구 잠원동 121-8 474,213㎡ / 5.4㎞ 영동대교 중앙~잠수교 상류 철탑

반포 서초구 반포동 137-41 563,015㎡ / 7.2㎞ 잠수교 상류 철탑~최하류쪽 한강철교 중앙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1-47 
1,487,374㎡ / 8.4㎞

최하류쪽 한강철교 중앙~
국회뒤 샛강 사면지

양화 영등포구 당산동 98-4 361,628㎡ / 5.9㎞ 국회뒤 샛강 사면지~가양대교 중앙

강서 강서구 개화동 168-2 1,035,463㎡ / 8.5㎞ 가양대교 중앙~서울시계

뚝섬 광진구 자양동 704-3 803,508㎡ / 11.5㎞ 서울시계(광진교 상류 육상)~중랑천교

이촌 용산구 이촌동 301 922,185㎡ / 10.2㎞ 중랑천교 전~욱천교 전

망원 마포구 망원동 206 422,347㎡ / 7.4㎞ 욱천교 전~홍제천교 전

난지 마포구 상암동 481 787,395㎡ / 4.0㎞ 홍제천교~서울시계 난지천

자료 : 한강공원 홈페이지, http://hangang.seoul.go.kr, 한강사업본부

▼ 한강공원 지구별 위치 및 면적, 관리구역 현황

▲ 한강공원 지구별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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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시설 현황1)

한강공원에 배치된 시설은 용도별로 편의시설, 운동시설, 조경시

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은 운동시설로서,  

축구장, 야구장 등 18종 273개의 시설이 배치되어 있음

축구 14, 야구 5, 배구 17, 농구 47, 테니스 30, 게이트볼 30,    

수영장 6 등

편의시설로는 매점, 주차장 등 10종 4,711개소 분포

매점 29, 주차장 41, 공중전화 9, 수세식화장실 135, 음수대 157,

그늘막 463, 의자 3,847, 공원안내도 19, 전망카페 10, 전망문화콤

플렉스 1 등

그 외 조경시설로서 자연학습장, 잔디, 갈대 등 7종 약 510만㎡ 

분포

▲ 한강공원 내 전망쉼터 및 문화시설 현황

1) 2013년 한강사업본부 업무계획 참조



Ⅱ. 현황 및 여건분석

❙37

공원별 성격 및 시설

공원 내 시설의 대부분이 체육시설, 조경공간 위주로 산책/휴식

과 운동 중심의 단조로운 공원이용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

분의 공원이 운동, 레저, 휴식공간으로서의 성격 보유

▲ 공원별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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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주요 접근시설 및 녹색교통 접근 현황

주요 접근시설 현황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은 차량을 이용하여 한강공원으로 직접 접

근하거나, 한강 인근의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도보 

혹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나들목 등의 접근시설을 통해 한강공원

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음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을 위한 시설로는 나들목 등 7종, 229개소

가 분포하고 있음

나들목 54, 초록길 1, 계단 47, 도로 진출입로 69, 보도육교 12, 

경사로 19, 승강기 27개소

계
도로

진·출입로
나들목 초록길 계단 보도육교 경사로 승강기

229 69 54 1 47 12 19 27

▼ 한강 접근시설 현황

현재 한강으로 접근하기 위한 나들목 등의 접근시설이 500m 이

상 간격으로 이격되어 있어 보행접근이 불편한 지역이 다수 분

포. 특히 한강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구 중 보행접근성이 취약

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여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강공원 접근시설 및 이격거리 현황



Ⅱ. 현황 및 여건분석

❙39

대중교통 접근 및 연계 현황

현재 지하철역으로부터 한강공원 주요 진출입구까지의 거리는 

한강공원 내에 지하철역이 있는 뚝섬지구(뚝섬유원지역)와 지하

철역과 공원이 접속해있는 여의도지구(여의나루역)를 제외하고는 

최소 230m(이촌지구, 동작역), 최대 1,100m(망원지구, 망원역)

까지 이격되어 있는 상황임

난지, 망원, 강서지구는 지하철역이 1㎞이상 이격되어 보행을 

통한 접근이 어려움. 보행 또는 대중교통을 통해 접근가능하도

록 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함

버스를 통한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은 한강공원이 강변도로로 인

해 차단되지 않은 여의도지구 주변에서 양호하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일부 교량(반포대교, 양화대교 등)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한강공원과 직접 연계되고 있음

▲ 한강변 지하철역 및 한강 접근시설 분포 현황

▲ 한강변 버스정류장 및 한강 접근시설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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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으로 접근하기 위한 진출입시설과 300m 거리 이내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은 74개소, 300~500m 이내에 위치한 정류

장은 75개소가 분포. 주로 강변도로와 수평방향 도로를 따라 지

선·간선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들이 있으나, 나들목 등의 한강 

진출입시설과의 연계가 부족

특히 반포, 잠실 등 대규모 아파트지구의 경우 수변으로 한강공

원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이 지나가지 않는 등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이중, 지하철역으로부터 멀리 이격되어 보행을 통한 접근이 어

렵거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강 진출입시

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으로부터의 접근성 개선 등 추진 필요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시, 한강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목

적지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연계검토 필요

자전거도로 접근 및 연계 현황

한강공원 내부의 강변 자전거도로는 꾸준히 정비사업을 실시하

여 한강 동서방향으로의 연결성은 양호하나, 강변으로 접근하기 

위한 한강 수직방향의 자전거 접근성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임

반포, 잠실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지역은 비교적 

자전거도로 환경이 양호한 반면, 기존에 시가지가 조성된 강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전거를 통한 한강 접근성이 떨어짐

자전거도로 연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남북방향의 자전거 연계성 

강화를 통해 한강변 전역을 아우르는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필요

▲ 한강변 자전거도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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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수상시설 및 수상교통 현황

수상시설 현황

유선장 등 4종 59개소 분포

유선장 21개소(민간업체), 수상택시 승강장 17개소(기존 선착장 7개

소), 공연 관람시설 1개소(여의도 물빛무대), 수상컨벤션시설 1개소

(세빛섬)

한강 수상교통 현황

현재 한강의 수상교통으로 한강유람선 및 수상콜택시를 운영 중

한강 유람선은 7개의 선착장이 있으며, 여의도와 뚝섬, 잠실선

착장을 중심으로 회항 및 편도노선 운영 중

편도 노선은 여의도(여의도~밤섬~양화~여의도/여의도~한강대

교~반포~여의도)와 잠실(잠실~뚝섬~한남대교~잠실)에서 운영 

중이며, 편도 크루즈는 여의도~뚝섬/여의도~잠실 구간 운영 중

한강 수상콜택시는 17개 선착장이 있으며, 오전·오후 출퇴근시

간대에 출퇴근용으로 운영, 이 외의 시간에는 17개 승강장 간 

희망코스를 운항하는 관광용 콜택시를 운영

선착장의 유지·관리는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수상택시 운

영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으로 매년 1~3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

▲ 한강변 수상교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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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역사문화․관광자원 현황
한강의 문화재 현황 

한강은 선사시대 이래 서울의 주요 생활공간으로 많은 역사문화

유적을 간직하고 있으며, 2007년 연구에서는 한강변의 역사문

화유적이 31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기본계획의 범위에는 사적 10개소, 유형문화재 7개소, 민

속자료 1개소, 지정기념물 1개소 등 현존문화재와 누정터, 나루

터 등 약 50여 개소가 분포

그러나 역사문화자원이 원형유지 또는 단순 복원형태에 그쳐 문

화관광자원으로 연계 활용되지 못하거나, 멸실되어 흔적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인식이 저조함

나루터 및 빙고

서울의 옛 나루터를 한강 상류로부터 살펴보면 광나루, 송파나

루, 삼전도, 신천나루, 독도나루, 입석포, 두모포, 한강나루, 서

빙고, 동작나루, 흑석나루, 용산나루, 마포나루, 서강나루, 율도

나루, 양화나루, 공암나루, 행주나루 등의 나루터가 있었음

기타 한강변 문화/여가시설 등

한강변 문화/여가시설로는 전망쉼터 10개소를 비롯하여 약 15

개소의 문화시설들이 분포

전망쉼터로는 양화대교(아리따움 선유, 양화), 여의도(빛의까페), 

한강대교(견우·직녀까페), 동작대교(노을·구름까페), 한남대교(한

남새말까페), 잠실대교(잠실마루쉼터) 분포

문화시설로는 월드컵경기장, 겸재정선기념관, 허준박물관, 시립

미술관 난지스튜디오, 국립중앙박물관, 세빛섬, 뚝섬 전망문화컴

플렉스, 잠실운동장, 광진교리버뷰, 롯데월드, 몽촌역사관, 한성

백제박물관, 소마미술관, 광진구민체육센터, 광진정보도서관 등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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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당산지구 일대 주요 역사문화·관광자원 현황

▲ 여의도~이촌지구 일대 주요 역사문화·관광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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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뚝섬지구 일대 주요 역사문화·관광자원 현황

▲ 잠실~암사지구 일대 주요 역사문화·관광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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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강 및 한강변의 현안문제

 한강 및 한강변의 공간활력 측면

주거위주의 획일적 토지이용 중심

한강 연접지역의 85% 이상을 주거지역이 점유

가장 공공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간이 주거지 중심으로 위요되

어 있어 다양한 수변활동 창출에 한계가 있고, 인근 주민이 주

로 이용하는 성격으로 한정

▲ 주거중심의 한강변 토지이용 현황

한강공원은 운동시설 위주로 다양한 활동수용 부족

한강공원 및 교량 상부공간 등을 대상으로 약 10여개소의 전망

쉼터를 설치하는 등 활동다양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공원 내 시설의 대부분이 체육시설, 조경공

간 중심으로 단조로운 공원이용행태를 보이고 있음

또한 기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일반시민․관광객들의 이용이 계절
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등 다양한 공원이용에 한계

▲ 한강변의 이용 행태 (운동 위주 및 계절별 이용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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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으로의 접근성 측면

고속화도로로 인해 한강과 주변공간이 단절

한강과 주변지역이 평균 70m폭의 고속화도로로 거의 전구간이 

단절되어 있어, 현재의 한강은 시민들에게 가보려 해도 가기 어

려운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

한강 접근시설은 500m이상 간격으로 아직까지 취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나들목 조성 및 환경개선을 통해 접근시설

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음. 최근에는 강변북로 상부에 50m 

폭원의 데크공간을 확보한 망원초록길 조성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 지역은 접근시설 간 간격이 500m~1㎞

이상으로 한강접근성이 제약되어 있으며, 특히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등의 접근이 불편한 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접근로의 위치 및 인지성 확보 부족으로 일반시민의 이용

에 한계

접근로가 대규모 주거단지 사이에 위치해 있거나, 도시가로에서 

식별성이 부족하여, 인근 주민이 아니면 인식하기가 어려운 등 

일반시민 이용에 한계

▲ 강변도로로 인한 한강과 주변지역의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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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도시경관 측면

주요산 등 서울대표경관의 차폐문제 유발

서울의 중요 경관자원인 내사산, 외사산 등 주요산 주변으로 아

파트 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정되고 있어 주요산으로의 경관차폐 

문제 유발

이미 남산 주변으로 다수의 재건축 아파트 개발 추진에 따라 한

강변에서 남산으로의 차폐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효사정에서 바라본 이촌지구 전경 (1993년)

▲ 효사정에서 바라본 이촌지구 전경 (2014년)

슈퍼블럭의 대규모 아파트로 인한 경관다양성 부족

한강변으로 대규모 고층아파트단지 건립으로 인해 한강변 주요 경

관이 아파트 중심으로 변모, 획일화되고 단조로운 수변경관 형성 

▲ 잠실지구 일대 한강변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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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성 측면

콘크리트 호안으로 둘러싸여 자연적 다양성이 부족

 1982년부터 1986년까지에 걸쳐 진행된 한강종합개발사업 등을 

통해 한강변으로 둔치 및 공원 조성이 추진되는 등의 성과가 있

었으나, 이와 함께 한강변이 콘크리트 옹벽 및 인공하천으로 변화

▲ 1960년대까지의 한강 및 1990년대 이후의 한강 현황

  

그 후,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1998), 한강르네상스계획

(2007), 한강자연성회복기본계획(2014) 등을 통해 최근까지 한

강공원 일대의 콘크리트 호안을 생태적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한강은 생태적, 자연적 다

양성이 부족한 상황임

▲ 반포지구 생태공원화사업 전후의 콘트리트 호안 변화

▲ 한강 생태공원화 사업 등 추진 현황

▲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한강공원 조성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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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3.1. 시기별 한강관리 정책방향

 1960~1980년대 이전

한강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의 시대로서, 치수, 안전문제를 비

롯하여 주택, 교통 등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 치중

한강개발

제1차 한강 종합개발(′68~′70)을 통해 한강변으로 제방 및 제

방도로(강변1로) 건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택지조성 등 추진

제2차 한강종합개발(′82~′86)은 올림픽 등 국제행사 유치에 대

비하여 저수로 정비, 한강공원 조성, 올림픽대로 건설, 하수처리

장 건설 등 치수, 미관, 오염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 추진

한강변 아파트 개발 (′70년대)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시행을 통해 잠실, 반포, 압구정, 여

의도, 이촌 등 한강변 아파트 건설 추진

 1990년대 이후

민선시장 시기로서 도시문제 해결차원의 접근을 넘어 한

강변에 대한 개선/관리 측면에서 계획수립 추진

한강의 중심성 회복을 위한 종합적 측면, 한강변 재건축 시기의 

도래 등에 대응한 경관관리 측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주거지정

비 관리측면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의 계획수립 추진

특히, 민선4기의 새로운 정책적 시도로서 한강르네상스계획

(2007), 한강공공성 회복선언(2009) 등 추진

민선5기 이후에는 한강중심 도시공간 관리방향, 한강자연

성회복계획 등 장기적 관점에서 한강에 대한 지속가능성

▲ 영동지구 아파트 건설

▲ 강변도로 건설(78년)

▲ 잠실 공유수면 매립    
(6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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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 전환

민선5기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2014), 제내지 부분에서는 한강중심 도시공간 관

리방향 발표(2013)와 더불어 서울도시기본계획(2013)을 수립하

였으며, 한강 및 한강변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

하는 방향으로 계획수립 진행 중

▲ 관선시장 시대의 한강관리 정책

▲ 민선시장 시대의 한강변 관리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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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강에 대한 종합적 측면의 계획 검토

민선시장 시기의 도래와 함께 한강을 서울의 중심공간으로 재탄

생시키기 위해 자연성회복을 비롯하여 접근성 개선, 한강변 경

관관리, 수변토지이용의 다양성 창출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 접

근 계획 수립을 추진

대표적으로 한강 새모습가꾸기 기본계획(1999)에서 출발하여 이

를 구체화 한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2000), 그리고 민선4기

에 추진된 한강르네상스계획(2007) 등을 들 수 있음

 한강 새모습가꾸기 기본계획(1999)

한강을 서울의 명소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사업

한강 새모습가꾸기 사업은 한강의 입지적, 자연적 잠재력을 극

대화하여 서울 도시공간구조에서 한강이 중심축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육성계획 수립

서울의 녹지자연축을 보완·연결하는 생태고리로서의 역할을 강

화하고, 새로운 고품격 수변공간 창출, 시민들의 이용편의 및 

쾌적성 향상 등 시민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

미래상 설정, 통합추진조직 구성, 시민참여 촉진을 통해 

한강을 세계적 명소로 육성 계획

 ‘활기차고, 역사와 문화가 있는 푸른 미래의 한강’을 한강의 미

래상으로 설정

통합추진조직 구성과 시민참여 촉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랑스

러운 한강(한강의 명소화)을 재창조하여 한강을 세계적 명소로 

육성하도록 계획

새모습 가꾸기를 위한 사업 및 추진전략 도출 제시

실무부서 제안사업의 조정을 거쳐 한강 새모습 가꾸기를 위한 

총 21개 분야 69개 사업을 도출

 ‘이용활성화’(한강공원 신규조성, 기존 한강공원 재조성, 자전거

도로 연계 강화 등), ‘관광 및 문화증진’(수변 랜드마크 조성 

등), ‘자연성 회복’(자연형 제방 및 호안조성, 지천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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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미래화’(관·민합동 경관개선 프로그램, 한강연안 상업지역 

전환 검토 등) 등 4가지 분야로 구분 계획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2000)

한강의 자연생태계 보전 및 효율적인 이용 등을 목표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은 안전하고 깨끗한 한강, 생태적 

서식환경으로써의 한강,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한강, 도시민의 삶

과 조화로운 한강, 리버사이드 개발에서 워터프론트 개발로의 

방향전환을 통해 한강을 새로운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을 

목표

자연성회복과 효율적인 이용이 조화되는 한강조성 추진을 

위해 4개 부문의 기본방향 설정

한강을 치수적으로 안전하면서 생태적으로도 풍부한, 자연과 문

화가 있는 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고자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을 계획

지속 가능한 자연성 회복과 시민의 효율적인 이용이 조화되는 

한강으로 가꾸기 위한 4대 기본방향으로 ‘살아 숨 쉬는 한강 만

들기’, ‘즐겨 찾는 한강 만들기’, ‘가까운 한강 만들기’, ‘내일을 

여는 한강 만들기’를 설정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세부과제 도출 및 과제별 지침을 수립

한강을 5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한강공원의 관리방향을 

4가지로 분류하여 사업과제 제시

한강을 ‘자연·생태지구’, ‘국제화·미래화지구’, ‘역사·문화지구’, 

‘생활·여가지구’, ‘자연·생태지구’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강

남·북의 토지이용 극대화를 위한 개발 방향 구상

권역별로 적합한 공원별 관리방향을 설정한 후 ‘자연 보전 및 

복원지구’, ‘환경 친화적인 이용지구’, ‘시민 이용 제한지구’, ‘시

민 이용가능지구’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각 공원별 사업과

제 및 세부과제를 설정

▲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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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2000) 마스터플랜

 한강 르네상스 계획(2007)

도시성장과정에서 누적된 한강의 현안문제를 치유하고, 변

화된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한강의 발전방향 모색 초점

근대화에 의해 주도된 서울의 도시성장과정은 한강을 동서, 남

북의 이중적 단절을 낳았고, 이는 서울의 발전과 통합을 가로막

는 심각한 현안문제이자 세계도시로의 도약을 가로막는 장애요

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인식

한강르네상스는 이러한 한강의 현안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유하고, 향후 한강이 서울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점이자 경쟁력의 원천으로 기능할 수 있는 변화된 시대에 맞

는 새로운 한강으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둠

한강을 친환경적 도시발전전략과 성장동력으로 활용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문화자원인 한

강에 대한 섬세한 접근을 통해 한강을 친환경적 도시발전전략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한강의 잠재력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서울의

도시혁신을 촉진

이를 위해 ‘천만 시민과 세계인들이 즐겨찾는 세계적 명소 한강’

을 한강의 미래비전으로 설정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계획의 기준년도 : 2007년
 - 계획의 목표연도 : 2030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행정구역내의 한강권역과 

한강에 인접한 강남북 1km 내외의 
구간을 범위로 하되,

   한강 주운 계획의 경우, 동서방향 
시계외 구간을 포함

■ 계획의 성격
 ○ 종합계획
 - 1986년 한강종합개발사업 완료이후 

최초의 종합계획
 - 한강 전체와 그 주변까지를 아우르는 

공간계획

 ○ 장기계획
 - 20년 기간을 통해 실현되는 계획
 - 권역별, 단계별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적 계획

 ○ 유연한 계획
 - 회복과 창조라는 기본원칙하에 

수정․보완․발전되어 가는 계획
 -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계획

▲ 한강르네상스계획 범위/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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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가치 ‘회복’과 잠재된 가치의 ‘창조’를 실현하기 

위한 6대 목표 및 8대 핵심과제 제시

한강르네상스기본계획은 회복과 창조(Restoration & Creation)

라는 원칙에 기반하여 자연성복원, 동서남북의 소통, 역사성 회

복, 도시경쟁력의 혁신, 이용성 증진, 고품격 시민문화창조라는 

6개 부문별 목표를 제시하고, 부문별 목표의 실현을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제시함

제시된 8대 핵심과제는 ①자연성 복원, ②서해연결주운기반 구

축, ③한강으로의 접근성 회복, ④한강변 역사유적 연계강화, ⑤

한강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재편, ⑥워터프론트 타운 조성, ⑦한강

변 경관개선, ⑧테마가 있는 한강공원 조성 등임

또한 수변개발거점을 선정하고, 신시가지 개발형(마곡, 용산), 이

전적지 활용형(당인리지구, 서울의료원·종합운동장 일대), 주거

지 연계형(행당지구, 흑석지구), 기성시가지 연결형(상암·난지지

구, 여의도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계획을 구상

▲ 한강르네상스계획(2007)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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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강변 경관관리 측면의 계획 검토

한강주변지역의 경관관리를 목적으로 한 계획은 1994년에 수립

된 한강연접지역 경관관리방안 연구를 시초로 2010년의 서울시 

수변경관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계획들이 진행

최근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서울시 경관계획의 재정비를 추진 중

주요 계획으로는 한강연접지역 경관관리방안(1994), 주요하천변 

경관개선방안(2003), 서울시 경관관리 기본계획(2010), 서울시 

수변경관계획(2010) 등을 들 수 있음

 한강 연접지역 경관관리방안(1994)

한강연접지역을 대상으로 13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경

관현황 및 주요 문제점 분석

 90년대 초반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용적률 규제

가 완화되면서 초고층․초고밀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어 경관문제
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경관관리 체계는 미

흡함에 따라 경관관리의 시급성 대두

공간적 범위는 서울 시계 내에 위치한 한강 연접지역 가운데 간

선도로로 구획된 강변에서 500~1,000m 구간을 대상

한강연접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한강연접지역을 능선과 간선도

로를 경계로 13개의 경관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경관현황 

및 경관상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 

▲ 한강 연접지역 경관관리방안(1994)의 경관권역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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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연접지역의 경관 유형화 및 경관관리 목표/체계 설정

한강 연접지역의 문제경관 유형을 위압경관, 차폐경관, 잠식경

관, 획일경관의 네 가지로 유형화

주변을 위협하는 대형건축물의 건설을 규제하고, 아름다운 산과 

구릉지를 잠식하는 건축행위를 막으며, 양호한 자연경관으로의 

조망을 보전하고, 다양하고 변화있는 경관을 유도하는 것을 한

강연접 경관관리의 목표로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관관리 체계로서 경관관리구역의 지정, 

경관관리 지침의 제시, 경관심의제도의 개선, 경관형성사업의 추

진 등을 제안

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경관관리구역의 세분화

경관관리구역은 한강제방에서 500m 이내 단일가구 및 경관상 

중요지역을 대상범위에 포함하고, 이를 일반관리구역과 특별관

리구역으로 구분

경관문제가 심화되거나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한 지

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외 경관관리 구역

은 일반관리구역으로 지정

특별관리구역은 한강연접지역 중에서 경관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경관을 보전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서울의 대표적 경관

요소로서 남산과 관악산의 조망축 선상에 위치하는 지역, 한강

변에 위치한 구릉지 및 주택재개발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어 시

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한강연접 경관관리구역의 범위 및 구분 (특별관리구역 : 반포, 이촌, 한남/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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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구역 : 남산~용산공원~이촌~한강~반포~관악산으로 이어지

는 서울의 육경축선상에 위치하고, 다수 재건축사업 추진 중으

로 초고층개발에 따른 경관파괴가 우려되는 지역

반포구역 : 마찬가지로 서울의 육경축선상에 위치하며, 초고층아

파트 재건축의 경우 국립묘지 주변의 구릉 및 관악산․우면산으로
의 조망 차폐가 우려되는 지역

한남/옥수구역 : 구릉이 가장 발달한 경관요충지로서 구릉지에 

위치하였던 기존 불량주택지에 고층의 재개발 아파트가 건축됨

으로서 경관문제가 심화되는 지역

한강연접지역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지침 마련

한강연접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경관관리지침을 마련

하여 경관보전을 추진하되, 일반관리구역은 일반지침을 적용하

고, 특별관리구역은 일반지침과 동시에 특별지침 적용

일반지침의 경우 아파트 주동의 규모(높이, 폭, 폭/높이연동규제

를 위한 입면적) 규제, 개방감 확보를 위한 입면차폐도 적용, 다

양한 아파트경관 유도를 위한 시각회랑 확보 등의 방안 검토

특별지침의 경우 조망확보 및 구릉지 보전을 위한 고도규제와 

지구차원의 시각회랑규제 등을 적용

한강연접경관 관리방안으로 경관지침 명문화 등 경관심의

제도 개선 제안

한강연접지역 경관심의 시, 객관적인 방식으로 심의운영이 가능

하도록 경관관리지침, 권역별 경관심의기준(checklist)을 명문화

경관시뮬레이션의 작성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각 권역별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고, 경관시뮬레이션 

작성지침을 마련

한강연접경관관리 실천전략으로 경관관리구역 지정, 경관

관리지침 조례화, 심의제도 등 법제화 제안

한강연접지역의 경관관리 실현을 위해 경관관리구역의 법적 지

정 제안(기존 용도지구 등 활용)

추가적으로 별도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관관리지침의 조례

화와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심의제도의 법제화 등 제안

▲ 조망장애 높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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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하천변 경관개선 방안(2003)

하천변 경관현황 및 문제점, 경관미 등 분석

주요 하천변 경관현황,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경관훼손의 주요

원인과 시민의식 파악하고, 실제 체험되어지는 경관미를 경관분

석 수단으로 활용하여 경관관리방안을 객관화

하천변 조망점 개념 및 조망대상과 관리방향 제안

하천변 주요 조망점을 조망점 위치와 주요 조망대상에 따라 전경 조

망점, 전략적 조망점(선), 권역별 조망점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전경 조망점은 한강변 주요 구릉지로서 한강을 포함한 시가지 경관 

등이 조망대상이 됨

전략적 조망점은 강변 주요도로 및 한강공원 등에서 서울의 주요산

이나 주요녹지 등을 조망대상으로 하고, 자연 스카이라인 보호를 위

한 조망선 규제 등을 관리방향으로 제시

▼ 하천변 조망점 개념 및 조망대상과 관리방향

수변경관 영향범위와 중점관리구역을 선정하고 각 영향범위 

및 관리구역 내 경관관리방안 제시

수변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0~1,000m 정도의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수변경관영향범위’로 지정

▲ 수변경관의 형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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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중 강변에서 200~300m 내외(단, 배후에 구릉지가 있

는 경우에는 조망면 규제를 위해 일정폭을 추가로 포함)의 경관

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중점관리구역’으로 구분

수변경관영향범위에 대해서는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여 경관심의, 건

축심의 등 심의기능을 강화

중점관리구역은 지표기준과 유도기준을 통해 경관관리 추진

지표기준으로는 건축물 절대높이제한, 사선제한, 건축선 후퇴, 

입면적 기준의 적용 다양화, 개방지수 도입, 평균층수 적용 등

을 통해 관리

유도기준으로는 사각배치, 그린웨이 개념 도입, 건축물 입면형태 

다양화, 조망면 규제, 기타 수변환경관리 등의 관리방향 제시

높이규제수준 및 배후구릉지 보호를 위한 조망면규제 검토

한강의 경우 양호한 수변경관의 관리를 위해 경관적으로 선호도

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12-15층을 높이규제의 기준높이로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하천 제내지 배후지역의 주요 산 및 구릉지 스카이라인 보호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되, 대안에서 남산, 아차산, 우면산 

등을 조망할 수 있는 하천변 지역을 대상으로 함

조망면의 규제수준은 자연 스카이라인의 경우 주요 조망점에서 

7부 능선 이상이 조망될 때 자연 스카이라인의 형태를 지각할 

수 있는 바, 전략적 조망점(선)인 한강공원에서 바라볼 때 남산, 

아차산, 우면산 등의 7부 능선 이상을 보호

경관관리의 실천적 수단으로 수변경관지구의 관리 및 운영지

침 마련

수변경관의 관리를 위해 수변경관지구 조례 및 지침(안)을 제시

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경관관리방안을 제시

신한강팔경을 제시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토대로 옛 나루터와 정자 등을 고려

한 신 한강팔경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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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경관의 관리방안

 경관관리 기본계획(2005)

한강과 주요산 주변 경관관리 방안 마련

북한산, 관악산을 비롯하여 특히 남북녹지축(북악산-종묘-남산-

관악산)을 중심으로 현행 경관관리 수단이 부재하여 경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을 우선적인 조망경관지구로 지정․검토
한강 경계(도시계획도로 기준)로부터 양안 500m 내외 지역을 

대상으로 수변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한강연안 등 중점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경관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한강 수변 경관관리계획구역 선정기준으로는 서울의 경관골격

(내사산, 남북녹지축) 인접지역, 배후로 중․근경 범위에 남산 등 
주요산이 있어 조망보호가 필요한 지역, 향후 재개발․재건축이 
예상되어 합리적인 경관형성유도가 필요한 지역 등 선정 (한남, 

이촌, 마포․합정, 성수․노유, 압구정, 여의도 등)
하천변 경관관리 방향으로는 위압감 완화를 고려하여 하천변 건

▲ 계획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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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의 횡단면 스카이라인을 현재의 U자형에서 V자형으로 조절

하고, 개방감 확보를 고려하여 한강연접지역 건축물간 일정비율

의 개방공간을 확보

하천변에서 건축물들의 배경이 되는 산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

물의 높이 및 배치를 유도함으로서 서울을 상징하는 주요 산(남

산, 아차산, 우면산 등)의 조망을 보호하고, 조화를 유도

아파트별 개별 주동의 입면변화 유도, 색채 다양화 등을 통해 

다양한 수변경관 형성 유도 등

경관지구의 지정 및 운용방안 제시

단기적으로 경관지구의 세분을 통한 경관형성지구 신설 및 경관

심의기준(안)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경관조례(가칭)의 제정을 제안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경관심의에 관한 내용은 위원회 심의에 

의해 관리하되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개방감, 시각회랑확보 등 

고려

▲ 경관관리 기본계획(2005)의 수변경관지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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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경관계획(2010)

경관관리의 틀/방침을 마련한 기본경관계획의 실행계획 

서울시 수변경관계획은 2009년 수립된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수변경관이라는 특정 경관유형을 대상으로 수변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특

정경관계획임

기존 경관계획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실현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변경관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다루기보다는 중요성 및 

시급성, 중 ․ 단기 경관 정책에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전
략을 도출하는 전략 계획적 성격 보유

 2007년 5월 제정된 경관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이 계획에

서 제시하는 실행방안은 법적 집행력 보유

한강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3대 경관관리 전략 마련

공간적 범위는 서울의 한강 및 한강지천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

  ‘강과 천이 도시와 생활에 어우러진 매력적인 친수도시 조성’

이라는 계획의 목표를 설정

계획목표 실현을 위해  ‘수변의 매력적인 스카이라인을 위한 높

이관리’, ‘개방감 있는 수변 건축물 유도’, ‘수변시설 및 가로개

선을 통한 수변 활성화’ 등을 3대 전략으로 설정

수변의 매력적인 스카이라인을 위한 높이관리

현재 아파트들에 의해 획일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수변지

역을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주어 수변을 따라 다양한 경관이 

펼쳐지도록 지역별로 높이를 차등화하여 관리

자연지형과의 조화, 배후조망 등을 고려하여 높이보존구역, 높

이관리구역, 높이유도구역, 높이완화구역을 설정하고 평균층수

와 최고높이 등을 제시

높이보존구역 : 자연지형에 순응하며 조화로운 경관형성

높이관리구역 :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경관형성

높이유도구역 : 복합용도 도입으로 활력있는 수변경관 형성

높이완화구역 : 수변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경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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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의 매력적인 스카이라인을 위한 높이관리 적용구역 

수변 스카이라인 경관형성기준으로 수변에서의 시각적 압박감을 

줄이고 개방감 있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수변에 저층의 

건축물을 배치하고, 시가지 내부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V자형 

횡단면 형성 유도

▲ V자형의 하천횡단면 유도 

개방감있는 수변건축물 유도

열려있는 수변공간 형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 

통경축 확보와 수변 공공공간의 개방감을 확보

실질적 실현이 가능한 방안의 하나로 도로축을 중심으로 한강변 

40개소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도로축이 통경축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도로폭에 따른 건축선 후퇴 등 관리방안을 제시 (단

지 내 통경축은 단지계획 수립 시 별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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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 통경축 적용대상 

▲ 통경축변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및 고층부 벽면한계선 지정 

수변시설 및 가로개선을 통한 수변활성화

수변 조망장소의 명소화(17개소) 우선 추진

수변의 초고층 건축물의 최상층을 대상으로 집객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 신 조망장소(5개소) 창출

수변연접공간의 경관형성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에서 수변 

호안, 둔치, 도로정비 등 관련 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 반영

수변 및 수상시설물 등 경관저해요소의 정비를 위한 경관형성기

준 마련

실행력 확보방안

경관관리가 필요한 구역 안에서 추진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주

요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

업 계획 등)과 사업(경관사업, 가로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의 기본방향과 핵심내용이 3대 전략에 부합하도록 유도

규제가 아닌 권장과 유도를 기반으로 하는 경관법 및 경관계획

의 취지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연동함으로써 자율적 

참여를 유도

수변경관을 적극적으로 형성해 가기 위한 전략적 경관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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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거지 정비사업관리 측면의 계획 검토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2009)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후속 실행계획 성격

한강르네상스 기본계획이 새로운 한강을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

의 1단계로 한강 본연의 기능 회복과 잠재된 가치를 창조하는 

대명제를 마련했다면,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은 한강르네상스 기

본계획에서 마련한 ‘회복’과 ‘창조’ 라는 대명제 하에 새로운 한

강을 만들기 위한 실천계획 성격으로서 한강을 서울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며, 한강변을 시민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계획 수립

주거중심 토지이용, 단조로운 수변경관, 한강변 사유화 등

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9개의 세부전략 마련

한강변 현황분석을 통해 주거중심의 토지이용과 획일적이고 단

조로운 수변경관,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 재건축 등 현

재 한강변 경관 및 기능상의 대표적 문제점을 도출

당면한 경관 및 기능상의 대표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측면의 기본방향 설정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한 기능개선 : 통합개발과 지구별 용도특

화 등의 전략을 바탕으로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해 배후 시가지

에 집중되어 있는 중심 기능을 한강변으로 유도, 수변지역 활성

화 및 비주거용도 도입에 따른 경관창출 효과 기대

스카이라인 및 높이관리를 통한 경관개선 : 매력적인 수변 스카

이라인 조성 및 높이관리 기준제시를 통해 서울의 대표적 경관

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경관 창출

접근성 개선과 공공시설 도입을 통한 공공성 확보 : 한강변 공

공용지 및 공공문화시설 확보와 일부 강변도로의 지하화 및 기

존 대중교통체계를 적극 활용한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성 개선으

로 한강을 서울시민 전체가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공공간

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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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연접지역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 한강연접지역을 전략

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 일반관리구역으로 구분 관리

전략정비구역 : 아파트 재건축연한 도래 또는 단독주택지 중 정

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어 현재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으로

서 광역적 통합개발이 가능하고, 대규모 공공문화시설 및 공원

녹지확보가 필요한 지역 (압구정, 이촌, 성수, 여의도, 합정 등)

유도정비구역 : 중소규모의 민간개발이 점적․면적으로 이루어지
는 지역으로서 장기적인 토지이용 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지역 

(망원, 당산, 반포, 구의자양, 잠실)

일반관리구역 : 자생적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 관리가 필

요한 지역으로서 한강양안으로부터 500m 범위 내외의 지역 중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을 제외한 한강변 지역

통합개발 전제, 한강변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약 25% 내

외 공공기여 부과, 문화시설 건립 및 도로지하화 등 활용

한강변에 면하여 약 25%내외의 기부채납을 통해 한강변 공공용

지를 확보하고, 높이완화를 통한 타워형 주거건축물을 통해 배

후시가지에서 한강으로의 바람길 및 한강에서 배후 조망대상으

로의 조망을 확보하도록 함

일부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공기여율을 40%까지 설정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의 일부구간 지하화를 제

안 (합정, 압구정, 성수 등)개발이익을 공유

▲ 구역에 따른 높이기준 



Ⅱ. 현황 및 여건분석

❙67

3.5. 한강변 관련계획 종합

한강과 관련하여 민선시장 시기의 도래와 함께 한강을 서울의 

중심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자연성회복, 한강변 경관관리, 

수변토지이용의 다양성 창출, 한강변 대규모 주택사업 관리 등

을 목적으로 다양한 계획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간 추진된 계

획현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계획
한강 새모습가꾸기 기본구상(1999)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2000)

한강 르네상스 계획(2007)

비전
시민이 만드는 한강, 

자랑스러운 한강(한강의 명소화)
한강중심의 소통 회복 및

새로운 한강의 창조

주요전략

주안점
∙ 자연성 회복, 접근성 개선, 한강변 경관관리
∙ 한강중심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 
  (한강공원 정비, 역사유적 연계, 워터프런트 타운 조성)

계획특징
∙ 자랑스러운 한강, 새로운 한강 등 서울의 중심으로서 한강재창조 시도
∙ 한강의 현안문제인 차폐경관의 개선, 접근성 개선, 자연성 회복, 한강중심 도시공간 구조 

형성 등을 제안 (한강을 바라보는 시각은 현재와 유사)

성과

및 한계

∙ 한강공원 개선(자연성 회복), 조망명소 조성, 접근로 확충 등 쉽게 개선 가능한 
  한강공원의 환경개선을 중점 추진 
∙ 르네상스계획은 환경, 생태, 주운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종합계획으로서 한강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 계획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

▼ 종합적 측면의 접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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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변경관계획(2010)

계획특징
∙ 한강변 차폐경관 해결 및 경관의 다변화 (아파트 위주 단조로움 탈피) 등을 위해 한강양안 

약500m 범위를 대상으로 경관지구지정, 건축제한(경관심의기준, 입면차폐도, 시각회랑, 
높이기준 등) 등을 제안

성과
및 한계

∙ 한강변 전체에 대한 문제인식 보다는 경관차원의 부분적 논의에 치중
∙ 높이제한 등 규제위주의 경관관리방안 제안으로 실행력 확보에 한계 
∙ 개발압력 등에 의한 수변경관지구지정 무산 등 계획의 사회적 공감대형성 실패

▼ 경관관리 측면의 접근계획 

계획 한강공공성 재편계획 (2009)

계획특징

∙ 한강변 통경축확보,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계획방향 모색
∙ 사업단위 : 통합개발
∙ 용도지역 상향: 3종 또는 상업지역 등 상향
∙ 용적률완화: 250%→300~600%
∙ 층수완화: 25~35층→평균40층(50층내외) 
  (통경축확보 및 스카이라인 개선)

[제3종일반주거 이촌동 렉스(56층), 
성수동 두산(50층) 결정(착공)]

성과
및 한계

∙ 사업단위 통합개발에 대한 주민 반대 등으로 
  계획실현과 연계되지 못함 
  (합정, 여의도, 압구정, 이촌 등 전략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2013.3.28)
  (잠실·반포·구의자양·당산·망원 등 유도정비구역  모두 자동 

실효처리) 

▼ 주거지정비사업 관리 측면의 접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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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사례 및 수변관리 국제동향

4.1 수변공간의 가치에 대한 인식 (Value)

“수변지역을 도시의 중심공간으로 인식하고 종합적, 선제

적 계획관리 추진” 

세계의 선진 도시들에서는 수변지역을 도시의 중요한 오픈스페

이스로 인식하고, 도시의 가장자리가 아닌 활동의 중심공간으로 

도시공간구조를 계획. 도시차원에서 수변공간에 대한 종합적·장

기적인 계획관리를 추진

수변공간의 공공적 토지이용과 접근성 향상, 수변지역 활성화, 

보행/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수변지

역에는 가급적 공공용도 및 수변활성화용도를 계획하여 수변지

역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제시

 뉴욕, Vision 2020 Comprehensive Waterfront Plan

수변공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계획 수립

 1992년 최초로 뉴욕시 도시계획국에서 Comprehensive 

Waterfront Plan을 수립하여 뉴욕시 수변공간 전체에 대한 장

기적 비전계획을 제시

이 계획에서 뉴욕시는 수변공간을 상업, 공업 등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삶과 놀이의 공간으로서 인식하고,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다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수변공간 계획에 대한 체계 정립

 2010년 수변비전 및 향상전략(WAVES, Waterfront Vision 

and Enhancement Strategy)을 발표하면서 10년 단위의 장기

적인 계획인 수변종합계획과 수변실행계획(Waterfront Action 

▲ New York Comprehensive 
Waterfro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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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두 단계의 계획체계를 정립

 1992년의 계획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변공간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2011년 Comprehensive 

Waterfront Plan을 재수립. 지속가능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8개의 계획목표와 추진전략 및 지구별 추진전략을 제시

수변실행계획은 3년 이내 착수가능한 주요 프로젝트들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착수시기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인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

수변활성화를 위한 8대 목표 (Comprehensive Waterfront Plan)

목표1. 공공용지 및 민간부지에서 수변으로의 시민접근성 확대

목표2. 매력적인 용도도입을 통한 수변지역 활성화

목표3. 수변 산업지역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

목표4. 자연서식지 확보, 여기활동 및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수

질의 향상

목표5. 오염된 자연형 하천의 복원 및 습지 및 수변서식지 보호

목표6. 블루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수변경험기회 확대

목표7. 수변공간에 대한 규제, 협력, 관리 등 공공의 역할 증진

목표8.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에 대한 도시차원의 회복력 강화

▲ 공공 또는 민간용지를 통해 접근 가능한 수변공간

 
▲ 뉴욕시 그린웨이 네트워크 

▲ Waterfront Action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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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1. 시민접근성 확대에 대한 실행계획 예시 (Waterfront Action Agenda)

 보스턴, Boston 2040 & Harborwalk

수변공간의 이용 및 접근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명시

보스턴의 수변공간은 메사추세츠 주법(州法)인 공공수변법

(Public Waterfront Act)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

려하여 작성된 마스터플랜(MHP, Municipal Harbor Plan)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공공수변법은 시민들의 수변접근성과 수

변공간의 이용을 우선가치로 명시

MHP를 통해 새로운 오픈스페이스 및 수변으로의 접근로 확보, 

수상교통 인프라 확보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마스

터플랜에 계획된 사항들이 조닝(Zoning)에 반영되도록 함

▲ South Boston Waterfront Municipal Harb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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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공간을 도시의 대표적인 오픈스페이스로 인식

약 75㎞(47마일)에 이르는 하버워크(Harborwalk) 시스템은 보

스턴의 수변 재활성화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보스턴 Inner harbor의 수변공간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동일

한 오픈스페이스 관점에서 계획 접근

▲ 보스턴 이너하버와 뉴욕 센트럴파크 규모 비교

시민들이 수변공간에서 레크리에이션과 문화 및 역사자원, 수상

교통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변공간을 오픈스

페이스 및 Pedestrian (보행)네트워크의 출발점으로 적극적으로 

계획

▲ 보스턴의 수변 오픈스페이스 및 보행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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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오픈스페이스

하버워크 프로그램은 수변과 접하고 있는 부지의 개발에 따라 

구간별로 조성되며, 보스턴 재개발청(BRA), 주(州)와 시(市자) 

등 자치단체, 디벨로퍼, 거주자와 시민단체의 협력을 통해 조성

수변 개발시 건축물의 셋백을 통해 마련된 공간에 보행자들을 

위한 하버워크 프로그램을 조성하도록 하여 수변으로의 접근성 

및 수변으로의 경관 향상과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

현재 75㎞의 해안선 중 51㎞의 하버워크 조성

▲ 보스턴 하버워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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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변공간의 계획 (Planning)

“원칙에 따른 일관된 계획 수립과 공공의 치밀한 관리를 

통해 공공성 확보”

수변공간의 이용과 접근성향상을 위한 계획원칙들이 도시계획체

계에 반영되어 지역별 계획수립 및 개별사업 추진시 수변공간계

획의 틀(Frame)을 제공

수변지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수변과 면한 지역은 오픈스페이

스 및 수변산책로, 저층부 비주거시설 등 최대한 공적인 용도를 

배치하고, 이와 연결되는 공공접근로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함 

 뉴욕, Greenpoint-Williamsburg Waterfront Access 

Plans(WAPs)

수변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토지이용계획

그린포인트-윌리엄스버그는 100여년 전부터 정유공장과 조선소 

등으로 개발되었던 산업지역으로 공장과 주거시설들이 혼합된 

형태의 지역으로, 산업구조 변화 이후에도 새로운 산업과 예술, 

주거 등이 혼합된 형태의 커뮤니티를 형성

그러나 수변공간은 구조물들이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거나 비어

있고, 거의 접근하기 힘든 상태로 방치됨. 이에 2002년 커뮤니

티보드와 뉴욕시 도시계획국이 협력하여 수변접근성 개선을 첫 

번째 목표로 하는 그린포인트-윌리암스버그 워터프런트 계획을 

수립 

수변접근성 개선 계획 수립

뉴욕시 용도지역제(Zoning)에서는 수변의 신규개발시 기타조닝

규정(Other Zoning Regulations)으로 용적(Bulk) 규정 및 수

변접근계획(WAP, Waterfront Access Plan)을 수립하도록 하

고 있음

그린포인트-윌리암스버그에서는 이스트리버 워트프런트(수변 전

체)에 대한 명확한 비전 공유, 연속적인 수변산책로의 조성, 공

공의 수변접근기회 확대, 통합적인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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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칙으로 WAP를 수립

WAP에서는 뉴욕시 수변조닝의 공공접근성 확보기준(Public 

Access Requirement)에 따라 추가적인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용지 확보, 12m폭의 수변공공산책로(Shore public walkways) 

조성, 내륙지역과 연계를 위한 새로운  접근로 확보, 수변으로

의 시각통로 확보(Visual Corridors), 수변 건축물의 디자인 가

이드라인(Design Guideline)을 제시

▲ 수변접근성 계획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변개발원칙 설정

그린포인트-월리암스버그 조닝 변경안에서는 뉴욕시 도시계획국

의 분석과 커뮤니티보드의 요구를 바탕으로 수변의 공공성을 증

진하는 개발원칙을 설정

내륙지역과 수변을 연결할 수 있는 개발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수

변으로는 단조롭지 않은 매력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함

디자인 수준이 높은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조성되도록 유도하고 

보행친화적인 가로경관을 형성. 수상교통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수

상교통의 활성화를 유도 

수변블럭 및 주요 상업가로의 저층부는 가로벽(Streetwall)을 형

성하도록 하고 상업시설용도로 제한하며, 건물 내 주차장이 가

로로 노출되지 않도록하는 등 가로활성화와 수변접근성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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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조닝 가이드라인을 제시

▲ 공공성확보를 위한 수변개발의 원칙설정(조닝가이드라인 및 매싱 예시)

 

 보스턴, South Boston Waterfront

지역 환경변화에 대비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계획 수립

 1880년대 후반 활발한 산업중심이었던 이 지역은 산업쇠퇴 이

후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공항 및 도심과 인접한 

입지적 이점과 컨벤션센터 조성 등 공공의 투자를 바탕으로 

BRA 주도의 재개발사업을 추진

보스턴 재개발청(BRA)에서는 수준높은 공공영역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South 

Boston Waterfront에 대한 공공영역계획(Public Realm Plan, 

1999년)과 계획의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Municipal Harbor 

Plan, 2000년)을 수립하여 향후 개발을 위한 계획적 틀

(framework)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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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에 대한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MHP에서는 균형잡힌 수변복합용도개발을 위한 공공공간 계획

기준을 제시

오픈스페이스와 접근성 계획을 수립하고 수변에 인접한 지역에

서는 수변활용지역(water-dependent use zone)을 설정하도록 

하여 수상교통, 수변시설물, 하버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구역별 특성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물의 규

모, 높이, 외관특성, 공공공간 등에 대한 계획기준 마련 

▲ South Boston Waterfront MHP_오픈스페이스 계획

민간부지에 대한 유연하고 치밀한 계획관리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MHP에

서는 상위계획에 규정된 기준을 완화(Substitution)하고, 이를 

보완(Offset)하는 유연한 계획방식을 적용

구역별로 수변활용지역의 범위, 건축물 높이, 면적 등에 대한 

계획기준을 제시하고, 공공성 보완을 위해 추가적인 오픈스페이

스 조성, 공공·문화시설, 실내 공공공간, 수변관련 공공시설, 수

상교통 관련시설 조성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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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활용지역 및 건축물높이에 대한 상위계획 제안안과 변경안

 

민간 재개발 사업의 공공기여 유도

 2008년 게일 인터내셔널 및 모건 스탠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

엄이 Seaport Square 지역에 대한 민간 개발계획을 제안하여, 

약 9만 3천㎡(23에이커) 부지에 59만㎡ 연면적의 주거, 업무, 

상업, 문화, 호텔 등의 복합용도개발사업 추진 중

BRA는 재개발과정에서 민간 디벨로퍼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

여로 문화시설(박물관) 등을 확보

▲ Seaport Square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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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C 개발후 모습

4.3 실행력 확보 (Implementation)

“특별조닝규정 등 제도적 뒷받침과 공공사업을 통해 계획

의 실행력 강화”

공공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개발기법의 개발 및 사

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립 등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추

진기반 확보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특별목적지구

(Special Zoning District)와 같은 제도적 수단을 활용하고, 민

간개발의 활성화 유도를 위해 다양한 용적률 인센티브 및 세금

감면제도를 운영  

 뉴욕, Battery Park City 특별목적지구

다양한 개발기법을 적용한 수변도시개발의 모범사례

배터리파크시티는 로어 맨하탄(Lower Manhattan) 서측 허드슨

강을 따라 위치한 수변재개발지구로 노후화된 부두와 창고지역

이었으나, 재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어 1960년대 초부터 재개발

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배터리파크시티 개발은 1968년 배터리파크시티 개발공사

(Battery Park City Authority)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

었으며, 전담공사의 설립, 특별조닝규정 등 다양하고 유연한 개

발기법의 적용 및 풍부한 오픈스페이스 조성 등 수준높은 공공

공간 조성으로 수변 도시개발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음

전체부지의 30.4%를 공원, 19%를 공공가로로 조성

토지이용 면적 용도비율
주거용지 154,188㎡(약 46,641평) 42%
상업용지 35,208㎡(약 10,650평) 9%
공공용지

-강가 산책로
-공원/플라자

      113,314㎡(약 34,277평)
    - 24,686㎡(약 7,467평)
    - 88,627㎡(약 26,810평)

30%

도로 72,035㎡(약 21,790평) 19%
합계 374,745㎡(약 113,358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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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파크시티는 주거, 상업, 오피스와 수변을 따라 이어지는 

녹지공간과 다양한 규모의 공원이 연계되어 30%에 달하는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여 공공성 있고, 수준높은 도시환경을 조성

전담조직 배터리파크시티 개발공사(BPCA)에 의한 개발

 1968년 뉴욕주 산하의 공익기업으로 설립된 BPCA는 배터리파

크시티 부지개발에 대한 전과정을 책임지고 주도적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배터리파크의 개발에 중추적 역할

상업 및 업무, 주거, 공원이 어우러진 커뮤니티를 계획·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BPCA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계획안을 수정·보완해

가며 공공시설의 확보 및 공공공간의 질 향상을 도모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선투자를 통해 민간개발을 유도하

고 마스터플랜 및 가이드라인 수립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우

수한 민간개발자를 선정하여 개발의 질적 수준을 향상 

새로운 개발기법을 통한 공공성과 경제성 확보

배터리파크시티 개발의 특징은 장기채권 발행을 통해 대규모 공

공지출을 줄이고, 초기투자 재원에 대한 비용부담을 분산

이를 통해 BPCA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

는 전략을 추구

또한 BPCA가 뉴욕시로부터 부지를 리스하여 인프라시설을 정

비하여 개발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개발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여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BPCA는 안정

적인 임대수익 확보를 통해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확립 

특별조닝규정(Special Zoning Regulation)을 통한 다양

한 경관 연출

배터리파크시티는 1973년 특별목적지구(Special Purpose 

District)로 지정하여 뉴욕시의 일반적인 건축규제에서 벗어나 

유연한 건축규제를 적용, 개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높이 등

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수변 토지이용과 경관의 다양성

을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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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Hudson Yard 특별목적지구

뉴욕의 마지막 대규모 재개발지구 

허드슨야드 재개발은 맨하탄의 옛 철도차량 기지 등으로 쓰이던 

노후산업지역 10.5ha를 복합 개발하는 16조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사업

인접한 미드타운 등의 개발가용지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상업, 

주거, 문화, 여가 등의 복합용도지역의 실현을 목표로 개발

공원조성 등을 포함한 공공의 마스터플랜 작성 (수변 보

행 및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 조성에 초점)

뉴욕시는 주정부 및 토지소유자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와 함께 보행 및 오

픈스페이스 및 대중교통 연계 등 공공영역에 초점을 둔 장기적

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마스터플랜에는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 방안 및 공공부문의 도

시기반시설 투자 방안을 포함

▲ 허드슨 야드 재개발 마스터플랜

공공개발주체 설립을 통한 사업 추진

뉴욕시는 허드슨야드 기반시설공사(Hudson Yards Infra- 

structure Corporation), 허드슨야드 개발공사(Hudson Y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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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Corporation) 등 공공 개발주체를 설립하여 개

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허드슨야드 기반시설공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토지취득 및 인프

라 조성을 담당하고, 민간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세제감

면) 프로그램을 운영

다양한 용적률 인센티브 프로그램(Zoning bonus) 운영

허드슨야드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뉴욕시는 복합용도로 조닝

을 개정(Rezoning)하고 기본 용적률(6.0~12.0)에 상업시설에 

최대 33.0까지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 공

공성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및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

상업 및 주거시설 개발자는 지역기반시설 향상을 위한 기금 납

부, 오픈스페이스 공급, 개발권이양(TDR), 계층혼합주거 조성 

등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 가능

▲ 허드슨야드의 용적률 샹향 매커니즘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뉴욕시 산업개발청(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에서는 

상업시설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정책(Uniform Tax 

Exemption Policy)을 실시하여 허드슨야드에서의 민간개발 활

성화를 유도

재산세(PILOT, Payment in Lieu of Taxes), 판매 및 이용세 

(PILOST), 모기지등록세(PILOMRT)에 대한 세금감면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지 입지에 따라 사업구역을 3개의 존

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개발사업의 규모 및 사업추

진단계에 따른 세금감면 비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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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시민들의 참여 (Participation)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및 계획의 사회적 공감대 강화”

 뉴욕, Vision 2020 Comprehensive Waterfront Plan

효율적이고 일관성있는 계획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1992년 1차 수변 기본계획 수립 시 부터 뉴욕시 관련부서, 자

문단, 전문가, 시민대표와의 협업을 통해 계획과정의 정당성 확

보

뉴욕시는 2009년부터 계획수립 전과정에 걸쳐 매달 시장실과 

도시계획국 등 관련 부서들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Tech- 

nical Advisory Committee)를 운영, 도시계획국에서는 수변계

획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관련부서와의 업무를 

조율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공개 프로그램 실시

도시계획국에서는 부동산 소유자, 커뮤니티 보드, 공원이용자 등 

관심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

계획 초기, 워터프런트 계획의 목표와 이슈를 공유하기 위한 공

개설명회 및 각 보로우(borough)별 공청회 등 7회의 공개워크

샵을 추진

또한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뉴욕하버 만들기를 위해 비영리 

산하단체인 MWA(Metropolitan Waterfront Alliance)를 조

직, 400명 이상의 구성원들로부터 수상대중교통, 수변여가 등 

각기 전문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

제안된 시민의견들은 검토를 통해 비전계획에 반영

도시계획국에서는 공청회 및 워크샵, 웹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

된 의견들에 대해 관련부서와의 컨설팅을 통해 계획목표와의 정

합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Vision 2020의 수립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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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워터프런트 비전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 및 워크샵

 뮌헨, Izar Plan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이자르강의 재자연화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수도인 뮌헨을 관통하며 흐르는 이자르강

은 19세기 후반 수력발전을 위해 물길을 직선화하고 인공호안

을 건설

그러나 점차 지하수 하강 및 홍수피해 증가에 따라 1995년부터 

홍수피해 저감을 위해  이자르강 8㎞구간을 대상으로 재자연화

를 위한 복원사업을 추진

‘열린 계획’과 적극적인 시민 의견 반영 

뮌헨시는 1995년 이자르강 복원을 위해 일반시민, 시민단체, 전

문가, 뮌헨시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이자르 플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홍수 피해저감, 시민의 휴식을 위한 친수공간 확보,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

재자연화를 위한 토목사업에 따른 기존 생태계 교란 및 실질적 

홍수대비 안전성, 9년에 걸친 장기사업 등에 대한 전문가들과 

일부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뮌헨시는 이들의 의견에 적극

대응하며 중재 노력

또한 다수의 공개토론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 등 시민들의 공감

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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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식 고취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 

사업이 종료된 이후, 이자르강 복원사업은 도시의 젖줄이자 대

표적인 오픈스페이스로서 시민들의 만족도 평가에서도 높은 점

수를 받고 있음

또한 복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시민들은 복원사업 이후

에도 강변의 환경정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운

영·체계 확립에 기여

▲ 이자르강 재자연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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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강변 계획관리 방향

 한강변 계획/관리현황과 한계

계획범위․내용

한강과 관련한 그간의 계획은 환경, 생태, 주운, 고수부지, 공원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종합계획 형태로 수립된 부분들이 있으

나, 상대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 관리는 소홀한 측면이 있음

계획범위에 있어서도 개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파

편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계획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수 분포하

고 있는 상황임

계획관점 측면

계획의 관점에 있어서도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관리측면 보다는 재개발·재건축, 촉진계획 등 사업추진을 위한 

개별적 계획으로 접근하고 있어 도시 전체적 차원에서 공공성에 

입각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실현성 측면

또한, 그간 한강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후속 도시관리계획의 가이

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내용이 부족한 반면,  

민간부분의 개발압력과 상충되는 경관 계획내용이나 과도한 규

모의 통합개발 제안 등으로 계획의 실행력확보에 한계 보유

 한강변 계획/관리 방향

한강을 서울의 중심공간으로 인식하는 등 가치 전환을 바

탕으로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종합적 계획 수립

시민 삶의 일부, 생활의 중심공간으로서 한강 본연의 의미를 회

복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강주변지역에 대해 장기적인 비

전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적 차원의 한강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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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계획 수립

 공공성측면에서 주변지역 관리의 구체성을 강화

한강 주변지역에 대해 지구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27개 지구

로 세분하고,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관, 자연성 측면에서 지

구별 관리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수립

한강변의 미래 모습에 대한 선제적 계획을 통해 장기적이고 정

교한 수변공간 관리 도모

시민참여 및 공감대 확보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내용이 후속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확보과정을 마련하고, 도시기본계획에 근거를 둔 후속계

획으로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특히 주변지역의 도시경관과 관련해서는 법정계획으로서 서울시 

경관계획(수립중), 경관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경관심의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경관논의 등을 진행함으로써 경관부문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

공공의 역할범위를 한강과 한강공원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까지 확대하고, 계획 및 사업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

을 강화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을 제고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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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전 및 관리목표

 한강의 비전

한강의 비전은 한강이 가진 중요성의 재인식, 한강을 바라보는 

정책방향의 근본적 전환, 한강의 현안문제 해소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100년후에도 빛나는 시민생활의 중심, 미래 자연

문화유산, 한강’으로 설정

▲ 한강의 비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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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목표

 ‘미래 자연문화유산으로서 한강’의 비전실현을 위해 4가지 관리

목표를 설정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 전환

한강중심의 접근성·이동성 강화, 한강변 활력거점 조성 등을 통

해 점진적으로 서울의 도시공간구조를 한강중심으로 전환

수변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강변도로의 

지하화, 우회로 개설 등 강변도로의 구조개선 검토

동시에 한강 양안을 통합하는 수변활동공간의 지속적 육성 추진

수변부의 공공성 확보

한강변을 중심으로 시민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이나 공공공간 

등 비주거용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한강과 주변의 녹지연계 

강화를 통해 수변부의 공공성을 증진



Ⅲ. 비전 및 목표

❙93

한강의 문화·경관자원화

수변부 한강조망 및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주요 경관자원의 유

지·보전, 한강변 역사·문화자원의 연계강화 등을 통해 한강의 

문화·경관자원화를 실현

한강의 자연성 회복

우선적으로 한강이 가진 자연성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한강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한강숲 조성 및 둔치녹화, 한강의 

친환경적 이용·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함

께 행복한 한강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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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현전략

100년 후에도 빛나는 시민생활의 중심, “미래 자연문화유

산, 한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현전략

으로 ‘부문별 계획’과 ‘지구별 가이드라인’을 마련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에서는 자연성,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관이라는 

4대 부문별로 총 12개 ‘관리원칙’과 ‘세부 계획방향’을 제시

 ‘관리원칙’은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지켜져야 할 원칙을 의

미하며, ‘세부 계획방향’은 관리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적용

방향을 의미

▲ 한강의 비전 실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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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 가이드라인

 ‘지구별 가이드라인’은 부문별계획에서 설정한 4대부문, 12대 

‘관리원칙’과 ‘세부 계획방향’을 한강변 전체 7개 권역 및 27개 

지구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도면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이들 27개 지구에 대한 지구별 가

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계획의 구체성을 강화하고, 후속 도시관

리계획, 사업들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침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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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1.1. 자연성 측면에서 한강이 가진 의미

 한강은 한반도 생태계의 중심

한강은 우리나라 국토 지리체계에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북으

로는 한북정맥과 임진북예성남정맥사이 일부, 남으로는 한남정

맥 사이를 유역권으로 하는 한반도 중심에 위치

한강 유역은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동물이 서식하는 등 한반

도 생태계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거대한 생물서식처이며, 특히 

서울지역의 한강은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계 

연결고리에 해당

서울시의 서측 외곽은 서해의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하천 내 

갯벌이 퇴적된 지역이 많고, 수변으로 습지가 발달하여 야생동

물의 주요 서식처 역할을 담당하는 등 한반도 생태계의 중심역

할 담당

 도심 속의 자연, 서울 생태의 보고

한강은 698개의 지천에 1,601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서울 생태

의 보고이면서, 사계절 다양성이 있는 서울 최대의 도심 속 자

연공간

서울시의 주바람길로 오염원 배출통로 역할을 하는 등 ‘서울의 

허파’ 기능 수행 

봄 양화생태 공원 여름 밤섬 철새도래지 가을 선유도공원 겨울 강서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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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연성 측면에서 한강의 현안문제

 한강변으로 다수의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한강의 자

연성 훼손 발생

저수로 정비 및 호안 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생물다양성 

및 친수적 하천이용기능 상실

하천직강화 및 저수로 정비, 호안 콘크리트 조성에 따라 어류서

식처가 단순화되고, 자갈 및 모래사장 소멸로 인한 조류 서식처 

훼손, 지하수위 저하로 인해 둔치가 건조화되고 외래식물이 번

성하는 등의 생태적 영향 발생

하천의 자갈과 모래사장 등이 유실되고, 수변부의 수심이 깊어

져 물놀이 등 다양한 친수활동을 위한 여건형성이 어려움

강변고속도로 조성에 따라 생태계의 연결성 단절

강변으로의 제방 축조와 지형 성토로 인해 수변생태계의 연결성

이 차단됨과 동시에 야간의 차량 불빛․소음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파괴, 도로 표면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등 유발

도로와 차량으로 인해 수변부 자연하천 경관이 훼손되고, 보행 

및 자전거를 통한 시민들의 하천 접근성이 열악해짐

한강 둔치지역 생물다양성 단순화 및 자연하천 경관 훼손

조경수와 초지, 잔디 위주의 식재공간 증가로 생물다양성이 단

순화되고, 호안과 인접한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면서 수변

부 생태계의 연결성 단절 

경관적으로 직강화 된 호안과 균일한 유속, 수심으로 인해 하천

경관이 단순화되고, 포장공간의 증가로 인하여 자연하천경관의 

훼손 발생

범람원, 습지 등 자연하천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경관보다는 건

축물과 상징 구조물, 야간 경관, 선착장과 유람선 등에 따른 인

공적인 수변경관이 형성

인위적 시설중심의 하천개발로 생태성 훼손 및 자연적 친

수이용기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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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시설 중심의 수변부 개발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처가 훼

손되고, 야간에 교량의 조명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 및 산란

에 교란이 발생

마리나, 수상레져 등 시설 이용 위주의 수상환경 조성에 따라  

자연적 친수이용기능이 미흡

도시민이 물과 쉽게 접하는 친수이용 공간 및 기회의 확보와 접

근성 향상, 하천 공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이용프로그램의 확

보 등 필요

1.3. 자연성 부문 기본방향

무분별한 개발 및 이용으로 훼손된 한강을 자연의 강, 생명의 강으로 되살

리기 위해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

한강의 생태환경 개선, 맑은 물 회복, 친환경 이용을 통해 “자연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생명의 한강”으로 관리

관리원칙 1-1 : 생태환경 개선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숲 조성, 생태거점 조성을 통한 생물서식

처 복원, 천변습지 조성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도모 

한강중심의 생태적 연결고리 회복, 한강과 배후도시 및 공원 간 

녹지연결 등 단절된 생태축 연결

관리원칙 1-2 : 맑은 물 회복

한강의 낙차공을 자연형 다단구조 낙차공으로 개선하고, 호안구

조를 자연(형) 하안으로 복원

자연성 회복을 통한 자정능력 향상, 비점오염원 사전 차단으로 

물놀이가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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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1-3 : 친환경 이용

생태경관 회복 및 조망경관 발굴, 역사․문화 탐방코스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한강 역사․문화 조망 및 체험환경을 
조성

한강 이용원칙 제시 및 이용문화 정착, 지역별 균형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강화를 통해 함께 만드는 공원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단계별 시민참여 유도 등을 통해 시민(단

체) 중심의 하천관리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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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원칙 및 세부 계획방향

원칙 1-1 : 생태환경 개선

주요 목표지수

둔치면적의 11.7%(여의도 공원면적의 5배)에 달하는 약 105만

㎡의 한강숲을 조성 

▲ 생태환경 개선 목표지수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숲 조성

기본방향

현재 한강숲은 대부분 예산사업으로 수목이 식재되고 있어 식재량

이 부족하고, 식재된 시설지구의 생육환경도 열악한 상황에 있음

향후 한강숲 조성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이나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한강 수변환경에 적합한 수목식재를 통해 수목

의 생육환경 증진 도모

중점 추진사항

한강의 수변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경관의 한강숲 조성 

수변(버드나무 생태숲), 둔치(시민이용 녹음숲), 강변도로변(완충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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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림대)으로 구분하여 조성

한강 전 구간을 숲길로 연결

생태숲은 생태통로 역할토록 연속성 확보

한강숲 조성에 민간기업체,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

민간기업 기부 유치 : 1기업 1한강숲 조성

나무심기 : 기업체, 시민단체, 시민, 학생 참여

추진계획

생태·이용숲 5개소 22만 5천㎡, 완충숲 8개 지구 82만 2천㎡ 조성

구분 추진계획

단기
(2014~18년)

◦생태·이용숲 조성 : 3개소 155천㎡ 
  (여의도, 잠원, 잠실) 
◦완충숲 조성 : 296천㎡ (3개지구) 
 - 민간참여 : 기업 및 시민 2,500명 (5개소) 

중․장기
(2019~30년)

◦생태·이용숲 조성 : 2개소 70천㎡(반포, 난지 등) 
◦완충숲 조성 : 526천㎡ (5개지구) 

▲ 숲 조성 개념도

▲ 교량하부 숲 조성 전․후 예시(성수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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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서식처 복원

기본방향

 1,2차 한강개발에 따른 호안 직강화 및 둔치 공원화로 생물서식

처가 훼손된 상황

향후 생태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거점을 조성하

여 생물서식처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천변습지 

등을 조성

중점 추진사항

생태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생태거점으로 우선 조성

지천합류부, 여의도샛강 합류부 등을 중점 복원

인공호안 구조 개선을 통해 모래톱 형성 유도 및 수변식생, 생물서식

공간 조성 

수변에 천변습지를 조성하여 생물서식공간 확보 

치수안전성이 확보되고 습지 잠재력이 높은 지역 선정 

추진계획

생태거점 조성 3개소, 천변습지 조성 2개소

구분 추진계획

단기
(2014~18년)

◦생태거점 조성 : 탄천합류부 
 - 면적 105천㎡, 자연호안, 버드나무림, 모래톱 
◦천변습지 조성 : 이촌권역 
 - 면적 97천㎡, 자연(형)하안, 저습지 및 천변습지, 

버드나무림, 모래톱 형성 

중․장기
(2019~30년)

◦생태거점 조성 : 중랑천, 여의도샛강 합류부 
 - 중랑천합류부(248천㎡) : 자연(형)하안, 모래톱, 

어도, 느릅나무림 
 - 여의도샛강합류부(194천㎡) : 자연(형)하안, 

모래톱, 버드나무림 등 
◦천변습지 조성 : 반포천 주변 
 - 면적 70천㎡, 천변습지, 수로, 버드나무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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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합류부 여의샛강 합류부 중랑천 합류부

▲ 합류부 생태거점 조성 예시도

                                      

 단절된 생태축 연결

기본방향

강변도로 및 시가화로 인해 생태축이 단절되어 있고, 인공호안 

및 낙차공 설치로 인해 현재 생태적 연속성이 훼손됨

향후 서울시 주 녹지축을 잇는 연결녹지대 조성 등을 통해 한강

중심의 생태적 연결고리를 회복하고, 한강과 배후도시, 공원 간 

녹지연결성을 강화하여 단절된 생태축의 연결성 강화 도모

중점 추진사항

서울시 주녹지축을 잇는 연결 녹지대 조성

외곽 환상축(강서, 광나루) 및 남북 녹지축(이촌) 연결 기능 보완 

생태거점 주변에 연계 완충녹지 조성 

식물군락 확대 및 다층구조의 먹이식물 식재로 생물다양성 유도 

배후도시 대규모 개발 등과 연계하여 한강변 도시녹지축 확보 

추진계획

주녹지축 연결 3개소 68만 9천㎡, 완충녹지 조성 4개소 33만 9천㎡

한강변 도시녹지축 확보 

구분 추진계획

단기
(2014~18년)

◦주녹지축 연결 : 3개소 689천㎡ 
 - 강서 400천㎡, 광나루 109천㎡, 이촌 180천㎡ 
◦완충녹지 조성 : 2개소 138천㎡ 
 - 탄천합류부 주변 72천㎡, 난지생태습지 주변 

6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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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2019~30년)

◦완충녹지 조성 : 2개소 201천㎡ 
 - 중랑천합류부 주변 60천㎡, 여의도샛강합류부 

주변 141천㎡ 
◦도시녹지축 확보 : 배후도시 개발사업 시 연계 시행 
 - ‘2030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지구별 가이드라인 

수립과 연계  

▲ 서울시 녹지축 현황(2005)                         ▲ 주녹지축 연결 대상지역

 

▲ 한강 생태축 연결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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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촌한강공원 생태환경개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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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2 : 맑은 물 회복

주요 목표지수

수변길이 총 78.7㎞의 28.5%에 달하는 22.4㎞를 자연(형)호안

으로 복원하여 전체 호안의 약 70%를 자연형으로 전환

▲ 맑은 물 회복 목표지수

 한강 지천 물길 회복

기본방향

현재 한강지천과 한강이 만나는 합류부의 경우, 콘크리트 단일

구조의 낙차공(5개소)으로 조성되어 있어 지천 수질악화 및 수

생생물 이동이 단절되어 있음

향후 지천의 낙차공을 자연형 다단구조의 낙차공으로 구조를 개

선하여 물길흐름을 회복하고, 어도 조성을 통해 수생생물의 이

동로를 확보

중점 추진사항

지천 합류부 낙차공 개선으로 물길 흐름 회복 

다단 자연형 구조로 개선하여 본류와 지류의 물길 연결 

낙차공의 경사완화 및 유속조정으로 하상 퇴적구조 안정화 유도

어도 조성을 통한 원활한 수생생물 이동로 확보 

적정 유속과 도약 수심 유지 등 자연형 어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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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낙차공 구조개선 5개소

구분 추진계획

단기
(2014~18년)

◦지천합류부 낙차공 구조개선 : 탄천 
- 다단의 자연형 낙차공으로 개선 
- 제방 식생대 조성을 통한 생태연속성 회복

중․장기
(2019~30년)

◦지천합류부 낙차공 구조개선 : 4개소 
- 홍제천, 반포천, 성내천, 고덕천합류부 
- 성내천, 고덕천 : 상류로 이설 후 구조개선

▲ 낙차공 위치도 및 개선 계획                                    ▲ 낙차공 구조개선 모식도 (탄천) 

 인공 호안구조를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

기본방향

그간 한강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안구조의 직강화와 콘크리트 인

공호안 조성으로 하천 생태계 단절 지역이 다수 분포

한강의 호안구조를 자연(형)하안으로 복원하고, 자연복원력에 의

한 부분적 사행화 유도

중점 추진사항

직강화 된 콘크리트 인공호안을 자연(형)하안으로 복원 

자연하안 : 유속이 완만한 퇴적지역 (9.8㎞) 

자연형 호안 : 유속이 빠른 세굴지역 (12.6㎞) 

하안 안정화 및 모래톱 형성 유도 

자연형 호안 조성 시 수제 설치공법 적용하여 모래톱 형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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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자연하안 복원 9.8㎞, 자연형 호안 조성 12.6㎞ 

구분 추진계획

단기
(2014~18년)

◦자연하안 복원 : 이촌, 뚝섬 등 4개지역 9.8㎞ 

중․장기
(2019~30년)

◦자연형 호안 조성 : 반포, 양화 등 6개지역 12.6㎞ 
 - 수충부 세굴지역은 치수안전 등을 고려하여 

하천전문가 자문 후 신중 추진

▲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계획

수변 버드나무 식재

자연하안

▲ 자연하안 복원 모식도

▲ 난지한강공원 자연형호안(2009년)                   ▲ 강서습지 생태공원 자연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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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가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 개선

기본방향

현재의 한강은 불투수 포장면적의 확대로 자정능력이 감소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강변도로에서 오염물질이 한강으로 직접 유입

됨에 따라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음

향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해 자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비

점오염원의 사전차단으로 수질개선 도모

중점 추진사항

불투수 포장재를 투수 포장재로 변경하여 물순환시스템 구축 

주차장, 체육시설지의 바닥포장 개선, 식생 수로 설치 등 

강변도로 제방사면 하단 자연정화시설 설치로 비점오염원 사전 차단 

초기우수 자갈투과 및 식물정화 시스템에 의한 수질 정화 

둔치 내 소규모 저류녹지 조성 

오염물질 임시 저장 및 식물 정화 

추진계획

투수포장재 변경 19만 9천㎡, 소규모 저류녹지 조성 153개소 

자연정화시설 설치 800개소 

구분 추진계획

단기
(2014~18년)

◦투수포장재 변경 : 82천㎡ (뚝섬, 여의도, 난지) 
◦소규모 저류녹지 조성 : 43개 (4개지구) 
◦강변도로 자연정화시설 설치 : 250개소

중․장기
(2019~30년)

◦투수포장재 변경 : 117천㎡ (8개지구) 
◦소규모 저류녹지 조성 : 110개 (7개지구) 
◦강변도로 자연정화시설 설치 : 550개소 

▲ 투수성 주차장(독일 하노버시)     난지한강공원 소규모 저류녹지(2011년)   제방사면 하단 자연정화시설(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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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3 : 친환경 이용

주요 목표지수

역사문화 탐방코스 개발 및 1,250회의 탐방프로그램 운영을 통

해 이야기가 있는 한강조성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도모

▲ 친환경이용 목표지수

 과거와 현재의 한강 역사․문화 조망 및 체험
기본방향

현재의 한강은 강변도로, 인공호안으로 자연경관이 단절되어 있

고, 역사․문화적 경관 및 이야기 또한 단절된 상태
향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해 생태경관을 회복해 나가고, 동

시에 조망경관 발굴, 역사․문화 탐방코스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한강의 조망 및 체험 증대 도모

중점 추진사항

한강 자연성 회복을 통한 생태경관 회복 

한강숲 조성, 생태복원 사업 등과 연계 

역사·문화유산 활용 및 조망 위한 공간 조성 

한강 옛 경관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우수경관 조망공간 조성 

한강의 대표적 역사·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테마별 체험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스토리텔링 개발사업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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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역사·문화자원 활용 및 경관 조망지점 조성 8개소 

탐방 프로그램 운영 1,250회 

구분 추진계획

단기
(2014~18년)

◦역사·문화유산 활용 및 조망 공간 조성 : 3개소 
- 역사문화자원 활용 : 한강철교, 노들섬 
- 경관 조망지점 조성 : 여의도(절두산), 이촌(효사정)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영 : 350회 
- 14개 코스 운영, 역사탐방 문화지도 제작 

중․장기
(2019~30년)

◦역사·문화유산 활용 및 조망 공간 조성 : 5개소 
- 역사문화자원 활용 : 선유도 
- 경관 조망지점 조성 : 용봉정, 응봉, 남산, 아차산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영 확대 : 900회 
- 탐방코스 개발 및 확대 운영 

▲ 역사문화 조망 대상지

 함께 만드는 공원 이용․관리
기본방향

한강공원의 이용․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친환경 이용을 위
한 이용지침이 없고,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참여동기 부여가 

미흡한 상황

향후 한강 이용원칙을 마련하여 이용문화를 정착해 나감과 동시

에 지역별 균형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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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사항

보전·복원·이용 관리지역 구분 및 관리방안 설정 

격년단위로 모니터링하여 관리지역 간 유기적 변동 관리 

한강생태계 조사(5년 주기)와 연동 데이터 구축 

지역별 친자연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한강 이용원칙 수립 및 홍보 

- 홍보물 배포, 안내판 부착 등 이용문화 정착 

추진계획

이용원칙 수립, 관리지역 구분, 이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100만명 

구분 추진계획

단기
(2014~18년)

◦지역별 모니터링으로 보전지역 확대 관리 
(이용→복원→보전) 

- 이용율이 낮은 곳 복원사업 추진, 복원 후 
생태안정지역은 보전지역으로 관리 

◦이용원칙 홍보 및 이용문화 정착 
- 한강 이용 시민의식 제고(안내문, 홍보물, 캠페인 등) 

중․장기
(2019~30년)

◦시민 이용 모니터링, 프로그램 지속적 개발 관리 
◦지역별 체험형 이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75만명 

한강 이용원칙 세 부 내 용

1. 한강의 자연을 보존한다.
- 정해진 이용장소 이외의 출입은 하지 않는다.
- 자연 훼손을 하지 않는다.

2. 한강에 사는 야생동물의 서식을 
보장한다.

- 애완동물은 장비를 착용한다.
- 야생동물의 포획과 식물 채취를 하지 않는다.

3. 환경오염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간다.
-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물을 반입한다.

4. 친환경적으로 이용한다.
-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은 하지 않는다.
- 지정 주차장 이외의 무단주차는 하지 않는다.

5. 한강의 이용과 관리는 시민참여를 
지향한다.

- 지정된 야영장 이외의 장소에는 텐트를 설치하지 않는다.
-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의 물놀이를 하지 않는다.

▼ 한강 이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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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지역 관리방안 세부 관리내용

보존지역 
(1.0㎢) 

◦생태경관보전지역 
  (암사, 고덕, 밤섬) 
◦야생동물보호구역(난지) 
◦생태(습지)공원 
  (강서, 난지, 고덕 등) 
◦생태복원 후 안정지역 

유지관리 

- 출입통제(생태경관보전지역) 
- 출입제한(야생동물보호구역) 
- 자연휴식년제(격년) 도입 
- 연구 및 관리인원 제한적 입장 

분기별 생물상 
모니터링 

- 식물상, 동물상 모니터링 

복원지역 
(5.3㎢) 

◦자연성 회복사업 지역 
 -생태복원 기조성 지역 
 -한강숲 조성 
 -생태거점 조성 등 
◦보존지역 주변 완충지역 

유지관리 
- 복원사업 후 안정기까지 출입 관리 
- 생태-완충-이용지역 구분 관리 
- 이용지침 준수 

식생관리 
- 생태계 교란종 관리 
- 덩굴성 피압 식물 관리 

이용지역 
(2.6㎢) 

◦시민 이용지역 
유지관리 - 직접적 유지관리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이용행태 관리 - 이용원칙 준수 

▼ 보전․복원․이용 관리지역 구분 및 관리방안

▲ 한강 보전․복원․이용 관리지역 구분도

 시민(단체) 중심의 하천관리 기반 구축

기본방향

현재의 한강관리는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적 관리 및 행정구역별 

관리로 공동협력체계가 부재하고, 주로 자원봉사 위주의 시민참

여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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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존 한강시민위원회 운영을 보완하고, 한강 광역 협의체

계 구축, 사업단계별 시민참여 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한강 관

리기반 구축 도모

중점 추진사항

한강시민위원회 자문 시 사전 시민의견 수렴 ⇒ 한강 거버넌스 

시민, 기업, 언론 등의 의견 수렴, 사업단계별 시민참여 유도 

지천별 유역협의회와 연계된 한강유역 협의체계 구축 

하천관리 전반에 대한 협의·협력 

자원봉사활동 확대, 교육프로그램, 한강시민대학 운영 

추진계획

하천거버넌스 구축, 한강유역협의회 운영, 시민참여 확대 60만명 

구분 추진계획

단기
(2014~18년)

◦한강시민위원회 역할 보완 운영 
- 정책 및 사업수립 단계에서 시민의견 수렴 
◦지천별 한강유역 협의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지천별 19개 자치구 (안양천 5개, 탄천 3개, 

홍제천 3개, 중랑천 8개) 
◦한강 시민참여 확대 : 10만명 
- 한강공원 시민리더 양성, 시민대학 및 자원봉사 

커뮤니티 CANS 확대 운영  

중․장기
(2019~30년)

◦한강 시민공동체 구성 및 시민참여 활성화 
◦한강 시민참여 확대 : 50만명 

▲ 한강유역협의회 체계(안)                     ▲ 거버넌스의 구성 및 역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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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성] 관리원칙 1-1

생태환경 개선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숲 조성

- 조성목적에 따라 생태숲, 이용숲, 완충숲으로 구분 조성

 생물서식지 복원

- 생태거점 및 천변습지를 조성하여 생물서식공간 확보

 단절된 생태축 연결

- 서울 주녹지축 연결 녹지대

- 생태거점 주변 완충녹지 조성

관리원칙 1-2

맑은물 회복

 한강지천 물길 회복

- 지천 합류부 낙차공 구조 개선, 어도 조성

 인공 호안구조를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

- 인공 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 하안 안정화

 물놀이가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 개선

- 불투수 포장재를 투수포장재로 변경하여 물순환시스템 구축

- 둔치 내 소규모 저류녹지 조성

관리원칙 1-3

친환경 이용

 한강조망 및 역사문화 체험 강화

- 역사․문화유산 활용 및 조망공간 조성, 탐방프로그램 운영

 함께 만드는 공원 이용․관리

- 보전․복원․이용관리지역 구분 및 관리방안 설정

- 시민이용 모니터링, 프로그램 지속개발 관리

 시민 중심의 하천관리 기반 구축

- 한강유역 협의체계 구축, 자원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자연성 부문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실행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중인 한강자연성회복기본계획을 따름

▲ 자연성부문 계획방향





02
토지이용 부문

1. 기본방향

2. 관리원칙 및 세부 계획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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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1.1. 토지이용 측면에서 한강이 가진 의미

 역사적으로 한강은 우리 삶과 함께한 공공의 장소

역사적으로 한강은 2,000만명 이상이 반만년 이상을 터잡고 살

아온 우리 삶의 기반이자, 다양한 경제․여가 활동으로 시민 생활
과 밀접하게 연계된 공공의 장소로서 의미 보유

▲ 역사적으로 시민 생활과 함께한 한강

 오늘날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가장 큰 오픈스페이스이

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역할

한강공원은 서울에서 가장 큰 도시 오픈스페이스로서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 삶에 있어서 서울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

95.5%의 시민들이 한강이 서울을 대표하는 곳으로 인식(한강 생태

계 복원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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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을 대표하는 가장 큰 오픈스페이스,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 ‘한강’

1.2. 토지이용측면에서 한강의 현안문제

 한강 주변이 주거중심으로 개발됨에 따라 시민생활과 

한강이 단절되는 문제 유발

한강 주변지역은 지난 50여 년간 공유수면매립 등을 통한 택지 

및 아파트개발, 대규모 재건축 추진 등 급속한 개발의 시대를 

거쳐 오면서 시민생활과 단절된 폐쇄적인 주거공간으로 변모 

현재 한강 연접지역의 85% 이상이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

고, 한강변 준공업지역의 경우도 상당부분 아파트 등 주거용도 

위주로 개발되어 있어, 토지이용 상 한강과 주변지역이 폐쇄적

인 주거공간으로 단절되는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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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도 위주의 한강변 토지이용 현황

 휴식과 운동중심의 단조로운 한강공원 조성과 다양한 

시민활동이 가능한 수변활동공간 부족

휴식과 운동 중심의 단조로운 한강공원 이용

한강공원 1개소당 평균 길이는 8㎞, 넓이 80만㎡로 넓은 범위

에 대부분 주민체육시설과 조경공간이 분산 배치되어 있음

한강공원의 시민활동을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편

의시설 등이 현저하게 부족

한강공원의 주 방문 목적은 산책과 휴식, 운동 등 단조로운 행

위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순위 항목 비율(%)

1 산책과 휴식 46.1

2 운동 8.6

3 공연관람 등 행사참석 3.0

4 동호회/레저 활동 2.5

5 자연학습장 등 교육목적 1.8

▼ 한강공원 이용여부 및 주방문목적, 2010.10 서울 서베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128

구분 여의도 뚝섬 난지 반포 양화 잠실
면적(㎡) 1,487,374 825,000 787,395 567,600 361,628 539,071

길이(㎞) 8.4 11.5 4 7.2 5.9 4.8

공원성격
관광, 문화

생태
문화,운동

레저
캠핑, 생태

레저
문화, 휴식 생태, 문화 문화, 휴식

테마시설
테마

프로그램

벚꽃축제
 세계불꽃축제
샛강생태공원

밤섬생태보전지
역

-
난지 캠핑장
생태습지원
자전거공원

무지개분수
서래섬
세빛섬

선유도 -

체육시설 3개소 22개소 3개소 7개소 5개소 9개소

자전거
관련

보관소 　 　 2 　 　 1

대여소 2 ㅇ ㅇ ㅇ ㅇ ㅇ

레저
시설

수영장 ㅇ ㅇ ㅇ 　 　 ㅇ

낚시터 　 ㅇ 　 　 ㅇ 　

기타 파크골프장 　 　 　 　 　

수상
레저시설

3개소 4개소 5개소 3개소 1개소 2개소

문화시설 　
자벌레

전망문화
컴플렉스

　 　 　 　

전망쉼터 　 　 　 2개소 2개소 1개소

식음시설 4개소 1개소 　 　 　 2개소

편의시설 (매점) 4 3 2 2 4 4

수상
교통시설

5개소 2개소 4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주차장
5개소

1,991대
3개소
661대

4개소
545대

4개소
823대

5개소
524대

5개소
706대

조경 및
공원

프로그램

수상무대
수상분수
물빛광장

수질정화원
생태연못

음악분수
장미원

자연학습장

거울분수
물놀이장
음악분수

수상무대
달빛광장
갈대밭

자연생태호안
피크닉장

장미단지
물억새길

월드컵분수　

자연학습장
물고기길
(어도)　

▼ 주요 한강공원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

한강변 활동창출을 지원하는 매력공간, 편익공간의 부족

시민이용공간 등 지속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책/휴식/운동공

간으로서 이용은 증가

한강몽땅프로젝트 등 한강공원 이용증진을 위한 컨텐츠 확보 노

력도 확대 추진 중이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보행권 내 집적된 공간은 부족

시민 대다수가 한강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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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이미지는 다리, 유람선, 공원 등 단편적인 시설로만 인

지 (한강생태계 복원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2012)

직장인들이 데이트하고 싶은 장소 1위는 한강이나, 실제 데이트 

장소 1위는 호프집 치맥 데이트 (*취업포털사이트 설문, 2013)

▲ 주변 거주민 및 일반 시민이 느끼는 한강의 이미지 

한강은 관광객 입장에서는 별 볼일 없는 서울관광의 사각지대

 2013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장소는 

명동(72.8%)이었으며, 그 다음은 동대문시장(56.6%), 고궁

(39.1%), 남대문시장(32.8%) 순(중복응답)

한강은 전체 20여개 방문지중 13위(13.3%)를 차지하고 있는 등

관광객 입장에서 ‘별 볼일 없는 공간’으로 인지되고 있어서, 주

변지역과 연계하여 보행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약된 수변

활동의 거점공간 육성 필요

▲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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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으로 다양한 역사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나, 멸

실·인식부족 및 연계가 부족

한강변으로 다양한 역사자원들이 상당수 분포

한강변으로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폭넓은 시기의 역사유적 23

개소, 문화시설 12개소 입지 

역사유적터(표지석)는 나루터 15개소를 포함하여 광흥창터, 동빙

고터 등 총 24개소 분포

▲ 한강변 주요 역사문화자원 현황



Ⅳ. 부문별 계획_02.토지이용 부문

❙131

역사문화자원의 멸실이나 인지성 결여로 시민이나 관광객

들을 위한 한강변 활성화의 요소로 활용 부족

한강변으로 사라진 역사유적지의 경우 표석이 일부 존재하고 있

으나, 접근성이나 인지성이 부족

삼국시대 이전의 풍납토성, 고구려보루, 아차산성 등의 역사자원

은 상징성 대비 역사자원으로서의 인식과 활용도가 미흡

대부분의 역사자원들이 한강 및 주변지역과 단절되어 있고, 상

호 연계성들이 결여되어 한강변 활성화를 위한 요소로 적극적 

활용이 미흡한 실정

▲ 한강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현황

1.3. 토지이용부문 기본방향

한강변으로 다양한 수변활동 특화, 역사문화자원 복원, 시민이용공간 확충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즐겨찾는 활력있는 한강”으로 관리

관리원칙 2-1 : 한강변으로 다양한 수변활동 특화

지금까지 휴식과 운동중심의 단조로운 한강이용을 탈피하고, 한

강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한강양안을 통합하는 7대 수변활동권역

을 각각 특화 육성

지구별로 한강과의 활동연계성을 강화하여 한강이 주변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수변활동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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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2-2 :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연계

한강변으로 나루터, 정자 등 다양한 역사자원을 복원하고, 이를 

상호 연결하는 역사․문화 탐방코스의 신규 확충 등을 통해 한강 
전체가 역사문화자원으로 네트워크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

관리원칙 2-3 : 한강변 시민이용공간 확충

한강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인 주거지 위주의 토지

이용을 최대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 토지이용으로 전

환하기 위해 수변으로 시민이용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집적

한강변으로 확보된 공공용지를 다양한 시민활동을 유인할 수 있

는 문화시설, 시민이용시설 등으로 조성하여, 한강변을 점진적으

로 다양한 수변활동이 가능한 시민이용공간으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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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원칙 및 세부 계획방향

원칙 2-1 : 한강변으로 다양한 수변활동 특화

 7대 수변활동권역의 구분 및 기본방향

한강변 전체 27개 지구를 한강양안을 통합하는 방향에서 7개 

수변활동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의 입지적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 계획

각각의 권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변 토지이용을 관리

해 나감으로써 한강변 수변활동의 다양성을 제고

▲ 7대 수변활동권역의 구분 및 육성방향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134

 강서~난지권

해당지구(4개지구) : 난지, 강서, 마곡, 가양지구

서울 최고의 수변공원에 기반한 친환경 생태·휴식권역 육성

 합정~당산권

해당지구(4개지구) : 망원, 합정, 서강, 당산지구

홍대, 당인리발전소, 선유도, 안양천 등 연계 수변창조문화권역 

육성

 여의도~용산권

해당지구(4개지구) : 마포, 용산, 여의도, 노량진지구

한강 및 서울의 중심지역을 연계하는 국제적 수변업무·활동권역 

육성

 반포~한남권

해당지구(4개지구) : 이촌, 한남, 흑석, 반포지구

국가상징녹지축, 한강공원, 기존문화시설과 어우러진 국가적 문

화·여가권역 육성

 압구정~성수권

해당지구(3개지구) : 옥수, 성수, 압구정지구

구릉지·굴곡부 한강조망과 배후 도심활력이 함께하는 수변조망·

활동권역 육성

 영동·잠실~자양권

해당지구(4개지구) : 자양, 청담, 영동, 잠실지구

잠실운동장 재생, 배후 중심지역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국제교류 

및 스포츠·관광권역 육성

 암사~광장권

해당지구(4개지구) : 광장, 풍납, 천호, 암사지구

서울외곽 환상녹지축 및 선사~삼국시대를 연결하는 한강 역사문

화·생태권역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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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권역별 육성방안

 강서~난지권

권역특성

DMC, 마곡 등 공항철도 기반의 국제적 경제거점이 인접 위치

하늘공원, 노을공원을 비롯하여 강서생태습지 등 서울을 대표하

는 수변공원 집적지역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 마곡중앙공원 조

성계획 등 진행 중)

권역육성방향 : 서울 최고의 수변공원에 기반한 친환경 

생태·휴식권역 육성

서남물재생센터공원화, 마곡중앙공원, 문화비축기지 문화공원 등

생태 및 시민여가공간 지속 조성

배후 중심지역과 한강·공원과의 연계 강화

상암DMC : 노을․하늘공원, 한공공원 접근성 개선
마곡지구 : 마곡중앙공원~한강공원, 궁산 등 연결

한강 양안의 보행·자전거 연결 및 녹지 네트워크 강화

▲ 강서~난지권 육성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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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정~당산권

권역특성

반경 2㎞이내 홍대, 신촌, 선유도, 여의도, 밤섬 등 서울대표 명

소 위치

절두산성지, 당인리발전소 등 역사문화자원 다수 분포

신촌, 홍대, 합정 창조경제밸리 육성계획, 당인리발전소 문화창

작발전소 조성 예정

권역육성방향 : 홍대, 당인리발전소, 선유도, 안양천 등 

연계 수변창조문화권역 육성

홍대~선유도~안양천까지의 활동연결성 강화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및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당산지구 공장부지 등 

문화거점 조성

주변 자연자원, 역사자원 연결 보행루트 조성

홍대 문화거리 한강까지 확장, 주요 역사·문화자원 연결 탐방로 조성

수상셔틀 운영 등을 통한 한강 양안의 연계성 강화

당인리발전소~선유도~여의도 등

▲ 합정~당산권 육성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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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용산권

권역특성

지리적, 경제적으로 서울의 중심 입지

여의도 금융CBD, 용산 국제업무지구(예정) 등 위치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중

저이용 잠재공간 분포 (수도자재관리센터, 군부대, 노들섬 등)

여의도 일대 최고의 수변접근성, 수상시설 분포

올림픽대로, 경부선 철도 등으로 노량진~여의도 간 단절 심화

권역육성방향 : 한강 및 서울의 중심지역을 연계하는 국

제적 수변업무·활동권역 육성

여의도, 노량진 일대(저이용부지 활용) 한강변 수변활동기능 강화

샛강합수부 생태거점 조성, 이촌한강공원 천변습지 조성 등 자

연성 강화

여의도~노량진간 도로·보행 및 활동연계성 강화

여의도~노량진 간 공간적 통합

여의도, 노량진 일대 한강대표경관 조성

▲ 여의도~용산권 육성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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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한남권

권역특성

국가상징 녹지축 및 국가차원의 시설 입지

주요 조망대상으로 남산, 현충원, 관악산 위치

용산공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현충원 등

양안으로 아파트지구 및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공원 위치 

세빛섬, 무지개분수, 서래섬 등 다수사업 진행

과거 이촌지구는 백사장 등 시민여가공간으로 이용  

잠수교를 통해 양안 간 보행/자전거 연결 용이

권역육성방향 : 국가상징녹지축, 한강공원, 기존문화시설

과 어우러진 국가적 문화·여가권역 육성

국가상징녹지축, 기존 문화시설 등과 연계한 국가적 차원의

박물관·문화시설 등 확충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 반포지구 문화시설 확충, 이촌지구 수변프로

그램 강화

강변도로 입체화, 버스나들목 조성 등 한강공원 접근성 강화

박물관지구 내 녹색교통 순환체계 구축

친환경버스, 보행, 자전거, 수륙양용교통 등

▲ 반포~한남권 육성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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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성수권

권역특성

서울숲, 한강합수부 및 굴곡부로서 입지적 상징성 보유

배후 서울대표 쇼핑·관광명소(가로수길, 로데오, 청담동 거리 등) 

및 산업공간(성수수제화) 위치

배후 잠재력 대비 수변공간 부재 및 수변과의 단절 심화(아파트

지구 및 노후주거 입지)

권역육성방향 : 구릉지·굴곡부 한강조망과 배후 도심활력

이 함께하는 수변조망·활동권역 육성

한강굴곡부 수변공원 확충 및 한강조망·문화공간 조성 

배후 활동(쇼핑·산업)중심지~한강 간 접근성 강화

주요조망명소 연결 탐방로 구축

압구정(복원 검토), 서울숲, 응봉정, 달맞이봉 등

▲ 압구정~성수권 육성방향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140

 영동·잠실~자양권

권역특성

코엑스·잠실운동장을 중심으로 잠실 광역중심(국제적 쇼핑·관광 

중심지), 건대 지역중심(동북부 상업위락 중심지) 위치

향후 현대GBC,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조성 시, 유동인구 증가 

예상지역

탄천 합수부, 뚝섬, 잠실한강공원 등 중심지와 인접하여 수변오

픈스페이스 분포 (수상스포츠 등 스포츠·레저공간으로 특화)

권역육성방향 : 잠실운동장 재생, 배후 중심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국제교류 및 스포츠·관광권역 육성

올림픽대로 지하화, 한강연결 브리지 조성 등 한강접근성 강화

탄천 생태거점 조성 및 한강변 스포츠, 문화관광시설 확충

잠실운동장 스포츠 문화복합공간 조성, 잠실5단지 문화관광시설 등 

확충

탄천~뚝섬 한강공원 간 보행·자전거연결 검토 (장기)

잠실~뚝섬 수상페리노선 운영 중(2015.5)

▲ 영동·잠실~자양권 육성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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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사~광장권

권역특성

풍납토성, 몽촌토성, 아차산성, 선사유적지 등 한강변 역사·문화

유적지 다수 분포

아차산, 용마산을 비롯하여 올림픽공원, 암사생태공원, 광진교

(걷고싶은 거리) 등 수려한 자연환경 및 오픈스페이스 분포

권역육성방향 : 서울외곽 환상녹지축 및 선사~삼국시대를 

연결하는 한강 역사문화·생태권역 육성

광진교의 보행전용교(Bridge Park) 전환을 통한 광역생태축 연

결 (아차산, 암사생태공원 등)

광진교 양안 수변 문화공간 조성

선사~삼국시대를 연결하는 역사문화탐방루트 조성

몽촌토성~풍납토성~암사동선사유적~아차산성~고구려보루군 연결

▲ 암사~광장권 육성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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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2-1. [토지이용] 한강변으로 다양한 수변활동 특화

 한강변 전체 27개 지구를 7개 수변활동 권역으로 구분

- 한강변 전체 27개 지구를 한강양안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7개 수변활동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의 입지적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 계획

- 권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변 토지이용을 관리하여 한강변 수변활동의 다양성 제고

 권역별 육성방향

    

권역 해당지구 권역 육성방향

강서~난지권 난지, 강서, 마곡, 가양 서울 최고의 수변공원에 기반한 친환경 생태․휴식권역 육성

합정~당산권 망원, 합정, 서강, 당산 홍대, 당인리발전소, 선유도, 안양천 등 연계 수변창조문화권역 육성

여의도~용산권 마포, 용산, 여의도, 노량진 한강 및 서울의 중심지역을 연계하는 국제적 수변업무·활동권역 육성

반포~한남권 이촌, 한남, 흑석, 반포 국가상징녹지축, 한강공원, 기존문화시설과 어우러진 국가적 문화·여가권역 육성

압구정~성수권 옥수, 성수, 압구정 구릉지·굴곡부 한강조망과 배후 도심활력이 함께하는 수변조망·활동권역 육성

영동·잠실~자양권 자양, 청담, 영동, 잠실 잠실운동장 재생, 배후 중심지역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국제교류 및 스포츠·관광권역 육성

암사~광장권 광장, 풍납, 천호, 암사 서울외곽 환상녹지축 및 선사~삼국시대를 연결하는 한강 역사문화·생태권역 육성

▲ 7대 수변활동권역의 구분 및 육성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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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년대 마포나루터

▲ 1959년 뚝섬나루터

원칙 2-2 :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연계

 역사자원의 복원

한강변 및 한강접근로를 중심으로 정자, 나루터 등 역사자원의 

복원을 추진

한강변 나루터 복원

과거 한강의 나루터는 각종 물품과 사람이 모여들던 장소로서 

한강 양안을 이어주는 최대의 편의시설이자 유일한 교통로의 역

할을 담당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한강교량의 건설 및 개통에 

의해 상당부분 역할이 축소되고 사라지게 됨

현재 나루터가 있던 지역의 대부분은 한강교량이 설치되어 있어 

육상교통을 통한 한강양안의 연계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한강양안의 물길연계성은 단절된 상태임

나루터 한강교량 나루터 한강교량

광나루 광진교, 천호대교 흑석진 한강대교

삼밭나루 잠실대교 노량진 한강철교

뚝섬나루 영동대교 용산진 원효대교

두모포 동호대교 마포나루 마포대교

입석포 성수대교 서강나루 서강대교

한강나루 한남대교 양화나루 양화대교, 성산대교

서빙고나루 반포대교 공암나루 행주대교

동작나루 동작대교

▼ 한강변 옛나루터와 한강교량 조성 현황

한강 양안의 다양한 교통수단의 연계화 역사문화 복원을 고려하

여, 과거 한강변 나루터 중 수상교통을 통한 양안의 연계가 필

요한 지역, 나루터 복원을 통한 지역의 장소성 강화가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복원을 검토하되, 향후 수상택

시 정류장 등 조성 시, 한강나루터 명칭 활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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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터의 경우 마포나루터, 삼전나루터, 뚝섬나루터 등을 우선 

복원 대상으로 검토하되, 그 외 나루터에 대해서는 계획여건 변

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복원 검토 

마포나루(麻浦津) : 마포공영주차장 등 한강변 국공유지 등과 연계한 

복원 및 활용방안 모색

삼전나루터 : 과거 한강의 본류와 탄천이 만나던 지역이며 한강에 설

치된 최초의 나루터 중 하나(현재 석촌호수가 위치한 지역)로서, 잠

실운동장 재생 등과 연계하여 뚝섬지역과 연결하는 수상교통 정류장 

등으로 복원 활용

한강변 정자 복원

한강변의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압구정, 제천정, 천일정 등을 복원

조선시대 한명회(1415~1487)가 세운 정자인 압구정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원형복원을 검토하고, 이를 한

강변의 역사문화명소 및 조망명소 등으로 활용 계획

압구정은 중국 사신 방문 때 연회가 열릴 정도로 풍광이 수려했던 

곳으로서, 1884년 갑신정변 때 파괴된 이후 지금은 압구정동 현대아

파트 72동과 74동 사이에 지석만 남겨져 있는 상태임

겸재 정선의 화첩에 압구정의 모습이 담겨있는 만큼, 화첩에 나타난 

그림 등을 근거로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 시 압구정의 원형

복원을 추진

▲ 겸재 정선의 압구정도 (간송미술관)

 

제천정은 조선시대 정자터로 세조 때부터 명종 때에 이르기까지 

한강변의 정자들 중 왕들이 가장 자주 찾은 곳 중의 하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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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주연을 베풀던 한강변의 절경지였음

현재는 서울시 보광동 강가 언덕(용산구 한남동 541번지 일대), 

하이페리온 아파트 정문 옆 화단에 제천정 터를 알리는 표지석

만 위치

향후 한남뉴타운 사업 추진 시 한강변 인근의 공공공지 등을 활

용하여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 제천정 표석

 
▲ 제천정 별연도 (조선전기)

천일정은 남산의 연맥이 한강과 닿는 곳에 위치(한남동 459번

지)하 했던 성종 때의 문신 김국광(金國光)이 지은 정자로서, 한

때 이항복(李恒福) 등이 별장으로 사용하던 한강변의 명승지 중 

하나

남산의 동남쪽 언덕에 위치하여 강남․북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
는 명소로서, 현재 표석지가 위치하고 있는 한남대교 북단의 완

충녹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천일정 복원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 한남대교 북단 천일정 표석

 
▲ 1938년 천일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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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역사문화 둘레길의 조성

한강변으로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10개의 역사탐방코

스에 추가하여 탐방코스 5개소, 약26㎞거리를 신규로 조성하여 

한강을 역사문화둘레길로 연결

 기존 한강사업본부 운영 역사탐방코스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

해 한강과 그 주변 역사문화유적지를 연계한 한강역사여행 10

대 탐방코스를 운영 중

탐방코스는 9개의 도보코스와 1개의 선상코스로 구성되며, 한강

해설사가 동반하여 한강의 역사현장을 직접 탐방하면서 한강 관

련 역사, 문화 및 인물에 관해 설명을 진행

전체적으로 2시간~3시간 정도의 코스로 운영

▲ 한강 역사탐방 프로그램 코스 개요 (한강사업본부)

① 제1코스 경강의 시작 “광나루길” (2시간30분 소요) : 광나루한강

공원~광나루터~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홍보관~아차산성

② 제2코스 상업도시의 중심 “송파나루길” (2시간 소요) : 잠실한강

공원~잠실어도~송파나루터~삼전도비~석촌동 고분

③ 제3코스 목재의 집결지 “뚝섬나루길” (2시간 소요) : 뚝섬한강공

원~뚝섬나루~살곶이다리~전관원터

④ 제4코스 백로가 노닐던 곳 “노들나루길” (2시간30분 소요)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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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한강공원~한강철교~노들나루~사육신묘~용양봉저정~효사정

⑤ 제5코스 새우젓내음 가득한 “서강나루길” (2시간 소요) : 망원한

강공원~서강나루~광흥창~공민왕사당~밤섬부군당

⑥ 제6코스 군사·문화·경제 요충지 “양화나루길” (소요시간 2시간) : 

망원한강공원~양화나루~잠두봉~외국선교사묘지~망원정

⑦ 제7코스 신선이 놀았던 곳 “선유도길” (2시간 소요) : 선유도한강

공원~시간의정원~녹색기둥의 정원~온실

⑧ 제8코스 형제투금설화가 전해오는 “공암나루길” (2시간 소요) : 

강서한강공원~공암나루~광주바위~허가바위~허준박물관

⑨ 제9코스 겸재가 바라본 한강 “겸재정선길” (2시간 소요) : 강서한

강공원~양천향교~소악루~겸재정선기념관

⑩ 제10코스 배타고 떠나는 “한강 옛 나루터길” (1시간 소요) : 여

의도한강공원~반포~뚝섬~여의도한강공원(선상코스)

 신규 조성 역사문화 둘레길

한강 역사문화둘레길로 수변창조문화탐방로, 국제관광 및 전시·

문화탐방로, 한강조망명소탐방로, 국제적수변관광스트리트, 선

사~삼국시대 역사문화탐방로 등 5개소 둘레길을 기존의 역사탐

방코스와 연계 운영

① 수변 창조문화탐방로

기존의 선유도길, 양화나루길, 서강나루길과 연계하여 양화한강

공원에서 마포나루터까지를 연결하는 수변창조문화탐방로 조성

▲ 수변창조문화탐방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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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한강공원, 선유도공원, 망원한강공원, 망원정, 외국인선교사

묘지, 잠두봉, 당인리발전소, 광흥창터, 밤섬부군당, 공민왕사당, 

밤섬, 마포나루터 등 연결

총 구간거리 : 양화한강공원~마포나루터 구간 약 6㎞

양화한강공원 선유도공원 망원한강공원

망원정 외국인선교사묘지 잠두봉

당인리발전소 광흥창터 밤섬부군당

공민왕사당 밤섬 마포나루터

▲ 수변창조문화탐방로 내 주요 역사문화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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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관광 및 전시·문화 탐방로

한강의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노들나루길과 연계하여 여

의도, 노량진, 반포, 이촌, 용산공원을 연계하는 국제적 관광 및 

전시·문화 탐방로 조성

여의도 한강공원(통합선착장, 여의마루 등), 63빌딩(면세점, 전망

대), 노량진수산시장을 비롯하여 기존 노들나루길과 반포지구 일

대의 서래섬, 세빛섬, 잠수교 무지개분수, 용산공원 내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노들섬 등을 연결

총 구간거리 : 여의도한강공원~반포지구~용산공원~노들섬 구간 

약 14㎞

▲ 국제관광 및 전시·문화 탐방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152

여의도 한강공원(여의마루) 63빌딩 (면세점, 전망대) 노량진 수산시장

사육신공원 노들나루 용양봉저정

효사정 노들섬 한강철교

동작구름까페 서래섬 세빛섬

무지개분수 국립중앙박물관 이촌한강공원

▲ 국제관광 및 전시·문화 탐방로 내 주요 역사문화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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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강조망명소 탐방로

압구정, 서울숲 일대를 대상으로 응봉정, 달맞이봉 등 한강의 

주요 조망명소를 연결하는 조망명소탐방로 조성

▲ 한강조망명소 탐방로

제천정, 천일정, 압구정 등 과거 한강의 주요 역사문화자원 및 

조망명소를 복원하고, 달맞이봉, 응봉정, 서울숲 등을 연결

총 구간거리 : 제천정~달맞이봉~응봉정~압구정 구간 약 6㎞

제천정(복원) 천일정(복원) 달맞이봉(조망경관)

응봉정 서울숲 압구정(복원)

▲ 한강조망명소탐방로 내 주요 역사문화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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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제적 수변관광 스트리트

코엑스, 잠실운동장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잠실 광역중심 일대

를 연결하는 송파나루길, 뚝섬한강공원 일대의 뚝섬나루길을 연

결하는 국제적 수변관광 스트리트 조성

둑도나루, 뚝섬전망문화콤플렉스, 뚝섬한강공원, 장미원을 비롯

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봉은사, 코엑스, 한전부지, 잠실운동

장, 잠실한강공원과 제2롯데월드 및 석촌동 고분군 등을 연결

총 구간거리 : 둑도나루~잠실운동장~제2롯데월드~석촌동고분군 

구간 약 9㎞

▲ 국제적 수변관광 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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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전망문화콤플렉스 뚝섬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내 장미원

봉은사 코엑스 잠실운동장

잠실한강공원 잠실어도 잠실마루쉼터

제2롯데월드 삼전도비 석촌동 고분군

▲ 국제적 수변관광스트리트 내 주요 역사문화자원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156

⑤ 선사~삼국시대 역사문화탐방로

기존의 광나루길과 연계하여 몽촌토성, 풍납토성 등 백제시대의 

역사유적과 암사선사주거지, 고구려 아차산성 등 선사, 삼국시대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는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 선사~삼국시대 역사문화탐방로

몽촌토성, 풍납토성을 비롯하여 광진교 8번가, 암사역사생태공

원, 암사선사주거지, 광진교, 고구려역사문화홍보관, 아차산성, 

영화사 등을 연결

총 구간거리 : 몽촌토성~암사선사주거지~아차산성~고구려대장

간마을 구간 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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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촌토성 풍납토성 광진교8번가

광나루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암사선사주거지

암사역사생태공원 (계획) 광진교 걷고싶은다리 고구려 역사문화홍보관

아차산성 영화사 고구려대장간마을

▲ 국제적 수변관광 스트리트 내 주요 역사문화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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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풍납~암사~광장권 역사·문화 탐방코스 예시 >

지구 내 주요 도시활동공간과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연결, 한강

중심의 활동네트워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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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2-2. [토지이용]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연계

 한강변 정자 및 나루터 등 역사문화자원의 복원 검토

- 한강 양안의 교통연계성과 역사문화 복원을 고려하여 과거 한강변 나루터 중 수상교통을 통한 양안 연계가 필요

한 지역, 나루터 복원을 통한 지역 장소성 강화가 가능한 지역, 한강변 주요 정자 등을 우선적으로 복원 검토

 : 마포나루터, 삼전나루, 둑도나루 / 제천정, 압구정, 천일정 등 복원 검토

 한강변 역사문화 탐방코스 신규조성 (5개소 약 26㎞)

- 한강사업본부에서 운영중인 10개의 역사문화탐방코스에 추가하여 탐방코스 5개소(약 26㎞)를 신규 조성하고,

  한강을 역사문화둘레길로 연결

 : 수변창조문화탐방로 / 국제관광 및 전시문화 탐방로 / 한강 조망명소 탐방로 / 국제적 수변관광 스트리트

  선사~삼국시대 역사문화 탐방로

▲ 한강변 역사문화자원 복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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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2-3 : 한강변 시민이용공간의 확충

 한강변으로 수변 공공용지 확보

현재 85%이상이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강변으로 비주

거용도의 도입기반 마련 및 수변활동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

안으로서 수변공공용지를 최대한 확충, 한강변으로 다양한 활동

공간을 지속적으로 육성

공공기여 등을 한강변으로 최대한 집적하여 한강변의 공유공간화 도모

수변 공공용지 확보 방안

아파트지구, 민간 저이용부지 등 대규모 부지 개발 시 정비계획, 

사전협상 등을 통해 공공기여를 수변 공공용지로 우선 확보하고 

한강변/접근로변으로 최대한 집적

추가적으로 한강변 인접한 유수지 등 국공유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수변공공용지로 활용함으로써 비주거기능의 한강변 

집적여건을 조성

장기적으로 강변도로 입체화(통과교통 지하화) 추진 시, 상부공

간을 수변공공용지로 일부 활용

구분 개소수 면적

정비사업 기부채납 33개소 약 25만㎡

민간소유 저이용부지 14개소
약 14만㎡

당인리발전소 9만

유수지 등 국공유지 28개소
약 99만㎡

잠실운동장 41만
석유비축기지 15만

 *정비사업 공공기여는 시 기준(15%)의 ½을 산정
  민간소유 저이용부지는 당인리발전소 외 10% 적용하여 추정

▼ 확보가능 수변공공용지 : 약 70개소, 1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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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공공용지 검토 대상부지

 수변 공공용지의 활용

수변공공용지의 다양한 시민공간 활용으로 수변부의 공공성 강

화 유도

수변공공용지의 가족여가·문화시설 활용

수변공공용지는 기존의 한강변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가족여가·

문화시설 등으로 우선 활용함으로써 한강변의 활력창출을 유도

유수지 등 국공유지의 복합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하여 주요 지구를 대상으로 가족여가·문화시설을 확충하되, 

세부적인 용도는 부지별 계획과정에서 설정

▲ 수변공공용지를 활용한 지구별 문화시설 등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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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센터 한강백사장 연계 교육·체험공간

지역예술교육센터 등 문화창작발전소 서울공예박물관 등 전시·체험공간

어린이 문예회관 등
창작예술공간

패션관련 전시·공연시설

윈터가든 등 테마문화공간
돔구장, 대중음악전문공연장 등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복합지구

콘서트 홀, 국악예술당 등 
공연문화명소

서울시네마테크 등 문화관광시설

▼ 수변 공공용지 활용한 세부 도입가능 문화시설 (예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관련 시민도시계획가 의견조사(‘15.1.29) 

결과를 고려, 한강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기능으

로 제시 된 가족여가시설, 전시장·공연장, 레스토랑 등과의 복합

적 활용 고려

가용부지를 통해 한강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항목 3가지 선택

① 가족여가시설 (9표) / ② 전시장·공연장 (8표) / ③ 레스토랑(카페, 펍) (6표)
 ④ 박물관·미술관 (3표) / ④ 도서관 (3표) / ⑥ 창업·업무시설 (2표) / ⑥ 판매시설 (2표)

 ⑧ 실내체육시설 (1표) / ⑧ 주민센터 등 공공업무시설 (1표) / ⑧ 보육시설 (1표)
 ⑪ 학생기숙사 (0표) / ⑫ 어르신/장애인/여성 복지시설 (0표)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시민도시계획가 의견 검토(‘15.1.29)

장래 토지수요에 대응한 수변공공용지의 비축 활용

수변공공용지는 그 외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지역별 필요 공공시

설 및 비주거용도 중심의 복합개발을 유도해나가되, 장래 공공

토지수요*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비축/활용

*공연문화시설·도서관 등 시민이용시설, 공공업무 지원시설, 기숙사·

도전숙 등 공공임대주택, 일자리·창업공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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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주요 업무축이 한강을 중심으로 확장(일자리의 확산)되는 

Working Waterfront 조성 및 주거와 생활공간이 융합된 복합적 토

지이용 창출

▲ 자치구별 공공토지 수요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의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 서울시, 2010 참조)

< 수변 공공용지 확보 해외사례 >

ㅇ수변지역 공유활용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조성, 저층부 비주거기능의 집적

ㅇ보스톤은 수변지역 일정범위를 공공적 이용에 활용하도록 주법으로 명시(민간계획에 대한 치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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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정지구 한강변 시민이용공간 확충 예시 >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및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시, 한강공원과 

일체화 된 수변공간 조성 등을 통해 한강변 시민이용명소 조성

*당인리발전소는 ‘19년 조성 목표로 발전소 지하화 및 공원조성사업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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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2-3. [토지이용] 한강변 시민이용공간의 확충

 국공유지, 공공기여 등 활용, 한강변 공공용지 확보

- 한강변으로 비주거용도 도입기반 마련 및 수변활동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수변공공용지를 최대한 확충

- 아파트지구, 민간 저이용부지 등 대규모 부지 개발시 정비계획, 사전협상 등을 통해 공공기여를 수변공용용지로 

우선 확보

- 한강변에 인접한 유수지 등 국공유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을 수변공공용지로 활용

 확보가능 수변공공용지 : 약 70개소, 140만㎡

   

구분 개소수 면적

정비사업 기부채납 33개소 약 25만㎡

민간소유 저이용부지 14개소 약 14만㎡  (당인리발전소 9만)

유수지 등 국공유지 28개소
약 99만㎡

(잠실운동장 41만, 석유비축기지 15만)

* 정비사업 공공기여는 시 기준(15%)의 ½을 산정
  민간소유 저이용부지는 당인리발전소 외 10% 적용하여 추정

▲ 수변공공용지 검토 대상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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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2-3. [토지이용] 한강변 시민이용공간의 확충

 수변 공공용지를 가족여가․문화시설로 활용

 - 수변공공용지는 기존의 한강변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가족여가․문화시설 등으로 우선 활용

 - 유수지 등 국공유지의 복합개발, 정비사업 등 공공기여 부지 활용

 - 장래 토지수요에 대응한 수변 공공용지의 비축

 * 세부적인 용도는 부지별 계획과정에서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설정

▲ 수변공공용지를 활용한 지구별 문화시설 등 확충





03
접근성 부문

1. 기본방향

2. 관리원칙 및 세부 계획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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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1.1. 접근성 측면에서 한강이 가진 의미

 한강은 천만도시 서울의 지리적 중심, 접근 목적지

한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게 천만도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공간이며, 서울시내 한강의 유로연장은 약 100리 (41.5km), 11

개 구(서울 인구의 절반인 약 495만명 거주)를 경유하는 서울의 

중심공간

한강은 서울에서 가장 큰 오픈스페이스로서 연간 6,862만명

(2013 기준), 서울시민 1인당 평균 6.6회를 방문하는 서울의 주

요 목적공간 중 하나로 역할

▲ 천만도시 서울의 지리적 중심 한강

▲ 한강공원 연간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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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체 차원의 보행·교통·녹지네트워크의 중심

광역적 보행 및 녹지 네트워크의 중심적 입지

한강은 서울시 광역 녹지네트워크의 중심이면서 서울의 허파로

서 미기후조절, 바람길 형성 등 열섬완화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

는 중추적 공간

걷고싶은 서울길의 하나로 한강양안 및 지천을 따라 한강길, 지

천길 등이 조성되어 있는 등 서울 보행·녹지 네트워크의 중심적 

입지를 점유

서울 및 국토 종주 자전거길의 핵심구간

한강 양안으로 형성된 한강자전거길은 인천에서 부산까지 연결

되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한강·낙동강 등 4대강 종주 자전거길 

등 서울 및 국토 전체에 걸친 광역적 자전거 네트워크의 핵심구

간을 차지

서울의 (수상)대중교통로로서의 잠재력

혼잡한 육상교통을 대체하는 수상교통수단 및 관광을 위한 교통

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님

▲ 녹지축 구상(2030 서울플랜)                       ▲ 4대강 및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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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접근성 측면에서 한강의 현안문제

 한강변 고속화도로로 인한 보행접근성의 단절 심화

합정 및 여의도지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평균 약

70m 폭원의 고속도로로 단절되어 있어, 한강 접근성에 심각한 

지장 초래

강변도로 전체 약 70㎞ 구간 중 지하화(반지하화)로 한강공원 

접근이 가능한 구간은 망원초록길, 절두산성지 구간 약 600m에 

불과

전체 구간 중 고가도로 형태의 구간이 14.6㎞를 차지하고 있으

며, 전체 70㎞구간거리의 약 99.1%가 단절된 상태

▲ 한강변 고속도로 조성 현황 

 한강변 나들목 부족, 활동중심지로부터의 이격 등으

로 한강변 보행접근기회 제한

평균 500m~1㎞간격의 한강 접근시설이 상당수 분포

한강공원 전 구간 중 접근시설(나들목, 계단, 엘리베이터 등) 간 

거리가 500m 이상 이격되어 있는 구간이 34개 구간, 약 25㎞

를 차지

접근시설 간 거리가 1㎞이상 이격되어 한강으로의 보행접근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는 지역도 14개 구간, 약 19㎞를 차지하는 

등 보행 및 자전거를 통한 한강공원으로의 접근환경이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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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중심지~나들목간 접근거리 
현황

배후 활동중심지~나들목 접근시 10분 이상 보행 필요

한강에서 인접 위치한 전철역 51개소로부터 한강변 나들목까지

의 평균 접근거리 분석 결과 평균 보행거리는 637m

300m 이내, 보행 5분 거리 내 위치한 나들목이 13개소, 600m(보

행10분 거리) 이내 위치한 나들목이 13개소이고, 1㎞이상 이격되어 

있는 나들목도 9개소 분포

접근거리 600m 이상 이격 위치하는 나들목이 37개소로 전체의 

62.7%를 차지

▲ 한강변 나들목 분포 현황 

 토끼굴, 차수벽 형태의 나들목이 다수 분포하여 한강

으로의 접근환경이 불편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을 위한 시설로는 나들목 등 7종, 229개소

가 분포하고 있음

나들목 54, 초록길 1, 계단 47, 도로 진출입로 69, 보도육교 12, 

경사로 19, 승강기 27개소

이중 한강으로의 보행접근을 위한 나들목의 경우 아직까지 토끼

굴 또는 차수벽형태의 나들목이 분포하고 있어 한강으로의 접근

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안내체계 부족 등 접근로의 인

지도 저하로 한강이용에 제약 발생

계
도로

진·출입로
나들목 초록길 계단 보도육교 경사로 승강기

229 69 54 1 47 12 19 27

▼ 한강 접근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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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나들목의 조성 형태

 버스, 자전거, 수상교통 등 한강으로의 대중교통 연

계성 부족

대부분의 지역에서 남북방향으로의 한강 접근 자전거도로가 단

절되어 있으며, 특히 합정, 용산, 한남, 흑석, 성수 등 서울 중

심부에 위치한 지역에서의 자전거도로 연계성이 부족

한강으로의 대중교통 연계 부족으로 한강접근 및 이용증진 한계

버스교통은 대부분 이면부 생활공간 위주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강접근 및 한강공원 이용을 고려한 대중교통계획은 거의 부재

한강변으로 아파트지구, 대규모 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경

우 대규모 부지가 대중교통 접근의 장애요소로 작용 (강서지구 서남

물재생센터, 난지지구 노을·하늘공원, 서울숲, 반포지구, 압구정지구, 

잠실지구, 이촌지구 등)

수상교통 미비로 한강 양안의 연결성 부족

▲ 한강으로의 자전거도로 연계 취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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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주변 자연자원과의 보행·녹지연계 단절

한강길, 지천길 등 한강공원을 통한 한강변의 녹지연계는 우수

하나, 주변의 양호한 공원․녹지 자원과의 연계는 부족
지금까지 한강 주변의 주요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걷고싶은 서울

길(서울두드림길) 조성을 통해 서울둘레길, 자락길 등 보행네트

워크 계획을 적극 도모하고 있으나, 한강 주변지역에서 한강길

과의 연계성은 부족

서울두드림길 : 서울둘레길, 서울녹음길, 한양도성길, 한강길, 지천길, 

자락길을 포함하는 서울시의 걷고 싶은 길 네트워크

서울 최대의 오픈스페이스인 한강이 주변의 숲길, 산길 등과 단

절되어 생태적으로 고립 

▲ 싱가폴, 보스톤의 녹지(수변보행)네트워크 계획

▲ 한강과 주변지역의 녹지네트워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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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접근성 부문 현안문제 관련해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

   접근성 측면에서는 강변도로로 인한 단절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 
대중교통 불편 및 한강공원과 주변 보행네트워크와 단절 등

   ① 강변 고속화도로로 인한 단절 문제 (6표) 
   ②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불편 문제 (3표)
   ③ 주변의 녹지·공원, 보행로 등과 한강공원의 단절 문제 (2표)
   ④ 토끼굴, 차수벽 형태의 나들목으로 위험하고 불편한 접근환경 문제 (1표)
   ⑤ 나들목 간격이 길거나, 지하철역 등에서 멀어 접근기회의 부족 문제 (0표)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시민도시계획가 의견(3차) 검토(‘15.2.5)

접근성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항목 (3가지 선택)

   녹지길, 공원길 확충 및 나들목 환경개선, 한강까지 연계 버스노선 확충,
남북자전거길 확충 등 다양한 접근수단을 이용한 접근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

 ① 한강까지 접근하는 녹지길, 공원길 확충 (8표)
 ② 접근로, 나들목 환경개선 (8표)
 ③ 지하철역~한강변 연계 버스노선 확충 (6표)
 ④ 도시내부~한강접근 남북자전거길 확충 (5표)
 ⑤ 강남·강북 연결 보행교 설치 (3표)
 ⑥ 수륙양용버스 도입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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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접근성부문 기본방향

한강변으로 녹색교통의 접근성 강화, 보행접근성 개선, 주변과의 녹지연계 

강화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한강”으로 관리

관리원칙 3-1 : 녹색교통 접근성 강화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한강 접근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버

스, 수륙양용버스 등 한강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한강접근 자전거도로 확충 및 한강양안을 연결하는 광역적인 자

전거 네트워크를 구축

관리원칙 3-2 : 보행접근성 개선

배후 생활권으로부터 한강으로의 균등한 보행접근기회 보장을 

위해 10분 내외에 한강으로 갈 수 있는 보행접근망 체계를 구

축하고, 주변지역 정비사업 또는 공공사업과 연계하여 강변도로 

상부 덮개공원, 브릿지 조성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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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3-3 : 주변과의 녹지연계 강화

한강변 및 접근로변으로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한강과 주변지역

을 녹음길로 연결함으로써 한강가는 길의 안전성·쾌적성을 증진

하고, 서울의 자연·생태가 한강 중심으로 연결되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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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원칙 및 세부 계획방향

원칙 3-1 : 녹색교통의 접근성 강화

 한강으로의 버스접근성 강화

한강으로의 버스접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강공원까지 진입하

는 버스접근 나들목 확충

망원지구, 이촌지구, 반포지구, 자양지구 등 대상으로 버스나들목 확

충 검토

현재 버스접근가능한 한강 나들목 현황

나들목 제원을 기준으로 버스접근이 가능한 나들목은 반포지하

차도, 신잠원나들목, 신사나들목, 신천나들목 등 4개소로, 현재 

반포지하차도, 신천나들목 등 2개소에서 한강공원까지 진입하는 

버스가 운영되고 있음

▲ 한강공원으로 접근가능한 나들목 현황 (반포지하차도, 신잠원나들목, 신사나들목, 신천나들목)

그 외 대부분의 한강공원으로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버스접근이 

불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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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반포지하차도의 강남~반포한강공원·세빛섬~상암, 양

재~반포한강공원·세빛섬~한양도성을 연결하는 간선버스노선을 

운행 중

신천나들목의 경우 잠실한강공원 선착장~잠실한강공원 수영장~

잠실역~신천역~종합운동장~잠실한강공원 선착장을 순환하는 버

스노선이 운행 중이며, 지하철2호선(잠실역, 신천역), 8호선(잠실

역), 9호선(종합운동장) 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구성

그 외 신반포지구 내 신잠원나들목, 압구정지구 내 신사나들목

의 경우 나들목의 진입가능높이가 3.7m~3.8m 수준으로 버스

접근이 가능한 구조이나, 한강공원과 연결되는 버스노선은 운영

하지 않고 있음

향후 주변 버스노선 연계 시 신반포, 압구정지구로부터 잠원한

강공원으로의 대중교통이용 접근성 강화 가능

▲ 한강공원 버스접근이 가능한 나들목 현황 및 운영노선 현황

한강공원으로의 버스접근성 강화를 위한 나들목 추가 확

충 계획

한강공원의 조성이 양호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구 중 대

중교통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망원지구, 이촌지구, 반포지

구, 뚝섬지구 등을 대상으로 기존 나들목의 구조개선이나 신규 

조성을 통해 한강공원 내부로까지 버스접근이 가능하도록 버스

접근가능 나들목을 추가 확충

난지한강공원 : 자유로변 난지한강공원 정류장을 통해 여의도~일산신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버스노선 활용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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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지구(망원한강공원) : 합정지구 내부를 연결하는 마을버스를 통해 

비교적 근거리까지 버스접근 가능 (일부 마을버스 노선의 우회 및 연

장을 통해 한강공원까지 버스접근가능노선 운영 검토)

양화한강공원 : 한강공원과 인접한 노들길을 따라 다수의 지선, 간선

버스를 통해 한강공원 주변까지 접근 가능

여의도한강공원 : 여의동로, 여의서로를 따라 다수의 간선, 지선버스 

노선이 계획되어 있어 한강공원 주변까지 버스접근 가능

반면, 망원지구 전면의 망원한강공원, 이촌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잠원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등으로의 버스접근성은 취약

* 세부적인 버스운영노선 등은 향후 사업추진 시 구체적인 타당성검

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설정

① 망원한강공원

망원나들목의 구조개선을 통해 망원한강공원으로 진출입이 가능

한 버스나들목 확충 (난지, 망원지구 내 주요 도시공간 연결)

▲ 망원나들목 개선 및 주변 버스노선 연계 계획(안)

 

② 이촌한강공원

이촌나들목의 구조개선을 통해 이촌한강공원으로 버스진출입이 

가능한 나들목 확충

이촌나들목과 인접한 이촌 한강맨션아파트 재건축시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이촌로72길을 확충하여 이촌한강공원으로 버스진출입

을 위한 도로폭원을 확보

이촌지구 내부의 중심 가로인 이촌로로부터 이촌한강공원을 연

결하는 버스진입노선을 확충하고, 이촌역 등과는 보행녹지축으

로 이촌한강공원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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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촌나들목 개선 및 주변 버스노선 연계 계획(안)

 

③ 반포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의 경우 반포지하차도를 통해 버스접근가능나들목

이 확보되어 있으나, 접근노선이 구반포역, 신반포역 등 지하철 

역세권으로부터 이격되어 있으므로, 지하철역, 신반포로 등 주요 

생활중심지로부터 반포한강공원 내 서래섬, 세빛섬 등으로의 적

극적인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고려하여 반포나들목을 추가로 

조성

신규 조성하는 반포나들목은 신반포로3길을 따라 지하철9호선

(구반포역)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지점에 반포1,2,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조성

구반포역으로부터 신규 반포나들목, 서래섬, 세빛섬, 달빛광장, 

반포지하차도, 고속버스터미널 및 신반포로를 따라 위치한 지하

철9호선(신반포역, 구반포역)을 연결하는 순환버스노선 확보

▲ 반포1,2,4주구 정비사업과 연계한 반포지구 버스나들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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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지구, 이촌지구 내 버스나들목 조성을 통한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성 강화계획(예시)

④ 뚝섬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의 환경개선을 통해 건대입구역(2호선, 

7호선) 등 배후 상업지역으로부터 뚝섬한강공원으로의 버스접근

성 강화

건대입구역(2,7호선)~영동대교 북단~뚝섬유원지역(7호선)~뚝섬

한강공원~자양나들목~자양번영로 등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으로 

구성

뚝섬선착장~잠실선착장 연결 수상폐리노선과 버스정류장이 연계 

가능하도록 계획

▲ 자양나들목 개선 및 주변 버스노선 연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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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 뚝섬연결 셔틀페리

한강으로의 버스접근성 개선계획(안) 종합

한강공원 내부까지 연결되는 버스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존 버스

접근가능 나들목 4개소에 추가하여 4개소의 나들목을 추가로 

조성(시설개선)하고, 기존노선과 연계하여 한강공원접근 버스노

선 확충

▲ 한강변 버스접근성 개선계획(안)

 한강 양안 및 한강변 중심지 간 수상교통 연결 강화

장기적으로 한강 양안의 연결성 강화 및 시민들의 한강접근 불

편 해소를 고려하여 합정~선유도~여의도, 이촌~노들섬~반포, 

뚝섬~잠실 등 한강의 주요 활동권역 및 중심지구를 상호 연계

하는 수상교통 운영을 적극 검토 (리버버스 RiverBus, 수상 셔

틀페리 등)

한강공원으로의 버스접근정류장 확충 등 대중교통접근체계와 연

계될 수 있도록 수상교통운영체계를 검토

① 잠실~뚝섬한강공원 구간

잠실~뚝섬한강공원 간 약 2.4㎞구간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1

일부터 최대탑승인원 30인 규모의 관공선 셔틀페리를 시범운영

하고 있으며, 잠실역, 신천역 등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과 

연계하여 운영 중

② 이촌한강공원~노들섬~반포한강공원 구간

장기적으로 용산공원, 이촌한강공원과 노들섬, 반포한강공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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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섬, 서래섬 등을 상호 연결하는 수상교통 운영을 검토하고, 

한강변의 대표적인 문화·여가 관광코스로 자원화

이촌한강공원 및 반포한강공원 내 버스접근나들목 확충과 연계

하여 대중교통을 통한 수상교통 이용의 편의성 제고 도모

③ 홍대·합정~선유도~여의도 구간

홍대문화거리~당인리발전소~선유도공원~여의도~밤섬 등 한강변

의 주요 여가·문화명소를 상호 연계하는 수상버스 운영을 검토

당인리발전소 공원화계획, 한강관광자원화 종합계획에 따른 여

의도 일대 수변문화지구(피어데크, 통합선착장, 복합문화시설 등 

조성) 조성과 연계하여 수상교통운영방안을 검토하되, 장기적으

로 노량진, 노들섬 등과의 수상교통 연계방안도 고려

④ 잠실~종합운동장~여의도 구간 

  잠실역에서부터 한강공원을 거쳐 여의도 내 중심지구를 상호 

연결하는 수륙양용버스 연계 검토

잠실역 일대 제2롯데월드 등 국제적 쇼핑·관광 명소와 잠실종합

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여의도 도심지역을 연결하는 수

상교통노선을 통해 한강변의 주요 중심지역을 상호 연계

장기적으로는 향후 용산지구 내 국제업무지구 조성 시, 노선 연

계방안 고려

▲ 한강변 수상교통 연결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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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 지하철역~한강으로의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자

전거 접근도로를 적극적으로 확충

장기적으로 4대 지천과 한강 양안간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을 상

호 연계하는 자전거도로 확충 등을 통해 한강중심의 광역적인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한강으로의 자전거 접근도로 확충

한강으로의 자전거 접근도로 현황

한강공원 내에서의 자전거도로 및 한강 지천의 자전거도로 조성

현황은 대단히 양호하게 되어 있으나, 한강 주변지역에서 한강

까지 접근하는 자전거도로는 단절구간이 다수 분포

한강 주변지역에서 한강으로 접근가능한 자전거도로는 대략 

500m~1㎞ 간격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여의도 일대, 광진구, 송

파구, 강동구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한강변으로의 자전거도

로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

  재내지의 자전거도로와 한강공원 접근시설 등이 연계되지 않아 

한강으로의 자전거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상당수 분포

▲ 한강변으로의 자전거도로 연계취약지역 및 연계미비 나들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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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내부~한강 연결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계획

도시내부의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자전거도로 연계 취약

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한강연결 자전거

도로를 주변 정비사업이나 공공사업 등과 연계하여 확충

망원, 합정, 서강, 마포, 청담지구를 대상으로 각각 1개소의 한

강접근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가양, 이촌, 반포, 압구정, 성수

지구의 경우 2개소 이상의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등 총 18개

소의 한강접근 자전거도로를 장기적으로 조성

한강변 자전거 대여․반납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어디서나 대여․
반납 가능한 공공임대자전거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구축

▲ 한강으로의 자전거접근도로 확충 계획(안)

① 망원지구 (희우정로15길 등)
망원역(6호선)~망원한강공원

② 합정지구 (양화로)
합정역(2,6호선)~양화대교

③ 서강지구 (서강로)
광흥창역(6호선)~서강대교

▼ 한강으로의 자전거접근도로 확충대상가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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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마포지구 (마포대로)
마포역(5호선)~마포대교

⑤ 이촌지구 (이촌로71,72길)
이촌역(중앙선)~이촌나들목

⑥ 이촌지구 (이촌로)
용산가족공원~이촌한강공원

⑦ 성수지구 (왕십리로)
뚝섬역(2호선)~서울숲

⑧ 성수지구 (성수이로)
성수역(2호선)~한신아파트 나들목

⑨ 성수지구 (동일로)
영동대교북단교차로~영동대교

⑩ 가양지구 (강서로)
양천향교역(9호선)~가양나들목

⑪ 가양지구 (공항대로61길)
등촌역(9호선)~한마음삼성아파트

⑫ 반포지구 (신반포로15길)
신반포역(9호선)~ 반포안내센터나들목

⑬반포지구 (신반포로23길)
신반포2차아파트입구~반포나들목

⑭ 반포지구 (신반포로33길)
반포역~장원로

⑮ 반포지구 (강남대로)
논현역~한남대교

⑯ 압구정지구 (논현로)
압구정역~ 동호대교

⑰ 압구정지구 (언주로)
성수대교남단교차로~성수대교

⑱ 청담지구 (학동로)
청담역(7호선)~청담나들목

▼ 한강으로의 자전거접근도로 확충대상가로 현황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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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지천~한강 연결 광역적 자전거네트워크 구축

한강 양안연결 자전거도로 현황

현재 한강양안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는 한강 교

량은 가양대교,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한강대교, 동작대

교, 반포대교(잠수교), 한남대교, 동호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 

잠실철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광진교 등 총 15개로, 최근 건

설중인 월드컵대교의 경우 교량 양측으로 자전거도로를 계획하

고 있음

한강 교량 중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한 교량은 성산대교, 양화대

교, 성수대교, 청담대교 등 총 4개소로 자전거도로 미설치구간

이 주로 한강 지천의 자전거길을 남북으로 연계하는 부분에 위

치하고 있어 연결성 개선이 필요

▲ 한강 4대지천 자전거길 현황 (불광천, 안양천, 탄천, 중랑천 자전거길)

▲ 한강교량 자전거도로 조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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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양안연결 광역적 자전거도로 확충 계획

장기적으로 한강교량 중 자전거도로 미설치구간 (성산대교, 양화

대교, 성수대교, 청담대교)을 대상으로 도로차선 조정 또는 교량 

확장 등을 통해 자전거도로 확충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4대 지

천의 자전거길이 한강양안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한강 

중심의 광역적 자전거네트워크 구현 필요

① 홍제천·불광천 자전거길~안양천 자전거길 연결

한강 4대 지천 자전거길 중 동북권의 불광천·홍제천 자전거길과 

서남권의 안양천 자전거길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성산

대교 내 자전거길을 확충 

② 중랑천 자전거길~압구정 연결

동북권역의 중심인 중랑천 자전거길·청계천 자전거길과 한강남

측의 압구정지구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장기적으로 조성 검

토

압구정지구와 인접한 성수대교의 자전거도로 확충을 통해 연결

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③ 탄천 자전거길~뚝섬한강공원 연결

동남권의 중심인 탄천 자전거길과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

합지구를 뚝섬한강공원과 연결하는 자전거길 확충을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함으로써 한강 양안의 광역적 자전거 연결성을 강화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연계하여 교량 신설

방안을 검토하거나 또는 인접한 청담대교 구조개선을 통한 연결

방안을 검토하되, 최대한 편리한 자전거연결이 가능하도록 계획

④ 홍대·당인리발전소~선유도~양화한강공원 연결 

한강변의 수변창조문화권역으로서 합정·당산권 양안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양화대교 구조개선을 통해 확충

홍대,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양화진 성지공원, 절두산성지 등 서

북권의 핵심지역과 선유도, 양화한강공원, 여의도 등으로의 자전

거 연결성 강화를 통해 한강 양안의 공간통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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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양안 광역적 자전거도로 확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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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3-1. [접근성] 녹색교통 접근성 강화

 한강으로의 버스접근성 강화

- 한강으로의 버스접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강공원까지 진입하는 버스접근 나들목 확충

- 한강공원의 이용잠재력 등을 고려, 망원지구, 이촌지구, 반포지구, 뚝섬지구 등을 대상으로 버스가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 나들목의 구조개선 또는 나들목 신설 검토

-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한강공원 접근 버스노선 확충

 한강 양안 및 한강변 중심지간 수상교통 연결 강화

- 한강의 주요 활동권역 및 중심지구를 상호 연계하는 수상교통체계 운영 적극 검토 (리버버스, 수상 셔틀페리 등)

- 한강공원으로의 버스접근정류장 등 대중교통체계와 연계

- 잠실~뚝섬한강공원 / 이촌한강공원~노들섬~반포한강공원 / 홍대․합정~선유도~여의도 / 잠실한강공원~종합운동장~여의도 구간

▲ 한강변 버스, 수상교통 등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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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3-1. [접근성] 녹색교통 접근성 강화

 한강으로의 자전거 접근도로 확충

- 한강공원 및 지천의 자전거도로는 양호하게 조성되어 있으나, 한강 주변지역에서 한강까지 접근하는 자전거도로

는 단절구간이 다수 분포

- 도시내부의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한강으로의 자전거도로 연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확충

 4대 지천~한강 연결 광역적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 장기적으로 한강교량 중 자전거도로 미설치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차선 조정 및 교량확장 등을 통해 자전거도로 확충 검토

- 성산대교, 양화대교, 성수대교, 청담대교 등

▲ 한강변 자전거를 통한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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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verside south 수변접근로 계획

원칙 3-2 : 보행접근성 개선

생활권의 보행접근성 개선 및 배후지역에서 한강까지의 균등한 

보행접근성 확보를 고려하여 보행접근 불편지역을 대상으로 접

근시설을 추가로 조성해 나가고, 협소한 나들목의 환경개선 및 

접근시설까지의 보행접근로를 적극적으로 확보

한강변 인접한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간선도로 상부

의 덮개공원 및 브릿지 조성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 검토하여 한

강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

 균등한 한강접근여건 조성을 위한 접근시설 신설

한강으로의 보행접근 불편지역에 접근시설 추가 조성

접근시설 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후생활권, 지하철역으로부터 

한강으로 접근하는 나들목 등 접근시설 24개소 추가 조성

기존 접근시설 간 간격이 500m 이상 이격되어 있는 구간을 우

선적으로 접근시설 신설구간으로 검토하되, 배후 지하철역이나 

생활권 중심지와 연계되는 위치에 조성되도록 계획

인접한 지역의 정비사업이나 한강관광자원화 종합계획 등과 연

계하여 우선추진사업 7개소를 검토하고, 그 외 17개 접근시설 

신설은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검토

한강접근 나들목 신설(확장) 계획 (우선추진 검토 대상)

우선추진 대상 접근시설은 가양지구, 망원지구, 합정지구, 노량

진지구, 반포지구, 잠실지구, 암사지구 등을 대상으로 각각 1개

소씩 계획

가양지구와 망원지구는 가양나들목, 망원나들목 등 기존 나들목

을 대상으로 향후 주변 토지이용 등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나

들목 확장 검토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200

▲ 가양지구 가양나들목 현황

가양나들목의 경우 주변 마곡지구 개발과 발산역(5호선), 양천향교역

(9호선)으로부터 한강으로의 접근성 강화 고려

망원나들목은 망원로를 이용하여 망원한강공원으로의 대중교통 진입 

등을 고려하여 나들목 확장을 우선 검토 추진

그 외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정비사업이나 공공재정사

업 등과 연계하여 신규나들목 조성 검토

① 합정지구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사업 연계 접근로 확충

신촌․홍대문화거리~당인리공원~한강 접근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한강접근로를 조성하되, 

지형단차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경사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

원계획 수립

▲ 합정지구 한강공원 접근로 확충계획(안)

② 노량진지구 노들나루공원~한강 연계 나들목 신설

노량진 일대 도심 내 보행네트워크 중 하나인 동작충효길과 용

봉정, 효사정, 사육신공원 등 주변의 다양한 역사문화명소 및 

한강, 여의도 한강공원, 노들섬까지의 연계성 강화를 고려하여 

노들나루공원 일대 한강접근 나들목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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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지구 노들나루공원 나들목 계획(안)

③ 반포지구 일대 보행데크 조성

반포지구의 경우 반포 1․2․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한강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행데크 조성을 적극 검토

신반포로를 따라 위치한 신반포로역으로부터 주구중심, 세빛섬, 

서래섬 등 반포한강공원으로의 접근성 강화

▲ 반포지구일대 보행데크 조성계획(안)

④ 잠실역~잠실한강공원 연결 보행브리지 조성

잠실5지구 재건축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제2롯데월드~잠실역(통합

지하공간)~송파대로~잠실한강공원을 연계하는 접근로 조성 검토 

올림픽대로가 아파트지구보다 높게 개설된 현황을 고려하여 송

파대로변 기부채납 예정 공공용지와 한강을 보행육교 및 선큰공

간(반지하나들목) 등을 활용하여 입체적․통합적으로 연계되도록 
검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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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지구 일대 잠실한강공원 연결 보행브릿지 조성 계획(안)

⑤ 암사지구 내 선사유적지~한강공원 연결 초록길 조성

암사지구 일대는 암사동 선사유적을 비롯하여 암사생태공원, 광

나루 한강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선사유적지 인근으로 암사역사

생태공원이 조성 예정됨에 따라 이들 간의 연계성 강화 필요

한강르네상스 종합추진계획(‘08.3.20, 시장방침 제139호)에 따

라 계획된 암사초록길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암사선사유

적지와 암사역사생태공원, 한강공원의 직접 연계 도모

▲ 암사생태역사공원 ~ 한강 암사생태공원 연결 암사초록길 조성계획(안)

중·장기적으로 한강접근 나들목 17개소 신설(확장) 검토

우선추진대상 접근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접근시설의 경우 주변

지역 개발사업이나 공공재정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접

근시설의 점진적 신설을 검토함으로써 한강으로의 보행접근성 

개선 도모

*세부적인 접근시설 시설 및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해당지구별 가이

드라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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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나들목 신설계획

 협소한 나들목에 대한 단계적 환경개선 검토

서강지구, 마포지구, 광장지구 등 협소한 나들목이나 차수벽 형태

의 우회나들목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 환경개선 추진을 검토

상수나들목(서강지구), 마포나들목(마포지구), 광진나들목(광장지구)

나들목에 대한 주민/시민 아이디어 공모, 조명/LED광고 등을 활

용한 환경개선 추진 고려

▲ 환경개선 대상 나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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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후 생활공간에서 나들목까지의 보행접근로 확보

지하철역이나 배후 생활중심지로부터 한강으로 접근하는 수직방향

의 접근로 확보를 위하여 한강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으로 단절

된 지역에 대해 향후 주변지역 정비사업, 각종 공공·민간사업 추

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행통로 등을 적극적으로 조성

한강 접근시설까지 쉽고 쾌적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행접근로 22

개소를 주변지역 사업추진 여건과 연계하여 확충 고려

*세부적인 보행접근로 개설 계획은 해당지구별 가이드라인을 참조

강서지구 1개소, 가양지구 2개소, 노량진지구 1개소, 흑석지구 3개소, 반

포지구 3개소, 압구정지구 3개소, 잠실지구 1개소, 풍납지구 1개소, 합정

지구 1개소, 용산지구 1개소, 이촌지구 4개소, 한남지구 1개소

▲ 한강변 보행접근로 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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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보행접근성 증진을 위한 강변도로 입체화 검토

한강변에 인접한 아파트지구 정비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강변도로 

상부 덮개공원 및 브릿지 조성을 점진적으로 검토

한강 자연성회복기본계획상의 이용관리지역(여의도, 이촌, 반포, 

뚝섬 등)으로 설정된 지역이나 아파트지구 정비사업 추진지역(이

촌, 반포, 압구정, 잠실 등),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 사업실현성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점진적 

추진 검토

강변도로 입체화 시, 도로상부~주변지역 간 통합적 공간계획을 검

토하되, 도로 상부공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은 한강공원과 연

계된 오픈스페이스로 우선 활용하고, 일부 공간에 대해 한강조망, 

문화, 공공·업무·상업 등 한강변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지원공간

으로 활용 고려

▲ 강변도로 상부 입체화 예시(안)

▲ 주변지역 계획사업과 연계한 강변도로 입체화 계획검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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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한강공원의 입체화 계획 예시 >

반포 1․2․4주구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덮개공원 조성을 검토하고, 
서래섬, 세빛섬 및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성 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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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3-2. [접근성] 보행접근성 개선         

 한강으로의 보행접근을 위한 접근시설 신설

- 나들목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후생활권, 지하철역으로부터 한강으로 접근하는 접근시설 24개소 신규 조성 검토

- 인접 지역의 정비사업이나 한강관광자원화 종합계획 등과 연계하여 우선추진사업 7개소 검토

  (가양지구, 망원지구, 합정지구, 노량진지구, 반포지구, 잠실지구, 암사지구)

 협소한 나들목에 대한 환경개선 검토

- 협소한 나들목이나 차수벽 형태의 나들목을 대상으로 단계적 환경개선 추진 검토

  (서강지구, 마포지구, 광진지구 등)

 배후지역에서 접근시설(나들목)까지의 보행접근로 확보

- 지하철역이나 배후 생활중심지로부터 한강공원으로 접근하는 접근로 확보를 위해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으로 단절된 지역은 향후 정비사업, 각종 공공․민간사업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

▲ 한강변 보행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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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3 : 주변과의 녹지연계 강화

한강변 및 접근로변으로 공원․녹지 확충을 통해 단절된 한강변 
녹지네트워크 개선 

국가상징녹지축 주변 및 정비사업 추진지역, 강변도로 입체화 공간 

등을 활용하여 한강변 공원․녹지를 적극적으로 확충
한강 주변으로 조성된 서울의 주요 숲길(주요산 자락길·계절길 

등), 한양도성길 등과 한강물길(한강길, 지천길)의 단절구간을 녹

음길로 연결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의 자연과 생태가 거미줄같이 연결된 환경

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어디서나 한강 가는 길과 만날 수 있도

록 계획

 한강/접근로변 공원·녹지공간 확충

국가상징녹지축 조성 및 뉴타운사업, 정비사업 등의 추진시 공

공기여를 활용한 한강변 공원녹지공간 확충을 유도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강변도로 입체화 등을 통한 사업추진과 

연계 확보 고려

▲ 한강변 공원․녹지 확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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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중심 녹지네트워크 및 자연·생태 연결환경 조성

한강변 걷고싶은길 등 보행녹지네트워크 조성 현황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둘레길, 자락길 등 걷고싶은길(서울두드

림길) 조성을 통해 보행네트워크 계획을 적극 도모하고 있으며, 

한강 및 지천을 따라서는 한강길, 지천길 등을 조성하고 있음

서울두드림길 : 서울둘레길, 서울녹음길, 한양도성길, 한강길, 지천길, 

자락길을 포함하는 서울시의 걷고 싶은 길 네트워크

그러나 한강변의 제방 및 강변도로 등으로 인하여 제내지의 보

행녹지네트워크와 제외지(한강공원)의 보행녹지네트워크가 단절

되어, 이에 대한 연계성 강화 필요 

구분 특징 및 세부 코스 서울시 전체

서울 둘레길 서울의 외곽을 한바퀴 도는 외사산 둘레길 157㎞, 8개 코스

한양 도성길 서울의 내사산 및 한양도성을 잇는 길 21㎞, 4개 코스

생태문화길
(산책길, 나들길)

강서문화산책길, 동작충효길(고구동산길, 현충원길,
한강나들길, 노량진길, 보라매길, 동작마루길), 
서울숲공원산책길, 송파소리길, 고덕산 산책길

개화산나들길, 월드컵공원 나들길, 상암DMC체험 나들길 등

397㎞, 87개 노선

근교산 자락길
서울근교산 등산코스를 대상으로 노약자 및 가족단위

등산편익 등을 제공하고자 조성중인 무장애 숲길
37㎞, 14개소(예정)

한강/지천길 한강 및 지천을 따라 조성된 걷고싶은 길 245㎞, 33개 노선

▼ 서울 두드림길(걷고싶은 서울길) 조성 등 한강주변 녹지네트워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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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접근로변 녹지네트워크 조성 및 자연·생태 연결 계획

한강물길(한강길, 지천길)과 주변 숲길(서울두드림길 중 생태문

화길을 포함한 자락길·계절길 등)의 단절구간이 녹음길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계획

녹음길은 한강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약 40개소를 중·장기적으로 

확충해 나가되 한강 주변지역의 각종 계획·사업과 연계하여 확보

강서지구 1개소, 가양지구 2개소, 당산지구 2개소, 여의도지구 1개

소, 노량진지구 1개소, 흑석지구 1개소, 반포지구 5개소, 압구정지구 

3개소, 청담·영동지구 4개소, 잠실지구 1개소, 풍납지구 2개소, 천호

지구 1개소, 암사지구 1개소, 망원지구 1개소, 합정지구 1개소, 서강

지구 2개소, 마포구 1개소, 용산지구 2개소, 한남지구 3개소, 옥수지

구 1개소, 성수지구 1개소, 자양지구 1개소, 광장지구 1개소

한강변 아파트지구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보행통로 등과 연계

하여 녹음길 조성을 최대한 유도해 나가고 가로녹화 등을 통해 

한강접근로의 쾌적성, 안전성 증대 도모

▲ 한강변의 주요 녹음길 현황

▲ 한강변의 주요 녹음길(그린웨이) 연결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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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사~광장권역의 녹지연계 강화 예시 >

광진교를 보행전용교(Bridge Park)로 전환 검토

서울외곽 환상녹지축 연결을 통한 한강양얀의 생태·활동연계성을 

강화

광나루 한강공원의 자연하안 복원 등을 통해 한강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생태공간으로 특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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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3-3. [접근성] 주변과의 녹지연계 강화         

 한강변/접근로변 공원․녹지공간 확충

- 한강변 수변녹지 및 접근로변 오픈스페이스 확충을 통해 단절된 한강변 녹지네트워크 개선

- 국가상징녹지축 조성 및 뉴타운, 정비사업 등 추진시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한강변 공원녹지공간 확충 유도

 한강중심 녹지네트워크 및 자연․생태 연결환경 조성

- 한강길, 지천길 등 수변보행네트워크 및 생태문화길, 자락길, 계절길 등의 주변 숲길의 단절구간을 녹음길을 

조성하여 연계

▲ 한강과 주변과의 녹지․보행연계 강화





04
도시경관 부문

1. 기본방향

2. 관리원칙 및 세부 계획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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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1.1. 도시경관 측면에서 한강이 가진 의미

 한강은 서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서울대표경관

서울은 총 길이 41.5㎞의 한강과 내사산,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산악분지형 지형으로 산, 강, 언덕이 형성하는 독특한 자연지형

이 서울의 도시정체성을 형성

내사산 :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외사산 : 북한산, 용마산, 덕양산, 관악산

한강은 서울의 도시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골격

▲ 서울의 지형지세

  

 역사적으로 한강은 우리 문화·예술의 원천공간

 12세기 이규보의 한강에서부터 한강을 소재로 한 시와 문장들

은 약 6백여 편에 이름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이 한강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리고 

또 그려도 늘 새롭다고 예찬한 서울의 빛나는 자산
▲ 양천팔경첩 중 양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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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대교 남단에서 본
   한강과 남산(2015)

▲ 시민들의 경관인식

 시민들 또한 한강을 서울대표경관, 랜드마크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 또한 한강을 자연경관 중에서는 서울을 

가장 대표하는 경관이자 랜드마크로 인식하고 있음. 공원광장 

중에서도 13%가 한강공원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경관으로 

응답

 2012년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모바일 리서치에서

도 한강은 남산N타워, 경복궁을 제치고 37.9%로 1위를 차지

자연경관 공원광장

순위 항목 비율(%) 순위 항목 비율(%)

1 한강 29.0 1 한강공원 13.0

2 남산 19.2 2 남산공원 12.9

3 북한산 16.0 3 올림픽공원 11.2

4 도봉산 10.2 4 여의도공원 10.3

5 관악산 8.6 5 시청광장 7.8

자료출처 : 2005 서울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 설문조사1 : 서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경관

순위 항목 비율(%)

1 한강 37.9

2 남산N타워 35.7

3 경복궁 25.2

자료출처 : 서울시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모바일리서치 오픈서베이 시행, 2012.8)

▼ 설문조사2 :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서울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한강변 경관의 중요성 공감

 2030 서울플랜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의 경관문제

에 대한 인식조사(2012.10.8.) 결과 서울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한강변의 경관을 보호하고, 서울 시민 모두가 함께 한강을 즐기

고 느낄 수 있도록 한강변 고층주거개발을 제한하고, 한강변 경

관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이 다수

지역특성 보존을 위해 주변 환경과 공존하는 개발로의 전환을 바라

고,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의 복원 및 보호를 우선

특히,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복원·보호하는 방식으

로 도시개발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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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경관 측면에서 한강의 현안문제

 한강 등 수려한 자연자원의 조망기회 제한

한강 주변으로는 산, 하천, 섬 등 자연자원과 일출, 낙조 등의 

자연현상을 비롯하여 교량, 건축물 등 다수의 도시경관자원이 

분포

한강변 조망장소의 상당수는 구릉지 등에 위치하여 접근이 어렵

고, 배후 생활중심공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강변으로는 

대부분 아파트 위주의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한강 조망기회가 제한적

수변으로 조망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한강 조망공간의 확충 필요

 한강주변 내·외사산으로의 조망경관 차폐문제 심화

 1980년대 이후 성장시기의 급격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으로 한

강변(구릉지 포함) 고층아파트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한강변에서 

배후 주요산으로의 경관 차폐문제가 심화됨

▲ 효사정에서 바라본 남산의 자연조망 변화 모습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220

한강변 주요산의 조망경관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1994년 경관

계획을 시작으로 2003년 한강변 지역에 20층 이하의 절대높이

제한 검토, 2005년 수변경관지구 지정도 시도한 바 있으나, 그

간의 재건축 수요 및 개발압력 증가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계획의 실현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그 결과 20여 년이 지난 현재, 한강변은 고층아파트 개발로 병

풍처럼 차폐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내·외사산 등 서울의 

원형경관 차폐 및 훼손문제가 심화되어 있음

2011년 서울연구원 시민설문조사 결과, 서울의 경관저해요소 1위로 

수변 병풍아파트가 꼽힘 (92.2%가 선택)

 아파트 중심의 단조롭고 획일화된 수변경관 형성

한강변의 대부분이 주거지 중심으로 개발되고, 주거유형 중에서

도 아파트 중심으로 (재)건축됨으로 인해 수변경관의 다양성이 

상실되고, 수변 연접부 경관이 지나치게 고층화되는 문제 유발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변 경관이 병풍아파트 위주의 단조롭고 획

일화 된 수변경관으로 변모

▲ 봉은중학교 유수지공원에서 바라본 잠실지구 경관(2015)

▲ 동작대교 북단에서 바라본 반포지구 경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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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도시 대표경관으로서 빈곤한 수변경관 형성

현재 우리 서울은 세계적인 대도시로서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고는 하나 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변경관의 측면에서 볼 때, 인

구 1,000만 도시의 대표경관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수변

경관을 형성

 2015년 2월, CBS 시카고에서 세계적으로 스카이라인이 아름다

운 도시 20곳을 선정하였는데, 서울은 19위로 그리 높지 않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서울의  도시경관은 경쟁도시 비교 

시, 상대적으로 빈곤

시드니 1위, 홍콩이 2위, 도쿄, 상하이,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시

애틀, 시카고, 두바이, 토론토 순이며, 서울은 한강변이 아닌 강남지

역이 대표 스카이라인으로 선정됨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와 비교해서도 내세울만한 

수변중심지 경관은 거의 없는 상황

▲ 세계 주요도시의 도시스카이라인 현황 및 서울 여의도 도시스카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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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경관부문 현안문제 관련해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

  단조롭고 획일적인 수변경관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

   ① 아파트 위주의 단조롭고 획일적인 수변경관 문제 6표 

   ② 대외사산·내사산 등 주요한 자연자원 조망 차폐 문제 3표

   ③ 내세울 것 없는 빈곤한 수변중심지 경관 문제 2표

   ④ 기타 0표

▼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시민도시계획가 의견(3차) 검토(‘15.2.5)

한강변 경관부문에 있어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서울 고유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보전하고, 

새로운 개발행위가 시민들의 조망권을 해치치 않도록 유도, 규제 필요

보다 시민들에게 개방된 한강의 경관을 조성

 ①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 역사문화유적(사적지)에 대한 경관확보계획 필요

  - 자연생태경관의 보존 및 관리 (밤섬, 샛강, 난지생태습지)

  - 도시, 자연, 인간, 환경이 어우러진 경관

 ② 다양한 도시경관 연출

  - 상업시설 유도를 통한 활기찬 야경 등 다양한 각도로 경관개선 가능

 ③ 기타 의견

  -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허가 지침이 시민들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함

  - 문화와 도시, 자연의 스토리텔링에 의한 경관 컨텐츠 개발

  - 경관에 대한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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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경관 부문 기본방향

한강변 주요 경관의 조망기회 확대, 다양한 스카이라인의 창출, 아름다운 

건축계획 유도 등을 통해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한강”으로 관리

관리원칙 4-1 : 한강변 조망기회 확대

수변으로 한강의 자연자원이나 도시경관의 조망이 우수한 지역

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한강 조망명소

(공간)를 수변 공공용지(국공유지, 민간개발사업시의 공공기여)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쉽게 조

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도시 내부~한강까지 주요 접근로를 대상으로 통경축을 설정하

고, 통경축 주변 건축물의 계획관리를 통해 한강으로의 열린 조

망 형성 및 개방감 확대 도모

관리원칙 4-2 :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

한강변 전체지구에 대해 2030 서울플랜에서 설정한 서울시 중

심지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 기준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

시적 차원의 스카이라인 관리를 통해 한강변으로 다양한 수변경

관을 창출

도시공간구조상 중심지(도심, 광역중심) 등을 대상으로는 적극적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해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 도심경관 형성을 

유도하는 반면, 북한산, 남산, 관악산, 용마산 등 서울을 대표하

는 주요산으로는 배후로 열린 경관 형성이 가능하도록 관리

<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2014) >

- 도시공간 구조 및 위계에 맞게 관리

- 수려한 자연자원과 어우러지도록 관리 : 주요 산 주변, 구릉지는 

저층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한강변 등 수변연접부는 위압감을 

완화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며, 조망점/조망대상/조망축 

등 통해 자연자원을 보호

-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하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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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4-3 : 아름다운 건축계획 유도

한강변 지역을 서울시 경관계획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서울시 경관계획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

한 경관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한강변 수변경관을 아름답게 관

리

한강변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시 특별건축구역을 적극 활용함으

로써 수변부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을 제고하고, 수변 연접부 

중·저층관리 및 입체적 수변경관 창출, 건물유형의 다양화 및 

형태적 다양성 확보 등을 적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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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원칙 및 세부 계획방향

원칙 4-1 : 한강변 조망기회 확대

 한강변의 주요 조망대상 검토

조망대상이란?

조망점에서 보이는 시각요소 중 조망될 가치가 있는 자연, 역

사·문화, 도시경관

기존 계획에서의 한강변 조망대상

한강변 조망대상 선정 관련해서는 20여년 전부터 다수의 연구

및 계획이 수립되어 왔음

한강 연접지역 경관관리방안 연구(서울연구원, 1994)

서울의 주요 하천변 경관개선 방안 연구(서울특별시, 2003)

서울시 경관관리 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05)

서울의 조망명소 선정(서울시 푸른도시국, 2006~2007)

서울시 수변경관계획(서울특별시, 2010)

서울시 자연녹지경관계획(서울특별시, 2010)

기존 계획에서는 한강변의 자연경관자원으로서 산 및 구릉지, 

하천 및 지천, 섬 등 자연자원을 비롯하여 한강일출, 낙조 등 

자연현상까지를 자연경관자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랜드마크 건축물, 교량 및 도로, 도시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자

원도 한강변의 조망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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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경관자원

산 및 
구릉지

내사산(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 
외사산(북한산, 아차산, 관악산, 덕양산),

현충원, 도봉산, 청계산 등

하천 및 
지천

한강, 탄천, 중랑천, 안양천, 홍제천 등

섬 노들섬, 선유도, 밤섬

자연현상 한강 일출, 낙조

자연
스카이라인

산과 구릉지로 이어진 원경의 스카이라인

▼ 한강변의 자연경관자원

 

유형 경관자원

랜드마크 
건축물

63빌딩, 국회의사당, 잠실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등

공원·녹지 한강공원, 하늘공원, 서울숲 등

역사문화
자원

절두산성지, 효사정, 풍납토성 등

교량 및 
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올림픽대교, 
가양대교 등

도시
스카이라인

고층 건물군의 집합으로 형성되는 스카이라인. 
여의도, 잠실 등

▼ 한강변의 도시경관자원

  

▲ 한강변 주요 조망대상

▲ 기존 계획상 한강변 주요 조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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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한강변 조망점 및 조망명소

기존계획에서의 조망점

조망점이란 조망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으로서 일반적인 조

망점 선정기준은 공공성, 접근성, 조망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공공성 : 시민들의 통행이나 활동이 활발한 장소

접근성 :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조망성 :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조망이 우수한 장소

역사성 :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

기존계획에서의 조망점 선정은 한강변의 주요 조망경관(자연경

관 및 도시경관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 즉 조망명소로서의 

성격과 더불어 한강변의 경관을 관리하는 기준점으로서의 성격

까지 포괄하는 총 53개의 조망점 설정

빈도수 조망점

4회 효사정, 노들섬, 선유도

3회 궁산, 달맞이봉, 매봉산, 용왕정

2회
개화산, 용봉정, 용마산, 한강공원(여의, 뚝섬, 난지), 

교량(동작, 반포, 서강, 영동, 한남), 하늘공원, 절두산성지

1회
응봉산, 아차산, 고덕산, 고구동산, 망원정, 서래섬, 한강공원, 
교량, 당인리발전소, 봉은중학교, 현충원국립묘지, 사육신묘지, 

여의서로 등

▼ 기존 경관계획에서의 조망점 설정 빈도수

이중 1994년 ‘한강연접지역 경관관리방안’ 연구 이후의 상당부

분 계획에서는 주변지역 경관관리를 위한 기준점으로서의 역할

보다는 한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 및 도시경관을 조망할 수 있

는 조망명소로서의 성격으로 접근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한강르네상스계획 추진에 따라 한강변의 주요 교량

상부에 한강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명소로서 전망카페(전

망쉼터) 11개 지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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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계획상 한강변 주요 조망점

① 신한강 10경 (서울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2005년)

한강 주변에 위치한 구릉지와 한강의 섬, 한강 주변의 자연·역

사경관 등을 포함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수변경관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점을 대상으로 「신한강 10경」 지정

신한강 10경의 각 지점에는 안내판, 조망포켓 등 한강 및 서울

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

하여 서울시민 및 관광객의 이용 장소로 조성

< 신한강 10경 선정기준>

- 하천변에 인접한 주요 구릉지에서 한강을 포함한 파노라믹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 한강 및 지천 관련 역사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 하천방향으로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연계성 및 접근성이 

우수한 지점

- 관련 전문가의 의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심미성, 접근성, 

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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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치 조망대상

1. 개화산 강서구 개화동 332-2번지
- 서울 외곽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방화대교, 가양대교, 

월드컵 공원, 궁산, 북한산, 인왕산, 남산 등을 원경으로 
조망

2. 궁산
강서구 가양동 산8-4외 
14필지

- 한강의 수면, 시 외곽 자연경관, 하늘공원 등을 조망

3. 하늘공원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일대

- 시가지를 배경으로 서울의 우수한 자연 스카이라인과   
여의도, 선유도, 월드컵 공원과 평화의 공원 등을 조망

4. 용왕정 양천구 목2동 산9-1번지
- 인공폭포, 난지공원, 월드컵 공원, 안양천, 북한산 등   

주변의 우수한 자연 스카이라인을 원경으로 조망

5. 와우산 마포구 창전동 산 2-2번지 - 한강의 교량과 여의도 시가지 경관 등을 조망

6. 선유도
영등포구 양화동 95번지 
일대

- 한강축 방향의 조망과 서울의 우수한 자연 스카이라인을 
원경으로 조망, 특히 한강낙조 경관 우수

7. 노들섬 이촌2동 320번지
- 원경으로 서울의 우수한 자연스카이라인 조망, 하천에 

가장 근접하여 하천축 방향 조망, 특히 한강 일출 경관 
우수

8. 효사정 동작구 흑석동 141-2번지
- 시가지 및 한강축 방향의 우수한 경관과 한강변 주요   

구릉지, 아차산 등을 원경으로 조망

9. 매봉산
용산구 한남동 산 8번지 
일대

- 남산과 연결된 구릉지로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하여 
우수한 자연 스카이라인, 한강의 교량, 시가지 조망

10. 달맞이봉
성동구 금호4가동
달맞이공원내 위치

- 서울의 자연 스카이라인을 원경으로 조망하고, 강변도로, 
동호대교, 성수대교, 강남 등을 부감으로 조망

▼ 신한강 10경의 위치 및 조망대상

▲ 신한강 10경 구상도 (서울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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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강 10경의 주요지점에서 바라본 한강 조망경관

▲ 노들섬에서 바라본 하천축 조망경관

▲ 효사정에서 바라본 한강의 조망경관

▲ 달맞이봉에서 바라본 한강의 조망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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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야경 10경 (서울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2005년)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우수한 야간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10곳을 선정

이 중 2개소(서울타워,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를 제외하고는 8

개소가 한강변에 지정

안내판 및 조망포켓 등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비하여 서울시민 

및 관광객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

< 서울야경 10경 선정기준>

- 한강 및 시가지 등 서울의 우수 야경 대상이 되는 지점

- 뛰어난 야간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 현장조사를 통해 경관미나 접근성, 관리상태 등을 검토하여 

우수 야경으로 선정된 지점

구분 위치 조망대상

1. 하늘공원 마포구 상암동 483번지 일대 - 여의도 시가지, 선유도, 월드컵 주경기장 등의 야경 조망

2. 선유도 양화동 95번지 일대 - 한강축 방향의 우수한 조망, 선유도 내의 야간경관 우수

3. 63빌딩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 현재 대표적인 서울의 야간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4. 노들섬 이촌2동 320번지
- 현재 특별히 조성되어진 시설은 없지만 가장 큰 

개발가능성을 지님

5. 이촌한강공원 용산구 이촌동 일대
- 한강의 야간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있어 경관형성 여건이 우수

6. 반포한강공원 동작구 반포동 일대 - 한강과 남산의 야경이 우수

7. 잠원한강공원 서초구 잠원동 일대 - 한강수경 및 야간경관이 우수, 남산의 야경을 조망

8. 잠실한강공원 송파구 잠실2동 일대 - 한강수경 및 야간경관이 우수

9. 서울타워 용산구 남산
- 서울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점이며, 동시에 

서울의 랜드마크적인 야간경관 자원

10. 북악스카이
    웨이팔각정

종로구 - 서울시내 전경 및 야경 조망

▼ 서울야경 10경의 위치 및 조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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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야경10경 구상도 (서울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2005년)

▲ 63빌딩에서 본 야간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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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06~2007 서울의 조망명소 (푸른도시국)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서울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시민들에

게 알리기 위하여 총 91개소(2006년 48개소, 2007년 43개소)

의 우수경관 조망명소 선정

우수경관 조망명소는 생활주변 산책로, 산, 한강, 하천, 공원 

등 입장료가 없고 주변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아름답고 특색있는 경관이 잘 드러나 서울을 느끼고 감상하기

에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

이 중 한강을 대상으로 한 조망명소는 2006년 11개, 2007년 

6개로 총 17개의 조망명소 선정

선정된 조망명소에는 그림자료, 파노라마 안내판, 접근로, 방향

표지판, 산책로, 휴식처 등 설치

구분 위치 조망대상 유형

1. 서래섬 서초구 반포동137-4 유채단지, 한강경관 평지

2. 선유도 영등포구 양화동95 선유교, 도시, 한강경관 평지

3. 여의도공원 영등포구 여의도동2 전통건물, 한강경관 평지

4. 하늘공원 마포구 상암동481-43 북한산, 한강경관 정상

5. 용봉정 동작구 본동 산3-10,8-128 인왕산, 중지도, 한강경관 산정상

6. 효사정 동작구 흑석1동 141-2 남산, 올림픽대로, 한강경관 산정상

7. 개화산 강서구 방화2동 산44 방화대교, 한강경관 산정상

8. 용왕정 양천구 목2동 산9-1 월드컵경기장, 한강경관 평지(전망대)

9. 테크노마트 광진구 구의제3동546-4 올림픽대로, 한강경관 옥상9층

10. 아차산 광진구 중곡동 산1 한강경관 산정상

11. 응봉산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서울숲, 한강경관 산정산(팔각정)

▼ 2006년 한강변 우수 조망명소

구분 위치 조망대상 유형

1. 봉은중학교 강남구 삼성동82-7 한강경관 평지

2. 고구동산 동작구 본동126-450 도시, 한강경관 공원정상

3. 사육신공원 동작구 노량진동 155-5 도시, 한강경관 공원정상

4. 국회의사당 사랑재 전면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서로 한강경관(당산철교) 제방

5. 달맞이봉 성동구 금호4가동 산28-1 한강경관 산중턱

6. 노들섬 용산구 이촌동 302-16 한강경관 평지(원효대교)

▼ 2007년 한강변 우수 조망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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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조망명소 위치도

아차산 (2006년 우수 조망명소)

고구동산 (2007년 우수 조망명소)

▼ 조망명소에서 바라본 조망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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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시 수변경관계획상 명소화 우선추진대상(2010)

수변의 조망점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요 경관이 조망

되는 장소, 한강에 연접한 경관이 잘 조망되는 지점을 바탕으

로 선정 가능

 2010년 수변경관계획에서는 그동안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빈도

수 및 조망점별 조망대상의 수 등을 분석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망관리대상의 유형분류와 가시성, 역사문화성, 수변접근성, 공

공성 등을 기준으로 명소화 우선추진대상(17개소)을 선정

한강변의 명소화 우선추진 대상지점은 1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또한 한강변에 개발예정인 초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조망장

소를 5개소(상암, 여의도, 용산, 뚝섬, 잠실) 추가 선정함

조망점 및 위치 조망점 특성 및 대상

1. 난지한강공원
  (수변물놀이장 일대)

- 월드컵경기장에 인접, 마포구청역 또는 월드컵경기장에서 접근 가능
- 물놀이장, 캠핑장 등 여가시설 분포, 가양대교, 성산대교, 강서지역 일대 조망

2. 절두산 성지 - 천주교역사를 지닌 곳으로, 역사문화성이 우수

3. 망원정
- 강변북로 양화대교 근처 대로변에 위치하며 한강 조망 가시성이 탁월
- 역사문화성(서울시 기념물 제9호)이 우수

4. 달맞이봉
  (달맞이공원 내 위치)

- 강북강변도로에 인접하여 강변도로, 동호대교, 성수대교, 강남 등을 조망

5. 용왕정
  (용왕산공원 내 위치)

- 사방이 개방되어 있어 난지공원,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하여 북한산, 인왕산 등 
서울의 자연스카이라인 조망 가능

6. 용봉정 근린공원 - 수려한 한강조망을 바라볼수 있는 대표적 경관명소

7. 여의도한강공원
- 둔치에 유람선 선착장과 민속놀이마당·문화마당 등 많은 위락시설과 

샛강생태공원 및 체육시설들이 위치
- 서강대교, 마포대교 등을 비롯한 한강의 주요 교각과 강북방면을 조망 가능

8. 당인리발전소 - 한강으로의 조망이 뛰어나며 인근 조망명소와 연계 가능

9. 노들섬 - 한강 양편의 조망이 가능하며 원경의 자연 스카이라인까지 조망 가능

10.뚝섬한강공원
- 뚝섬나루역(7호선)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 용이
- 요트경기장 등 시설물이 갖추어져 있어 시민들의 수상 레저활동 중심지

11. 암사선사유적지 - 한강변의 역사성을 나타내는 곳으로, 서울의 우수조망점

12. 효사정 - 동작대교 및 이촌동 일대, 남산 스카이라인 조망 가능

13. 선유도
- 한강 내의 섬 선유도의 옛 정수장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재활용생태공원
- 역사문화성 및 접근성, 조망권이 모두 우수

▼ 명소화 우선추진대상 조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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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 조망장소 중 명소화 우선추진 대상

용봉정 근린공원

용왕정

효사정

▼ 명소화대상 조망장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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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강교량 전망쉼터 등 조성 (한강르네상스 사업)

 2009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한강 조망권

과 휴식공간 제공, 걷고싶은 한강교량 조성 등을 목적으로 양화

대교, 마포대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한남대교, 잠실대교, 광진

교 등 7개 한강 다리위에 '한강교량 전망쉼터' 총 11개소 조성 

(뚝섬 전망문화콤플렉스, 세빛섬 포함 시 13개소)

▲ 한강교량 전망쉼터 등 조성현황

전망쉼터 위치 면적 용도 오픈일 운영사업자

1. 광진교 8번교각 하부 453㎡ 전시, 공연 ‘09.08.05 민간

2. 잠실대교 남단 상류 76㎡ 창업실습터, 문화공간 ‘12.03.09 송파구청

3. 한남대교 남단 상류 76㎡ 일반음식점 ‘12.08.10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4. 동작대교
  (구름카페)

남단 상류 166㎡ 일반음식점 ‘09.09.05 민간

5. 동작대교
  (노을카페)

남단 하류 166㎡ 일반음식점 ‘09.09.05 민간

6. 한강대교
  (견우카페)

북단 상류 144㎡ 일반음식점 ‘09.11.05 민간

7. 한강대교
  (직녀카페)

북단 하류 144㎡ 일반음식점 ‘09.11.05 민간

8. 양화대교
  (선유카페)

남단 상류 77.3㎡ 일반음식점 ‘09.11.25 민간

9. 양화대교
  (양화카페)

남단 하류 77.3㎡ 일반음식점 ‘09.11.25 민간

10.마포대교 
해넘이전망대

남단하류 107㎡ 문화공간 ‘11.4.13 한강사업본부

11. 여의도 
빛의카페

한강공원내 210㎡ 일반음식점 ‘09.11.06 민간

참고 : 한강사업본부 (2015.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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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교 8번가 잠실 마루쉼터 한남 새말카페

동작대교 전망쉼터 한강대교 전망쉼터 양화대교 전망쉼터

▼ 한강교량 전망쉼터 현황사진

뚝섬 전망문화콤플렉스 세 빛 섬

- 서울시민을 위한 예술․문화복합공간과 동시에 
아마추어 예술인을 위한 전시․공연 공간으로

  (시민과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소통하는 오픈 
문화공간)

- 한강의 전망과 함께 새로운 예술․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

- 전시작품 관람에서 미디어아트, 시민휴식공간, 
소공연 공간 등으로 구성

- 한강에 색다른 수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플로팅 
형태의 건축물로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 가빛, 채빛, 솔빛의 세 개의 섬과 다양한 영상 및 
콘텐츠가 상영되는 예빛으로 구성

- 가빛섬은 국제회의, 기업행사, 예식 등 마이스산업 
개최에 최적화된 컨벤션홀 및 한강조망 카페 등 
구성 

- 채빛섬은 레스토랑, 솔빛섬은 수상레저시설 
운영(예정), 예빛섬은 LED스크린 및 수상무대를 
활용한 공연, 이벤트 가능공간

참고 : 한강사업본부 (2015.2 기준)

▼ 뚝섬 전망문화콤플렉스 및 세빛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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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조망명소 종합 (총 45개소의 조망명소 분포)

 2005년 서울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이후 지금까지의 경관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한강변 조명명소는 총 32개소가 제시되었으

며, 노들섬과 선유도가 총 4회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냄

조망명소 이외 한강변 전망쉼터 11개소 및 세빛섬, 뚝섬 전망

문화컴플렉스 등 수변 문화시설을 포함할 경우 총 45개소가 

분포

빈도수 조망명소

4회 노들섬, 선유도

3회 하늘공원, 효사정, 달맞이봉, 용왕정

2회 개화산, 용봉정

1회

한강공원(여의도, 반포, 잠원, 잠실, 난지, 이촌, 뚝섬), 국회의사당 
사랑재 전면, 서래섬, 궁산, 매봉산, 고구동산, 응봉산, 아차산, 
망원정, 와우산, 절두산성지, 여의도공원, 사육신공원, 
암사선사유적지, 봉은중학교, 당인리 발전소, 63빌딩, 테크노마트

▼ 경관관련계획 조망명소 선정 빈도수

▲ 한강의 주요경관 조망을 위한 조망명소 종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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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이 용이한 조망우수지역 대상 조망공간 확충

국공유지 및 한강변 민간개발 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 등을 활용

하여 접근이 쉬운 조망우수지역을 대상으로 조망과 문화·휴식이 

복합된 한강 조망공간을 최대한 확충

문화․편익기능과 조망이 복합된 건물 내 전망문화공간 확충

보다 많은 시민의 한강 자연자원 조망기회 증진 및 친수환경 조성

을 위해 단순 외부공간형 조망명소의 조성보다는 건물 내 전망기

능과 다양한 문화, 휴게 및 편익기능이 복합된 한강전망공간을 적

극 조성 유도

한강변 수변 공공용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 조망공간 및 한

강 전망문화공간을 확충

한강 전망문화공간 확충 대상

한강변 아파트지구 및 민간저이용부지 개발 시, 공공기여를 통

해 수변공공용지 및 한강전망문화공간 확충

당인리발전소, 당산지구 일대 공장/물류부지, 동서울터미널부지 등 

개발 시 시민개방 전망문화공간 확충

반포 1․2․4주구 공공기여 활용, 압구정지구(압구정 복원), 한남뉴타운
(제천정 복원), 잠실5단지 공공기여 등 활용과 연계

유수지 등 국공유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 개발과 연계하여 한

강 전망문화공간 확충

장기적으로 강변도로 입체화 시 상부공간 활용

그 외 한강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관리계획 및 대규모 개

발계획(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 등), 관련사업(경관사업, 가로

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추진 시, 인센티브와 연계

하여 한강 전망공간 확보 유도

▲ 강변 테크노마트 9층 하늘공원, 한강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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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전망문화공간 확충 대상(안)

조망장소(전망공간)의 경관형성기준

① 오픈스페이스 등 조망장소

조망장소 경관형성기준은 해당지역 내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수

립, 조망장소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 반영 필요

안내판 및 조망데크 등 조망시설을 설치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

한 접근로 및 보행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조망장소를 중심으

로 주변지역을 포함 정비 

조망장소의 차별화 및 장소성 강화를 도모

② 건물 내 조망장소 (한강 전망문화공간)

한강 등 자연자원의 조망과 동시에 다양한 시민의 생활/편익 활

동이 동시에 수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전망공간과 동시에 일정면적 이상의 시민휴게/편익시설, 문화/

복지시설 등 설치 권장 (카페, 음식점, 옥상정원 등 집객용도를 

도입하여 보다 많은 조망기회의 체험 유도)

* 한강전망문화공간의 설치 면적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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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도로, 한강접근로 등을 대상으로 통경축 설정

도시 내부에서 한강으로의 열린 경관 창출, 뷰코리더 확보 등을 

위해 광역통경축 및 지구통경축 설정

광역통경축 : 광역적 차원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바람길 등 환경

적 기능을 고려하여 한강교량이 지나는 광역적인 간선도로 등을 대

상으로 광역통경축 18개소를 계획

지구통경축 : 광역통경축 이외 한강변 주요 간선도로 및 지구 내 주

요보행로(한강접근로)를 대상으로 지구통경․보행․활동이 통합된 축으로
서 지구통경축 79개소 계획

▲ 광역 및 지구통경축 계획

< 서울시 수변경관계획(2010)상 통경축계획>

○ 통경축계획 : 교량, 간선도로 등 대상 한강변 40개소 계획 

 * 지천변 35개소 계획, 단지 내 통경축은 별도 계획하지 않음

○ 통경축 경관형성 기준

- 주요도로 10m 이상 건축선 후퇴, 보조간선도로 5m이상 후퇴

- 11층이상 건물 : 고층부(6층이상) 벽면한계선 5m 추가지정

- 통경축변 건축물높이는 인접 건축선으로부터 앙각45도 이하로 

하며, 최고 60도를 넘지않도록 설정

* 도시관리계획,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시 본 경관형성기준을 

검토하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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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선 후퇴 등 통경축에 따른 경관형성 기준

도시 내부에서 한강으로의 열린경관 창출, 뷰코리더 확보 등을 

위해 광역통경축 18개소, 지구통경축 67개소에 대해서 각각 대

규모 개발사업 부지와 개별필지를 구분하여 건축선 후퇴, 전면

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 등에 관한 경관형성 기준 마련

도시관리 및 대규모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정

비계획 등), 관련사업(경관사업, 가로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추진 시 본 경관형성 기준을 검토하여 반영 권장

▲ 열린 경관 창출을 위한 여의도지구 통경축 계획(안)

적용대상

광역/지구통경축에 접한 지구 내 모든 건축물

광역/지구통경축변 건축선 후퇴기준

 (일반건축물) 광역/지구통경축변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이상 건축선 후퇴

 (공동주택) 주택법상 사업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주거동

의 경우 광역통경축변은 10m(저층부 부대복리시설 5m), 지구

통경축은 5m(저층부 부대복리시설 3m) 이상 건축선 후퇴

 (공통사항)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추

가 후퇴

미관지구로 설정되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 중 건축선후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도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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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건축선 후퇴 기준을 중복 적용

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

미관지구 내 건축선후퇴에 대한 기준은 자치구에서 수립하여 운영 

(일반적으로 3m 설정)

장소적 특성의 보전 및 협소한 필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건

축선 후퇴가 어려운 지역 등 일반적인 건축선 후퇴기준의 적용

이 어려운 가로(풍납지구 등)는 지구별가이드라인에서 별도 명시 

건축선후퇴 기준의 적용은 별도로 하되, 아래의 통경축변 건축물 전

면 배치,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유도는 적용

대상건축물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용도 당해용도 바닥면적 합계

공장, 창고 500㎡ 이상
준공업지역 1.5m 이상
준공업지역 외 3m 이상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0㎡ 이상 3m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1,000㎡ 이상 3m 이상

1,000㎡ 미만 1m 이상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500㎡ 이상
준공업지역 1m 이상

준공업지역 외 1.5m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 3m 이상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은 2m 이상)

연립주택 : 2m 이상
다세대주택 : 1m 이상  

▼ 참고 : 서울시 건축조례 상 대지안의 공지(건축선 후퇴)기준

건축물의 배치 및 저층부 용도

통경축에 접하여 건축물 조성 시, 건축물의 전면이 통경축으로 설

정된 가로를 향하도록 하고, 저층부에는 가로활성화용도를 유도

저층부의 도입용도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Retail, 카페, 레

스토랑, 서점, 음반매장, 식음시설, 일반판매점 등 상점), 공연장(스튜

디오, 복합체험관 등), 전시장(갤러리, 공공에게 개방 가능한 기업홍

보관 등), 정보안내소, 단지 내 부대시설, 스트리트 몰 등 가로활성화

에 기여하는 용도로 계획

가로에 활기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와 시설이 일정 면적 이상 입지

할 수 있도록 유도

가로환경과 건축물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과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저층부의 투시성 증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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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통경(보행/활동)축 주변 조성계획(예시)

 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의 적용 및 운영

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한강변 각종 계획․사업 추진 시 원칙으
로 적용하고, 계획(안) 작성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을 따

르도록 유도

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따르도록 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하고, 검

토서 작성 및 부서협의를 통해 한강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살려서 

계획하도록 유도

  건축 및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 제

시하는 건축선후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해당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 

  건축 및 경관심의 대상 이외의 건축물 : 건축허가 및 사전협의 

시 통경축변 건축선후퇴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도록 하고, 소

규모필지 등 여건상 건축선후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통경축변으로 최대한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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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4-1. [도시경관] 한강변 조망기회 확대         

 접근이 용이한 조망우수지역을 대상으로 한강 조망공간 확충

- 한강변 국공유지 및 민간개발사업 추진시, 공공기여 등을 활용하여 접근이 쉬운 조망우수지역을

  대상으로 조망과 문화․휴식이 복합된 한강조망공간을 최대한 확충

- 당인리발전소, 당산지구 일대 공장/물류부지, 동서울터미널부지 등 개발시 시민에 개방되는

  전망문화공간 확충

- 반포 1․2․4주구 공공기여 활용, 압구정지구(압구정 복원), 한남뉴타운(제천정 복원), 잠실5단지

  공공기여 등 활용과 연계

▲ 한강변 전망문화공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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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4-1. [도시경관] 한강변 조망기회 확대         

 주요도로, 한강접근로 등을 대상으로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 도시 내부에서 한강으로의 열린경관 창출, 뷰코리더 확보 등을 위해 광역통경축 및 지구통경축 설정

- 광역통경축 : 광역적 차원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바람길 등 환경적 기능을 고려, 한강교량이

  지나는 광역적인 간선도로 등 대상 18개소 설정 

- 지구통경축 : 광역통경축 이외 한강변 주요 간선도로 및 지구 내 주요보행로(한강접근로)를

  대상으로 지구통경․보행․활동이 통합된 축으로서 지구통경축 79개소 계획

 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

- 광역/지구통경축변 건축선 후퇴기준

  (일반건축물) 광역/지구통경축변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 이상 건축선 후퇴

  (공동주택) 주택법상 사업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주거동은  광역통경축변은 10m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5m), 지구통경축은 5m(저층부 부대복리시설 3m) 이상 건축선 후퇴

  (공통)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이상 추가 후퇴

- 건축물 배치 및 저층부 용도

  통경축에 접하여 건축물 조성시, 건축물의 전면이 통경축으로 설정된 가로를 향하도록 하고,

  저층부에는 가로활성화용도를 유도

▲ 광역 및 지구통경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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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4-2 :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

한강변 전체지역은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서울시 전체의 

높이관리원칙을 적용하고, 기본계획상의 높이관리원칙 범위내에

서 도심, 광역중심 등 중심지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심경관을 유

도하고, 주요산 인접부 등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주요산

으로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높이를 관리하는 등 특별관리 도모

▼ 한강변 지구에 대한 높이관리방향의 구분

특별관리대상 지역특성 관리방향 해당지구

수변도심경관
유도지역

중심지(도심, 광역중심)에 위치한 지역 중 
별도의 스카이라인계획이 필요한 지구

복합건축물 조성과 
연계하여
높이 유도

여의도지구
용산지구

잠실지구 일부

주요산 자연조망
관리지역

남산, 북한산, 관악산 등 배후에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산)이 위치하여 

주요산으로 열린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   

배후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높이 관리

망원 / 합정 / 
서강 / 마포 / 
용산 / 이촌 / 

한남/ 옥수 / 광장 
/ 흑석/ 반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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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전체지역의 스카이라인 관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높이관리 추진

무분별한 초고층 건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공간구조를 고려

한 계획적 높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심지 위계별 최고

층수를 차등관리 

주요 산 주변, 구릉지의 건축물은 저층을 원칙으로 하며, 한강

변 등 수변연접부는 위압감을 완화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

성되도록 함

용도지역 도심·광역중심 지역·지구중심 그 외 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복합 : 51층 이상 可
주거 : 35층 이하

복합 : 50층 이하
주거 : 35층이하

복합 : 40층이하
주거 : 35층이하

준공업지역
복합 : 50층 이하
주거 : 35층 이하

제3종일반
주거지역

주거 35층 이하, 복합 : 50층 이하 35층 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25층 이하 25층이하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기준

참고 : 복합건물이란 공공․편익․근린상업 등 비주거 용도가 저층부에 도입된 건축물을 의미

구분 가능지역

51층 이상(초고층)가능지역 도심·광역중심 + 상업·준주거지역 + 복합건물

50층이하 가능지역
지역·지구중심 이상 + 제3종일반주거

지역 이상 + 저층부 비주거용도 포함건축물

40층이하 가능지역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 저층부 비주거용도 포함건축물

35층이하 가능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25층이하 가능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층수별 가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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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 도심경관 유도지역의 스카이라인 관리

중심지(도심, 광역중심)에 위치한 지역 중 여의도, 잠실역 인근

지역,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별도의 스카이라인 계획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변도심경관을 유도

수변도심경관형성 유도지역에 대해서는 복합건축물 조성과 연계

하여 적극적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해 한강변의 대표적인 경관거

점 형성을 유도

복합건축물 조성 및 도심경관형성 유도를 위해 필요시 일부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검토 가능

▲ 수변 도심경관 유도지역 

여의도 한강변 일대

서울 3도심의 하나로서 수변도심경관 유도를 통해 서울을 대표

하는 세계적인 수변경관 창출 (U자형 스카이라인 및 입체적 스

카이라인 창출)

아파트지구 재건축시 SIFC(279m)와 63빌딩(249m)을 기준으로 

양단이 높고 중심부가 낮은 U자형 스카이라인 조성 유도

한강대교에서 바라보는 도시스카이라인을 입체적으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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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스카이라인 관리원

칙을 적용하되, 준주거지역 이상 용도지역 상향시 복합건축물 

건립을 전제로 50층 이상을 허용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건축디자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통경

축에 대한 계획·관리를 통해 도시내부~한강으로의 열린 경관 창출

▲ 한강변에서의 스카이라인 현황 및 계획 예시 (양단이 높고 중심이 낮은 U자형 스카이라인 형성)

▲ 한강대교에서 바라본 스카이라인 현황 및 계획 예시 (입체적 스카이라인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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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정지구에서 바라본 스카이라인 현황 및 계획 예시

잠실역 일대

잠실역을 중심으로 광역중심에 부합하는 도시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하고, 한강에서부터 잠실역으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스카

이라인 유도

잠실5단지 등 주변 대규모 아파트지구 재건축과 연계하여 잠실

역 주변을 대상으로 중심지역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

잠실5단지의 경우 잠실역 일대 일부지역에 대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전제로 51

층 이상 규모를 일부 허용하되,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5층 

이하 허용

▲ 잠실역 일대 스카이라인 계획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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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로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열린 경관 형성이 가능하도록 높이를 관리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 관리를 위한 기준점으로서 조망점(주요

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을 설정하고, 조망점에서의 정교한 경

관시뮬레이션을 의무화

개발사업 추진 시, 주어진 조망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 결과를 

경관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경관심의 등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열

린 경관 형성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운영

 열린경관 형성이 필요한 주요 조망대상(산) 설정

조망대상 설정 기준

한강변에서 실질적으로 조망되는 주요산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하

되, 서울을 대표하는 경관(산)에 관한 전문가 설문결과, 시민 대

상 엠보팅 설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설정

서울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주요산을 중심으로 조망대상

을 최소화 함

① 한강변에서 실질적으로 조망되는 주요산 현황

한강변을 따라 대안부에서 강남과 강북의 주요산을 조망할 경우 

조망가능한 주요산은 내사산(북악산, 인왕산, 남산)과 외사산(북

한산, 관악산, 용마산)을 비롯하여 안산, 우면산, 매봉산, 응봉

산, 아차산 등이 있음

이들 주요산의 경우, 조망하는 지점에 따라 이미 차폐경관리 형

성된 부분도 많으나, 아직까지 일부 조망점에서는 열린 경관이 

보전되고 있는 지역들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이들 주요산을 대

상으로 열린 경관 형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관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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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에서 주요산으로의 조망경관 현황

② 한강변에서 보존할 가치가 높은 주요산경관 설문 결과

서울시 엠보팅(M-Voting)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강변

에서 보존할 가치가 높은 주요산 경관에 대한 시민의견 설문조

사를 실시

조망점, 조망대상에 따라 총 12개의 조망점에서 바라본 조망경

관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선호하는 한강변 경관

에 대한 설문조사(투표) 실시

설문기간 : 2014.8.26.~9.30까지 약 1달간

참여인원 : 총 1,262명 응답

투표결과 1순위로 선유도공원에서 바로 본 북한산의 모습(317

명 응답)이 차지

전체적으로는 북한산 일대 54%, 남산 일대 17%, 관악산 일대 

12%, 용마산․아차산 일대 11%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 엠보팅 설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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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엠보팅 시민의견 수렴 결과

③ 서울을 대표하는 경관(산)에 관한 전문가 설문결과

서울을 대표하는 경관자원과 관련하여 서울시 경관계획(2015년 

재정비 진행 중)에서 조사한 전문가 설문결과를 검토

 2009년 경관계획 수립 시, 서울을 대표하는 산으로는 남산

(90.3%), 북한산(79.6%), 관악산(63.1%) 순으로 전문가들이 응

답하고 있으며, 그 외 북악산, 도봉산, 인왕산, 낙산/우면산 순

으로 응답

 2015년 경관계획 재정비 시 시행된 전문가 설문결과를 보면, 

서울을 대표하는 산으로 남산(96%), 북악산(64%), 북한산(56%)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서 관악산, 인왕산, 도봉산, 낙산/

안산 순으로 선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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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표경관(산)에 관한 전문가 설문 결과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 2015년 추진 중)

2015 경관계획 2009 경관계획

- 남산(96%), 북악산(64%), 북한산(56%)
- 남산 〉 북악산 〉 북한산 〉 관악산 〉 인왕산 〉
  도봉산 〉 낙산/안산 의 순서로 선정됨

- 남산(90.3%), 북한산(79.6%), 관악산(63.1%)
- 남산 〉 북한산 〉 관악산 〉 북악산 〉 도봉산 〉
  인왕산 〉 낙산/우면산 의 순서로 선정됨

(단위:%, n=50) (단위:%, n=50)

서울을 대표하는 주요산(주요 조망대상) 설정

한강변에서 실질적으로 조망되는 주요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배후산으로의 열린 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울의 주요산으로 국가상징녹지축상의 북한산~북악

산~남산~관악산 과 용마산·아차산으로 설정

이들 주요산에 대해서는 열린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관리 도모

▲ 배후로 열린경관 형성·관리가 필요한 주요산 설정 
  (북한산, 북악산, 남산, 관악산, 용마산·아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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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경관 형성 관리의 기준점(조망점) 설정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10개소 설정

서울을 대표하는 국가상징녹지축상의 주요산과 용마산·아차산 

등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경관시뮬레이션의 기

준점으로서 10개소의 조망점 설정

조망점 설정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계획상의 조망점, 통

경축 등의 설정 현황을 바탕으로 하되, 현장조사 및 사진촬영을 

통해 기존 조망점의 위치를 구체화

주요산 조망점의 성격 

주요산 조망점은 경관관리수단으로서의 활용을 고려하여, 한강

변의 개발사업이나 건축물 등 조성 시, 경관심의를 위한 경관시

뮬레이션 기준점(control point)으로 설정․운영
주요산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범위 내 해당지구에서 

개발사업 추진시, 주어진 지점에서의 사진자료를 활용한 경관시

뮬레이션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관심의자료로 활용하도록 운영

시뮬레이션의 왜곡방지 등 실질적인 경관검토를 위해 주요산 경관시

뮬레이션 기준점에서 촬영한 사진자료를 제공

▲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 (10개소)



Ⅳ. 부문별 계획_04.도시경관 부문

❙261

※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의 위치에 따른 조망경관의 변화 예시

반포대교 남단 교량상부에서 본 남산 조망경관

반포대교 남단 한강공원에서 본 남산 조망경관

반포대교 중간지점에서 본 남산 조망경관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남산으로의 조망경관이 가장 열려진 
반포대교 남단 교량상부 지점을 남산으로의 조망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Control point)으로 설정
(남산 조망경관 관리의 실효성 제고)

▼ 반포대교 일대에서 남산 조망시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의 변화에 따른 남산 조망경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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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유도 전망대

선유도공원은 한강공원 중 가족단위 여가공간으로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며 

선유도공원 내 전망대가 조성 완료된 지역

서울시 엠보팅 설문결과 북한산으로의 조망경관 보존이 가장 필

요한 지역으로 응답(1순위) 

조망점 개요

- 조망점위치 : 선유도공원 전망대 (해발 약 10m)

- 조망대상 : 북한산(광역조망대상), 안산(배후조망대상)

- 조망경관 관리대상지구 : 망원지구

조망점 현황사진

조망점에서의 조망경관

▼ 선유도 전망대 조망점 상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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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의도 서울마리나 전면 조망점

여의도 한강공원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한강 

공원으로서, 북한산과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

이중 남산으로의 조망경관은 마포 일대의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상당부분 경관차폐가 진행되었으므로 주요산 경관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북한산으로의 열린 경관이 양호

하게 형성되어 있는 서울마리나 전면공간을 북한산 조망을 위한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으로 설정․관리함

조망점 개요

- 조망점위치 : 서울마리나 전면공간 (해발 약 12m)

- 조망대상 : 북한산, 안산

- 조망경관 관리대상지구 : 합정지구

조망점 현황사진

조망점에서의 조망경관

▼ 여의도 서울마리나 전면 조망점 상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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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의도 여의나루역 조망점

여의도 한강공원 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공

간으로서 지하철 5호선과 연계된 여의나루역 2번출구 전면광장

을 북한산, 안산으로의 조망공간 확보를 위한 조망점으로 설정

여의나루역 2번출구 전면공간은 주요산으로의 조망과 더불어 한

강관광자원화계획에 따른 수변문화지구가 조성되는 지역

현재 남산으로의 조망은 마포 도화지구 재개발 등에 의해 차폐

되어 있으므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의도에서 북한산으로

의 조망을 위한 주요산 조망점으로 설정․관리함

조망점 개요

- 조망점위치 : 여의나루역 2번출구 전면광장

  (해발 약 18m)

- 조망대상 : 북한산, 안산

- 조망경관 관리대상지구 : 서강지구, 마포지구

조망점 현황사진

조망점에서의 조망경관

▼ 여의도 여의나루역 조망점 상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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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효대교 남단(동측) 조망점

원효대교 남단 조망점은 여의도에서 마포지구, 용산지구를 통해 

남산 조망 가능

현재 원효대교 북단으로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부지, 중산 시범

아파트 등 저밀 이용되고 있는 부지들이 분포하고 있어 남산으

로의 열린 경관확보가 가능한 만큼, 신규개발 시 남산으로의 열

린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조망점 개요

- 조망점위치 : 원효대교 남단(동측) 교량상부

- 조망대상 : 남산

- 조망경관 관리대상지구 : 마포지구, 용산지구

조망점 현황사진

조망점에서의 조망경관

▼ 원효대교 남단(동측) 조망점 상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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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동작대교 남단(서측) 조망점

동작대교 남단 조망점의 경우 현충원~용산공원을 연결하는 국가

상징녹지축상의 주요 지점으로서 현재까지 남산으로의 열린 경

관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동작대교 남단(동측)에서 남산을 바라보는 지점으로는 용산공원 

전면으로 공원이 지정되어 있어 열린 경관 형성이 가능하나, 동

작대교 남단(서측)에서는 삼익반도, 이촌현대아파트 등이 남산 

전면부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이들 아파트 단지 계획 시 남산으

로 열린 경관 형성이 가능하도록 관리 필요

조망점 개요

- 조망점위치 : 반포한강공원 동작대교 남단 상부(서측)

  (해발 약 30m)

- 조망대상 : 남산

- 조망경관 관리대상지구 : 이촌지구

조망점 현황사진

조망점에서의 조망경관

▼ 동작대교 남단(서측) 조망점 상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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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반포 서래섬 전면(쉼터) 조망점

반포한강공원 내 서래섬은 이촌지구를 통해 남산으로 열린 경관

이 보전되어 있는 지역

서래섬 전체에서 남산으로의 조망이 가능하나 경관관리의 기준

점 설정을 위해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으로서 서래섬 쉼터를 설

정, 향후 신동아아파트 등 계획 시 남산으로 열린 경관이 형성

되도록 관리 필요

조망점 개요

- 조망점위치 : 반포한강공원 서래섬 쉼터 (해발 약 8m)

- 조망대상 : 남산

- 조망경관 관리대상지구 : 이촌지구

조망점 현황사진

조망점에서의 조망경관

▼ 반포 서래섬 전면 조망점 상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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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반포대교 남단(동측) 조망점

반포대교는 서울 도심~강남을 연결하는 대표적 한강교량의 하나

기존 경관관련 계획상 조망점, 시각회랑, 통경축 등으로 설정된 

지역으로서 반포대교의 축을 따라 서울 대표 자연경관인 남산으

로의 열린조망 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경관관리의 중요도가 

높은 지역 

현재 한남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뉴타운 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 

남산 조망경관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지역으로 열린 

경관 관리 필요 (남산 7부능선 이하 경관관리 동시 고려)

조망점 개요

- 조망점위치 : 반포대교 남단 교량 상부 (해발 약 21m)

- 조망대상 : 남산

- 조망경관 관리대상지구 : 한남지구

조망점 현황사진

조망점에서의 조망경관

▼ 반포대교 남단(동측) 조망점 상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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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반포대교 북단 조망점

반포대교 북단의 경우 한강 북측에서 남측을 조망할 때 국가상

징녹지축의 주요산인 관악산과 현충원을 향해 가장 크게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반포 1․2․4주구 저밀도 아파트 분포로 반포대교 축 전체가 관악
산을 향해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저밀도아파트의 재건

축이 추진되고 있어 관악산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을 위한 세심

한 높이관리가 필요한 지역

관악산 서측의 우면산 지역은 기 추진된 고층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대부분 차폐된 상황

조망점 개요

- 조망점위치 : 반포대교 북단 교량상부

  (해발 약 32m)

- 조망대상 : 관악산, 국립현충원, 우면산(차폐)

- 조망경관 관리대상지구 : 반포지구

조망점 현황사진

조망점에서의 조망경관

▼ 반포대교 북단 조망점 상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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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한남대교 남단(동측, 서측) 조망점

한남대교의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관문경관 형성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한남대교 양측으로 한강변 

구릉지 경관을 비롯하여 남산으로의 조망이 가능한 지역

한남대교 동측의 옥수지구는 자연경관지구로서 구릉지경관 보존

을 위한 높이관리가 되어 있으나, 한남대교 서측의 보광동 일대

는 한남뉴타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구릉지 경관관리 및 남산

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이 가능하도록 관리 필요

조망점 개요

- 조망점위치 : 잠원 한강공원 한남대교 상부

  (해발 약 22m)

- 조망대상 : 남산, 매봉산

- 조망경관 관리대상지구 : 한남지구, 옥수지구

조망점 현황사진

조망점에서의 조망경관

▼ 한남대교 남단(동측, 서측) 조망점 상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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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광진교 남단(동측) 조망점

광진교의 경우 서울 동측의 광역녹지축을 형성하는 주요 지점으

로서 2009년 보도폭 10m, 면적 약 2,000㎡ 규모의 녹지공간 

및 교량 하부 전망대(광진교8번가 문화공간)를 설치하여 걷고싶

은 다리로 조성되어 있으며, 서울 외사산 중 하나인 용마산·아

차산으로의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서 해당지역에서의 지속

적 경관관리가 필요

조망점 개요

- 조망점위치 : 광진교 남단 (해발 약 19m)

- 조망대상 : 아차산

- 조망경관 관리대상지구 : 광장지구

조망점 현황사진

조망점에서의 관악산 조망경관

▼ 광진교 남단(동측) 조망점 상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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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산 조망점에서의 열린 경관 관리방안

주요산 조망경관 관리를 위한 기준설정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7부 능선 이하의 경관관리를 제안하고 있으나, 

그 간의 한강변 아파트 단지 등의 개발현황 고려 시, 주요산을 

기준으로 7부능선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관리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구분 관리기준

서울시 주요산 경관풍치 보전계획
서울시립대(2000)

7부능선 이하 관리
* 관악산과 아차산의 경관규제안 작성시 

산 정상부 높이의 7부능선을 기준

서울의 주요산 경관풍치 보전을 위한
우면산 경관시뮬레이션

서울대 환경대학원(2001)
7부능선 이하 관리

서울의 주요산주변 조망경관보전계획
대한건축학회(2002)

5부능선 이하 관리
* 대모․구룡산, 수락․불암산, 북한산 서측, 봉산의 

조망경관관리구역 설정시 기준으로 5부능선과 
7부능선(최대 허용높이 기준으로 제시)을 동시에 적용

서울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5)

7부능선 이하 관리
* 조망경관지구의 높이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기준으로 7부 능선을 적용

▼ 주요산 조망경관 관리를 위한 기준설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따라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주요산 조망점을 한강변의 

개발사업이나 건축물 등 조성시 경관심의를 위한 경관시뮬레이

션 기준점(control point)으로 설정․운영
주요산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범위 내 해당지구의 개

발사업 추진시에는 주어진 지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을 의무화

하고, 이를 경관심의자료로 제출

해당 개발사업 등에 따른 경관계획 심의는 7부능선 이하의 규제

적 경관관리보다는 해당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운영하도록 함

다만, 반포대교 남단 조망점에서 남산을 조망하는 경관의 경우, 

서울에서 남산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남산
조망높이의 7부 능선 이하로 높이관리를 추진하고, 관련계획에 

따른 부감기준(소월길 90m) 등을 동시 고려하도록 함



Ⅳ. 부문별 계획_04.도시경관 부문

❙273

조망경관 개요 및 관리방안

- 조망점위치 : 반포대교 북단 교량상부(해발 약32m)

- 조망대상 : 관악산, 국립현충원

- 조망경관 관리방안 : 조망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관심의시 활용

조망점에서의 관악산 조망경관 현황

반포 1,2,4지구 개발시 조망경관 변화 시뮬레이션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기준 적용,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높이기준에 따라 35층 계획시 시뮬레이션 결과)

▼ 

조망경관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토하고, 특별건축구역 적용 등을 통해
관악산으로의 열린경관이 최대한 형성될 수 있도록 경관심의 추진

▼ 반포1,2,4주구 정비계획 추진시 경관시뮬레이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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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4-2. [도시경관]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         

 한강변은 2030 도시기본계획의 높이관리원칙을 적용하고, 경관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특별관리

- 도심 광역중심 등 중심지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심경관 형성 유도

- 주요산 인접부 등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주요산으로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높이를 관리

▲ 한강변 높이관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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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4-2. [도시경관]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         

 배후 주요산으로의 열린경관 관리를 위한 기준점 설정

- 한강에서 서울의 내사산․외사산 등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Control point) 10개소 설정 

-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에서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범위 내 해당지구의 개발사업 추진 시, 주어진 지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 검토를 의무화하여 경관심의자료로 활용

▲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 (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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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4-3 : 아름다운 건축계획 유도

지구차원의 한강변 건축물 경관다양성 확보 및 입체적 경관창출

을 위해 한강변 지역을 서울시 경관계획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

역으로 지정하고, 경관계획에 의한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경

관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

또한, 한강변 개발사업 추진 시 특별건축구역 등을 적극 활용토

록 함으로써 수변 연접부의 중·저층계획을 유도하고, 건축다양

성 확보 및 입체적 수변경관 형성을 유도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및 경관관리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중점경관관리구역이란 경관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경관관리수

단으로 경관을 중점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해야 하는 지역을 대상
으로 지정

 2009년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에서는 한강변 지형인식 및 조망에 

영향을 미치는 구릉지(표고 40m 이상) 중 특히 중점적인 경관

관리가 필요한 서강․마포, 한남․옥수, 노량진․흑석 일대를 경관중
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한강축 경관중점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계획

금회 수립하는 계획에서는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계획범위(한강 양안으로 500~1,000m범위, 면

적 82㎢, 서울시의 13.5%)를 우선적인 고려대상으로 하되, 향후 

법정 계획으로 수립되는 서울시 경관계획에서 범위를 구체화하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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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안)

한강변 경관형성 수단으로서 경관심의 활용

경관법 개정(‘14.2.7)에 따라 경관심의의 대상이 도로․철도․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까지 확대

되는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

의가 의무화 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로서 사업면적이 도시지역은 3만㎡이

상일 경우 경관심의를 실시 (개발사업의 대상면적이 30만㎡이상

이거나, 건축물 연면적 합이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경관

계획 수립을 의무화)

구분 심의(자문)대상 심의주체

경관
심의

사회기반
시설

도로․도시철도 - 총사업비 100억 이상

디자인
위원회

하천시설 - 총사업비 50억 이상

그 밖의 시설
(조례 별표1 참조)

- 전원설비, 자전거 이용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총공사비 5억원이상 사회기반시설

- 야간경관시설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등 
30개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 30,000㎡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위원회

* 사전경관심의 대상
대상지역 면적 300,000㎡이상

연면적 200,000㎡이상

건축물

경관지구
3층․12m 또는 건폐율30%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시․자치구)

중점경관지구 경관계획에서 구역별로 정함

공공건축물 - 건축허가(협의) 대상

민간건축물
5천㎡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

▼ 서울시 경관심의 대상범위 및 심의주체 (서울시 경관조례 개정, ‘14.5.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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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16층 이상의 민간건축물 등을 심의대상으로 설정

경관심의를 받는 건축물의 경우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을 경관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

시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 설정․운영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 방향

한강변의 경관관리는 도시경관과 자연경관이 조화되는 매력적 

수변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고 한강변의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해 건축다양성 및 조형성 등이 최대한 유도될 수 있도록 경관

심의제도를 적극 활용

향후, 재정비 중인 서울시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한강변 중점

경관관리구역 경관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 

서울시 경관계획(안)에서는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원칙

으로

- 수변연접지역의 특성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중심지역의 상징적   

이미지 강화

- 수변 주거지구의 변화감 확보

- 수변구릉지의 경관특성 보호

- 역사문화재와 조화로운 경관형성

- 도심경관 배후에 조망되는 산 조망경관 확보

- 한강변 접근가로 환경개선 

이상 6가지의 관리원칙 및 수변 대안부에서 조망되는 건축물 경

관관리를 위한 공통원칙 등 설정

공통원칙 : 대안부에서 조망되는 수변 첫 번째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의 전면, 측면 등에 대해 조화로운 입면계획을 유도하되, 폐쇄적 입

면계획은 지양하고, 상층부 및 옥탑부는 주변과 조화되도록 유도하

고,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경우 저층부 높이, 벽면한계선 등을 통해 

개방되고 입체적인 건축계획 유도

① 수변 중심지역의 상징적 이미지 강화 : 여의도, 잠실, 용산, 영동

지구 등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입체적 수변 도심경관 및 변화감있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

② 수변 주거지 경관의 변화감 확보 : 주거지 계획시 수변으로의 개

방감 및 변화감 있는 수변경관이 형성되도록 높이 및 형태계획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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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부는 낮고 배면으로 점차 높이지는 입체적 건축계획, 한강으로

의 통경 등 확보계획 유도)

③ 수변 구릉지역의 경관특성 보호 : 구릉지 원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계획을 유도하고, 장대한 규모·형태의 건축계획 지양 및 구릉지의 자

연과 연계되는 공간계획 등 유도

④ 역사문화재와 조화되는 경관형성 : 풍납토성과 주변의 지속적 경

관관리를 위해 주요 접근가로에서 풍납토성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규모, 형태 등 토성과 조화된 시가지 경관형성 유도

⑤ 주요 조망점에서 배후산으로의 조망확보 : 주요산 조망점에서 배

후산 조망 시, 산 봉우리와 능선의 연속적 흐름을 보호하는 높이 및 

형태계획을 유도하고, 배후산 조망을 방해하는 장대한 입면계획을 지

양하는 등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입면계획 등을 유도

⑥ 한강변 접근가로변 통경확보 및 환경개선 : 한강으로의 시각적 통

경축 확보를 위해 통경축변 건축물의 건축선 후퇴 등 한강으로의 열

린경관 형성을 유도하고,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의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경관 형성 도모

 수변 연접부 중·저층관리 등 입체적 수변경관 창출

수변연접부 중․저층관리 목표

수변 연접부의 중저층 관리를 통해 위압감 완화 및 입체적 수변

경관 창출

수변 대안부에서 조망 시 고층의 주거동(단지)으로 인한 일률적인 차

폐경관(콘크리트벽)의 형성 방지

강변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형성되는 이동경관에서의 위압감 방지

강변도로 및 한강공원 등 한강변 공공공간의 일조권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

관리 방향

  수변연접부 중․저층 관리의 대상 범위 : 한강변에 연접한 지역
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발 시 적용

한강에서 가까울수록 낮고,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V’자형 스카

이라인 형성

수변 연접부 첫 건물,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주동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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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중․저층(15층 이하 권장)으로 하고, 그 이후의 건물은 상대
적으로 높게 하여 획일적인 병풍형의 경관을 탈피하고 입체적인 

경관을 창출

▲ 수변연접부 스카이라인 관리방향

수변 중․저층 관리기준의 적용 완화

한강변으로 가로장방형 또는 부정형의 부지형태로 인해 한강과 

수직방향으로 앞뒤로 2개동 이상 계획이 불가능한 부지 중, 부

지여건상 중․저층 계획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관심의를 통
해 수변 중․저층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중 서울시 경관계획에서 설정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

기준의 완화적용 시, 제내지에서 한강으로의 통경축 등과 연계

하여 한강변에 면한 부지의 일정부분을 저층배치구간으로 설정

하여 획일적인 차폐경관의 형성을 방지하도록 유도

높이 및 배치계획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경관심의를 통해 적

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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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 중저층계획의 기준 검토

< 경관관련 선행계획 검토 >

- 서울시 주요하천변  경관개선방안 연구(한국조경학회/한국도시설계학회, 2003)에는 조망위치별 

건축물 높이에 따른 경관미 조사를 바탕으로 한강에 대해서는 경관적으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12-15층을 양호한 수변경관 관리 기준높이로 설정

< 한강변 일조권 확보기준 검토 >

○ 건축법 기준 : 9시~15시 동안 두 시간 이상 음영발생지역 제한

○ 한강변 적용 검토 (한강공원 대상)

 - 동지일 기준 태양고도(28.5°) 적용

 - 한강공원 경계부를 기준으로 고속화도로, 기부채납 후 대지경계를 포함한 

   이격거리의 약 1/2 높이 가능

 - 한강 전면부 주동 최고높이 약 7~20층 수준

< 해외사례 >

○ 보스턴 하버위크 주변 : 9시~15시 동안 한시간 이상 음영지역의 비율 제한

○ 미네아폴리스시 수변높이관리 개념 : 햇빛이 공공지역에 들어오도록 건물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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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 연접부 중․저층관리 가이드라인(안)
수변 연접부 중저층 관리 대상

○ 한강변에 연접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발 시 적용

배치기준

○ 한강변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주동은 최고높이를 중저층으로 계획(15층 이하 권장)

수변 중․저층 관리기준의 적용 완화
○ 한강변으로 가로장방형 또는 부정형의 부지형태로 인해 한강과 수직방향으로 앞뒤로 2개동 

이상 계획이 불가능한 부지 중 부지여건상 중저층 계획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관심의를 

통해 수변 중․저층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 완화적용 시, 제내지에서 한강으로의 통경축 등과 연계하여 한강변에 면한 부지의 일정부분을 

중저층 배치구간으로 설정하여, 획일적인 차폐경관의 형성을 방지하도록 유도

○ 높이 및 배치계획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경관심의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중저층 배치구간 설정기준

○ 배후로 주요산 등이 위치하는 경우 대안부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설정

○ 광역․지구통경축, 또는 학교, 공원 등 주요 공공공간과 인접한 경우 통경축변 및 공공공간 

인접부를 중저층 배치구간으로 설정

■ 수변 연접부 중․저층관리 시뮬레이션 검토 (가로장방형 부지)
대상지 개요 및 시뮬레이션 기준

대상지 개요

 - 위치 : 용산지구 내 중산시범아파트
   강변북로를 사이에 두고 이촌한강공원과 인접하고, 북측으로는 주거지역 위치
 - 부지규모 및 형태 : 약 6,000㎡, 한강변에 연접하여 가로로 긴 형태의 부지
   (약 40mx150m)
 - 도시계획사항 :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
   강변북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약 11m) / 이촌로2길변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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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개요 및 시뮬레이션 기준 (계속)

특별계획구역 지침

 - 용도지역 :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정비계획 수립시 공동주택용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비주거는 지상연면적의 10%이상)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상한용적률 300%
 - 높이 : 최고 100m(30층) 이하
   남산7부능선 이상 조망구간은 45m(13층) 이하, 15층 입면차폐면적 이하
 - 건축한계선 : 서북측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남측 공원 경계선으로부터 3m

시뮬레이션 개요

 - 대상지 내 공동주택 계획 모델링을 통해 수변연접부 중․저층배치 기준의 
   적용가능성을 검토
  ① 수변 대안부에서 조망 검토 (주요산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② 강변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형성되는 이동경관 검토
  ③ 종단면 검토

모델링 기준

 - 특별계획구역지침 상 상한용적률을 적용하여 배치가능 여부를 검토
 - 건축가능규모 : 지상부 연면적 18,000㎡ (부지면적 6,000㎡, 상한용적률 300% 적용)
 - 비주거 면적 : 1,800㎡, 지상연면적의 10%(최소치) 적용(특별계획구역 지침)
 - 공동주택 면적 : 16,200㎡
 - 건축가능호수 : 전용 85㎡기준 판상형(2호조합) 기준층면적 230㎡ 적용시 140세대
 - 층고 : 2.7m
 - 대상지는 약 34~40m폭의 가로장방형 부지로 한강변으로 약 11m폭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설정되어(최고높이 4층, 완화시 6층) 주동배치가 불가능함.  
   대지여건상 탑상형주동의 배치는 불가능하므로 판상형 주동으로 시뮬레이션 실시

대안검토 기준

- 특별계획구역 지침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상지의 계획현황에 따른 대안(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성촌공원을 포함하여 
인접대지경계선 적용)을 검토하되(대안②,③), 

- 일반적인 가로장방형 부지에서의 개발여건 검토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고, 이촌로2길 도로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적용하는 등 일반적인   
여건을 가정한 대안을 검토(대안①)

 
- 대안① 일반적인 여건 가정시 수변연접부 중저층 배치기준 적용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유지, 도로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적용

- 대안② 수변연접부 중저층 배치 기준(15층 이하)에 따른 대안

- 대안③ 주변여건을 고려한 중저층배치구간 설정에 따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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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1. 일반적인 여건 가정시 _ 수변연접부 중저층 배치기준 적용

시뮬레이션 조건

   - 제3종일반주거지역 유지, 도로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적용

   - 수변연접부 중저층 배치기준을 적용, 모든 주동(판상형)을 15층 이하로 계획 

   - 판상형주동으로 140세대를 15층 이하로 배치하기 위해 전면폭이 좁은 3-Bay 
평면을 한강과 수평방향으로 10호(5개동) 배치

시뮬레이션 결과

   -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고, 북측 인접대지경계선을 이촌로2길의 도로중심선으로 
볼 경우, 정북방향 일조사선을 적용하면 대상지 서측의 주동은 약 11층 정도까지 
적용가능

   - 이촌로2가길 도로중심선의 채광방향 일조사선 적용시 최고 15층까지 계획 가능

   - 10층~15층으로 배치시 최대 136호 (용적률 약 291%) 배치 가능

   - 최대용적률 확보에 일부 제약이 있으나, 수변으로 15층 이하의 중저층 배치 가능. 
그러나 15층 이하 입면차폐비율이 높고(차폐경관 형성), 지구 내부 가로에서의 
통경축 확보가 어려움

▲ 원효대교 남단 상부(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에서 조망 

▲ 강변북로에서 조망(동→서)

▲ 대안1. 배치도▲ 강변북로에서 조망(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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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2-1. 수변연접부 중저층 배치기준 적용

시뮬레이션 조건

   -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수변연접부 중저층 배치기준을 적용, 모든 주동(판상형)을 15층 이하로 계획 

   - 판상형주동으로 140세대를 15층 이하로 배치하기 위해 전면폭이 좁은 3-Bay 
평면을 한강과 수평방향으로 10호(5개동) 배치

   -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정북방향 일조사선을 적용하지 않고, 채광방향 
일조사선 기준도 도로중심선에서 최고높이의 1/4로 적용하여 최고 27~30층까지 
계획 가능

시뮬레이션 결과

   - 수변으로 15층 이하의 중저층 배치가 가능하긴 하나, 지구 내부 가로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통경축 확보가 어렵고, 일률적인 차폐경관 형성

   - 높이에 변화를 주더라도 15~13층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가능

▲ 원효대교 남단 상부(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에서 조망

▲ 강변북로에서 조망(동→서)

▲ 대안2-1. 배치도▲ 강변북로에서 조망(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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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2-2. 수변연접부 중저층 배치기준 적용 완화

시뮬레이션 조건

   -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수변연접부를 전체적으로 최대한 낮추되, 지구 내부가로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확보

   - 수평방향으로 8호(4호조합 2개동)일 경우 4-Bay 평면 적용 가능

시뮬레이션 결과

   - 판상형으로 수평방향 8호(4호조합 2개동)를 17~18층 높이로 배치

   - 최대용적률을 확보하면서 한강으로의 통경축을 일부 확보

   - 대안부 원효대교 남단에서 조망시 남산의 주요 능선을 크게 해치지 않는 정도의 
높이를 형성하나, 단조로운 스카이라인 및 차폐경관을 형성

▲ 원효대교 남단 상부(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에서 조망 

▲ 강변북로에서 조망(동→서)

▲ 대안2-2. 배치도▲ 강변북로에서 조망(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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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3. 중저층배치구간 설정

시뮬레이션 조건

   -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광역통경축(원효대교)와 인접하고 있고, 배후로 남산이 조망가능한 대상지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지 서측을 저층배치구간으로 설정

   - 특별계획구역 지침에서는 남산조망구간(대상지 서측)은 13층(45m) 이하로 
계획하도록 하고 있음

시뮬레이션 결과

   - 2개의 주동 중 서측의 주동을 남산조망이 가능하도록 최고 13층으로 계획 시, 
동측의 주동은 20~24층으로 계획할 경우 상한용적률 확보 가능

   - 원효대교(광역통경축) 남단에서 조망시, 남산의 능선은 상당부분 보전하면서 
최대용적률 확보 가능

   - 13~24층으로 층수를 다양화하여 통경축변이 낮고 통경축에서 멀어질수록 점차 
높아지는 스카이라인 형성 가능

▲ 원효대교 남단 상부(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에서 조망 

▲ 강변북로에서 조망(동→서)

▲ 대안3. 배치도▲ 강변북로에서 조망(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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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단면 검토

   - 한강공원 가장 끝단에서 바라볼 경우, 15층 계획시 약 21°, 30층 계획시 약 36°의 시야각을 나타냄

   - 대상지 폭은 약 38m이며, 한강변 약 10~11m 폭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 이면으로 10m 도로가 
지나고 있음

   - 일반주거지역 가정시, 채광방향 이격기준(H/2)을 적용하면 약 15~16층 정도까지 조성 
가능(준주거지역은 H/4으로 약 30~32층까지 조성 가능)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 대상지는 한강과 수평방향이 긴 가로장방형 부지로,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수변 중․저층 배치(최고높이 
15층 권장) 기준을 수용하면서도 상한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한강과 
수평방향으로 10호 배치)  (대안2-1)

   - 그러나 15층 이하로만 배치할 경우, 입면차폐비율이 높이 지구 내부 가로에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통경축의 확보가 어렵고, 13~15층의 일률적인 차폐경관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 일률적인 콘크리트벽의 형성을 방지하고, 지구 내부에서 한강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높이를 15층보다 완화할 경우, 약 17~18층 정도까지 높이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탐 (대안2-2)

   - 한강과 수평방향으로 8호를 배치하여 한강으로의 통경축을 일부 확보하고, 대안부 
원효대교 남단에서 조망시 남산의 주요 능선을 크게 해치지 않는 정도의 높이를 
형성하나, 마찬가지로 단조로운 스카이라인 및 차폐경관을 형성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저층 배치구간 설정‘을 적용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라 원효대교 남측에서 남산조망이 가능하도록 대상지 
서측을 13층 이하로 계획 시, 동측은 20~24층으로 계획할 경우 상한용적률을 
확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대안3)

   - 이 경우, 남산의 능선은 상당부분 보전하면서, 13~24층으로 층수가 다양화되어 
통경축변이 낮고 통경축에서 멀어질수록 점차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의 형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대상지의 경우, 대안3과 같이 배후 주요산으로의 조망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간을 중저층 배치구간으로 설정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스카이라인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10~25층의 범위에서 계획시, 상한용적률을 확보하면서 수변에서의 
위압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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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계속)

일반적인 
주거지역으로 

가정시의
시뮬레이션 결과

   - 대상지는 인접대지경계선이 완화(븍축으로 공원 위치)되고, 용도지역이 
변경(준주거지역)되는 등 계획여건이 완화되어 수변 중․저층배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가능하나,

   -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장방형 부지(세로폭 40m 내외)의 경우, 한강변으로 지정되어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건축제한(4층 이하, 완화기준 적용시 6층 이하) 및 
정북방향 일조, 채광방향 사선기준 등을 적용하면

   - 최고높이는 약 15층(10m도로 인접시)~20층(20m도로 인접시) 정도로 예상되며, 
탑상형 주동의 배치가 어려움. 15층 이하 범위에서 판상형 주동으로 배치할 경우, 
층수의 변화폭이 13~15층 정도 범위로 넓지 않아 일률적인 차폐경관 형성 우려 
(대안1)

   - 그러므로 일반적인 가로장방형 부지에서는 배후지역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부지여건에 따라 중저층배치 구간을 설정하여 
높이를 다양화하여 일률적인 높이의 차폐경관 형성을 방지하도록 해야 함

  수변 중․저층 관리기준의 적용 및 운영
   - 한강변 연접부 아파트 개발 시, 한강변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주동은 최고높이를 중저층으로 

계획(15층 이하)하도록 하는 ‘권장기준’으로 운영

   - 가로장방형 또는 협소한 부지규모 등 부지여건상 중저층 계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관심의 등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배치 대안의 시뮬레이션을 검토하여 최적의 안으로 완화 
적용하도록 함 (15층이하 대안, 20층 이하 대안, 저층존 설치 대안 등)

     

   - 완화적용 시, 대안부에서 배후산으로의 조망을 고려하거나 제내지에서 한강으로의 통경축 등과 연계하여 
부지의 일정부분을 저층배치구간으로 설정하여 통경축 확보, 높이변화 등 획일적인 차폐경관의 형성을 
방지하도록 유도

   - 높이 및 배치계획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경관심의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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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건축구역 등을 활용한 다양한 건축계획 유도

기본방향

특별건축구역 등의 지정권장을 통해 주변경관에 순응하는 건축

계획 및 공공성․조형성있는 다양한 건축계획 유도
특별건축구역 등의 지정 대상

사전경관계획 수립대상 개발사업

부지면적 30만㎡ 이상, 연면적 20만㎡이상

한강변 연접부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 등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특례사항 적용대상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구릉지나 주요산으로 열린 경관 형성이 필요

한 지역 등) 내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중, 우수한 경관창출을 

위해 기준완화가 필요한 경우 등

디자인 수준 향상 주거유형 다양화

저~중~고층 혼합배치로 주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입면특화 등 창의적 건축계획으로 디자인수준 향상

다양한 유형의 평면계획 가능

슈요자 특성을 고려, 주택규모 다양화

커뮤니티 및 가로활성화 주거환경 향상

한강 접근로변 개방적 시설배치 및

열린가로계획 가능
일조 불만족 세대비율 저감 

남향배치, 조망확보 등 주거환경 개선

▼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계획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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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건축구역의 개념 및 특례사항(건축법)>

○ 특별건축구역이란?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재정비촉진구역, 특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등 시장이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등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제13조(기준척도), 제29조(조경시설 

등), 제35조(비상급수시설), 제37조(난방설비),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및 제52조(유치원)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특례사항 적용대상 건축물

용도 규모(연멱적, 세대 또는 동)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2천제곱미터 이상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3천제곱미터 이상

종교시설 -

노유자시설 5백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한다)
300세대 이상(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

단독주택(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

50동 이상

그 밖의 용도 1천제곱미터 이상

< 경관법 내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 요청 및 건축기준 완화요청 사항>

○ 사전경관계획 수립대상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

○ 경관지구의 건축물 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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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 4-3. [도시경관] 아름다운 건축계획 유도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경관관리

- 한강변 건축물 경관다양성 확보 및 입체적 경관창출을 위해 한강변 지역을 경관계획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경관계획의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 및 경관가이드라인은 향후 수립되는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

 특별건축구역의 적극 활용

- 특별건축구역 등의 지정권장을 통해 주변경관에 순응하는 건축계획 및 공공성․조형성 있는 다양한 건축계획 유도

 수변연접부 중․저층계획 유도

- 수변연접부 중저층 관리의 대상 : 한강변에 연접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발 시 적용

- 한강에서 가까울수록 낮고,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V’자형 스카이라인 형성

- 수변 연접부 첫 건물,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주동은 높이를 중․저층(15층 이하 권장)으로

  하고, 이후의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하여 획일적인 병풍형 경관을 탈피하고 입체적인 경관을 창출

▲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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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실행체계

 한강변 각종 계획·사업의 상위계획 역할 강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지난 20여 년간의 한강 관련 계획을 

아우르고 기존 계획과 연속성‧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한강과 주변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 관리계획

법정 최상위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근거

를 두고 수립한 최초의 한강 관련 기본계획이고, 그간의 한강 

관련 계획 및 제내지·제외지를 포괄하여 수립한 종합계획이므

로, 해당지역 내 각종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계획 위상을 유지․강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적용 원칙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2030 서울플랜에 근거한 상위계획으로

서 ‘4대 부문, 12개 관리원칙’은 한강변 관리의 실현 목표이자, 

한강변에서 추진되는 각종 계획, 사업 지침 등의 상위원칙과 지

침으로 준수하도록 함

관리원칙 내에서 제안된 사업과 지구별 가이드라인의 세부 지침

은 예산 및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원칙의 기본방향이 훼손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조정, 변경하여 시행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실현성 제고

향후 한강변에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각종 법정계획 및 행

정계획, 정비사업 및 건축 인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공공사

업 등 모든 계획․사업 추진 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과 정합성
을 유지하도록 함

한강변에서 시행하는 각각의 계획과 인허가 등은 한강변 관리 기

본계획의 12대 관리원칙을 실현 및 이행하는 세부방안을 마련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세부 기준 등은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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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되, 발전적 대안 등의 제안이 필요할 경

우 해당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함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주관부서 협의를 통해 관리원칙

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조정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 운영 

한강변 구역 범위 내에서 공공계획 및 공공사업 추진 시, 담당

부서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한강변 관리원칙 

및 가이드라인 검토서’(이하 검토서, 별도 첨부)를 작성하여 주

관부서와 사전협의하도록 함

한강변 구역 범위 내에서 수립하는 각종 민간계획 및 인허가, 

사업 등의 관련부서 협의 시, 계획(사업)주체는 검토서를 작성하

여 주관부서와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 대상인 사업과 계획은 해당 위원회 심의․자문 
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부문을 별도로 구분하여 검토서에 의

한 한강변 관리원칙의 반영 및 적용 여부를 판단

현재 재정비중인 서울시 경관계획 상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은 검토서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자체 판단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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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원칙의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적용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 구성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향후 한강변에서 수립되는 각종 계획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상위계획으로서 지침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대 부문(①자연성 ②토지이용 ③접근성 

④도시경관), 12개 관리원칙을 담고 있는 총론․부문별 계획과 이
를 27개 지구차원에서 구체화 한 지구별 가이드라인을 마련

▲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의 계획체계

 ‘지구별 가이드라인’은 부문별계획에서 설정한 4대 부문, 12개 

‘관리원칙’과 ‘세부 계획방향’을 한강변 전체 7개 권역 및 27개 

지구별로 구체화하고, 관리원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도면화 

한 계획설명서와 종합계획도로 구성

계획설명서는 지구개요 및 주요 현안, 4대 부문별 중점 관리원

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계획 및 실행방안으로 구성

종합계획도는 계획설명서 중 주요계획 및 실행방안의 내용을 중

심으로 지구차원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중간

단위계획으로서의 활용성, 도면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1/10,000 

~ 1/15,000 축척으로 도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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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별 가이드라인의 구성

검토서 작성을 통한 가이드라인 실현성 강화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한 협의 및 심의 시, ‘한강변 관리원칙 

및 가이드라인 검토서’(별도 첨부)를 작성하여 첨부

검토서는 ‘Ⅰ.총론 및 부문별계획’과 ‘Ⅱ.지구별 가이드라인’ 두 

가지로 구성

총론 및 부문별계획을 통해 일반적인 한강변 관리방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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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여부를 검토 하고, 지구별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사항을 검토

검토항목의 ‘평가’ 란에 가이드라인의 반영여부에 따라 ‘반영’, 

‘미반영’, ‘해당사항 없음’ 등으로 표기하고, 관련 계획내용 및 

미반영사유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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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적 관리 체계 마련

 계획 모니터링의 필요성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수립되는 한강

관련 상위계획으로서 계획 실현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계

획의 실현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보완․발전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계획의 실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결과에 대한 사

항을 지속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해 나감으로써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전반의 환류기반을 강화

향후 2030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와 연계한 한강변 관리기본계

획의 보완 또는 재정비시 계획의 실현성, 적시성 등을 보완

 주요 모니터링 내용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 중요한 관리원칙으로 설정한 4대 부

문 12개 관리원칙 및 세부 계획방향의 실현내용을 한강변의 각

종 공공․민간 계획사업(서울시 및 자치구 계획, 심의사항 등 포
함) 추진 시 모니터링 해나가고, 이들 계획내용의 실현여부에 

대한 평가 및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서 보다 정교한 관리원
칙․세부 계획방향으로 구체화
또한, 지구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각종 부문별 계획내용의 

실현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실현성을 

강화하고, 향후 계획 수정․보완의 근거로 활용

 모니터링 및 재정비 등 지속적 관리체계 마련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은 매년 시행하는 도시기

본계획 모니터링 과업에 포함하여 병행 시행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행을 위해 서울시, 서울연구원,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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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고려

또한 한강변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으로서, 도시기

본계획의 재정비 시점과 연계하여 5년마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

획에 대한 재정비를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지속적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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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서 작성방법

Ⅰ.총론 및 부문별계획 가이드라인 및 검토서
* 자연성부문의 관리원칙(1-1, 1-2, 1-3)은 자연성회복기본계획(2014)에 따라 시행

(토지이용) 원칙 2-1. 한강변으로 다양한 수변활동 특화

세부계획방향 1. 한강양안 통합 7대 수변활동권역 육성

권역 해당지구 권역 육성방향
강서~난지권 난지, 강서, 마곡, 가양 서울 최고의 수변공원에 기반한 친환경 생태․휴식권역 육성

합정~당산권 망원, 합정, 서강, 당산
홍대, 당인리발전소, 선유도, 안양천 등 연계 
수변창조문화권역 육성

여의도~용산권 마포, 용산, 여의도, 노량진
한강 및 서울의 중심지역을 연계하는 국제적 
수변업무·활동권역 육성

반포~한남권 이촌, 한남, 흑석, 반포
국가상징녹지축, 한강공원, 기존문화시설과 어우러진 국가적 
문화·여가권역 육성

압구정~성수권 옥수, 성수, 압구정
구릉지·굴곡부 한강조망과 배후 도심활력이 함께하는 
수변조망·활동권역 육성

영동·잠실~
자양권

자양, 청담, 영동, 잠실
잠실운동장 재생, 배후 중심지역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국제교류 및 스포츠·관광권역 육성

암사~광장권 광장, 풍납, 천호, 암사
서울외곽 환상녹지축 및 선사~삼국시대를 연결하는 한강 
역사문화·생태권역 육성

 * 권역별 구체적인 육성방안은 보고서 별도 참조

검토항목 평가 계획내용

한강변 지역 내 개발시, 가능한 한 수변활동권역의 육성 방
향과 부합되는 기능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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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원칙 2-2. 역사․문화자원 복원 연계

세부계획방향 1. 한강변 정자 및 나루터 등 역사문화자원의 복원

 - 제천정, 압구정, 천일정 복원 검토

 - 마포나루터, 삼전나루, 둑도나루 등 복원 검토

세부계획방향 2. 한강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탐방코스 조성

 - 기존의 한강 역사문화탐방코스 이외 5개 코스 신규 조성

 - 수변창조문화탐방로 / 국제관광 및 전시문화 탐방로 / 한강 조망명소 탐방로 / 

   국제적 수변관광 스트리트 / 산사~삼국시대 역사문화 탐방로 등

▲ 힌강변 역사문화자원 복원․연계

검토항목 평가 계획내용

개발지 내 문화재 등 역사문화자원이 위치하고 있거나, 옛터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복원계획을 
수립한다. 

개발지 주변으로 기존 한강변역사문화탐방코스가 위치하고 
있거나 새로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보행 네트워
크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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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원칙 2-3. 한강변 시민이용공간 확충

세부계획방향 1. 수변으로 시민이용 공공용지 확보

 - 아파트지구, 민간 저이용부지 등 대규모 부지 개발시 정비계획, 사전협상 등을 통해 공공기여를 수변 공공용지로 우선 확보

 - 한강변에 인접한 유수지 등 국공유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을 수변공공용지로 활용

▲ 수변공공용지 대상부지

세부계획방향 2. 수변 공공용지를 가족여가 문화시설로 활용

 - 수변공공용지는 기존의 한강변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가족여가문화시설 등으로 우선 활용

 - 세부적인 용도는 부지별 계획과정에서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설정

▲ 수변공공용지를 활용한 지구별 문화시설 등 확충

검토항목 평가 계획내용

공공기여 부담시, 한강변 또는 접근로변으로 시민들이 접근

하기 좋은 위치에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기 양호한 형태와 규

모의 공공용지를 제공한다.

공공기여 등을 통해 확보한 수변공공용지에 문화시설 및 지

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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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원칙 3-1. 녹색교통 접근성 강화

세부계획방향 1. 한강으로의 버스접근성 및 한강 양안 수상교통 연결 강화
 - 한강으로의 버스접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강공원까지 진입하는 버스접근나들목 확충

 - 한강의 주요 활동권역 및 중심지구를 상호 연계하는 수상교통 운영 적극 검토

▲ 한강변 버스, 수상교통 등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세부계획방향 2. 한강까지의 자전거접근성 개선 및 한강양안 연결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 도시 내부의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한강으로의 자전거도로 연계 취약지역의 자전거도로 확보

 - 장기적으로 한강교량 중 자전거도로 미설치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차선 조정 및 교량확장 등을 통해 자전거도로 확충 검토

▲ 한강변 자전거를 통한 접근성 강화

검토항목 평가 계획내용

버스접근나들목 확충 필요지역의 경우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대중교통의 통행이 가능한 규모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계획

하고, 한강공원 진출입시설(나들목)과 연계되도록 한다.

주요 한강접근로와 인접한 부지 개발시, 기존 자전거도로 등

과 한강 자전거도로를 연계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조성

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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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원칙 3-2. 보행접근성 개선

세부계획방향 1. 한강으로의 보행접근을 위한 접근시설 신설

 - 나들목간 거리 등을 고려, 배후생활권 및 지하철역에서 한강으로 접근하는 나들목 등 접근시설 신규 조성

세부계획방향 2. 협소한 나들목에 대한 환경개선

 - 협소한 나들목이나 차수벽 형태의 나들목 등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추진

세부계획방향 3. 배후지역에서 접근시설까지의 보행접근로 확보

 - 지하철역이나 배후 생활중심지로부터 한강공원으로의 접근로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으로 단절된 지역은 

향후 정비사업, 각종 공공․민간사업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 

▲ 한강변 보행접근성 개선

검토항목 평가 계획내용

한강변 인접 개발시,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여건이 불리한 지
역일 경우,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한강공원 접근시설을 조성
하거나, 접근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검토한다.

한강공원으로의 접근로와 인접한 경우, 한강으로의 양호한 
접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강공원접근로 및 나들목까지
의 보행자공간을 확보한다. 

아파트부지 등으로 인하여 도시내부에서 한강공원으로의 접
근이 단절된 경우 한강변으로의 접근이 가능한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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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원칙 3-3. 주변과의 녹지연계 강화

세부계획방향 1. 한강변/접근로변 공원녹지공간 확충

 - 국가상징녹지축 조성 및 뉴타운, 정비사업 등 추진시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한강변 공원녹지공간 확충 유도 

세부계획방향 2. 한강중심 녹지네트워크 및 자연생태 연결환경 조성

 - 서울두드림길 등 걷고싶은길의 단절구간을 녹음길로 조성하여 연계

▲ 한강과 주변과의 녹지․보행연계 강화

검토항목 평가 계획내용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공원․녹지 등 조성 시, 주요 공원녹지축
을 고려하여 녹지네트워크가 연계될 수 있는 위치에 공원녹
지를 조성한다.

공원 및 서울두드림길 등 걷고싶은길과 인접한 경우, 보행․녹
지 네트워크가 한강공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접근로 및 녹
음길을 조성한다.

한강접근로와 인접하여 개발시, 접근로변으로 공개공지 조성, 
녹음길 조성 등을 통해 한강접근 보행환경을 쾌적하고 안전
하게 조성한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350

(도시경관) 원칙 4-1. 한강변 조망기회 확대

세부계획방향 1. 접근이 용이한 조망우수지역을 대상으로 한강 조망공간 확충
 - 국공유지 및 한강변 민간개발사업 추진시, 공공기여 등을 활용하여 접근이 쉬운 조망우수지역을 대상으로 

조망과 문화․휴식이 복합된 한강조망공간을 최대한 확충 

▲ 한강 전망문화공간 확충 대상(안)

세부계획방향 2. 주요도로, 한강접근로 등을 대상으로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 도시 내부에서 한강으로의 열린경관 창출, 뷰코리더 확보 등을 위해 광역통경축 및 지구통경축 설정

 ○ 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

 - 광역/지구통경축변 건축선 후퇴기준

   (일반건축물) 광역/지구통경축변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이상 건축선 후퇴

   (공동주택) 주택법상 사업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주거동은  광역통경축변은 10m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5m), 지구통경축은 5m(저층부 부대복리시설 3m) 이상 건축선 후퇴

   (공통)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이상 추가 후퇴

 - 건축물 배치 및 저층부 용도

   통경축에 접하여 건축물 조성시, 건축물의 전면이 통경축으로 설정된 가로를 향하도록 하고,

   저층부에는 가로활성화용도를 유도

▲ 광역 및 지구통경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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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평가 계획내용

한강변에 위치하여 우수한 조망경관이 확보되는 지역에서 개
발 시,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한강전망공간을 적극적으로 조
성한다.

광역․지구통경축과 인접하여 개발시, 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
을 준수하여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도시경관) 원칙 4-2.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

세부계획방향 1. 2030 도시기본계획의 높이관리원칙을 준수하고, 경관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가 필요한 지역은 특별관리

 - 도심, 광역중심 등 중심지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심경관 형성 유도

 - 배후 주요산 등으로 조망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주요산으로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높이를 관리 

특별관리대상 지역특성 관리방향 해당지구

수변도심경관
유도지역

중심지(도심, 광역중심)에 위치한 지역 중 
별도의 스카이라인계획이 필요한 지구

복합건축물 조성과 
연계하여 높이 유도

여의도지구, 용산지구
잠실지구 일부

주요산 
자연조망
관리지역

남산, 북한산, 관악산 등 배후에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산)이 위치하여 
주요산으로 열린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

배후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높이 

관리

망원 / 합정 / 서강 / 마포 / 
용산 / 이촌 / 한남/ 옥수 / 

광장 / 흑석/ 반포지구

▲ 한강변 지구에 대한 높이관리방향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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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방향 2. 배후 주요산으로의 열린경관 관리를 위한 기준점 설정 

 - 한강에서 서울의 내사산․외사산 등 주요산으로의 열린경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Control point) 10개소 설정 

 -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에서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범위 내 해당지구의 개발사업 추진시,

   주어진 지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 검토를 의무화하여 경관심의자료로 활용

  *시뮬레이션을 위한 사진자료는 향후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10개소)

검토항목 평가 계획내용

건축물의 높이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체
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한다.

주요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지구 내 개발시, 배후 
주요산과 조화되고 열려진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지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을 작성하여 검토한다.
* 해당 시뮬레이션 기준점에서 촬영한 서울시 제공사진을 활용
  하여 검토하고, 경관심의 등 심의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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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 원칙 4-3. 아름다운 건축계획 유도

세부계획방향 1.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경관관리

 - 한강변 건축물 경관다양성 확보 및 입체적 경관창출을 위해 한강변 지역을 경관계획에 따른 중점경관관리 

구역으로 지정

 -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심의 대상 및 경관가이드라인은 향후 수립되는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

▲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구상(안)

세부계획방향 2. 수변연접부 중저층계획 유도

 - 수변연접부 중저층 관리의 대상 : 한강변에 연접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발 시 적용

 - 한강에서 가까울수록 낮고,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V’자형 스카이라인 형성

 - 수변 연접부 첫 건물,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주동은 높이를 중․저층(15층 이하 권장)으로

   하고, 이후의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하여 획일적인 병풍형 경관을 탈피하고 입체적인 경관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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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변 중저층 관리기준의 적용 완화

 - 한강변으로 가로장방형 또는 부정형의 부지형태로 인해 한강과 수직방향으로 앞뒤로 2개동 이상 계획이 불

가능한 부지 중 부지여건상 중저층 계획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관심의를 통해 수변 중․저층 배치기준

을 완화하여 적용 

 - 완화적용 시, 제내지에서 한강으로의 통경축 등과 연계하여 한강변에 면한 부지의 일정부분을 저층배치구간 

또는 고층배치가능구간 등으로 설정하여 획일적인 차폐경관의 형성을 방지하도록 유도

 - 높이 및 배치계획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경관심의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세부계획방향 3. 특별건축구역의 적극 활용

 - 특별건축구역 등의 지정 권장을 통해 주변경관에 순응하는 건축계획 및 공공성․조형성 있는 다양한 건축계

획 유도

검토항목 평가 계획내용

서울시 경관계획의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 계획한다.
* 별도 경관계획 체크리스트 작성

수변 연접부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주동은 높이를 
중․저층(15층 이하 권장)으로 계획한다.

한강변으로 가로장방형 또는 부정형의 부지형태 등 부지여건
상 중저층 계획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내지에서 한강으
로의 통경축 등과 연계하여 한강변에 면한 부지의 일정부분
을 저층배치구간으로 설정하여 획일적인 차폐경관의 형성을 
방지한다.

한강변으로 주변경관에 순응하되, 입체적이고 공공성․조형성 
있는 건축계획 유도를 통해 한강변 경관의 다양성을 확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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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지구별 가이드라인

부문 연번 계획내용 평가 계획내용 및 비고

토지
이용

1-1
한강대로변 전략용지 확보 및
전망문화복합공간 등 조성 검토

1-2
서부이촌동 일대 주거지 내 복합커뮤니티시설 
등 공공시설 확충

1-3 한강공원~새남터성당 연결로 주변 환경개선

접근성

2-1
이촌로18길~한강공원 연결 보행브릿지 조성 
검토

2-2
중산시범아파트 전면 보행육교  
환경개선

2-3 서부이촌동 주거지역 내부 공원녹지공간 확충

2-4
한강대로변 경의중앙선 상부 일대 공원녹지공
간 확충 검토

2-5 동~서방향 보행·녹지축 조성

2-6 용산역~한강공원 연결 자전거도로 조성

도시
경관

3-1 국제업무지구 수변대표 경관거점 조성

3-2 한강 접근로변 중·저층배치 유도

3-3
전략용지 및 접근시설(보행교)
활용 한강 조망명소 조성 검토

3-4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및 지구경관시
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3-4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자연성

4-1 천변습지 조성을 통한 생태환경복원

4-2 생태거점 연계

4-3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4-4 자연하안 복원

4-5 주차장 등 불투수포장 투수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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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도시계획가 (토론회 참여)

구분 성명 성별

1 강진구 남

2 김갑동 남

3 김규민 남

4 김영림 여

5 김영진 남

6 김영호 남

7 김윤오 남

8 김재철 남

9 김종현 남

10 박제성 남

11 박찬옥 남

12 방기영 남

13 사정훈 남

14 서정만 남

15 신동희 남

16 신지은 여

   

구분 성명 성별

17 오형균 남

18 윤준성 남

19 이규빈 남

20 이상복 남

21 이성로 남

22 이영진 남

23 이은화 여

24 이정준 남

25 이창덕 남

26 이평우 여

27 이현민 여

28 임시윤 남

29 장선주 여

30 조일란 여

31 지영현 남

32 최재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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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및 연구진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부시장 이제원 이건기(전) 김병하(전) 문승국(전)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류  훈(전) 이제원(전)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이정화(전) 한제현(전)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양병현(전) 임창수(전)

담당 고경곤 윤은정(전) 강천수(전) 권미리(전) 장양규(전) 이기호(전)

MP자문단

총괄MP 강병근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도시계획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도로․교통 노관섭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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