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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발유도지침의 목적 및 성격
1. 개발유도지침의 목적
• 본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유도지침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개별 사업지구에서 정비사업을 시행
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배치, 형태, 외부공간, 동선 등의 건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지금까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낙후된 시가지를 정비하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공공성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용
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기본적인 건축개요를 설정해 놓고 이에 부합되도록 개발을 관리하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비사업의 계획안을 관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방식이다.
• 전자는 매우 기본적인 일반 개발기준(용적률, 건폐율, 건물높이 등)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구체
적 도시환경의 질을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모든 정비사업 지구는 각각의 장소적 특
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결과는 어느 곳에 위치하건 모두 유사한 형태로 개발이 이
루어져 왔다. 즉, 종로에서 일어나는 정비 사업은 종로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살리고 보완하는 개발이 되어야 하며, 청계천에 위치한 정비사업은 청계천지역의 특성상 종로
에서 일어나는 개발과는 다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인사동에 근접한 것이나 남산자락에 위치한 것이나 모두 유사
한 재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거의 모든 정비사업이 전면 공개공지를 확보하면서 건물주변에는
주차장을 두고 고층 건물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건물의 배치, 형태, 외부 공간처리 등
에 있어 유사한 건축물을 양산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결과로 형성되는 도시환
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서울 도시환경의 다양한 장소적 특성과 매력
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 도심부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
여,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계획
(2004)”에서도 앞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심부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을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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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관련 위원회를 통한 심의방식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의기준에 근거하기 보다는 사안별
로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심의에 의존하여 도시환경에 기여하는 공공성 있는 정비사업을 유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뚜렷한 심의목표와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 때문에 정비사업의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어 사업시행
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감내하게 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 따라서 본 개발유도지침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보다 도시환경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이 위치한 장소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명료한
심의기준을 사업지구별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개발유도지침의 성격
• 여기서 제시되는 개발유도지침은 사업지구별 건축계획안에 대한 심의기준으로 사용된다. 여기
서 심의라 함은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관련 심의 뿐 아니라, 넓은 의미로 정비사업 시행인가
의 모든 과정에서 서울시 및 자치구의 담당부서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안을 검토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개발유도지침은 관련 심의위원회 및 정비사업 담당부서가 정
비사업안을 심의·인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것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본 도시환경정
비 기본계획은 두가지 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하나는, 앞으로 서울시는 구역별 개발유도지침을
작성하여 공공성 있는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유도지침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의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삼을 것임을 사업시행 방식에서 서울시의 정책으로 분명히 하는 것
이다.
• 따라서 본 개발유도지침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일부로서 확정하고 각 사업지구별 개발은
본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여건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
련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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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발유도지침의 구성
1. 개발유도지침의 구성 및 적용
• 여기서 제시되는 개발유도지침은 크게 “일반유도지침”과 “구역별 개발유도지침”으로 구분
되어 있다. 일반유도지침은 도심부 내 모든 사업구역 및 사업지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도
지침이며, 필요시 도심부 이외의 도시환경정비구역에도 적용 가능하다. 구역별 개발유도지침은
도심부내의 장소적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명료한 유도지침으로 사업구역별로 다르게 적용
된다. 또한 일반유도지침과 구역별 개발유도지침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구역별 개발
유도지침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내용은 일반유도지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개발유도지침은 지침의 성격에 따라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하여 적용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의무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침이며, 권장사항은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
다. 특히 구역별 개발유도지침의 경우 사업지구별 특성에 따라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구분하
여 적용하도록 한다.

[개발유도지침의 구성]

일반유도지침의 적용
• 일반유도지침은 도심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및 지구에 적용되는 지침이지만, 필요한 경우에
는 도심부 이외의 도시환경정비구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이다. 그러나 일반유도지침 중 건
축물 저층부 용도와 건축물 배치 등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사업여건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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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 개발유도지침의 적용
• 여기서 제시되는 구역별 개발유도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된 49개 구역 중 부도심 및 마포지역의 12개 구역(청량리, 용두, 제기 등)을 제외한 도심부 지
역이다. 도심부에서부터 개발유도지침을 작성하여 적용하는 이유는 도심부가 우리나라와 서울
을 대표하는 역사성과 지역특성을 간직한 지역으로서 다른 지역에 앞서 우선적으로 특별히 관
리하여야 할 지역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도심부의 도시환경정비구역 가운데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12개
구역(소공, 특가구, 금문특가, 적선, 청계천7가, 광화문, 신문로, 내수, 사직1, 중학1, 저동, 쌍림
구역)은 개발유도지침이 불필요하므로 제외하였고,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세운상가4구역
(종로구)과 세운상가구역(중구)의 2개 구역은 별도의 사업이 진행되므로 제외하였다.
• 따라서 도심부내에서 14개 구역을 제외한 23개 구역(구역 통합된 서울역-서대문구역은 도면
크기를 고려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함)에 대하여 구역별 개발유도지침이 제시되고 있다.
• 또한 존치지구에 대하여 제시된 개발유도지침은 장차 건축물의 신축 시 적용하는 것이며 존치
건축물이 리모델링(대수선,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제시한 용도만 준수하며, 본
구역별 개발유도지침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개발유도지침의 변경
• 여기서 제시되는 개발유도지침은 본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당시 확정되어 있는 정비계획
상에 분할된 사업지구를 전제로 작성되어 있다. 즉 기존의 정비계획에서 확정된 사업지구별로
정비사업이 시행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정비계획은 현재의 도시여건 및
서울시의 도시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을 본
기본계획의 후속작업으로 수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비계획이 추후 변경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유도지침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구역별 추진경과 상 여기서 제시하는 개발
유도지침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발유도지침을 준수하기 어려
운 경우란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에 따라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공공성이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
해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그러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사업구역의 상황 변화에 따라 지구통합 등 정비계획
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서울시 담당부서 또는 담당부서에서 정한 기관)
과 협의를 거친 후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별로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과정을 통하여 사안별
로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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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유도지침 변경 절차]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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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비계획 재정비 방향
1. 재정비의 필요성
• 기존의 정비계획은 1970~80년대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서울의 현재 도시여건 및 도시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과거의 정비계획은 도시 경제력이 약하였으며 시가지 상태도 불량
하였던 당시 도시여건을 반영하여 수립된 것으로서 오늘의 도시상황과 시민욕구 및 새로운 도
시정책에 맞춰 새롭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정비계획이 불합리하여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
별하여 수록하였다. 기존 정비계획의 재정비는 본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이어 별도의 검토 작
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정비계획 재정비 방향
•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장기 미시행지구로 남아있는 사업구역들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재정비하
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력을 도모한다.
• 구역·지구계 변경 및 정비기반시설 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구역 내 지구별 개발이 불리한 경우 지구 통합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개발유도지침을 제시하였다.

구역 경계 조정 필요
• 구역의 경계가 기존 필지나 건물경계와 무관하게 설정되어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 특히 구역경
계선의 일부가 인근 대형 건물을 가로지르게 되는 경우, 정비사업은 물론 해당 건물의 갱신도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 도로 경계와 필지 경계 등을 존중하는 것이 정비사업의 현실성을 제고하
리라 판단된다(예: 신문로2가구역 서측).
• 구역에 따라서는, 존치지구가 지나치게 많아 현실적으로 도시환경정비 사업방식을 유지하는 것
이 정비기반시설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구역에 대하여는 정비구역의 범위
를 좁히거나 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고려한다. 현행 정비구역을 유지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구역의 경계 일부 혹은 전체에 대
하여 수정을 검토하고 공공이 개입,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예: 소공4구역, 서소문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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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경계 조정 필요
• 청계천 복원사업 등 도심부 개발여건 변화로 당초 계획된 사업지구의 규모가 과소한 경우가 있
다. 도심부 토지이용의 효율과 개발의 융통성을 위해 지구간의 통합 혹은 지구규모 확대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예: 청진구역 9, 10, 11지구, 서린구역 4, 5지구, 을지로2가구역 3, 18지구, 서
소문구역 8-1, 8-2, 8-3지구 등).
• 남대문구역 내 남대문시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구의 경우, 지구별 사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 지구경계 또한 기존 건축물과 구역 내·외부의 도로를 고려하지 않고 구획되어 조정이 필
요한 실정이다. 블록 내 필지 및 건물 경계선과 도로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구계
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예: 남대문구역 13, 14, 15지구).

공공시설 용도와 기능조절 필요
•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두드러진 특징은 구역지정 당시 부족한 공공용지의 확충을 위해 공용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행 서울시 교통정책은 도심으로의 차량진
입을 억제하는 기조로서 기존 정비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 정비구역내 주차장 용지를 구역여건
에 따라 보행공간, 공원, 광장, 공공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도심부 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필
요가 있다.
• 사대문안 도심부는‘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설치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혼잡을 줄이려는 교통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현
재 계획되어 있는 공공주차장을 공원 혹은 광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예:
도렴, 무교구역 등).
• 또한 효율이 낮고 교통장애가 우려되어 선형주차장에서 공공공지로 기능이 변경된 경우에도, 대
지 형상이나 구역내 개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녹지 혹은 공원으로 변경하여 도심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예: 다동구역).
• 구역 내 계획된 녹지 및 도로로 인하여 주변지역과의 단절이나 접근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구역 내·외부의 원활한 연계와 쾌적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 녹지 위치나 도로를 공원 등
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예: 회현, 양동구역 등).

여건 변화
• 문화재의 신규 지정으로 인하여, 문화재가 있는 해당 사업지구와 인접 지구의 개발여건이 크게
변화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문화재가 있는 사업지구의 보존과 주변 경관을 보전할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방식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 문화재 보호와 정비사업이 절충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및 정비기반시설의 경계를 조정하거나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예:
공평구역 8지구 승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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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서는 정비계획 재정비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개 구역을 예로 들어 제시한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일종의 유도기준으로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정비계
획 재정비시 심층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서 제시된 구역 이외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경우 이를 재정비하도록 한다.
∙ 정비계획 재정비에 따라 제시된 지침은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의무사항
은 ★, 권장사항은 ☆ 표시로 제시하였다.

○ 구역별 순서
1. 도렴구역 / 종로구

7. 을지로2가구역 / 중구

2. 세종로구역 / 종로구

8. 서소문구역 / 중구

3. 청진구역 / 종로구

9. 남대문구역 / 중구

4. 서린구역 / 종로구

10. 회현구역 / 중구

5. 무교구역 / 중구

11. 양동구역 / 중구

6. 다동구역 /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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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렴구역
지구 통합 (16, 17지구 통합방안)
[기정]
- 16지구와 17지구는 대지규모가 협소하여(16지구: 1,085㎡, 17지구: 1,096㎡) 지구별 개발이 불
리한 상황임.

[변경]
- 16, 17지구의 통합을 유도하여 개발을 위한 대지조건을 개선시키고, 남측 도렴 제2녹지와 연계한
외부공간 조성 등 공공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함.

개발유도지침
[지침 1] 저층부 용도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도렴동길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침 2] 건축선 지정
★ 도렴동길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남측 도렴 제2녹지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
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도렴동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도렴동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도렴동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도렴 제2녹지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남동측 모서리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7] 차량동선
☆ 도렴동길에서 차량 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8] 공공보행통로
★ 내부에 폭 3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지정
하여 보행동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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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변경 (주차장을 공원으로 변경)
[기정]
- 4·5지구에 접한 주차장은 구역 내 다른 지상 주차장이 근접하여 계획되어 있고, ‘서울시 주차
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도심부를 “주차장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교통혼잡을 줄이
려는 교통억제정책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변경]
- 녹지와 연접하고 있는 4·5지구 동측의 주차장을 공원 또는 녹지로 변경하여 주변의 세종문화회
관,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 내 서울시립미술관을 연계하는 문화벨트의 중간거점으로서 만남의
장소, 혹은 도심 휴게공간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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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종로구역
정비기반시설 변경 (5지구를 공원으로 변경)
[기정]
- 5지구는 세종로와 새문안길이 교차하는 부분에 계획되어 있으며, 대지의 형상도 삼각형으로 개발
조건이 불리한 상황임.

[변경]
- 5지구를 인접한 남서측의 공원과 통합하여 하나의 정방형 공원으로 조성
- 이렇게 할 경우 공원의 공간효율을 높일 수 있고, 세종로변의 상징적인 입지조건으로 인해 장래
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심 공원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기존 도로 축과 맞추어 공원 내에 보행자 통로를 조성하여 구역내부의 도로와 보행동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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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진구역
지구 통합 (9, 10, 11지구 통합방안)
[기정]
- 협소한 대지규모와 지하철 노선 통과 등으로 인해 사업여건이 불리한 상황임.

[변경]
- 9, 10, 11지구의 통합을 유도하여 개발을 위한 대지조건을 개선시키고 체계적인 개발 유도

개발유도지침
[지침 1] 저층부 용도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삼봉길(지구 북측)

★ 삼봉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의 대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 청진동길, 지구 동측 및 남측 도로에서 건축

[지침 2] 건축선 지정
★ 삼봉길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
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청진동길, 지구 동측 및 남측 도로에서 최소 3m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남서측에 공원과 연계하여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삼봉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삼봉길에서 차량 진출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청진동길에서 차량 출입허용 구간 지정

★ 삼봉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지침 8] 공공보행통로

★ 삼봉길 및 청진동길 방향으로 직접 진출입이 ★ 현재 내부가로를 유지하여 보행동선을 단절
가능한 출입구 설치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시키지 않도록 기존 도로의 폭원 또는 최소
3m 이상의 폭원으로 공공보행통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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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린구역
지구 통합 (4, 5지구 통합방안)
[기정]
- 4지구와 5지구는 대지규모가 협소하여(4지구 : 852㎡, 5지구 : 977㎡) 지구별 개발이 불리하며,
청계천로에서의 깊이가 얕아 청계천변으로의 전면공지 확보가 어려움.

[변경]
- 4, 5지구의 통합 개발을 유도하여 청계천로의 풍부한 외부공간 확보 및 규모 있는 개발 유도

개발유도지침 (4, 5지구 통합방안)
[지침 1] 저층부 용도
★ 청계천로(지구 남측) 및 무교동길(지구 서
측)에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침 2] 건축선 지정
★ 청계천로(10m 이상)

및

무교동길(최소

3m 이상)에서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청계천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청계천로 또는 무교동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청계천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10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광장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소 5m 이상)을 제외
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 무교동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남서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7] 차량동선
★ 청계천로 및 무교동길에서 차량 출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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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교구역
정비기반시설 변경 (주차장을 녹지로 변경)
[기정]
- 4·5지구 남서측의 주차장은 공공주차장으로서의 역할보다 4·5지구의 전용주차장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변경]
- 현행 주차장을 녹지로 변경하여 구역 내 휴게공간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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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동구역
정비기반시설 변경 (공공공지를 녹지로 변경)
[기정]
- 11, 13, 14지구 동측에 위치한 공공공지는 위치 및 대지형상, 크기 등이 보행을 위한 공공공지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변경]
- 공공공지를 녹지로 변경하여 도심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북측의 청계천으로부터 이어지는 남북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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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을지로2가구역
지구 통합 (3, 18지구 통합방안)
[기정]
- 3지구와 18지구는 대지규모가 작아서(3지구 : 1,124㎡, 18지구 : 714㎡) 지구별 개발이 불리하
며, 대지형상이‘ᆨ’자 모양으로 대지여건 개선이 필요함.

[변경]
- 3, 18지구의 통합 개발을 유도하여 대지조건을 개선시키고, 청계천로변으로 외부공간 조성 유도

개발유도지침
[지침 1] 저층부 용도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청계천로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침 2] 건축선 지정
★ 5층 이하 저층부는 청계천로에서 5m 후퇴하
여 건축지정선 지정
★ 6층 이상 고층부는 청계천로에서 최소 10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 지구 서측 도로 및 남측 경계부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청계천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청계천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청계천로변의 대지 내 공지(5m)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소 2m 이상)
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 지구 서측 도로 및 지구 남측 경계부에서 건
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북동측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7] 차량동선
★ 청계천로에서 차량 진출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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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소문구역
지구 통합 (8-1, 8-2, 8-3지구 통합방안)
[기정]
- 8-1, 8-2, 8-3지구는 대지 규모가 작아서(8-1지구 : 694㎡, 8-2지구 : 960㎡, 8-3지구 :
1,172㎡) 지구별 개발이 불리함.

[변경]
- 8-1, 8-2, 8-3지구의 통합 개발을 유도하여 대지조건을 개선시키고,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도입하여 현재의 가로 활력을 유지시키도록 함.

개발유도지침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지구 남측 도로변 ★ 지구 남측 및 서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
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침 2] 건축선 지정

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
지로 지정

★ 지구 남측 도로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지정

★ 지구 남서측 모서리에 공개공지 설치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지침 7] 차량동선
건축한계선 지정
★ 지구 남측 도로에서 차량 출입 불허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8] 공공보행통로
★ 지구 남측 도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현재 내부가로를 유지하여 보행동선을 단절시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키지 않도록 기존 도로의 폭원 또는 최소 3m
★ 지구 남측 도로 방향으로 주출입구 설치 및 직
접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이상의 폭원으로 공공보행통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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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대문구역
지구 통합 (13, 14, 15지구 통합방안)
[기정]
- 13, 14, 15지구는 기존 도로망과 필지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지구계가 지정됨.

[변경]
- 남대문시장의 특성 유지 및 보전을 위해 기존 필지 및 도로망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3개 지구(13,
14, 15지구)를 2개 지구(도면표기)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개발유도지침
[지침 1] 저층부 용도

★ 남대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남대문로(지구 북측) 및 남대문시장1길(지구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남측)에 가로 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 남대문로변 저층부 입면을 가급적 넓게 함.

[지침 2] 건축선 지정

★ 남대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 남대문로 및 남대문시장1길 방향으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 남대문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계선 지정
★ 건축물 2층 이하의 저층부는 남대문로에서 최

★ 남대문로 및 남대문시장1길에서 건축물을 후
퇴하여 3m 이상의 보도형 공지 조성

소 5m 이상 후퇴하여 저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지침 7] 차량동선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남대문로에서 최
★ 남대문로에서 차량 진출입 불허
소 8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지침 8] 공공보행통로
★ 남대문시장1길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 현재 내부가로를 유지하여 보행동선을 단절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시키지 않도록 기존 도로의 폭원 또는 최소
3m 이상의 폭원으로 공공보행통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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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현구역
정비기반시설 위치 변경 (녹지 위치 변경)
[기정]
- 현행 정비계획상 녹지의 위치는 구역 서측과 연결되는 동, 서간 도로를 단절시킬 우려가 있음.

[변경]
- 현행 녹지의 위치를 4-2지구에 접하여 조성하도록 구역계 변경 검토
- 녹지로 계획된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구역 내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유도

제2장 정비계획 재정비 방향 ∙ 25

11. 양동구역
정비기반시설 변경 (내부도로 일부를 공원화)
[기정]
- 4-2·7지구 힐튼호텔과 9지구 대우빌딩 사이에 계획되어 있는 내부도로는 상당한 고저차를 가
로질러 설치되도록 계획됨.
- 계획된 도로는 구역 내 내부 블록을 통과하는 도로이므로 큰 통과수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 도로는 남대문교회 진입계단과 부속 건물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도로 개설 시 진
입계단을 철거하면 남대문교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게 되므로 도로 계획이 현실을 반
영하고 있지 못함.

[변경]
- 도로보다는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기존 공원을 확대하고 계획된 도로의 경계를 조정하여 1지구 주변까지만 도로를 유지하고 힐튼호
텔과 대우빌딩 사이는 공원 또는 녹지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제3장
도심부 구역별 개발유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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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유도지침
1. 용어의 정의
• 본 유도지침에서 사용되는 용도,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공개공지, 전면공지, 차량출입허용
구간, 보행자 우선도로, 공공보행통로 등의 용어는 본 유도지침에서 별도 정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
해양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9)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 또한 본 유도지침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조례·지침 등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며, 본 유도지침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의 제정·개정 등으로 서로 상이하게 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유도지침을 따른다. 또한 유도지침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로서 각
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관련법과 제도를 별도 명시하지 않은 용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9)에 정의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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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문 일반유도지침
• 공공부문 유도지침은 공공공간·시설의 개선 방안으로 활용하며,‘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2008)1)’과‘여행(女幸 )프로젝트(2009)2)’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 도로 등
○ 도로 : 보행자 도로
• 적용대상 : 보행자 도로 및 일반 도로의 보도
• 적용방향
- 보행활동 등에 따라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유효 보도폭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행권을 회복한다.
- 도시의 주요 문화, 녹지, 수체계 축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보행가로를 조성한다.
-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색채 및 패턴, 조명을 차분하게 조성한다.
- 보행 가로의 평탄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전면공지와 보도의 단차를 최소화한다.
- 서울시 「여행(女幸)프로젝트」 중 ‘女幸 길’부분을 고려하여 보도를 조성한다.
• 적용기준
(1)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 기준
① 현재 보행량이 많아 가로의 활력이 있으며, 보행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을 막아
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에 지정한다.
② 간선도로변, 주요 가로변에서 사업 지구 사이 이면도로로의 직접적인 차량진출입을 막을 필
요가 있는 구간에 지정을 권장한다.
보행자전용도로

[영국 브리스톨 사례]

[러시아 모스크바 사례]

[보행자전용도로 예시도]

1)‘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에서 디자인의 심의·자문, 발주, 실행 및 유지 관리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공공공
간,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시각매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구역별 개발유도지침 보고서에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도록 한다.
2)‘여행(女幸)프로젝트’는 서울시의 안전, 편리, 넉넉함까지 포함하는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하여 여성이 살기좋게 하는
행복지향적 정책으로서 총 5개의 중점과제, 90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구역별 개발유도지침 보고서에는 내용 일부
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여행(女幸)프로젝트’를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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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기준
① 현재 보행량이 많아 가로의 활력은 있으나 차량통행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에 지정한
다.
② 보차혼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에 가급적 보행자 위주의 안전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을 권장한다.
③ 보행자 우선도로에는 차량과속방지시
설을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늦추도
록 한다. 또한 보도와 차도는 단차 없
이 바닥 패턴으로 분리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볼라드를 설치하여 보
행자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④ 보도와 차도의 단차가 부득이하게 발
생할 경우에는 험프형 횡단보도3)를
설치하여 신체장애우, 노약자를 위한
보행편의를 도모한다.
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차량 주차를
금지한다.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기준]

보행자우선도로

[영국 런던의 보도와 차도 단차 없이 조성된 사례]

[영국 런던의 보도와 차도 단차 있을 경우 조성된 사례]

(3) 보도 조성 기준
① 교통약자를 위하여 횡단보도 진입부 등의 턱을 낮춘다.
② 시설물 설치 구역에 통합적으로 설치하여 시설물의 도로 점유율을 최소화한다.
③ 통행 구역 내 고정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단,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 시설
물은 예외로 한다.
④ 보행 가로 내 도로와 전면 공지를 연계하여 일체감 있게 계획한다.
⑤ 가로수 보호 덮개는 차도 쪽 경계선과 보차도 경계석이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3) 험프형 횡단보도 : 보도 높이에 맞춘 횡단보도로서 기존 차도를 보도만큼 볼록하게 높이는 보도 연결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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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볼라드 배치 시 휠체어, 자전거 등이 통과할 수 있는 간격을 확보한다.
⑦ 볼라드는 안전성을 위하여 모든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며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
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보도와의 시각적 연속성을 이루도록 한다.
⑧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맨홀 덮개의 돌출을 금지한다.
⑨ 보행권을 침해하는 가로수 식재를 금지한다.
⑩ 단일 블록 내의 보도 패턴과 색채를 단순화한다.
⑪ 상징 공간이나 인접 건축물과의 주요 접근로 등은 별도로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한다.
⑫ 서비스 차량 동선이 보행 가로를 단절하는 경우, 보행 가로의 패턴을 차도로 연장하는 방안
을 권장한다.
⑬ 바닥 패턴 일부를 공공시각매체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⑭ 인접 건축물, 녹지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 계획을 수립한다.
⑮ 주변에 문화재 등 역사문화유산이 있을 경우 그 품격에 맞는 포장 재료와 패턴을 도입하도
록 하되, 전통 문양의 남용을 금지한다.

(4) 女幸 길 조성 기준
① 여성을 배려한 계획적인 보도정비로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한다.
② 일상적 정비 사업으로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보도턱 낮추기,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맨홀뚜
껑 및 빗물받이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한다.
③ 도심부내 女幸 길로서 근대 역사가 숨 쉬는 덕수궁·정동의 문화 산책로(주요탐방지 : 덕수
궁, 시립미술관, 러시아공관, 중명전, 정동극장), 조상의 얼이 담긴 고궁을 잇는 역사 탐방로
(주요탐방지 : 경희궁, 경복궁, 덕수궁, 운현궁, 창덕궁, 창경국, 종묘), 남대문, 동대문 시장
및 명동지역의 쇼핑길 등을 조성한다.

○ 도로 : 자전거 도로
• 적용대상
- 자전거 전용도로와 일반도로의 자전거 주행로
• 적용방향
- 「서울시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계획」에 근거하여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
거로 자전거 도로와 주륜장을 설치한다.
- 서울시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계획에 따라 해당 구역에는 자전거 도로와 관련한 이용자의 서
비스시설, 자전거 주륜장 등을 설치하고 자전거 이용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전거 동선과 보행 동선을 엄격히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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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준
① 대중교통 연계 지점, 주요 건축물들과의 결절점, 휴게 시설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와 대여소
를 설치한다.
② 자전거 도로는 투수성 탄성 포장 재질을 사용하여 친환경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
한다.
③ 보행자 횡단보도와 별도로 자전거 횡단보로를 도입한다.
④ 자전거안내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134」 자전거표지 기준을 근거로 자전
거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도로 : 자동차 도로
• 적용대상
- 자동차 전용 도로 및 일반 도로의 차도
• 적용방향
- 자동차의 안전한 주행과 대중교통의 이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가로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 계획된 주행 속도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차량 중심의 차도와 교통약자 보호 구역으로 구분
하되 보행자 위주의 환경을 조성한다.
• 적용기준
①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평탄한 노면을 조성한다.
② 보행량이 많아 운전자들이 주행 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역에는 차량 감속을 위
한 과속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③ 교통 관련 공공시각매체와 시설물을 통합하여 시설물의 수를 줄인다.
④ 가각부에 운전자의 시선을 차단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⑤ 가로수를 포함, 차도변 혹은 중앙분리대의 적절한 식재를 통하여 운전자의 시각적·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⑥ 보행 중심의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나 보차 공존 도로의 경우 차도 포장의 패턴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⑦ 보도와 인접한 차선의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제반 상황 검토 후 차선폭을 조정하여 보행
가로와 자전거 도로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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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원 등
○ 도시 공원 :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 적용대상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생활권 공원과 기타 공원 용도로 이용
되는 공간
• 적용방향
- 단순한 식재 위주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 공원 계획 시 다른 인접 공공공간 및 옥외 공간과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서울시「여행(女幸) 프로젝트」중 ‘안전을 위한 조경설계기준 및 매뉴얼 제정·시행’부분
을 고려하여 공원을 조성한다.
• 적용기준
(1) 공원 조성 기준
① 보행 가로에서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레벨 차이가 심한 경우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계단 외
의 경사로 등을 설치한다.
② 친환경 재료와 시설물을 사용하고, 공원의 주제에 맞는 시설들을 통합 설치한다.
③ 보행 가로와의 경계부에는 담장이나 펜스보다 녹지와 휴게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적절한 조명을 통하여 야간 활용도와 안전성을 높인다.
⑤ 진입부와 공원 내 주요 결절점에는 공원 시설 안내도를 설치하되, 보행에 방해하지 않는 위
치와 시야를 가로막지 않는 크기로 설치한다.
⑥ 기존 식생을 최대한 살리며 특히 랜드마크로 기능하는 노거수나 보호수는 보존한다.
⑦ 시설물과 포장의 색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변 녹지를 포함한 경관 요소에 조화되도록
한다.
(2) 女幸 공원
①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조성을 위해 야간 산책로 조도개선 및 공원도우미 배치/공원살핌이 운
영 등을 시행하고, 유모차 대여소 등 여성친화적인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② 女幸 공원 가이드라인 및 평가표 등을 기준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③ 공원 조성시 은폐지역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CPTED4)원칙에 따라 조경설계 기준
및 매뉴얼을 제정하여 활용토록 한다.
④ 적용대상은 공원, 광장, 도로 등 공공시설의 조경 설계, 시공, 관리에 적용한다.

4) 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 할 기회를 줄이고 지
역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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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조경설계기준 매뉴얼

2.3 기타
○ 표지시설 : 교통·도로안내 등
• 적용기준
①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가로수 및 다른 표지 등과 일정 간격을 유지한다.
② 규정된 교통안전표지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
③ 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시 다른 지주 시설물과의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④ 픽토그램은 국제 표준규격(ISO)을 적용한다.
⑤ 문자, 화살표 및 거리 등 주요 표기 요소는 간단명료하게 표현한다.
⑥ 모든 안내 표지는 해당 지역과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형태와 색채를 적용한다.
⑦ 보행자 안내 표지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용자와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높이와 크기를 결정한다.
⑧ 주차장 위치 표지는 보행자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한다.
⑨ 신체장애우 전용 주차 구역 표지는 주차 후에도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표시한다.
⑩ 도로명판은 차량용과 보행자용으로 분리하여 설치하고, 차량용은 교차로에 한정한다.
⑪ 공원 시설 안내도는 공원 명칭, 역사나 환경 등의 교육용 정보를 주요소로 표기하고, 시설명
칭, 상세 정보, 전화번호, 주소 등은 보조로 표기한다.
⑫ 공원 단위로 공원 안내 표지와 공원 시설 안내도의 정체성, 통일성을 확보한다.
⑬ 문화재 안내 표석은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선 자세에서 읽기
쉬운 크기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⑭ 관광 안내소의 안내판에는 관광 안내소 픽토그램과 거리 이외의 정보 표기를 금지하고, 관광
안내도는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⑮ 자전거 도로의 노면 표지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행 방향의 직각으로 표기한다.
⑯ 신체장애우 유도 사인인 점자블록은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보도면과 동일한 높이로 설
치한다.
⑰ 점자블록과 휠체어 통행로를 분리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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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부문 일반유도지침
• 민간부문 유도지침은 개별 사업지구의 신축 및 리모델링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부문
과 공공부문이 연계 가능하도록 일반유도지침을 제시한다.

○ 저층부용도(1층 및 2층 확보용도)
• 적용대상 : 각 지구별 건축물 저층부 1층 및 2층
• 적용방향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을 통하여 가로 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다음 적용기준을 따르는 저층부용도는 도심부에만 해당하며, 기타 지역의 경우 그 특성에 맞
게 조성한다.
• 적용기준
①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1)는 1층 바닥면적2)의 1/3이상 설치하거나 도로에 투영된 벽면길이
의 1/2이상 설치하도록 한다(의무).

②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는 1층과 2층 바닥면적 합계의 1/2 이상 설치 시, 심의를 통해 인센
티브를 부여하도록 한다(권장).

1)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 저층부 상업시설 + 전시시설 등
- 저층부 상업시설 : 의류, 잡화, 서적, 음반 등 소매점이나 카페, 식당 등 상업용도
- 전시시설 등: 갤러리, 미디어아트, 체험형 스튜디오, 기업홍보관(공공에게 개방 가능), 정보안내소 등
- 보행자의 가로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무실이나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자동차판매점, 금융업소 등은 저층부 가로활
성화용도로 볼 수 없다. 또한 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도 제외한다.
2) 해당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통로,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화장실, 설비공간, 절개부, 출입구 등 공용면적은 바닥면
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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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로활성화 용도 설치구간3)에서는 1층 바닥면적의 1/2이상, 그리고 구간에 면한 벽면은 도
로에 투영된 벽면길이의 1/2 이상을 가로활성화 용도로 설치하도록 한다(의무).

○ 건축물 규모 및 형태
• 적용대상 : 각 지구별 건축물 및 건축물 저층부
• 적용방향
- 주변의 경관자원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규모 및 형태를 도모한다.
- 건축물의 형태는 고층부를 후퇴하거나(11층 이상의 건축물), 저층부와 고층부를 재료 및 색
채 등으로 가급적 분리하는 형태(10층 이하의 건축물)로 구분한다.
- 저층부는 가로환경과 건축물을 시각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인접 건축물 저층부와 연
속성을 고려한다.
• 적용기준
① 건축물의 저층부는 5층(20m) 이하로 하되,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6층 이상의 고층부를 후
퇴하여 배치하도록 한다(의무)(지구에 따라 권장).
② 10층 이하 건축물은 재료, 색채 등의 외관 디자인처리를 통해 3층 이하 저층부의 외관을 분
리한다(의무).

[11층 이상 건축물의 고층부·저층부 분리 기준]

[10층 이하 건축물의 고층부·저층부 분리 기준]

3)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설치구간이란“활력있는 가로환경 조성 축”으로 지정된 구간을 말하며, 이 구간에는 저층부 가로활성
화 용도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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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고층부
의 최대 폭원(55m)을 제어하도록
한다(의무).
④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및 주요
보행로 인접 지역은 도로에 투영된
벽면길이의 1/2 이상을 투시형으
로 조성하도록 한다(의무).
⑤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이외에
도 가로활성화용도가 설치된 경우
에는 가로활성화용도가 설치된 벽
면길이의 1/2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하도록 한다(권장).
⑥ 가로환경과 건축물간의 시각적 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의 벽면 투시형 조성 기준]

방감 확보를 위하여 투과율이 낮은 컬러유리 및 컬러 필름지 등의 설치를 금지한다(의무).

○ 전면성 및 진입부
• 적용대상
- 각 지구별 건축물 주출입구 및 저층
부 가로활성화용도 개별 출입구
• 적용방향
- 건축물의 전면성은 전면도로와 건축

[건축물 전면성 및 주출입구 설치 기준]

물 방향을 일치시켜 건축물이 도로
와 가로의 연속성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다.
- 출입구는 보행자 출입구로 주출입구,
부출입구, 상가출입구로 구분한다.
• 적용기준
① 건축물은 주요 가로변이나 전면도로
에 면하게 배치한다(의무).

[건축물 부출입구 설치 기준]

② 건축물 주출입구는 건축물 전면성이
갖는 방향과 동일하게 설치하도록
한다(의무).
③ 부출입구는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설
치하도록 한다(의무).
④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에서의 상
가출입구는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

[상가 개별출입구 설치 기준]

도록 설치하고(의무), 그 외 지역에서도 가급적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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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선
• 적용대상 : 각 지구별 건축물
• 적용방향
- 저층부는 보행자의 보행연속성 및 가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선을 지정한다.
- 고층부는 가로변에서의 위압감을 줄여 휴먼스케일을 반영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선을 지정한다.
• 적용기준
(1) 건축지정선
① 도심부 주요 가로변(종로, 청계천, 국가상징가로 등)과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를 연속적으
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지정한다(의무).
② 건축물 배치 시 건축물 외벽선을 건축지정선과 일치시켜야 한다(의무).
(2) 건축한계선
① 건축물의 전면성 확보나 이면도로의 보도 확보가 필요한 구간에 지정하며, 건축한계선을 넘
어서는 건축할 수 없고, 가급적 한계선에 맞추어 건축하도록 한다(의무).
②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인접대지경계선 기준에 따라 각
각의 지구경계선에서 최소 1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한다(의무).
③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도로와 접한 지구경계선에서는 지구경계선에서 최소 2m 이상 후퇴하
여 건축하도록 한다(의무).
④ 공원, 녹지, 주차장, 공공공지 및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와 접한 지구경계선에서는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한다(의무).
⑤ 보행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면공지의 확보를 위하여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한다(의무).

[건축지정선 지정 예시]

[건축한계선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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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층부 벽면한계선
① 저층부 벽면한계선은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과 별도로 저층부의 일부(1,2층) 벽면선을 후퇴
시켜 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필요시 심의를 통해 일부 조정 가능하다(의무).
(4) 고층부 벽면한계선(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한함)
① 도심부 주요 가로변(종로, 청계천, 국가상징가로 등) 및 일조 확보,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
보행자의 위압감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지구에서 지정하며, 필요시 심의를 통해 일부 조정
가능하다(의무).

[저층부·고층부 분리 예시도]

[저층부 벽면한계선 조성 기준]

○ 공개공지
• 적용대상 : 각 지구별 건축물의 외부공간
• 적용방향 : 주변 건축물의 공개공지 및 기타 외부공간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 적용기준
① 공개공지는 정비구역 및 지구별 특성에 따라 의무와 권장으로 구분하여 위치를 지정하며, 변
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의무).
②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의무).

[인접한 공원이 있을 경우 공개공지 지정 기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설치 구간 공개공지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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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적 규모 내(서울시 조례 제22조, 1개소 면적 최소 45㎡ 이상)에서는 공개공지의 분리를
금지하고, 공개공지가 설치된 장소에는 공개공지 운영에 관한 안내판을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의무).
④ 사업부지내에 멸실유적이 위치하여 멸실유적의 홍보 및 안내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역사문화경관계획’에 따라 조성하도록 한다(의무).
⑤ 공개공지 조성 시에는 설비 시설물 등은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물과 일체
화 시키거나 또는 시각적으로 차폐시키고 주변과 어울리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하도록 한다
(권장).
⑥ 공개공지는 침상형을 가급적 배제하고 주요 보행레벨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권장).
(단, 지하철역, 지하공공보행통로와 연결시에는 침상형 설치 검토)
⑦ 공개공지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현한다.
- 안내판은 공개공지 경계부분이나 입구 등에 한 개 이상 설치한다.
- 안내판에는 공개공지를 알리는 문구(한글/영어), 공개공지 위치를 알려주는 배치도, 공개공
지 내부 시설물 현황, 개방시간 및 준수사항, 건축주 및 관리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명시하
여 공개공지 이용에 편의를 도모한다(의무).
⑧ 공개공지 안내판의 디자인은 표준안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
도록 한다(예, 서울시 중구‘공적공간 설계 및 관리지침’의 공개공지 안내판 디자인 가이
드라인).

[미국 뉴욕 공개공지 안내판]

[일본 공개공지 안내판]

[공개공지 안내판 디자인 제안사례_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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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공지의 활용
• 적용대상
- 각 지구별 건축물의 외부공간
• 적용방향
- 인접하는 공지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 적용기준
① 전면공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규모에 따라 조성방향을 구분한다.
② 전면공지에는 가급적 공개공지, 환경 조형물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③ 이면도로, 건축물간 이격거리로 발생하는 공지 등에는 보행이 가능하도록 전면공지를 최소
2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의무).
④ 보도형 공지
- 건축선이 3m 이하 후퇴되는 경우에는 전면공지에 공개공지, 환경 조형물 등을 설치하지 않
도록 한다(의무).
- 건축선이 5m 이상 10m 미만 후퇴되는 경우에는 전면공지에 가급적 공개공지, 대지 내 조
경, 환경 조형물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단,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2m 이상의 보행
공간(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의무).
⑤ 광장형 공지
- 건축선이 10m 이상 후퇴되는 경우에는 보행공간(대지경계선에서 5m 내외)을 제외한 부분
에 한해 가로활성화를 위한 시설이나 공개공지 등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한다(의무).
⑥ 보도와의 통합적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의 포장재와 유사한 색상 및 질감을 갖는
소재로 계획한다(의무).

[보도형 공지 조성 기준]

[광장형 공지 조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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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조형물의 설치
• 적용대상: 각 지구별 건축물의 외부공간
• 적용방향
- 단순한 시각적인 주목보다는 다양한 보행활동을 유도하고 공간과의 연결을 극대화한 디자인
의 환경조형물을 유도한다.
• 적용기준
① 건축물의 저층부 벽면과 전면공지·공개공지를 활용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
서 조형물을 설치한다(의무).
② 보행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활발한 가로활동 유도를 위해 휴먼스케일이 반영된 조형물을 설
치한다(의무).
③ 직접적인 이미지 연상이 가능한 조형물, 과도한 기업홍보 조형물 등의 설치는 자제한다(의무).
④ 환경조형물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15조의 설치기준 및 관리를 따른다(의무).

○ 옥상녹화 등 계획
• 적용대상: 각 지구별 건축물의 외부공간
• 적용방향
- 도심부에 녹지공간이 풍부한 외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상녹화를 계획한다.
- 건축물의 고층부 후퇴로 발생하는 저층부 옥상부는 녹화 계획하여 어메니티 증진과 친환경
건축물로 유도한다.
- 대지 내 공지의 대부분을 녹화 계획하여 도심부의 녹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적용기준
① 옥상녹화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시 건
축조례 제20조를 준용하여
조성하도록 한다(의무).
② 저층부 옥상정원은 사람들
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
을 계획하며, 데크 등을 활
용하여 휴게공간을 마련하
도록 한다(의무).

[화단 설치 사례]

③ 저층부 옥상정원이 설치된 건물에는 옥상정원 운영에 관한 안내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
여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한다(권장).
④ 고층부 옥상정원은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수고가 낮은 수종을 선택한다(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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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지 내 보도, 지상주차장, 차량진출입구 등에도 가급적 녹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권장).
⑥ 대지 내 조경 계획 시 보행레벨과 거의 같은 높이의 화단을 설치하도록 한다(권장).

○ 차량동선구간
• 적용대상 : 각 지구별 건축물의 외부공간
• 적용방향
-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는 보행자 동선과 가급적이면 교차하지 않도록 조성하여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한다.
• 적용기준
① 각 지구별 차량의 진출입 구간은 교차로변에 설치를 금지하고, 가급적 이면도로에서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의무).
②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차량의 진출입 구간에 가급적 설치하도록 한다(권장).
③ 대지 내부에서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는 차량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을 제어하
고 이때 시설물은 친환경소재를 사용한다(권장).
④ 신체 장애우용 주차면을 제외한 지상주차는 가급적 억제한다(권장).

○ 주차장
• 적용대상 : 각 지구별 건축물의 지하·지상 주차장
• 적용방향 : 「여행(女幸)프로젝트」 중 ‘女幸 주차장 사업’에 맞추어 조성한다.
• 적용기준
① 30면 이상 주차장 중 노상 10%, 노외 ·부설 주차장은 20% 이상 여성우선주차구획을 설치
하여 접근성과 이동성,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차관리원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장소로 통행이
빈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여행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는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
분하여 그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여행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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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상주차장의 총 주차 구획수(평행주차 구획수 제외)의 20% 이상을 임산부 등을 위한 확장
형 주차구획으로 추진하며, 임산부 등의 주차편의를 위한 승·하차공간 확보를 추진하는 사
업이다.
③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대형건물 등 다중이용건축물, 주차전용시설 등 건축허가 시 부
관으로 여행 주차장을 설치토록 조건부 허가한다. 특히 주하주차장 최상층에 여성전용 주차
장 설치를 조건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보행통로
• 적용대상
- 각 지구별 건축물의 내·외부공간
• 적용방향
- 기존의 도시조직을 유지보존하고 옛 가로 등을 공공보행통로로 조성하여 보행공간으로 활용
하도록 한다.
• 적용기준
① 기존의 주요 보행가로나 도로로 이용되었던 곳에는 최소 3m 이상의 폭으로 설치하며, 특히,
역사적 가로 및 옛 길의 경우‘서울특별시 역사문화경관계획’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다(의
무).
② 현존하는 옛 가로(순라길 등)는 가능한 현재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이
미 멸실된 가로 또는 개발로 인해 멸실이 예정된 가로(피맛길 등)의 경우 공공보행통로 또
는 바닥 복원을 통해 보행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기존의 도로
폭을 유지하여 설치한다(권장).
③ 고층부가 2동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저층부에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지정하여 보행자의 편의
를 도모한다(의무).
④ 지구 통합시 블록 내부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한다(의무).
⑤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된 장소에는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한다(의무).

[보행동선 연속화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지정 기준]
[공공보행통로 조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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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공보행통로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현한다.
- 안내판은 공공보행통로의 출입구에 각각 설치한다.
- 안내판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알리는 문구(한글/영어), 공공보행통로를 알려주는 배치도, 공
공보행통로에 대한 장소성 및 역사성을 담은 내용, 개방시간 및 준수사항, 건축주 및 관리
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공공보행통로 이용에 편의를 도모한다.
⑦ 공공보행통로 안내판의 디자인은 별도 표준안이 없는 경우 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다.
⑧ 역사적 가로나 옛 길을 공공보행통로로 조성한 경우, 역사성을 표현한 안내시설 등의 시설물
을 설치하도록 한다(권장).

[일본 마루노우치 옛길 바닥 조성 사례]

[일본 마루노우치 옛길 안내판]

○ 지하공간 활용
• 적용대상
- 각 지구별 건축물
• 적용기준
① 지하공간 확보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5.10.7. 시
행)」을 준용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② 교통결절점과 연결시 보행 및 공간 환경을 고려하여 무장애공간으로 계획한다.
③ 인접 건축물간 연결통로 확보 및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계획
을 수립하도록 한다.
※ 용산 등 대규모 개발지와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블록단
위의 일체적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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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실유적의 표시
• 멸실된 유적이 위치하였던 사업지구에서는 공개공지 및 휴게 공간 등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공
간을 조성하여 멸실된 유적을 설명하는 내용을 안내판, 표석 등의 형태로 설치하도록 한다. 또
한 해당기관에서 멸실유적의 홍보 및 안내시설의 설치를 위해 지구내 공지의 일부 사용을 요청
할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한다.
• 멸실유적의 홍보 및 안내시설의 설치는‘서울특별시 역사문화경관계획’에 따라 조성하도록 한다.
• 도심부 사업지구내 표시를 고려할 수 있는 멸실유적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이들 유적을 표시할
경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표시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표] 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내 멸실유적 분포현황
구역명

위 치
녹지

내수
구역

3지구
3지구

도렴
구역

세종로
구역
청진
구역

공평
구역

서린
구역

멸실유적

관련내용

봉상사(奉常寺)터

∙ 조선시대 종묘와 사직의 제향(祭享)과 의시(儀諡)를 맡았던 관아

내수사(內需司)터

∙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하는 미곡․포목․잡물․노비 등을 조달하였던 관아로서 내
수동의 명칭유래

승전색교(承傳色橋)터 ∙‘승전빗다리’라고도 함.

15지구

도렴서(都染署)터

∙ 조선시대 궁중에서 필요한 염색 등의 업무를 관장하던 관아로서 도렴동의 명칭
유래

22지구

의령고(義盈庫)터

∙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는 기름․꿀밀․채소․후추 등의 물품을 출납하던 관아

도렴구역
동쪽 인접부

사역원(司譯院)터

∙ 조선시대 각국의 언어를 번역, 교육시키고 통역을 담당하던 관아

도렴구역
서쪽 인접부

비변사(備邊司)터

∙ 조선시대 여진족의 군사행동으로 인해 창설된 임시기관에서 임진왜란이후 국정
전반을 토의․결정하던 국가최고정무기관

도렴구역
서쪽 인접부

훈련도감(訓練都監)터

∙ 조선시대 수도방위 및 왕의 시위(侍衛)와 지방군의 훈련을 담당하고, 서울의
포도(捕盜)․순작(巡綽)을 맡은 5군영중의 하나

19지구

종교교회터

∙ 1897년 켐벨선교사에 의해 건립
∙ 중국인 헤리창(Mr. Harry Chang)에 의해 1950년에 준공되었고, 승동교회와
교회양식 유사

4,5지구

새문안교회터

19지구

송첨교(松簷橋)터

∙‘송교(宋橋)’라고도 함

공원

송기교(松杞橋)터

∙‘송기전다리’라고도 함

19지구

평리원터

청진구역
북쪽 인접부

∙ 공평동 (구)신신백화점 뒤편에 있던 재판소

중학교(中學橋)터

∙ 조선시대 사학(四學)중 하나인 중학(中學)앞에 있던 다리

5지구

순화궁(順和宮)터

∙ 헌종의 후궁인 경빈(慶嬪) 이씨의 궁. 그 후 이완용에 의해 친일파 교육장소로
이용되다가 3․1운동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하였던 곳

5지구

구수영집터

∙ 중종 반정에 공을 세운 구수영이 살던 곳

5지구

이완(李浣)집터

∙ 효종때 북벌계획에 참여한 이완이 살던 곳

16지구

청년기독서관터

∙ 필리핀선교회 건(C. A. Gunn)의 설계로 1931년 준공. 최초 민간방송인 CBS
방송이 개국했던 곳

5지구

태화기독교사회관터 ∙ 1939년 순화궁터에 건립

18지구

한미전기공사터

10지구

장안사터

∙ 한국전력의 모체로서 1900년경 준공 추정

공평구역
서쪽 인접부

철물교(鐵物橋)터

∙ 부근에 철물점이 있다하여 명칭 유래

5지구 남측
부근

모전교(毛廛橋)터

∙ 부근에 토산과일을 파는 모전(毛廛)이 있다하여 명칭 유래

1지구

혜정교(惠政橋)터

∙ 국법에 탐람(貪婪)한 자를 이 다리에 설치된 기름 솥에 삶아 죽여 여러 사람에
게 징계가 되도록 하였다 하여 명칭 유래

∙ 최초의 신식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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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내 멸실유적 분포현황(표 계속)
구역명

위치

멸실유적

관련내용

신문로2
구역

10지구 동측

덕안궁(德安宮)터

∙ 고종 후궁 엄씨의 신주를 봉안(奉安)하던 묘(廟)

2지구

선공감(繕工監)터

∙ 토목과 건축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아

무교구역

14지구

경성일보사

을지로
1가
구역

1-1지구

(구)국회 제3별관

1-1지구

을지로
2가
구역

∙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한 후 이를 더욱 굳히기 위해 내세운 언론매체의 하나
∙ 조선총독부에서 설계하여 1936년에 준공. 경성세무감독국청사로 사용되다가 공
화당시절 국회 제3별관으로 전용

미장동교(美牆洞橋) ∙ 미장동(美牆洞)에 있던 다리라 하여 명칭 유래

제1주차장

도화서(圖畵署)터

17지구

오경석 집터

∙ 그림의 교수(敎授)․고시(考試)․제조(製造)․보관 등을 담당하던 관아로 역대 왕의
초상화를 그렸던 장소
∙ 중인출신의 역관으로 개화당의 창당주체들을 교육시켰던 오경석이 살던 곳

6지구

이승업 집터/
∙ 1996년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전
조흥은행 관리가터

1지구

(구)조흥은행 본점 ∙ 1897년 한성은행으로 설립

을지로2가
2번지 일대

신문관터

1지구

광통교(廣通橋)터

제4녹지

곡교(曲橋)터

제11주차장

∙ 육당 최남선이 설립하여 경영하던 출판사부지
∙ 광통방(廣通坊)에 있던 큰 다리라 하여 명칭유래
∙ 굽은 목에 다리가 있다하여 명칭 유래

소광통교(小廣通橋)터 ∙ 대광통교(大廣通橋) 남쪽에 있던 다리라 하여 명칭 유래

11지구 남측

동현교(銅峴橋)터

∙‘구리개고개’에 있다하여 명칭 유래

16지구

장통교(長通橋)터

∙‘장찻골다리’라고도 함

12지구
북동측 부근

수표교(手標橋)터

∙ 서울성내 개천의 수량을 측정하는 기능을 겸비한 석교로서 수표석에서 명칭유
래

입정동
5번지

하랑교(河浪橋)터

∙‘하리곳다리’라고도 함

주교동
146번지

효경교(孝經僑)터

∙‘소경다리’라고도 함

서울역서대문1,2
구역

5-1지구

강희맹집터

∙ 성종때 이조판서를 지낸 강희맹이 살던 곳. 집안에 대부송이 있었음

서소문
구역

14지구

상품진열관

∙ 일제시대에 일본상품을 마케팅(Marketing)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총독부의 설
계로 1929년 준공

9지구

저경궁(儲慶宮)터

∙ 원종의 잠저(潛邸)로서 후에 인빈 김씨의 신위를 봉안(奉安)․향사(享祀)하던 궁

장교
구역
세운
상가
구역

소공4
구역

5지구
4지구

남대문
구역

남대문로5가
1번지일원
12지구
4-1지구

회현
구역

1지구

쇼지아/미도파백화점 ∙ 충무로에서 소림양판점을 경영하던 小林門中이 1939년 준공
매일신문사

∙ 1940년에 오사카매일신문 경성지국으로 준공

김안로(金安老) 집터 ∙ 중종때 정권을 장악하여 여러 차례 옥사(獄事)를 일으켰던 김안로가 살던 곳
상진(尙震) 집터

∙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15년 동안 3정승을 지낸 상진이 살던 곳

정광필(鄭光弼) 집터 ∙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중종때 영의정을 지냈던 정광필이 살던 곳
(구)벨기에영사관

∙ 설계․감독․시공을 일본인이 담당하여 1905년에 준공. 지정 문화재(사적 제254
호)로 지정되어 관악구 남현동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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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심부 구역별 개발유도지침
1. 작성 기준
• 본 구역별 개발유도지침 내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구역계 및 지구계는 기정 기본계획의 개발유도
지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각 사업지구는 서울시 및 각 구청의 담당부서 또는 담당부서에서
정한 기관에 확인 후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역별 개발유도지침은 도심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개별 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유도지침으로서
각 사업지구는 도면으로 표시된 개발유도지침과 글로 된 개발유도지침 내용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사업구역별 개발유도지침은 민간부문 유도지침과 공공부문 유도지침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민간부문 개발유도지침
① 건축물의 민간부문(건축물 용도, 건축물 배치, 외부공간, 동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유도지
침을 제시한다.
② 지침의 순서
- 지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각 지침별로 지구별 특성에 따라 의무와 권장으로 구분된다.
의무사항은 ★, 권장사항은 ☆ 표시하였으며, 해당 지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텍스트로 명
시하지 않는다.
건축물 용도

지침1. 저층부 용도
지침2. 건축선 지정

건축물 배치

지침3. 건축물 전면성
지침4. 건축물 출입구 설치

외부공간
동선

지침5. 전면공지 조성지침
지침6. 공개공지 위치지정
지침7. 차량동선
지침8. 공공보행통로

(2) 공공부문 개발유도지침
① 사업구역의 공공공간(도로, 공원 등) 조성에 대한 유도지침이다.
② 서울시의 관련 사업들과 연계하여 유도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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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역위치 및 순서
• 23개 구역의 배열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인접한 구역이 연속
되도록 나열하였다. (다만, 구역이 통합된 서울역-서대문구역은 도면크기를 고려하여 두 부분
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1. 도렴구역 / 종로구

9. 무교구역 / 중구

17. 서소문구역 / 중구

2. 세종로구역 / 종로구

10. 다동구역 / 중구

18. 소공4구역 / 중구

3. 청진구역 / 종로구

11. 을지로1가구역 / 중구

19. 남대문구역 / 중구

4. 공평구역 / 종로구

12. 을지로2가구역 / 중구

20. 회현구역 / 중구

5. 중학2구역 / 종로구

13. 명동구역 / 중구

21. 양동구역 / 중구

6. 익선구역 / 종로구

14. 장교구역 / 중구

22. 순화구역 / 중구

7. 서린구역 / 종로구

15. 서울역-서대문1·2구역(북) / 중구 23. 마포로5구역(9-1지구) / 중구

8. 신문로2구역 / 종로구, 중구 16. 서울역-서대문1·2구역(남) / 중구 24. 동자동구역 / 용산구

01. 도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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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렴구역
• 주변현황
·본 구역은 새문안길과 내자동길, 세종마당길, 주시
경길에 면해 있으며, 구역 내부로 세종문화길, 도렴
동길이 통과하고 있다.
·구역 동측으로 세종문화회관이 위치해 있으며, 새
문안길을 따라 서울역사박물관이 면해 있다.
·주변지역에는 문화, 행정, 주거기능 등이 입지하고
있다.

• 구역내부특성
·본 구역은 전체 17개 지구 중 10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시행중 1개소, 미시행 6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완료된 지구 대부분은 업무시설(주거복합건물 포함)로 개발되었으며, 미시행지구는 음식점, 소매점 등이
입지하여 활력 있는 가로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구역내 남북방향을 통과하는 도렴동길은 음식점, 소매점 등이 입지하여 활력 있는 가로가 형성되어 있으
며, 동서방향의 세종문화길은 업무시설 중심의 가로로서 차량통행 중심이며 보행량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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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핵지역
·업무 기능을 비롯하여 서비스 및 근린상업기능의 도입과 도심문화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
새문안길, 세종마당길, 세종문화길, 도렴동길에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치하여
활력 있는 가로를 조성한다.
새문안길에는 건축지정선을 지정하여 새문안길에서의 건축물 배치를 연속되게 조성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축물의 전면부도 새문안길을 향하도록 한다.
세종마당길과 세종문화길, 도렴동길은 주변 지역과 연속되게 건축선 및 전면부를 지
정하여 활력 있는 가로환경과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세종문화회관 분수대광장 및 도렴구역 내부 녹지, 세종로구역의 공개공지 등과 연계
하여 외부공간을 네트워크화 한다.
새문안길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고 세종마당길, 도렴동길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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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렴구역
4·5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새문안길(지구 남측) ★ 새문안길에서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10m의 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 내 공지를 광장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
(최소 5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지침 2] 건축선 지정
★ 새문안길에서 10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지구 동측 주차장 및 녹지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
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
한계선 지정

설치 가능
★ 지구 동측에서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
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지구 서측 및 북측 도로에서 건축선 후퇴로 발생
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
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도렴 제3녹지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새문안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새문안길에서 차량진출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새문안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
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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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렴구역
8·9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새문안길(지구 남측) ★ 새문안길에서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10m의 대
및 세종마당길(지구 동측)변으로 저층부 가로활

지 내 공지를 광장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

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최소 5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지침 2] 건축선 지정
★ 새문안길에서 10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세종마당길에서 3m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

★ 세종마당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의 대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지구 서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축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도렴 제3녹지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설치

★ 새문안길(지구 남측)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새문안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 새문안길, 세종마당길 방향으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 새문안길 및 세종마당길에서 차량진출입 불허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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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렴구역
10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세종마당길(지구 동 ★ 세종마당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의
측)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지침 2] 건축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세종마당길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지구 남서측 모서리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세종마당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세종마당길에서 차량출입 불허
☆ 지구 남측 도로에서 차량 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세종마당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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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렴구역
16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도렴동길(지구 동측) ★ 도렴동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의 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지구 남측 도렴제2녹지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

[지침 2] 건축선 지정
★ 도렴동길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지구 남측 도렴 제2녹지 경계부에서 최소 3m 이
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남동측 모서리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도렴동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도렴동길에서 차량 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도렴동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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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렴구역
17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도렴동길(지구 동측) ★ 도렴동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의 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지침 2] 건축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도렴동길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지구 남동측 모서리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도렴동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도렴동길에서 차량 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도렴동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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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렴구역
공공부문 개발유도지침
• 일방통행 도로

• 보도

- 8·9지구와 10지구 사이의 내부도로는 도로폭이 - 서울시 여행(女幸)프로젝트‘女幸 길’조성사업
협소한 관계로 구역 진입을 위한 일방통행 도로로

에서 새문안길은 여성을 배려한 보도정비로 걷고

조성하며, 통행방향 식별을 위한 안내 표지판 설치

싶은 길을 조성하도록 하였는 바, 새문안길변 전

• 보행자 전용도로

면공지의 보행로는 이와 연계한 보도로 조성

- 4·5지구 및 8·9지구의 서측 도로는 새문안길에 • 녹지
서 구역 내부로의 직접 진입을 막기 위하여 도렴 - 구역 내 도렴 제1,2,3녹지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제3녹지와 맞추어 진입부에 보행자전용도로 지정

• 보행자 우선도로
- 도렴동길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과속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늦추고, 보도는 차
도와 거의 단차 없이 설치하되 바닥 패턴을 차도와
분리하여 보행자들의 인식이 용이하도록 조성

수 있도록 조성하며, 화단설치를 금지하고 단차
없이 조성
- 녹지의 전면부가 차량에 의해 점유되지 않도록 볼
라드 등의 차량출입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멸
실유적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시설 설치

02. 세종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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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종로구역
• 주변현황
·본 구역은 국가상징가로인 세종로와 세종문화길,
세종마당길에 면해 있다.
·구역 북측으로 국가적인 문화시설인 세종문화회관
이 위치해 있으며, 구역 동측 세종로에는 광화문광
장이 조성되어 있다.
·주변지역은 문화 및 행정기능 중심이다.

• 구역내부특성
·본 구역은 전체 5개 지구 중 1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시행중 1개소, 미시행 3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완
료 지구는 2004년 리모델링되었으며,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2지구는 업무시설로 개발 예정이다.
·구역 남북을 통과하는 광화문길은 풍부한 상업시설로 인해 활력 있는 가로가 형성되어 있으나, 통과 차량
과 보행동선이 겹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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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핵지역
·역사·문화 기능 강화, 광화문광장 및 국가상징가로 조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
·세종로 구역은‘세종로 국가상징가로 조성사업’계획을 우선 적용
세종로, 새문안길, 세종문화길, 세종마당길, 광화문길에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
치하여 활력 있는 가로를 조성한다.
세종로변으로는 건축지정선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연속적인 배치가 가능하도록 유도
하고, 건축물의 전면부도 세종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세종문화길, 세종마당길은 주변 지역과 연속성 있게 건축선 및 전면부를 지정하여 활
력 있는 가로환경과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분수대광장 및 세종로구역 내부 공원, 도렴구역의 공개공
지 등과 연계하여 외부공간을 네트워크화 한다.
세종로 및 새문안길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고, 세종로, 세종문화길, 세종마당길
은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와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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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구역
1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세종문화회관의 문화기능 보완을 위해 세종마당 ★ 세종문화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
길(지구 서측) 및 세종문화길(지구 북측)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세종마당길 및 광화문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
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침 2] 건축선 지정

지정

★ 세종문화길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세종마당길 및 광화문길(지구 동측)에서 최소 3m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3지구 공개공지 및 세종문화회관 후면 분수대광
장과 연계하여 지구 북동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설치

★ 세종마당길 또는 세종문화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
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세종마당길에서 차량진출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건축물 전면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 세종마당길 및 세종문화길 방향으로 직접 진출입
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 지구 남측 도로에서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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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구역
3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광화문광장과의 연계 및 세종문화회관의 문화기 ★ 세종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능을 보완하기 위해 세종로(지구 동측)와 세종문 ★ 세종로 및 세종문화길 방향으로 직접 진출입이
화길(지구 북측)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가능한 출입구 설치
설치구간 지정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지침 2] 건축선 지정
★ 건축물 5층 이하 저층부는 세종로에서 3m 후퇴
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 고층부는 세종로에서 최소 8m

★ 세종로 및 세종문화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
는 3m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광화문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
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 벽면한계선 지정
★ 세종문화길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광화문길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
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1지구 공개공지 및 세종문화회관 후면 분수대광
장과 연계하여 지구 북서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세종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세종로에서 차량진출입 불허
☆ 광화문길에서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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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구역
5지구
·5지구는 대지형상 및 개발조건이 불리하므로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하되,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다음
개발유도지침을 따른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세종로(지구 동측)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 세종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의 대지
설치구간 지정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지침 2] 건축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세종로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지구 남동측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세종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세종로에서 차량진출입 불허
☆ 광화문길에서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세종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
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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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구역
공공부문 개발유도지침
• 보행자 전용도로

• 보도

- 간선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화 - 서울시 여행(女幸)프로젝트‘女幸 길’조성사업
문 교차로에서 구역 내부로의 직접적인 차량 진출

에서 새문안길은 여성을 배려한 보도정비로 걷고

입을 불허하고, 인접한 공원과 연계 가능하도록

싶은 길을 조성하도록 하였는 바, 새문안길변 전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면공지의 보행로는 이와 연계한 보도로 조성

• 보행자 우선도로

• 공원

- 광화문길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성하여 현재의 - 구역 내 공원 조성 시 인접한 곳에 입지했던 것으
가로의 활력 유지
-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최소한

로 추정되는 송기교(松杞橋)와 관련된 내용을 소
개하는 안내시설, 조형물 등을 설치

으로 하여 보행자의 자유로운 보행을 유도하고 바 - 공원의 바닥은 새문안길 및 광화문길 보도와 단차
닥 패턴으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조성
- 또한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볼라드
등을 설치(단, 볼라드 설치 시 휠체어 및 자전거
등이 통과할 수 있는 간격 확보)

없이 조성하고 그늘을 제공하는 교목을 식재하며,
보행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 등 제공

03. 청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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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청진구역
• 주변현황
·본 구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가로인 종로에 면
해 있으며, 동측으로 우정국로, 서측으로 중학천길,
북측으로 삼봉길에 면해 있다.
·주변지역은 상업기능 중심이며, 역사·문화, 업무
기능도 다소 분포하고 있다.

• 구역내부특성
·본 구역은 전체 14개 지구 중 완료 3개소, 시행중 4개소, 미시행 7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완료
된 6지구는 대규모 주상복합으로 개발되었다.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는 1, 2·3, 5, 12~16지구이며, 업무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구역 동서축으로 피맛길이 형성되어 있으며, 구역 남북을 통과하는 종로구청길은 활력 있는 가로가 형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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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핵지역
·종로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고 활력 있는 상업가로의 유지와 피맛길의 장소성을 고려한 개발 유도
·피맛길은 피맛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계획하며,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추후 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
종로, 삼봉길, 종로구청길, 청진동길에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치하여 활력 있는
가로를 조성한다.
종로에는 건축지정선을 지정하여 건축물 배치를 연속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
고, 건축물의 전면부도 종로를 향하도록 유도한다.
삼봉길과 종로구청길, 청진동길은 주변 지역과 연속되게 건축선 및 전면부를 지정하
여 활력 있는 가로환경과 보행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중학천 복원에 따른 옛 물길 조성 계획, 청진구역 내부 공원 및 공평구역의 공개공지
등과 연계하여 외부공간을 네트워크화 한다.
종로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고 종로, 삼봉길, 종로구청길, 청진동길은 저층부 가
로활성화용도와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하며, 기존 피맛길은 되도록 원형을 유
지·보존하도록 한다.

72 ∙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_구역별 개발유도지침

청진구역
4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삼봉길(지구 북측) ★ 삼봉길 및 종로구청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
및 종로구청길(지구 서측)변으로 저층부 가로활
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지구 남측 도로에서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지침 2] 건축선 지정
★ 삼봉길 및 종로구청길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여 건축한계선 지정
★ 지구 남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

★ 5지구 공개공지 및 지구 남측의 공원과 연계하여
지구 남동측에 공개공지 설치

한계선 지정

[지침 7] 차량동선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삼봉길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삼봉길 또는 종로구청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 종로구청길 방향에서 차량 출입 허용구간 지정
배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건축물 전면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 삼봉길 및 종로구청길 방향으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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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8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가로환경 개선 및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종 ★ 종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의 대지 내
로(지구 남측) 및 피맛길, 청진동길(지구 동측)변
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청진동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
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지침 2] 건축선 지정
★ 건축물 5층 이하 저층부는 6, 12~16지구와 연계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하여 종로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지구 남동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 건축물 6층 이상 고층부는 종로에서 최소 18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 청진동길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
선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종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종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청진동길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8] 공공보행통로
★ 현재의 피맛길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폭 4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고, 6, 12~16지구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및 공평구역의 공공보행통로와 연속적인 보행이

★ 종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가능하도록 함.

★ 종로 및 청진동길 방향으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
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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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9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삼봉길(지구 북측) ★ 삼봉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의 대지
및 청진동길(지구 서측)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
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청진동길 및 지구 남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

[지침 2] 건축선 지정

지로 지정

★ 삼봉길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청진동길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선 지정

★ 지구 남서측의 공원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설치

★ 지구 남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
한계선 지정

[지침 7] 차량동선
★ 삼봉길에서 차량 진출입 불허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삼봉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삼봉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 삼봉길 및 청진동길 방향으로 직접 진출입이 가
능한 출입구 설치

☆ 청진동길에서 차량 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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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10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삼봉길(지구 북측)변 ★ 삼봉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의 대지
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지구 남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지침 2] 건축선 지정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삼봉길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지구 남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한계선 지정

☆ 지구 북동측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삼봉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지구 남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삼봉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
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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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11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삼봉길(지구 북측)변 ★ 삼봉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의 대지
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지구 동측 및 남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

[지침 2] 건축선 지정
★ 삼봉길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지구 동측 및 남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
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북동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삼봉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지구 동측 및 남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삼봉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
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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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17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삼봉길(지구 북측)변 ★ 삼봉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의 대지
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지구 서측 도로에서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3m

[지침 2] 건축선 지정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삼봉길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한계선 지정

☆ 지구 북서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삼봉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삼봉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
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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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18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삼봉길(지구 북측)변 ★ 삼봉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의 대지
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우정국로에서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

[지침 2] 건축선 지정

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삼봉길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우정국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선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지구 남동측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7] 차량동선

★ 삼봉길 및 우정국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우정국로에서 차량 진출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건축물 전면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 삼봉길 및 우정국로 방향으로 직접 진출입이 가
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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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공공부문 개발유도지침
•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 구역 내부에 신설되는 동서간 통과도로 및 11지 - 구역 남북간 통과도로인 청진동길을 보행자우선
구와 17지구 사이 남북간 통과도로는 보행자전용

도로로 조성하여 보행자 중심의 활력 있는 내부

도로로 조성하여 직접적인 차량 진출입을 불허하

가로가 될 수 있도록 유도

고, 구역 내 공원과 연계 가능하도록 조성

• 보도
- 서울시 여행(女幸)프로젝트‘女幸 길’조성사업

-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최소한
으로 하여 보행자의 자유로운 보행을 유도하고,
바닥패턴으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설치

에서 우정국로는 여성을 배려한 보도정비로 걷고 - 또한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볼라드
등을 설치 (단, 볼라드 설치 시 휠체어 및 자전거
싶은 길을 조성하도록 하였는 바, 우정국로변 전
면공지의 보행로는 이와 연계한 보도로 조성

등이 통과할 수 있는 간격 확보)
- 차도에는 차량의 감속을 위한 과속방지시설을 설
치하여 청진동길의 보행 안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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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공공부문 개발유도지침
• 옛 물길

• 공원

- 서울시의 중학천 복원 계획에 따라 조성

- 4, 5지구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청진구역 내 휴게

- 복원에 한계가 있는 지구의 경우, 그 흔적을 표시
할 수 있는 바닥패턴 등의 별도 계획 마련

공간으로 조성
- 공원 조성 시 공원 이용에 관한 안내시설 및 조형
물 등을 설치

• 종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시 방향
- 서울시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계획에 따라 종로에
는“도심순환노선”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종로변
(구역 남측)의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에는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휴식시설 및 자전거 주륜장, 자
전거 대여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
설치

- 공원의 바닥은 보행자 전용도로 보도와 같은 레벨
로 조성하고 그늘을 제공하는 교목을 식재하며,
보행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 등 제공

04. 공평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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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평구역
• 주변현황
·공평구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가로인 종로와 피
맛길, 전통문화가로인 인사동길에 면해 있는 지역으
로 도심부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남아 있는 곳이다.
·구역 동측으로 낙원상가와 탑골공원이, 종로 맞은
편으로 보신각이 위치해 있다.
·주변지역에는 역사·문화기능과 상업기능 중심으
로 개발되어 있다.

• 구역내부특성
·본 구역은 전체 16개 지구 중 6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미시행 9개소, 존치 1개소(17지구 YMCA 건물)
로 구성되어 있다.
·승동교회 주변지역은 앙각규제로 인해 철거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수복형
(소단위 맞춤형) 정비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주변의 인사동 문화지구와 연계하여 공공주도의 정비사
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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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서비스지역
·종로의 활력 있는 상업가로 유지와 피맛길 등 도심부의 장소성을 고려한 개발 유도
·피맛길은 서울시의 피맛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계획
종로, 우정국로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치하여 활력 있는 가로를 조성한다.
종로, 우정국로변으로는 건축지정선을 지정하여 건축물 배치를 연속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축물의 전면부도 종로, 우정국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홰나무길과 구역 내부 15m도로(동서 방향 통과도로)는 주변 지역과 연속되게 건축
선 및 전면부를 지정하여 활력 있는 가로환경과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탑골공원 및 낙원상가 정비 계획, 공평구역 내부 공원, 청진구역의 공개공지 등과 연
계하여 외부공간을 네트워크화 한다.
종로변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고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와 연계하여 보행활성
화를 유도하며, 기존 피맛길을 유지·보존하여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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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구역
1·2·4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우정국로(지구 서측) ★ 우정국로 및 홰나무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
및 홰나무길(지구 북측)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

는 5m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

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고, 보행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지침 2] 건축선 지정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우정국로에서 5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우정국로에서 최소
10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 지구 동측 3지구 경계부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
하는 2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보행로 확보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홰나무길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 ★ 남동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선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남서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7] 차량동선

★ 우정국로 또는 홰나무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 우정국로 및 홰나무길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배치

☆ 지구 남측도로에서 차량 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지침 8] 공공보행통로

★ 건축물 전면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 지구내 옛 길을 유지하여 보행동선을 단절시키지

★ 우정국로 및 홰나무길 방향으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않도록 기존 도로의 폭원 또는 최소 3m 이상의
폭원으로 공공보행통로 지정
★ 지구 동측 공공보행통로는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공공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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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 방향

∙ 기존 도로의 위치 및 선형을 최대한 유지·활용하고, 구역 내 개발애로필지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인 확폭 및 정비를 시행한다.
∙ 구역 중앙의 남북간 도로는 보행자 전용 및 우선도로로 조성하고, 내부의 중앙공원
및 소공원 등과 연계하여 보행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 중앙부의 공원은 필요시 일부를 사업지구로 전환하여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공원부지 지하는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홰나무길변에 계획되어 있는 공원 및 도로는 기존 도시조직을 최대한 유지․보존하
기 위해 그 위치를 변경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필지 및 건축물의 정비는 공평구역이 갖고 있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필
지 형태를 가급적 유지·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인사동길변의 건축물은 가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건축선을 지정하고 전면부를 인
사동길변으로 배치한다.
∙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구역 내부의 가로 중 주변 지역과 연계 가능한 가로는
공공보행통로로 조성하여 보행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인사동길, 홰나무길 등 주요 도로에는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를 설치하여 가로의
활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 여기서 제시한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방향은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제약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8 ∙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_구역별 개발유도지침

공평구역
15·16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가로환경 개선 및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종 ★ 종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의 대지 내
로변과 피맛길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
치구간 지정

[지침 2] 건축선 지정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삼일로변은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이상을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소 2m 이
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종로에서 3m 후퇴
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종로에서 최소 18m ☆ 지구 남서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 삼일로(지구 동측)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7] 차량동선
★ 종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종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8] 공공보행통로
★ 피맛길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폭 4m 이상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여 쇼핑 및 아케이드를 조

★ 종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입

성하고, 좌측 17, 18지구 및 청진구역의 공공보

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행통로와 연속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조성
★ 남북측 내부가로를 유지하여 보행동선을 단절시
키지 않도록 기존 도로의 폭원 또는 최소 3m 이
상의 폭원으로 공공보행통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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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구역
17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가로환경 개선 및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종 ★ 종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의 대지 내
로변과 피맛길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치구간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지침 2] 건축선 지정

☆ 지구 남동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종로에서 3m 후퇴
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종로에서 최소 18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종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종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8] 공공보행통로
★ 피맛길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폭 4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여 쇼핑 및 아케이드를 조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성하고, 15·16지구, 18지구 및 청진구역의 공

★ 종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입

공보행통로와 연속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조성

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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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구역
18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가로환경 개선 및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종 ★ 종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의 대지 내
로변과 피맛길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치구간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지침 2] 건축선 지정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종로에서 3m 후퇴

☆ 지구 북서측에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공개공
지 설치

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종로에서 최소 18m [지침 7] 차량동선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 종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종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8] 공공보행통로
★ 피맛길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폭 4m 이상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여 쇼핑 및 아케이드를 조

★ 종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입

성하고, 15·16지구, 17지구 및 청진구역의 공

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공보행통로와 연속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조성
★ 북서측 내부가로를 유지하여 4지구와의 보행동선
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기존 도로의 폭원 또는 최
소 3m 이상의 폭원으로 공공보행통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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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구역
공공부문 개발유도지침
• 차량도로 조성 시 방향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시 방향

- 중앙에 입지한 공원과 접한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 8지구 승동교회와 중앙에 입지한 공원 사이에 신
운영하여 공원 주변 보행자 접근의 안전성 도모

설되는 구역 내 남북통과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
로 조성하고, 공원 및 시 지정문화재인 승동교회

•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시 방향

와 연계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활력 도모

- 15·16지구와 17지구 사이의 신규 도로는 보행
자 전용도로로 조성하여 종로에서 구역내부로의 • 보도
직접적인 차량진입 차단

- 서울시 여행(女幸)프로젝트‘女幸 길’조성사업
에서 우정국로는 여성을 배려한 보도정비로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도록 하였는 바, 우정국로변 전
면공지의 보행로는 이와 연계한 보도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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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구역
공공부문 개발유도지침
• 종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시 방향

• 공원 조성 시 방향

- 서울시 자전거 전용도로망 구축 계획에 따라 종로 - 구역 내 중앙에 입지한 공원 조성 시 인접한 곳에
에는“도심순환노선”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종로

입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완집터와 관련된 내

변(구역 남측)에는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 자전거

용을 소개하는 안내시설, 조형물 등을 설치

이용자들을 위한 휴식시설 및 자전거 주륜장, 자
전거 대여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
설치

05. 중학2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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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중학2구역
• 주변현황
·중학2구역은 세종로와 율곡로가 만나는 광화문 시
민열린마당 동측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 정부 각 부처 및 외국 대사관, 종로구청 등
행정기능이 입지하고 있다.

• 구역내부특성
·본 구역은 전체 3지구 중 2개 지구가 사업을 진행중이며, 2-2지구는 미시행으로 남아 있다.
·미시행지구인 2-2지구는 대지 규모가 작고(대지면적:896.50㎡) 지구 내부에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입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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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핵지역
·업무 기능을 비롯하여 서비스 및 근린상업기능의 도입과 도심문화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
중학천길 및 중부학당길에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치하여 활력 있는 가로를 조
성한다.

중학천길은 주변 지역과 연속되게 건축선 및 전면부를 지정하여 활력 있는 가로환경
과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중학천 복원에 따른 옛 물길 조성 계획 및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주변 지역의 녹지
및 공개공지 등과 연계하여 외부공간을 네트워크화 한다.

중학천길 및 중부학당길은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와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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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2구역
2-2지구
·2-2지구는 대지형상 및 개발조건이 불리하므로 구역 해제를 검토하되,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다음 개
발유도 지침을 따른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 일반유도지침 적용기준에 따름.

[지침 2] 건축선 지정
☆ 중학천길(지구 북측)에서 최소 2m 이상 후퇴하
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중학천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중학천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2m 이상의 대지 내 공지
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06. 익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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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익선구역
• 주변현황
·본 구역은 지하철 3, 5호선이 환승하는 종로3가역
과 돈화문로에 면하여 있다.
·구역 동측에 종묘, 서측에 낙원상가가 인접해 있으
며, 주변으로는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다.
·현재 동측의 돈화문로는 서울시 주도로 공예 관련
특화거리로 조성될 예정이다.

• 구역내부특성
·익선구역은 별도의 지구 구분 없이 지구와 구역계가 동일하다.
·구역 내부는 양호한 한옥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거 이외에 찻집,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
여 이용되는 한옥들도 다수 입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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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주거지역
·한옥 보존 및 현재의 활력 있는 내부가로를 유지
돈화문로에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치하여 활력 있는 가로를 조성하며, 현재 구
역 내부 가로의 활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돈화문로는 주변 지역과 연속되게 건축선 및 전면부를 지정하여 활력 있는 가로환경
과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주변 지역의 녹지, 공개공지 등과 연계하여 외부공간을 네트워크화 한다.

돈화문로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고 돈화문로 및 내부가로는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한다.

07. 서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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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서린구역
• 주변현황
·본 구역은 종로와 청계천 연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청진구역, 남측으로 무교, 다동구역이 위
치하고 있다.
·주변지역에는 업무 및 상업 기능 중심으로 개발되
어 있다.

• 구역내부특성
·서린구역은 12개 지구 중 3개 지구(존치지구 1개소 포함)를 제외하고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완
료지구는 대부분 업무시설로 개발되었다.
·2지구와 18지구(광화문우체국)는 존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17-2지구((구)동아일보사옥(일민미술
관))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어 있다.
·기정 기본계획상 10지구 동측의 주차장 부지는 최근 공공청사·문화시설로 정비계획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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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핵지역
·청계천변과 연계하여 활력 있고 친근한 가로환경 조성
청계천로, 종로, 무교동길에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치하여 활력 있는 가로를 조
성한다.
청계천로 및 종로에는 건축지정선을 지정하여 건축물 배치를 연속되게 조성할 수 있
도록 유도하고, 건축물의 전면부도 청계천 및 종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무교동길은 주변 지역과 연속되게 건축선 및 전면부를 지정하여 활력 있는 가로환경
과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청계천 및 서린구역 내부 공원, 무교·다동구역의 공개공지 등과 연계하여 외부공간
을 네트워크화 한다.
청계천로 및 종로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고, 청계천로, 종로, 무교동길은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와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한다.

108 ∙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_구역별 개발유도지침

서린구역
2지구
·2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청계천로(지구 남측) ★ 청계천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및 무교동길(지구 동측)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 ★ 청계천로 및 무교동길 방향으로 직접 진출입이
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가능한 출입구 설치

[지침 2] 건축선 지정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청계천로에서 5m ★ 청계천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청계천로에서 최소
10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 무교동길 및 지구 서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 무교동길 및 서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건축물 2층 이하 저층부는 지구 서측 도로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저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남동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청계천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청계천로, 무교동길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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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구역
4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무교동길(지구 서측) ★ 무교동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침 2] 건축선 지정

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무교동길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 ☆ 지구 남서측에 공개공지 설치
선 지정

[지침 7] 차량동선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무교동길에서는 차량진출입 불허

★ 무교동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지구 동측 도로에서 차량 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무교동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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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구역
5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청계천로(지구 남측) ★ 청계천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
(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지침 2] 건축선 지정
★ 청계천로에서 5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무교동길(지구 서측)에서 3m 후퇴하여 건축한계

설치 가능
★ 무교동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
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지구 남서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 청계천로 및 무교동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
치

[지침 7] 차량동선
★ 청계천로와 무교동길에서는 차량진출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건축물 전면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 청계천로 및 무교동길 방향으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 지구 동측 도로에서 차량 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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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구역
18지구
·18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종로(지구 북측)변으 ★ 종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10m의 대지
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내 공지를 광장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
소 5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

[지침 2] 건축선 지정

치 가능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종로에서 5m 후퇴 ★ 지구 서측 경계선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종로에서 최소 10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5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하고, 보행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
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 (구)동아일보사옥과 건축물을 이격 배치하기 위 ★ 지구 동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하여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구역 내부도로(지구 동측)에서 최소 3m 이상 후
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북동측 모서리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종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종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종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입
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 지구 동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112 ∙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_구역별 개발유도지침

서린구역
공공부문 개발유도지침
• 종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시 방향

• 공원 조성 시 방향

- 서울시 자전거 전용순환도로 구축 계획에 따라 종 - 청계천로 및 종로와 서린공원이 만나는 부분에는
로에는“도심순환노선”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종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휴식의 안전성

로변(구역 북측)에는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 자전

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명시설을 겸한 볼

거 이용자들을 위한 휴식시설 및 자전거 주륜장,

라드 등을 설치(단, 볼라드 설치 시 휠체어 및 자

자전거 대여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용자들

전거 등이 통과할 수 있는 간격 확보)

이 잘 보이는 곳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
판 설치

08. 신문로2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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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신문로2구역
• 주변현황
·본 구역은 새문안길과 서학당길에 면해 있으며, 주
변으로는 서울역사박물관, 성공회서울성당, 덕수궁
등 역사문화시설들이 입지하고 있다.
·주변지역에는 역사·문화기능 및 업무기능 중심으
로 개발되어 있다.

• 구역내부특성
·본 구역은 전체 11개 지구 중 6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시행중 2개소, 미시행 3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완료지구 및 시행중인 지구 대부분은 업무시설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다.
·서학당길에는 조선일보미술관 및 사랑의 열매 회관, 식당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비교적 조용한 가로를
유지하고 있다.
·서학당길은 서울시에서 걷고싶은 거리로‘그린웨이’를 조성하여 보도를 확장하고 녹지를 꾸미는 등 보
행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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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핵지역
·도심 내 대표적인 업무시설 밀집지역에서 다양한 역사·문화 기능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
새문안길 및 서학당길에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치하여 활력 있는 가로를 조성
한다.
새문안길에는 건축지정선을 지정하여 새문안길에서의 건축물 배치를 연속되게 조성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축물의 전면부도 새문안길을 향하도록 배치한다.
서학당길은 주변 지역과 연속되게 건축선 및 전면부를 지정하여 활력 있는 가로환경
과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신문로2구역 내부 공원 및 주변 지역의 녹지, 공개공지 등과 연계하여 외부공간을 네
트워크화 한다.
새문안길 및 서학당길은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와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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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로2구역
7지구
·7지구는 대지형상 및 개발조건이 불리하므로 구역 해제를 검토하되,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다음 개발유
도 지침을 따른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 일반유도지침 적용기준에 따름.

[지침 2] 건축선 지정
☆ 새문안길(지구 북측)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
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새문안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새문안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새문안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되는 3m의 대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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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로2구역
9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서학당길(지구 동측) ★ 서학당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의 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지구 북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지침 2] 건축선 지정
★ 서학당길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
선 지정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
개공지 등 설치 가능

★ 건축물 2층 이하 저층부는 서학당길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저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 ☆ 지구 남동측에 공개공지 설치
한계선 지정

[지침 7] 차량동선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서학당길 및 북측 도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건축물 전면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 서학당길 및 북측 도로 방향으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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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로2구역
10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서학당길(지구 동측) ★ 서학당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의 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침 2] 건축선 지정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서학당길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 ☆ 지구 북동측에 공개공지 설치
선 지정
★ 건축물 2층 이하 저층부는 서학당길에서 최소 [지침 7] 차량동선
5m 이상 후퇴하여 저층부벽면한계선 지정
☆ 서학당길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서학당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서학당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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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로2구역
공공부문 개발유도지침
• 보도
- 9, 10지구의 보도형 공지는 서학당길변(지구 동
측)의 맞은편 보도에 가로수 식재 형태와 연계하
여 보도로 조성
- 서학당길은 서울시 그린웨이 조성사업과 연계하
여 보도 조성
- 서울시 여행(女幸)프로젝트‘女幸 길’조성사업
에서 새문안길은 여성을 배려한 보도정비로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도록 하였는 바, 새문안길변 전
면공지의 보행로는 이와 연계한 보도로 조성

09. 무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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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무교구역
• 주변현황
·본 구역은 태평로와 청계천로, 돌우물길에 면해 있
으며, 구역 남측으로 서울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진행 중이며, 북측으로는 청계천이 위치하고 있다.
·주변지역에는 업무, 문화, 숙박 기능 등이 혼재되어
있다.

• 구역내부특성
·본 구역은 존치지구 2개소와 2개의 미시행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구에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다.
·구역내 무교동길은 노선 상업기능이 발달한 지역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
한 다동구역과 함께 무교·다동 음식문화축제가 개최되는 장소이다.
·최근에는 청계천부터 서울광장까지 보도를 확장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등 무교동길을 글로벌 스트리
트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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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핵지역
·무교동길에 조성될 글로벌 스트리트 및 무교·다동 음식문화 축제와 연계하여 활력 있고 친근한 가로환경
조성을 유도
청계천로 및 무교동길에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치하여 활력 있는 가로를 조성
한다.
청계천로 및 무교동길은 주변 지역과 연속되게 건축선 및 전면부를 지정하여 활력
있는 가로환경과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청계천 및 무교구역 내부 공원과 녹지, 서린·다동구역의 공개공지 등과 연계하여 외
부공간을 네트워크화 한다.
청계천로 및 무교동길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고, 무교동길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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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구역
6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무교동길(지구 동측) ★ 무교동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
(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지침 2] 건축선 지정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무교동길에서 5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무교동길에서 최소
8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설치 가능
★ 돌우물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이상
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
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
지 등 설치 가능

★ 돌우물길(지구 남측)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
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남동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무교동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무교동길과 돌우물길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무교동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차량 출입 허용구간 지정

제3장 도심부 구역별 개발유도지침 ∙ 127

무교구역
9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무교동길(지구 서측) ★ 무교동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
(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지침 2] 건축선 지정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무교동길에서 5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설치 가능
★ 지구 동측 경계부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무교동길에서 최소
8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동측 경계부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 ☆ 지구 남서측에 공개공지 설치
축한계선 지정

[지침 7] 차량동선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무교동길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무교동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지구 남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무교동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128 ∙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_구역별 개발유도지침

무교구역
11지구
·11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무교동길(지구 서측) ★ 무교동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
(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지침 2] 건축선 지정

설치 가능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무교동길에서 5m ★ 돌우물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무교동길에서 최소
8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
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
지 등 설치 가능

★ 돌우물길(지구 남측)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 ★ 지구 동측 경계부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여 건축한계선 지정
★ 지구 동측 경계부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
축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남서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무교동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무교동길 및 돌우물길 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무교동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 돌우물1길(지구 동측)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 구
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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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구역
13지구
·13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일반유도지침 적용기준에 따름.

★ 지구 북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지침 2] 건축선 지정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
한계선 지정
★ 지구 동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

보행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
개공지 등 설치 가능
★ 지구 동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지구 북서측에 공개공지 설치

★ 지구 북측 도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지구 북측 도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 지구 동측 도로에서 차량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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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구역
공공부문 개발유도지침
• 차량도로 조성 시 방향

• 녹지 조성 시 방향

- 3지구 남측의 동서 방향 통과도로는 보차분리를 - 3지구 동측 녹지 및 북측 공원은 높은 화단설치로
명확히 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보행에 방해가 되며, 민간 건축물의 조경으로 인
식되고 있으므로, 공공이 쉽게 이용 가능한 휴게
공간으로 재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유도 필
요

10. 다동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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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동구역
• 주변현황
·본 구역은 남대문로와 청계천로, 돌우물길에 면해
있다.
·북측으로 청계천이 흐르고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
는 지역이며, 특히 청계천 광통교는 다리밟기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이다.
·주변지역에는 업무 기능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다.

• 구역내부특성
·본 구역은 전체 16개 지구 중에서 9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미시행 5개 지구(존치 2개 지구 포함), 시행
중인 지구가 2개소이다. 완료지구 대부분은 업무시설로 개발되었으며, 최근에는 7지구가 지구 통합(과거
7,8지구)을 거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내부에 지정되어 있는 4개의 공공공지는 주차장부지에서 정비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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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핵지역
·청계천과 무교동길의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하여 활력 있고 친근한 가로환경 조성 유도
청계천로 및 다동길, 돌우물3길에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치하여 활력 있는 가
로를 조성한다.

다동길과 돌우물3길은 주변 지역과 연속되게 건축선 및 전면부를 지정하여 활력 있
는 가로환경과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청계천 및 다동구역 내부 공원과 녹지, 서린·무교구역의 공개공지 등과 연계하여 외
부공간을 네트워크화 한다.

다동길과 돌우물3길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고, 다동길, 돌우물3길은 저층부 가
로활성화용도와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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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구역
5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다동길(지구 북측)변 ★ 다동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지
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
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

[지침 2] 건축선 지정
★ 다동길에서 5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지구 동측 경계부에서 최소 2m 이상 후퇴하여 건
축한계선 지정
★ 지구 서측 경계부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
축한계선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다동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치 가능
★ 지구 동측 경계부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2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지구 서측 경계부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하고, 보행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
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다동공원 및 6지구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지구 북
동측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다동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 [지침 7] 차량동선
입이 가능한 상가출입구 설치
★ 다동길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차량 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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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구역
6지구
·6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다동길(지구 북측)변 ★ 다동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지 내
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침 2] 건축선 지정
★ 다동길에서 5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지구 동측 및 남측 도로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
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제1공공공지 동측 경계부(6지구 서측)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지구 서측 경계부에서 최소 2m 이상 후퇴하여 건
축한계선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 지구 동측 및 남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
하는 5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
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 제1공공공지 동측 경계부(6지구 서측)에서 건축
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지구 서측 경계부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2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다동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다동공원 및 5지구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지구 북

★ 다동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서측에 공개공지 설치

★ 다동길 및 지구 동측 도로 방향으로 직접 진출입 [지침 7] 차량동선
이 가능한 상가출입구 설치
★ 다동길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남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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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구역
13지구
·13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지구 서측 도로변으 ★ 지구 서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

[지침 2] 건축선 지정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
한계선 지정

개공지 등 설치 가능
★ 지구 남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2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지구 남측 도로에서 최소 2m 이상 후퇴하여 건축
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건축물 2층 이하의 저층부는 지구 남측 도로에서 ☆ 지구 남서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최소 4m 이상 후퇴하여 저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지침 7] 차량동선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지구 서측 도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서측 도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지구 남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지구 서측 도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
접 진출입이 가능한 상가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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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구역
14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지구 서측 도로변으 ★ 지구 서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

[지침 2] 건축선 지정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
한계선 지정

개공지 등 설치 가능
★ 지구 북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2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최소 2m 이상 후퇴하여 건축
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건축물 2층 이하의 저층부는 지구 북측 도로에서 ☆ 지구 남서측에 공개공지 설치
최소 4m 이상 후퇴하여 저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지침 7] 차량동선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지구 서측 도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서측 도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지구 서측 도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
접 진출입이 가능한 상가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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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구역
15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지구 서측 도로변으 ★ 지구 서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

[지침 2] 건축선 지정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
한계선 지정

개공지 등 설치 가능
★ 돌우물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
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돌우물길(지구 남측)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
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북서측 모서리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지구 서측 도로 또는 돌우물길 방향으로 건축물 [지침 7] 차량동선
전면 배치

★ 지구 서측 도로 및 돌우물길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건축물 전면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 지구 서측 도로 방향으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상가출입구 설치

☆ 지구 동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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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구역
공공부문 개발유도지침
• 공원 조성 시 방향
- 구역 내 공원 조성 시 “무교·다동 음식문화축
제”와 연계하여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공원에서
다양한 이벤트 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
- 축제 기간 외에도 공원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
도록 활력 있는 공원으로 조성

11. 을지로1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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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을지로1가구역
• 주변현황
·본 구역은 을지로와 남대문로, 돌우물길, 무교동길
에 면해 있다.
·구역 서측에는 서울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이 진행
중이며, 구역 남측으로는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이
위치하고 있다.
·주변지역에는 업무, 숙박, 상업 기능이 혼재되어 있
다.

• 구역내부특성
·본 구역은 전체 7개 지구 중 4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미시행지구 3개소(존치지구 및 보존지구 각 1개
소 포함)가 남아 있다.
·4지구는 보존지구로서 근대건축물인 (구)미문화원(서울시청 을지로 별관)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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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핵지역
·을지로 및 서울광장 등의 주변 현황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
을지로 및 무교동길에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치하여 활력 있는 가로를 조성한
다.
을지로에는 건축지정선을 지정하여 건축물 배치를 연속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건축물의 전면부도 을지로를 향하도록 한다.
무교동길은 주변 지역과 연속되게 건축선 및 전면부를 지정하여 활력 있는 가로환경
과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서울광장 및 다동·을지로2가구역의 공개공지 등과 연계하여 외부공간을 네트워크
화 한다.
을지로와 무교동길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고 을지로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와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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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1가구역
1-2지구
·1-2지구는 대지형상 및 개발조건이 불리하므로 구역 해제를 검토하되,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다음 개
발유도지침을 따른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일반유도지침 적용기준에 따름.

★ 무교동길을 따라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이
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

[지침 2] 건축선 지정
★ 무교동길(지구 서측)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

행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
공지 등 설치 가능

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7] 차량동선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무교동길 또는 돌우물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건축물 전면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 무교동길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동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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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1가구역
3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을지로(지구 남측)변 ★ 을지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지
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
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

[지침 2] 건축선 지정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을지로에서 5m 후
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치 가능
★ 지구 서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저층부는 을지로에서 10m 후
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 ☆ 지구 남서측에 공개공지 설치
한계선 지정

[지침 7] 차량동선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을지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을지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을지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12. 을지로2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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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을지로2가구역
• 주변현황
·을지로2가구역은 청계천로, 남대문로, 삼일로, 을지
로에 면해 있으며, 주변지역에는 청계천에서 롯데
백화점, 명동 등으로 이어지는 쇼핑과 문화시설 등
이 인접하여 있다.
·주변지역은 금융, 증권, 보험업이 밀집되어 도심부
의 주요 업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구역내부특성
·본 구역은 전체 13개 지구 중에서 4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시행중 2개 지구, 미시행 7개 지구(존치지구
2개소, 보존지구 1개소 포함)가 남아 있다.
·2지구 광통관은 보존지구로서 2002년 서울시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되었다.
·도심재창조 종합계획(2007)에서는 을지로 일대를 디지털미디어아트 등 도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환경개선지침서를 제시하였으며, 구역 내 5, 8, 12지구에서 이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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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핵지역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의“을지로 장교동길 디지털미디어아트 명소만들기”구상에 맞춰 계획 유도
청계천로 및 을지로에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치하여 활력 있는 가로를 조성한다.
청계천로, 남대문로, 을지로에는 건축지정선을 지정하여 건축물 배치를 연속하여 조
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축물의 전면부도 청계천로, 남대문로, 을지로를 향하도
록 배치한다.
청계천 및 을지로2가구역 내부 공원과 녹지, 다동·을지로1가·장교구역의 공개공지
등과 연계하여 외부공간을 네트워크화하고,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에 따라 Digital
Media Plaza로 조성되는 삼각공원과 연계하여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청계천로, 남대문로, 을지로에서는 차량 진출입을 불허하고,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와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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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2가구역
1지구
·1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 조성을 위해 청계천로(지구 북측) ★ 청계천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10m의 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으로 지정

지 내 공지를 광장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
(최소 5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지침 2] 건축선 지정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청계천로에서 10m,
남대문로(지구 서측)에서 5m 후퇴하여 건축지정
선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청계천로에서 최소

설치 가능
★ 남대문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
(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16m 이상, 남대문로에서 최소 8m 이상 후퇴하
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북서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청계천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청계천로 및 남대문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청계천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 지구 동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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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2가구역
3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 조성을 위해 청계천로(지구 북측) ★ 청계천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의 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으로 지정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지구 서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지침 2] 건축선 지정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청계천로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한계선 지정

☆ 연결녹지와 연계하여 북동측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청계천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청계천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청계천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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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2가구역
9지구
·9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일반유도지침 적용기준에 따름.

★ 남대문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

[지침 2] 건축선 지정
★ 건축물 5층 이하 저층부는 남대문로(지구 서측)
에서 5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 고층부는 남대문로에서 최소

(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 지구 북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8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
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소공원2와 연계하여 지구 북동측에 공개공지 설
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남대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남대문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남대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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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2가구역
11지구
·11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을지로(지구 남측)변 ★ 을지로에서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10m의 대지
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내 공지를 광장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
소 5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

[지침 2] 건축선 지정

치 가능

★ 건축물 5층 이하 저층부는 을지로에서 10m 후퇴
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건축물 6층 이상 고층부는 을지로에서 최소 15m ☆ 지구 동측 녹지와 연계하여 남동측에 공개공지
설치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을지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을지로에서는 차량진출입 불허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을지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
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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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2가구역
18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일반유도지침 적용기준에 따름.

★ 지구 서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지침 2] 건축선 지정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한계선 지정

☆ 지구 남서측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지구 서측 도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지구 서측 도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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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2가구역
공공부문 개발유도지침
• 도로 조성 시 방향

• 공원 조성 시 방향

- 도심재창조 종합계획(2007)상 을지로2가 환경개 - 도심재창조 종합계획(2007)의 을지로2가 환경개
선지침서의 공공부문을 기준으로 구역 내부도로
조성

선지침서의 공공부문을 기준으로 삼각공원 조성
- 공공공지3은 삼각공원과 함께 디지털미디어플라
자로 조성

13. 명동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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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명동구역
• 주변현황
·명동구역은 북측으로 을지로, 동측으로 삼일로 및
남측으로는 명동길에 둘러싸여 있다.
·을지로를 따라서는 업무기능의 성격이 강하고, 동
측으로는 명동 상업지역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기존 중앙극장은 도심활력을 유지하는 요소로 기능
하고 있다.

• 구역내부특성
·명동구역은 전체 5개 지구 중 2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시행중 1개 지구, 미시행 2개 지구가 남아 있다.
·구역 남측에는 대지의 일부가 주차장에서 공원으로 용도 변경되어, 도심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청계천→명동→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 및 문화재인 명동성당으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삼일로변의
녹지·보행축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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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핵지역
·“도심재창조 종합계획(2007)”의 명동 관광특구 특화가로 조성 사업 및 “명동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
삼일로 및 을지로에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치하여 활력 있는 가로를 조성한다.
삼일로와 을지로에는 건축지정선을 지정하여 건축물 배치를 연속하여 조성할 수 있
도록 유도하고, 건축물의 전면부도 삼일로 및 을지로를 향하도록 배치하여 활력 있는
가로환경과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명동성당 및 명동구역 내부 공원, 을지로2가·장교구역의 공개공지 등과 연계하여
외부공간을 네트워크화 한다.
삼일로와 을지로에서는 차량 진출입을 불허하고,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와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삼일로는 남산으로의 조망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보행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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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구역
2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 조성을 위해 을지로(지구 북측) ★ 을지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
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

[지침 2] 건축선 지정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을지로에서 5m 후
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을지로에서 최소
8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치 가능
★ 지구 남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지구 서측 경계부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지구 남측 도로 및 서측 경계부에서 최소 3m 이
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북동측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을지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을지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을지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
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 지구 남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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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구역
4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삼일로(지구 동측)변 ★ 삼일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10m의 대지
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내 공지를 광장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
소 5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조

[지침 2] 건축선 지정

성 가능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삼일로에서 10m 후 ★ 지구 서측 및 북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
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삼일로에서 최소 ★ 지구 남측 문화공원 경계선에서 건축물 후퇴로
15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
(‘서울시 자연녹지경관계획’의 조망경관관리
지로 지정
방안 참조)
★ 지구 서측 및 북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지구 남측 문화공원 경계선에서 최소 3m 이상 후
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지구 남측에 위치한 문화공원과 연계하여 남동측
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7] 차량동선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삼일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삼일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삼일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
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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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구역
공공부문 개발유도지침
• 보행자도로 조성 시 방향

• 공원 조성 시 방향

- 청계천→명동→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 - 4지구 남측에 위치한 구역 내 공원 조성 시 인근
및 문화재인 명동성당으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삼

명동성당 등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도심휴게

일로변으로 10m의 녹지·보행축을 형성

공간, 만남의 장소 등을 조성하여 명동의 특성을

- 보행녹지공간은 식재, 포장 및 가로시설물을 일체
화하여 조성

반영한 공원으로 조성
- 또한 야간 안전성을 고려하여 가로등 및 시인성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원 이용안내에 관한
안내시설물 설치

14. 장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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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교구역
• 주변현황
·장교구역은 삼일로, 을지로, 청계천로, 수표교길에
둘러싸여 있으며, 구역 동측으로 세운상가재정비촉
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 구역내부특성
·장교구역은 총 5개 사업지구 중 1개 지구(14지구)가 완료되었으며, 시행중 1개 지구, 미시행 3개 지구가
남아 있다.
·장교구역이 위치하고 있는 수표동 지역은 각종 건축자재 및 기계, 공구업종 등 판매시설이 특화된 지역이
나, 청계천변과 돈화문길변은 오랫동안 개발이 정체되어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등 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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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도심서비스지역
·청계천 및 삼일로에 활력 있고 친근한 가로환경 조성 및 구역 내 노후·불량지역에 대한 정비 유도
활력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청계천로 및 삼일로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치한다.
청계천로와 삼일로에는 건축지정선을 지정하여 건축물 배치를 연속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축물의 전면부도 삼일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수표교길은 주변 지역과 연속되게 건축선 및 전면부를 지정하여 활력 있는 가로환경
과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청계천 및 을지로2가·명동구역의 공개공지 등과 연계하여 외부공간을 네트워크화
한다.
청계천로와 삼일로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고, 청계천로, 삼일로는 저층부 가로활
성화용도와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명동구역과 함께 남산으로의 조
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삼일로변으로 보행녹지축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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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구역
4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 조성을 위해 삼일로(지구 서측) ★ 삼일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
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

[지침 2] 건축선 지정

치 가능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삼일로에서 5m 후
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삼일로에서 최소 ☆ 지구 남서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10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서울시 자연녹지경관계획’의 조망경관관리 [지침 7] 차량동선
방안 참조)
★ 삼일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삼일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삼일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
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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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구역
5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 조성을 위해 삼일로(지구 서측) ★ 삼일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
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

[지침 2] 건축선 지정

치 가능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삼일로에서 5m 후
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삼일로에서 최소 ☆ 지구 남서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10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서울시 자연녹지경관계획’의 조망경관관리 [지침 7] 차량동선
방안 참조)
★ 삼일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남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삼일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삼일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
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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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구역
12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청계천로(지구 북측) ★ 청계천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
(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지침 2] 건축선 지정

설치 가능

★ 건축물 5층 이하 저층부는 청계천로에서 5m 후 ★ 수표교길 및 지구 남측 경계부에서 건축물 후퇴
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 고층부는 청계천로에서 최소

공지로 지정

8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 수표교길(지구 동측) 및 지구 남측 경계부에서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지구 남동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청계천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청계천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청계천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15. 서-서1,2구역(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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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역-서대문1·2구역(북측)
• 주변현황
·본 구역은 남북방향 주간선도로인 의주로와 접한
구역으로, 구역 동측으로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
농업박물관 등이 있으며, 의주로 맞은편으로 서대
문경찰서, 서울경찰청 등이 위치하고 있다.
·주변지역에는 역사·문화기능 및 공공업무 기능 등
이 인접하여 있다.

• 구역내부특성
·본 구역은 전체 8개 지구 중에서 5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시행중인 1-1지구를 제외하고, 2개 지
구가 미시행으로 남아 있다.
·완료지구 중 2-1, 6-1, 6-2지구 등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니지스 호텔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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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도심핵지역
·주변 문화기능과의 연계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고려한 정비사업 유도
활력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의주로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치한다.
의주로에는 건축지정선을 지정하여 건축물 배치를 연속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건축물의 전면부도 의주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이화길은 주변 지역과 연속되게 건축선 및 전면부를 지정하여 활력 있는 가로환경과
보행공간을 조성하한다.
서-서1·2구역(북) 내부 공원 및 서-서1·2구역(남)·순화·마포로5구역의 공개
공지 등과 연계하여 외부공간을 네트워크화 한다.
의주로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고, 의주로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와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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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서대문 1·2구역(북측)
2-2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의주로(지구 서측)변 ★ 의주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지
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
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

[지침 2] 건축선 지정
★ 의주로에서 5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이화길(지구 동측)에서 이화여고 및 이화길의 개
방감 확보를 위해 최소 10m 이상 후퇴하여 건축
한계선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의주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의주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
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치 가능
★ 이화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10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광장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
간(최소 5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남서측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7] 차량동선
★ 의주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남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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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서대문 1·2구역(북측)
4-1지구
·4-1지구는 대지형상 및 개발조건이 불리하므로 구역 해제를 검토하되,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다음 개
발유도지침을 따른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일반유도지침 적용기준에 따름.

★ 이화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

[지침 2] 건축선 지정
★ 이화길(지구 서측)의 충분한 보행 공간 확보를

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
치 가능

위해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의주로 제2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지구 남서측에
공개공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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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서대문 1·2구역(북측)
공공부문 개발유도지침
• 이화길 조성 방향
- 이화길은 이화여고의 통학로 역할을 하고 있으므
로, 교차 접속부에는 차량의 과속방지와 안전한
통학로 형성을 위하여 험프시설과 볼라드, 가드레
일 등의 안전시설 확보 필요

16. 서-서1,2구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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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울역-서대문1·2구역(남측)
• 주변현황
·본 구역은 의주로와 서소문로, 칠패길, 숭례성터길
에 면해 있으며, 남측으로 서울역, 서측으로는 서소
문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주변지역에는 업무 및 문화기능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다.

• 구역내부특성
·본 구역은 전체 7개 지구 중 5-1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구의 정비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업무기능 외에
문화시설 및 주상복합으로 일부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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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핵지역
·주변 공공공지, 문화공원과 연계하여 의주로에 가로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도
활력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의주로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의 설치를 유
도한다.
인접한 지구 등을 고려하여 동측 도로변으로 건축물 전면부를 지정하고, 의주로는 주
변 지역과 연속되게 가로환경과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구역 내부의 공개공지와 서소문공원, 공공공지, 문화공원, 서-서1·2구역(북)구역의
공개공지 등을 연계하여 외부공간을 네트워크화 한다.

의주로는 공공공지, 문화공원 등과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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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서대문 1·2구역(남측)
5-1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 일반유도지침 적용기준에 따름.

★ 지구 동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

[지침 2] 건축선 지정

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 의주로(지구 서측)에서 최소 10m 이상 후퇴하여

등 설치 가능

건축한계선 지정
★ 지구 동측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

★ 지구 북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선 지정
★ 지구 북측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
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남측의 문화공원 및 공공공지 등과 연계 가
능하도록 지구 서측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지구 동측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의주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 지구 동측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지침 8] 공공보행통로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의주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10m의 대지
내 공지를 광장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
소 5m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조
성 가능

★ 지구 남측으로 동서측의 보행동선을 연결하고, 공
공공지와 연계 가능하도록 최소 3m 이상의 폭원
으로 공공보행통로 지정

17. 서소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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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소문구역
• 주변현황
·서소문구역은 태평로와 서소문로, 숭례성터길에 면
해 있으며, 구역 남동측으로 숭례문이 인접해 있다.
·주변지역에는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역사·문화기
능이 입지하고 있다.

• 구역내부특성
·본 구역은 전체 18개 지구 중에서 7개 지구가 완료되었다. 완료지구 대부분은 업무기능 중심으로 개발되
었으나, 로뎅갤러리 및 영화관 등 도심에 활력을 부여하는 문화시설도 일부 입지하고 있다.
·완료지구를 제외한 11개 지구는 미시행 지구이나, 이 중 7개 지구는 존치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5,6지구 남측의 서소문교회를 관통하고 있던 기존 지구계가 조정되어, 교회를 보존하고 주변지역을 정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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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핵지역
·업무 중심지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도심에 활력을 부여하는 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도록 유도
서소문로, 구역 내부 20m계획도로(동서방향)에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치하여
활력 있는 가로를 조성한다.
서소문로에는 건축지정선을 설정하여 건축물 배치를 연속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유
도하고, 건축물의 전면부도 서소문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숭례성터길과 구역 내부
20m계획도로는 주변 지역과 연속되게 건축선 및 전면성을 지정하여 활력 있는 가로
환경과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숭례문광장 및 서소문구역 내부 공원, 서-서1·2구역(남) 공개공지 등과 연계하여
외부공간을 네트워크화 한다.
서소문로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고, 서소문로, 구역 내부 20m계획도로(동서방
향)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와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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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구역
1-1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서소문로(지구 북측) ★ 서소문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
(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지침 2] 건축선 지정

설치 가능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서소문로에서 5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서소문로에서 최소 ☆ 5지구 공개공지와 연계 가능하도록 지구 북서측
에 공개공지 설치
10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서소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서소문로 및 태평로(지구 동측)에서는 차량 진출
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서소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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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구역
5지구
·5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서소문로(지구 북측) ★ 서소문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
(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지침 2] 건축선 지정

설치 가능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서소문로에서 5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서소문로에서 최소 ☆ 1-1, 6지구 공개공지와 연계 가능하도록 지구 북
서측에 공개공지 설치
10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서소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서소문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동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서소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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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구역
6지구
·6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서소문로(지구 북측) ★ 서소문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
(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지침 2] 건축선 지정

설치 가능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서소문로에서 5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서소문로에서 최소 ☆ 5지구 공개공지와 연계 가능하도록 지구 북서측
에 공개공지 설치
10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서소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서소문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서소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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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구역
8-1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지구 남측 도로변으 ★ 지구 남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침 2] 건축선 지정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남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 ☆ 10지구 공개공지와 연계 가능하도록 지구 남서측
한계선 지정

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지구 남측 도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지구 남측 도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
접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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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구역
8-2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지구 남측 도로변으 ★ 지구 남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침 2] 건축선 지정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남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 ☆ 8-3지구 공개공지와 연계 가능하도록 지구 남서
한계선 지정

측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지구 남측 도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지구 남측 도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
접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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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구역
8-3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지구 남측 도로변으 ★ 지구 남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침 2] 건축선 지정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남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 ☆ 8-2지구 공개공지와 연계 가능하도록 지구 남서
한계선 지정

측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지구 남측 도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지구 동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지구 남측 도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
접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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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구역
9지구
·9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8-1, 8-2, 8-3지구와 연계하여 구역 북측 도로 ★ 건축물 전면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변으로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저층부 가로 ★ 지구 북측 도로변으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출
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입구 설치

[지침 2] 건축선 지정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지구 북측 및 서측 ★ 지구 북측 도로 및 동측 경계부에서 건축물 후퇴
도로에서 5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로 발생하는 3m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지구 북측 및 서측

지정

도로에서 최소 10m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 지구 동측 경계부 및 남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
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지구 북측 도로 또는 태평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
면 배치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북서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7] 차량동선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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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구역
10지구
·10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서소문로(지구 북측) ★ 서소문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공지
및 지구 남측 도로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소 2m

설치구간 지정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지침 2] 건축선 지정

★ 지구 남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서소문로 및 지구
남측 도로에서 5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서소문로 및 지구 ☆ 지구 북동측에 공개공지 설치
남측 도로에서 최소 10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 ☆ 8-1, 9, 12지구 공개공지와 연계 가능하도록 지
벽면한계선 지정
구 남동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서소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서소문로에서는 차량진출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서소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 지구 동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8] 공공보행통로

★ 서소문로 및 지구 남측 도로 방향으로 직접 진출 ★ 지구 중앙부의 내부가로를 유지하여 11지구와의
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보행동선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기존 도로의 폭원
또는 최소 3m이상의 폭원으로 공공보행통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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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구역
11지구
·11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서소문로(지구 북측) ★ 서소문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공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소 2m 이
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지침 2] 건축선 지정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서소문로에서 5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서소문로에서 최소

★ 숭례성터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이
상의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
(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10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 숭례성터길(지구 서측)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
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10지구 공개공지와 연계 가능하도록 지구 북동측
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서소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서소문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서소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 숭례성터길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8] 공공보행통로
★ 지구 중앙부의 내부가로를 유지하여 보행동선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기존 도로의 폭원 또는 최소
3m 이상의 폭원으로 공공보행통로 지정

제3장 도심부 구역별 개발유도지침 ∙ 201

서소문구역
12지구
·12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숭례문북길(지구 남 ★ 숭례문북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측)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
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지침 2] 건축선 지정
★ 숭례문북길에서 5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숭례성터길(지구 서측)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
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숭례문북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등 설치 가능
★ 숭례성터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이
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
행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
지 등 설치 가능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남측 도로변으로 연속된 녹지 조성이 가능
하도록 지구 남동측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숭례문북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지침 7] 차량동선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 숭례문북길에서 차량 진출입 불허
☆ 숭례성터길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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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구역
15지구
·15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서소문로(지구 북측) ★ 서소문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
(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지침 2] 건축선 지정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서소문로에서 5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설치 가능
★ 지구 서측 도로에서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서소문로에서 최소
10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 ☆ 10지구의 공개공지와 연계 가능하도록 지구 북서
측에 공개공지 설치
한계선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서소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서소문로에서 차량진출입 불허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서소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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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구역
공공부문 개발유도지침
• 숭례성터길 조성 방향
- 13지구 서측의 숭례성터길은 서울성곽이 위치했
던 곳으로, 최소한의 차도(6m 폭 2차선)만을 확
보하고, 잔여지는 보도로 조성
- 보도에는 서울성곽터였음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
이나 바닥 표식 설치

•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방향
- 서소문교회 남측의 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지
정하고 동측의 소공원과 연계하여 도심휴게공간
으로 조성

18. 소공4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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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공4구역
• 주변현황
·소공4구역은 남대문로와 소공로, 소공주길에 면해
있으며, 주변 지역은 롯데호텔, 조선호텔, 롯데백화
점, 명동 등이 입지하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
중심지이다.
·또한 주변으로 한국은행본점, 중앙우체국 등 공공
시설이 인접해 있다.

• 구역내부특성
·본 구역은 전체 9개 지구 중에서 1개 지구만 완료되고, 나머지 지역은 미시행으로 남아 있다. 미시행지구
는 2개 지구를 제외한 6개 지구가 존치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5지구에는 롯데영플라자가 들어서 있으며, 구역 북측 특가구구역의 롯데백화점, 롯데명품관과 함께 쇼핑
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구역 동측의 남대문로는“서울시 디자인거리”로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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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핵지역
·상업, 서비스업 등의 기능 활성화 및 남대문로의 활력 있고 친근한 보행환경 조성 유도
활력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남대문로 및 소공주길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
도를 설치한다.
남대문로에는 건축지정선을 지정하여 건축물 배치를 연속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유
도하고, 건축물의 전면부도 남대문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소공로와 소공주길은 주변 지역과 연속되게 건축선 및 전면부를 지정하여 활력 있는
가로환경과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명동 및 주변 지역의 녹지, 공개공지 등과 연계하여 외부공간을 네트워크화 한다.
남대문로에서는 차량 진출입을 불허하고, 지구의 특성상 진입이 필요할 경우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 진출입을 허용한다.
남대문로 및 소공주길은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와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하며,
남대문로는 서울시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보행동선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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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4구역
1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소공주길(지구 북측) ★ 소공주길 및 소공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5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
고, 보행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지침 2] 건축선 지정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 건축물 5층 이하 저층부는 소공로(지구 남서측)
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건축물 6층 이상 고층부는 소공로에서 최소 8m ☆ 2지구 공개공지와 연계 가능하도록 지구 북동측
에 공개공지 설치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 소공주길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
선 지정

[지침 7] 차량동선
★ 소공로 및 소공주길 북서측 가각부는 차량 진출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입 불허

★ 소공로 및 소공주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이 향 ☆ 소공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하도록 배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건축물 전면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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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4구역
2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소공주길(지구 북측) ★ 소공주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이상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
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

[지침 2] 건축선 지정

지 등 설치 가능

★ 소공주길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
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1지구 공개공지와 연계 가능하도록 지구 북서측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에 공개공지 설치

★ 소공주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소공주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 소공주길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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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4구역
3지구
·3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소공주길(지구 북측) ★ 소공주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이상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
공간(3m)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치

[지침 2] 건축선 지정
★ 소공주길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
선 지정

가능
★ 지구 동측 도로에서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지구 동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
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북서측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소공주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소공주길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소공주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제3장 도심부 구역별 개발유도지침 ∙ 211

소공4구역
4지구
·4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소공주길(지구 북측) ★ 소공주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이상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
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

[지침 2] 건축선 지정

지 등 설치 가능

★ 소공주길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 ★ 지구 서측 도로에서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3m
선 지정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
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5지구 공개공지와 연계 가능하도록 지구 북동측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에 공개공지 설치

★ 소공주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소공주길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 소공주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지침 8] 공공보행통로
★ 4,5지구와 7지구 사이에 폭 3m 이상의 공공보행
통로를 지정하여 보행동선을 연결하기 위해, 4지
구 남측 경계부에서 1.5m 이상 공공보행통로 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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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4구역
5지구
·5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남대문로(지구 동측) ★ 남대문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10m의 공지
및 소공주길(지구 북측)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

를 광장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소 5m 이

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지침 2] 건축선 지정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남대문로에서 10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남대문로에서 최소
15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 소공주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이상
의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
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
치 가능
★ 지구 서측 경계부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소공주길(최소 5m 이상) 및 지구 서측 경계부
(최소 3m 이상)에서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지구 북동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 남대문로 및 소공주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이 [지침 7] 차량동선
향하도록 배치

★ 남대문로에서 차량 진출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소공주길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 건축물 전면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지침 8] 공공보행통로

★ 남대문로 및 소공주길 방향으로 직접 진출입이 ★ 구역 내부에 폭 3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지정
가능한 출입구 설치

하여 보행동선을 연결하기 위해, 5지구 남측 경계
부에서 1.5m 이상 공공보행통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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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4구역
7지구
·7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남대문로(지구 동측) ★ 남대문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10m의 공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를 광장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소 5m 이
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지침 2] 건축선 지정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남대문로에서 10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건축물 후퇴(서측 경계부 3m 이상, 남측 경계부
5m 이상)로 발생하는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
지로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남대문로에서 최소
15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서측 도로(최소 3m 이상) 및 소공로(최소 ☆ 지구 북동측에 공개공지 설치
5m 이상)에서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7] 차량동선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남대문로에서는 차량진출입 불허

★ 남대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8] 공공보행통로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남대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 구역 내부에 폭 3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지정
하여 보행동선을 연결하기 위해, 7지구 북측 경계
부에서 1.5m 이상 공공보행통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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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4구역
8지구
·8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남대문로(지구 동측) ★ 남대문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10m의 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 내 공지를 광장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
(최소 5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지침 2] 건축선 지정

설치 가능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남대문로에서 10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남대문로에서 최소 ☆ 지구 북동측에 공개공지 설치
15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지침 7] 차량동선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남대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남대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 남대문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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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4구역
9지구
·9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남대문로(지구 동측) ★ 남대문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10m의 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 내 공지를 광장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
(최소 5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지침 2] 건축선 지정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남대문로에서 10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소공로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남대문로에서 최소

설치 가능
★ 소공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
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
치 가능

15m 이상, 소공로에서 최소 8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남동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남대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남대문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남대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 소공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19. 남대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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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남대문구역
• 주변현황
·남대문구역은 남대문로, 퇴계로, 소월길에 면해 있
으며, 구역 서측으로 숭례문, 동측으로는 명동이 인
접해 있다.
·주변지역에는 상업 및 업무기능이 혼재하고 있다.

• 구역내부특성
·남대문구역은 전체 16개 지구 중 8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미시행지구(존치 1개 지구 포함)들은 대부분
남대문시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구역 내부에는 시지정 문화재인 구 제일은행 본점과 근대건축물인 신세계백화점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의 상업 및 관광 명소인 남대문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등 정체성과 역사성이 높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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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상업지역
·남대문시장의 활력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문화재 및 근대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퇴계로 및 남대문 시장 내부 가로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치하여 활력 있
는 가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남대문로, 퇴계로, 소월길, 남대문시장1길, 남대문시장2길, 남대문시장5길은 주변 지
역과 연속되게 건축선 및 전면부를 지정하여 활력 있는 가로환경과 보행공간을 조성
한다.
숭례문 광장 및 남대문 구역 내부 녹지, 회현 구역 공개공지 등과 연계하여 외부공간
을 네트워크화 한다.
남대문로와 퇴계로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고, 남대문로, 퇴계로, 남대문시장길은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와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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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구역
3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남대문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구 동측 도 ★ 소월길 및 퇴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로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5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하고, 보행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

[지침 2] 건축선 지정

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소월길(지구 서측)
및 퇴계로(지구 남측)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여 건축한계선 지정

☆ 지구 남동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소월길 및 퇴계로에
서 최소 10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침 7] 차량동선
지정
★ 퇴계로 및 구역 지구 동측 도로에서는 차량진출
입 불허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소월길 및 퇴계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건축물 전면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 지구 동측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
구 설치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차량 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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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구역
7-2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퇴계로(지구 남측) ★ 퇴계로 및 남대문시장5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
및 남대문시장5길(지구 동측)변으로 저층부 가

생하는 5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

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지침 2] 건축선 지정
★ 퇴계로 및 남대문시장5길에서 최소 5m 이상 후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지구 북동측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퇴계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퇴계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퇴계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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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구역
9-2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남대문시장5길(지구 ★ 남대문시장5길 및 지구 남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
동측)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

퇴로 발생하는 5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소 2m 이상)을 제
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지침 2] 건축선 지정
★ 남대문시장5길 및 지구 남측 도로에서 최소 5m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지구 남동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남대문시장5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남대문시장5길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남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남대문시장5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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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구역
11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남대문로(지구 북측) ★ 남대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및 남대문시장 1길(지구 남측), 지구 동측 도로변 ★ 남대문로 및 남대문시장1길, 지구 동측 도로변으
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지침 2] 건축선 지정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남대문로에서 최소 ★ 남대문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이상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남대문시장1길에서
지구 남측 경계부에 맞추어 건축지정선 지정

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
지 등 설치 가능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남대문로에서 최소 ★ 남대문시장5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8m 이상, 남대문시장1길의 건축지정선에서 최소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5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 남대문시장5길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한계선 지정
☆ 지구 남동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남대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남대문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동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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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구역
13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남대문로(지구 북측) ★ 남대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및 남대문시장 1길(지구 남측)변으로 저층부 가 ★ 남대문로 및 남대문시장1길 방향으로 직접 진출
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지침 2] 건축선 지정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남대문로에서 최소 ★ 남대문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이상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남대문시장1길에서
지구 남측 경계부에 맞추어 건축지정선 지정

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
지 등 설치 가능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남대문로에서 최소 ★ 지구 서측 경계부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8m 이상, 남대문시장1길의 건축지정선에서 최소

2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5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 지구 서측 경계부에서 최소 2m 이상 후퇴하여 건 [지침 7] 차량동선
축한계선 지정
★ 남대문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동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남대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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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구역
14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남대문로(지구 북측) ★ 남대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및 남대문시장 1길(지구 남측)변으로 저층부 가 ★ 남대문로 및 남대문시장1길 방향으로 직접 진출
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지침 2] 건축선 지정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남대문로에서 최소 ★ 남대문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이상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남대문시장1길에서
지구 남측 경계부에 맞추어 건축지정선 지정

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
지 등 설치 가능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남대문로에서 최소 ★ 지구 동측 경계부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8m 이상, 남대문시장1길의 건축지정선에서 최소

2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5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 지구 동측 경계부에서 최소 2m 이상 후퇴하여 건 [지침 7] 차량동선
축한계선 지정

★ 남대문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차량 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남대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8] 공공보행통로
★ 현재 내부가로를 유지하여 남대문시장2길과의 보
행동선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기존 도로의 폭원 또
는 최소 3m 이상의 폭원으로 공공보행통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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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구역
15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남대문로(지구 북측) ★ 남대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및 남대문시장 1길(지구 남측)변으로 저층부 가 ★ 남대문로 및 남대문시장1길 방향으로 직접 진출
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지침 2] 건축선 지정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남대문로에서 최소 ★ 남대문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이상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남대문시장1길에서
지구 남측 경계부에 맞추어 건축지정선 지정

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
지 등 설치 가능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남대문로에서 최소
8m 이상, 남대문시장1길의 건축지정선에서 최소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5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 지구 북서측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남대문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남대문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동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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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구역
공공부문 개발유도지침
•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시 방향
- 13,14,15지구가 면한 남대문시장 1길(지구 남측)
은 재래시장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
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
- 단, 서비스를 위한 차량진출입은 시간제로 운영하
여 상업지원 활동과 쇼핑 활동 시간이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시 방향
- 11, 12지구가 면한 남대문시장 1길은 보행자우선
도로로 지정하여, 남대문 시장의 상업기능과 함께
구역 내 서비스 기능을 겸하도록 조성

-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최소화
하여 자유로운 보행을 유도하고, 바닥 패턴을 분
리하여 보행자들의 인식이 용이하도록 조성
- 또한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안전을 위하여 볼라드
등을 설치(단, 볼라드 설치 시 휠체어 및 자전거
등이 통과할 수 있는 간격 확보)

• 녹지 조성 시 방향
- 남대문시장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15지구 서측
녹지는 개방적인 입구광장의 형태로 조성하되, 남
측경계부에는 차량진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볼라
드 등을 설치
- 녹지에는 남대문시장의 홍보와 안내를 위한 안내
시설물 등을 설치

20. 회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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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회현구역
• 주변현황
·본 구역은 퇴계로와 반포로에 면해 있으며, 남산자
락 주변의 경사지로서 정비사업시 대규모 건물의
건축으로 인해 남산의 조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주변지역에는 업무 및 상업기능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다.

• 구역내부특성
·본 구역은 전체 7개 지구 중 완료 1개 지구, 미시행 2개 지구(존치 1개 지구 포함), 시행중 4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4개 지구는 주상복합으로 개발되고 있다.
·4-1지구와 1지구 사이의 20m 도시계획도로에는 450년 수령의 시지정 보호수가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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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서비스지역
·남산 조망을 보호하고 인접 주거지역과의 조화를 유도
반포로 및 퇴계로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치하여 활력 있는 가로를 조성
한다.
반포로, 회현1길, 구역 내부 20m 계획도로는 주변 지역과 연속되게 건축선 및 전면
부를 지정하여 활력 있는 가로환경과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남산 및 회현구역 내부 녹지, 남대문시장구역 공개공지 등과 연계하여 외부공간을 네
트워크화 한다.

반포로, 회현1길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고, 반포로는 남산으로의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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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구역
2-2지구
·2-2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반포로(지구 서측)변 ★ 반포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15m 이상의
으로 가로 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대지 내 공지를 광장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
간(최소 5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지침 2] 건축선 지정
★ 반포로에서 최소 15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지구 동측 도로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
한계선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반포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반포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
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등 설치 가능
★ 지구 동측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
개공지 등 설치 가능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북서측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7] 차량동선
★ 반포로에서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동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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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구역
4-2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일반유도지침 적용기준에 따름.

★ 지구 동측 도로 및 회현1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침 2] 건축선 지정
★ 지구 동측 도로에서 5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

지정하고, 보행공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
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치 가능

정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회현1길(지구 서측)
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남동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인접한 주거환경 보
호를 위해 회현1길에서 최소 10m 이상 후퇴하여 [지침 7] 차량동선
고층벽면한계선 지정
★ 회현1길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남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지구 동측 도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지구 동측 도로변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21. 양동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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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양동구역
• 주변현황
·양동구역은 한강로, 퇴계로, 후암동길에 면해 있으며,
서측으로 서울의 상징적인 관문인 서울역, 동측에는
옛 서울성곽 일부가 남아있다.
·구역 서측의 한강로와 동측 산유화길 간에는 약
40m의 표고차를 보이는 경사지를 형성하고 있다.
·주변 지역은 업무기능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다.

• 구역내부특성
·본 구역은 전체 10개 지구 중에서 5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사업이 진행 중인 1개 지구를 제외한 4개
지구는 미시행으로 남아 있다. 미시행 4개 지구 중 8, 9 지구는 존치지구 이며, 기정 기본계획에서 미시행
지구로 분리되었던 10지구(남대문교회)는 존치지구로 지정하였다.
·10지구는 존치지구로서 유도지침을 적용해야 하나, 지구 내 남대문교회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고, 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유도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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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핵지역
·경사 지형 및 남산조망 확보를 위한 건축물 배치와 형태를 유도
활력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퇴계로와 한강로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
치한다.
퇴계로와 한강로에는 건축지정선을 지정하여 건축물 배치를 연속되게 조성할 수 있
도록 유도하고, 건축물의 전면부도 퇴계로와 한강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서울역광장, 남산 및 양동구역 내부 녹지, 동자구역 공개공지 등과 연계하여 외부공
간을 네트워크화 한다.

퇴계로와 한강로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고,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와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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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구역
4-2·7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일반유도지침 적용기준에 따름.

★ 지구 동측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지침 2] 건축선 지정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지구 동측부분은 현재 힐튼호텔의 건축물 이격거 ★ 지구 동측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20m 이
리를 유지하도록 최소 20m 이상 후퇴하여 건축

상의 대지 내 공지 및 지구 남측 부분(공원 동측)

한계선 지정

의 대지 내 공지를 광장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

★ 지구 남측 공원의 동측 부분은 공원 경계와 4-1
지구계에 맞추어 건축한계선 지정

공간(최소 5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
지 등 설치 가능

★ 남대문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10지구 지구계에서 ★ 지구 북서측 및 10지구 지구계에서 건축물 후퇴
로 발생하는 5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지구 북서측 지구계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공지로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
★ 지구 남서측 공원으로부터 최소 3m 이상 후퇴하 [지침 7] 차량동선
여 건축한계선 지정(일반유도지침 적용)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지구 동측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지구 동측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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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구역
8지구
·8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퇴계로(지구 북측)변 ★ 퇴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 이상의
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
간(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지침 2] 건축선 지정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퇴계로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퇴계로에서 최소

등 설치 가능
★ 지구 동측 및 서측 경계부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
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10m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 지구 동측 및 서측 경계부에서 최소 3m 이상 후
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북서측 모서리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퇴계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퇴계로에서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서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퇴계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
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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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구역
9지구
·9지구는 존치지구로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의 개발유도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한강로(지구 서측) ★ 한강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
및 퇴계로(지구 북서측)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

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지침 2] 건축선 지정

★ 한강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10m 이상의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한강로에서 최소

대지 내 공지를 광장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

10m 이상, 퇴계로에서 최소 5m 이상 후퇴하여

간(최소 5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지정

등 설치 가능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한강로에서 최소
15m 이상, 퇴계로에서 최소 10m 이상 후퇴하여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 지구 남서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 후암1길(지구 남측) 및 구역 내부도로(지구 동측,
북동측)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7] 차량동선
★ 한강로 및 퇴계로에서 차량 진출입 불허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한강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후암1길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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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구역
공공부문 개발유도지침
• 도로 조성 시 방향

• 공원 조성 시 방향

·구역 내부에 신설 될 20m 도로의 경우, 2차선 도 ·구역 내 공원은 단차에 의한 옹벽 발생이 최소화
로로 조성하면서 1, 2, 3, 6, 8, 9지구에 면한 도로
변으로 보도를 넓게 설치하고 가로수를 식재
·도로 구배가 심한 구간과 급격한 선형변경이 이루
어지는 부분 등에는 과속방지 시설 설치

되도록 경사지형에 순응하는 공원으로 조성
·노약자, 신체장애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원단
차에 대한 이동수단 계획 시 경사로로 설치

22. 순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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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순화구역
• 주변현황
·순화구역은 연통부길과 배재학당길에 면해 있으며,
구역 북측으로 이화여고와 유관순기념관 등이 위치
하고 있다.
·주변 지역에는 업무 및 숙박 기능이 인접하여 있다.

• 구역내부특성
·순화구역은 1-1, 1-2의 2개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1-1지구는 시행 중, 1-2지구는 미시행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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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핵지역
·연통부길의 활력 있고 친근한 가로환경 조성 및 주변 마포로5구역과의 연계 유도

건축물 저층부에 가로활성화용도를 설치한다.

연통부길은 주변 지역과 연속되게 건축선 및 전면부를 지정하여 활력 있는 가로환경
과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주변 지역의 공원과 녹지 및 서-서1·2구역(북)·마포로5구역의 공개공지 등과 연
계하여 외부공간을 네트워크화 한다.

연통부길의 보행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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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구역
1-2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일반유도지침 적용기준에 따름.

★ 연통부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
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지침 2] 건축선 지정
★ 연통부길(지구 서측)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여 건축한계선 지정

☆ 지구 북서측 모서리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연통부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연통부길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연통부길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23. 마포로5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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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포로5구역(9-1지구 및 9-2지구 적용)
• 주변현황
·마포로5구역은 서소문로, 연통부길, 배재학당길에
면해 있으며, 구역 남측으로 호암아트홀이 위치하
고 있다.
·주변 지역에는 업무 및 숙박, 문화기능 등이 입지하
고 있다.

• 구역내부특성
·본 구역은 전체 15개 지구 중에서 7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시행중 1개 지구, 미시행 7개 지구로 구성되
어 있다.
·본 구역별 유도지침에서는 마포로5구역 내 미시행 지구 7개소 중에서 9-2지구를 대상으로 지침을 제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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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핵지역
·연통부길의 활력 있고 친근한 가로환경 조성 및 주변 순화구역과의 연계 유도
서소문로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치하여 활력 있는 가로를 유지할 수 있
도록 한다.

서소문로와 연통부길은 주변 지역과 연속되게 건축선 및 전면부를 지정하여 활력 있
는 가로환경과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주변 지역의 공원과 녹지 및 서-서1·2구역(남·북)·마포로5구역의 공개공지 등
과 연계하여 외부공간을 네트워크화 한다.

서소문로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고, 연통부길은 보행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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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5구역
9-1지구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서소문로(지구 남측) ★ 서소문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
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
(최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지침 2] 건축선 지정
★ 건축물 5층 이하의 저층부는 서소문로에서 5m
후퇴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설치 가능
★ 연통부길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
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의 고층부는 서소문로에서 10m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연통부길(지구 서측)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 ☆ 지구 남서측 모서리에 공개공지 설치
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7] 차량동선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서소문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서소문로 또는 연통부길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 연통부길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배치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건축물 전면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설치

24. 동자동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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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동자동구역
• 주변현황
·동자동구역은 한강로와 후암동길, 동자길, 충효당
길에 면하고 있으며, 서측으로 서울역, 동측으로는
저층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다.
·주변 지역에는 업무 및 주거기능이 인접하고 있다.

• 구역내부특성
·본 구역은 전체 6개 지구 중에서 1개 지구만 완료되었으며, 미시행 1개 지구(3-1지구)를 제외한 4개 지
구가 시행중이다.
·3-1지구는 기정 기본계획에서는 미시행지구로 분리되었으나,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보존 가치가 있는 종
교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지구임을 감안하여 존치지구로 지정하였다.
·3-1지구는 존치 지구로서 유도지침을 적용해야 하나, 지구 내 성남교회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고, 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유도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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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심핵지역
·한강로의 개방감 및 남산 조망 확보, 주변 저층 주거지와의 조화 유도

활력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한강로변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를 설치한다.

한강로변으로 건축지정선을 지정하여 건축물 배치를 연속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유
도하고, 건축물의 전면부도 한강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서울역 광장, 새꿈어린이공원 및 동자구역 내부 공원 등과 연계 가능하도록 외부공간
을 네트워크화 한다.
한강로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고, 한강로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와 연계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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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구역
2구역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한강로(지구 서측)변 ★ 한강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지
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
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설

[지침 2] 건축선 지정
★ 건축물 5층 이하 저층부는 한강로에서 5m 후퇴
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 고층부는 한강로에서 최소 10m

치 가능
★ 지구 남측 도로 및 3-1, 3-2지구 경계에서 건축
물 후퇴로 발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 지구 남측 도로 및 3-1,3-2지구 경계에서 최소
3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남서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하여 동자공
원과 연계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 한강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지침 7] 차량동선
★ 한강로 및 지구 남측 도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한강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
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허. 단 건축물 주용도가 호텔일 경우 한강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
☆ 동자길(지구 동측)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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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구역
8구역
[지침 1] 저층부 용도

[지침 5] 전면공지 조성지침

★ 활력 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한강로(지구 서측)변 ★ 한강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생하는 5m의 대지
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지정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하고, 보행공간(최
소 2m 이상)을 제외한 부분에는 공개공지 등 성

[지침 2] 건축선 지정
★ 건축물 5층 이하 저층부는 한강로에서 5m 후퇴
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 건축물 6층 이상 고층부는 한강로에서 최소 10m

치 가능
★ 지구 북측, 동측, 남측 도로에서 건축물 후퇴로 발
생하는 3m 이상의 대지 내 공지를 보도형 공지로
지정

이상 후퇴하여 고층부벽면한계선 지정
★ 지구 북측, 동측, 남측 도로에서 최소 3m 이상 후
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지침 6]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구 남서측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

[지침 3] 건축물 전면성

[지침 7] 차량동선

★ 한강로 방향으로 건축물 전면 배치

★ 한강로에서는 차량 진출입 불허
☆ 지구 북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지침 4] 건축물 출입구 설치
★ 한강로 방향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및 직접 진출
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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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구역
공공부문 개발유도지침
• 보행자 전용도로
- 4-1지구 내부에는 동자공원과 연계 가능하도록 -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최소화
하여 자유로운 보행을 유도하고, 바닥 패턴을 분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공간 및
휴식공간 제공

리하여 보행자들의 인식이 용이하도록 조성

- 4-2지구와 8지구의 남측 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 - 또한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안전을 위하여 볼라드
등을 설치(단, 볼라드 설치 시 휠체어 및 자전거
로 조성하여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
등이 통과할 수 있는 간격 확보)

• 보행자 우선도로

- 차도에는 차량의 감속을 위한 과속방지시설을 설
치하여 보행자 안전 도모

- 4-2지구와 8지구 사이 남북 통과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하고, 동자공원과 4-1지구를 연
결하는 보행동선을 구역 내로 유입하여 상호 유기 • 동자공원 조성 시 방향
- 입지여건상 경사지임을 감안하여 공원 조성 시 옹
적인 보행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성
벽이 최소한으로 발생하도록 조성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부시장

이덕수 (전)최창식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 (전)이덕수

도심활성화기획관

김병하

도심재정비1담당관

정유승 (전)이건기

도심재개발팀장

하용준 (전)최종인 (전)정상기

담당

김지호 김용배 안근 조성국 서영삼

연구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정문건

총괄책임

양재섭 김상일

부문책임

이성창

연구원

이태영 반영권 정미연

교통계획

손기민

공원녹지계획

김원주

외부참여진
구역별 개발유도지침

민경호 박상섭 노홍석 김형우 정우석 이동은(디에이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