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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the cultural ways to develope the under-space of overpass in the downtown

area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a dead, unhealthy place. The study process consists of 4 methodological

stages. literature review, case study on environmental design of under-space of overpass, questionnaire and

statistical analysis and specific study on regional context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space and the needs of the community and visitors. The final suggestion based on the research are the

natural rest settings including pocket parks with trees and fountain as well as cultural settings with small

sized outdoor gallery and open performance stage which can be managed by the community membe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help the dead space in the center of the city regenerate the community in terms

of physical, cultural and social environments. Also, this study will show the importance and the methodological

approach of the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the hidden potential space of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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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교통의 편리를 위해 개발된 도시 고가도로의 형성은

도시의 팽창과 성장, 도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편의에

이바지해 왔으나 그 하부 공간은 사용할 수 없는 많은

비활성공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대부분의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어쩔 수 없이 형성된, 아무도 원하

지 않는 불결하고 어두운 소외 공간으로 인식되게 되었

다.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도시형성의 기본적 요소로서 사

람과 물자의 이동에 있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생겨

났으나, 교각의 형성과 함께 비활성 공간이 만들어져 각

종 불법행위나 환경악화 등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공간이 되었다.

근래에 들어 공공디자인 개발에 힘입은 많은 지자체들

이 도시 중심에 위치하는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대해 다

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사장된 부지에 대한 공공

적 가치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도로로 형성되어 있

으며, 도시 녹화 정책에 힘입어 도로의 중앙 분리펜스를

녹지로 조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유턴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

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고가도로 하부공간이 도로가

아닌 경우, 공간의 안전성과 접근성이 확보되는 공간에

한해 보행, 만남, 산책 등의 휴게공간으로 개발하기 시작

했다. 더 나아가 쇼핑이나 벼룩시장과 같은 문화적 행위

가 이루어지는 장소로까지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도시의 고가도로 하부공간이 도시

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유동적인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공간적 제약과 무거운

콘크리트 구조물의 하부라는 압박감, 소음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도로와의 인접

등 안전성 문제로 단순 녹화를 제외한 적극적인 해결 방

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 이민혜 외(2010)는 고가도로 하부를

건축 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제약이 되는 소

음, 진동, 접근성, 도시경관 등의 고려 요건의 현황과 대

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1) 진양교 외(2000)는 고가도

로 하부 환경을 고려한 설계 기준으로, 포장, 가로시설물,

구조물, 식재 등으로 분류하여 조경 범위를 넘어서 종합

적 환경설계를 방향으로 계획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2) 또한 디자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최근 연구

에서는 고가 하부공간을 주변과 연계한 거리나 공원으로

1) 이민혜, 양상현, 도시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건축적 활용 방안

고찰, 인포디자인이슈 23호, 2010

2) 진양교, 홍윤순, 도시고가도로 입지구간 가로환경설계, 한국조

경학회지, 2000, Vol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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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경우를 시뮬레이션으로 제안하였다3).

실제적으로 도시에서 고가도로 하부공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면적 등을 고려해 볼 때 공공 공간의 활용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적극적인 도시 문

화공간으로서 역할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도시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디자인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까지의 개발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

고자 한다. 둘째, 도시 고가도로 하부의 비활성화된 공간

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리서치 단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도시 고가도로 하부라

는 부정적 공간을 시민들에 의해 사랑받는 긍정적, 적극

적 공간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서, 추

후 많은 비활성공간이 새로운 도시 문화를 형성하는 공

간으로 재탄생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 단계는 사례 분석 단계로 우리나라 고가도로 하부

공간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때 단

순 녹화된 사례가 아닌 사람들이 그 공간을 방문하여 다

양한 용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였다. 분석

은 선행 지역재생 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포지션 맵의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단계는 도시 고가도로 하부 공간 디자인을 위

한 기초 리서치 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디자인 방

향을 제안하였다. 첫째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대상지의

인문 사회적, 지리적, 물리적 환경에 대해 분석한 후, 둘

째, 공간 활성화를 위해 설문 조사를 통해 지역민들의 니

즈를 파악하였다. 조사 내용은 대상지에 대한 인식, 공간

활용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니즈, 개발 후 기대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결과는 SPSS 프로그램에 의해

평균, 빈도 등 기초 통계를 하였고, 지역민과 방문객 간의

차이는 t-test에 의해 분석되었다.

디자인 제안을 위한 대상지는 부산시 사상구 주례오거

리의 교차로 인접 구간이며 동서고가도로의 하부 공간 3

필지 4693m2(440-4도, 435-1도, 426-6도)를 선정하였다4).

대상지 주변은 토지이용적인 측면에서 일반상업지역, 제2

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성되어 있으

며, 다수의 학교시설이 인접해 있다. 시외버스터미널과

3) 박영빈, 공공디자인 요소로서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10

4) 동서고가로(東西高街路)는 1988년 4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4,633

억원을 투입하여 건설된 것으로, 부두(8부두, 문현 램프)와 남

해고속도로제2지선(낙동대교)을 동서로 연결하는 총연장 10.9

㎞의 제2 도시고속도로이다. 현재 많은 방치된 고가 하부공간

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주례오거리 동서고가 하부공간

은 교통의 결절지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대

규모의 방치된 공간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가

도로 하부 공간을 지역재생의 관점에서 개발, 제안하기에 이

장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접근성이 좋으며, 도심을 지나는 동서고가로의 구간 중

유일하게 하부공간이 도로가 아니며 공지로 되어 있다.

현재 시 소유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활용도가 떨

어지며, 관리 소홀로 교차로 주변 미관 저해를 비롯하여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장조사와 지역주민 설문

등을 포함한 리서치는 2010년 6월에서 11월까지 약 6개

월간 진행되었다.

2. 문헌 고찰

2.1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

도시 재생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도시’와 ‘재생’이

라는 용어를 합성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라

는 용어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대

도시지역의 무분별한 외부 확산을 억제하고, 도심부의 쇠

퇴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도심지역으로 인구 및 산업의 회

귀를 촉진하는 도시 관리 정책이다.5)

공간의 역사성을 살리며 거주민들의 삶에 녹아들 수

있는 가치 있는 문화예술 공간과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 공공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

아지고 있다. 상징이나 문화처럼 비생산요소가 지대한 영

향을 끼치는 경제를 가리켜서 ‘문화적 경제’라 한다면, 경

제를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는 문화를 ‘경제적 문화’라 칭

한다. 문화는 이제 사람들의 의식을 고양하고 창조적 능

력을 키워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본질적인 역할

을 넘어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으며, 소비자

를 만족시키고 강조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6)

문화는 이제 넓은 의미의 ‘삶의 방식’이나 좁은 의미의

‘예술적인 활동’이 아닌 경제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한

다. 문화예술은 도시 경쟁력 관점에서 지역 내로의 투자

유도,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소득 증가 등 지역의 경제

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도시 마케팅

의 측면으로도 설명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시의 창

조성 형성을 바탕으로 도시생산성의 증대라는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7)8)

따라서 도시의 고가도로 하부공간과 같은 비활성 공간

을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재생한다는 것은 사

회적,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비활성 공간의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해당지역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쾌적하고 활기

찬 공간을 조성하고, 공간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

적, 비경제적 활동을 주민 참여로 관리하는 효율적 커뮤

니케이션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공간재생의 주요 개념으

로 인식한다.

5) 윤호중, 도심지 재개발 선진사례연구, 윤호중의원실, 2005, p2

6) 장광열, 21세기 문예회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문화도시, 문

화복지 72호, 2006

7) 신혜란, 지역성장을 위한 문화적 장소마케팅, 한국공간환경학회

편, 현대도시이론의 전환, 한울, 1998, pp21~38

8) 최한숙, 문화시설에서 나타나는 도시재생 사례에 관한 연구, 홍

익대 석사논문, 2008, pp35~40의 도시 문화적 재생의 기대효과

3가지 분류를 편집하여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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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 비활성공간과 고가도로 하부 공간

1) 도시 비활성화 공간

(1) 비활성 공간의 개념

도시계획에서의 방치와 방기가 만들어 낸 공간을 비활

성공간이라 하며, 비활성공간은 두 가지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존재하고 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과 ‘활용되거나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다.9)

비활성 공간에 주목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

들 공간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큰 사회문제를 야기

하는 진원지가 되어왔기 때문이고, 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공간을 활성화 하거나 재개발하는 방안에 관한

사회적 접근과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데 있다. 이들 비

활성 공간은 대부분의 도시환경에서 청소년들의 탈선 장

소가 되거나 쓰레기 투기와 물건의 적재, 가설물 등이 설

치되고 불법 주정차 공간으로 사용되는 등 도시환경 악

화요인이 되었다. 런던의 템즈강 주변에 자리한 화력발전

소와 그 인근이 슬럼화 되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한 예가

대표적이다. 물론 여기에는 도시 경제의 몰락과 궤를 같

이하지만 거대한 비활성 공간들이 이 같은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은 현대 도시에서도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일

이다.10)

현재까지의 비활성 공간에 대한 개발은 공간의 새로운

성격 부여 또는 활용도가 높아지는 프로그램이 되지 못

하고 시각적 장식이나 반복적으로 구성하는 관습적 공간

형성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공간의 벽면을 이용한 슈퍼그

래픽 또는 조경수를 활용한 녹지 공간조성 등의 방법이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공간 활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비활성 공간의 유형

비활성 공간은 우리의 생활환경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

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도시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활성 공간의 유형은 가로 공간, 건축 공간, 수변 공간

및 폐부지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도시의 공간을 연결하는 가로는 보행, 휴식, 만남, 산

책, 등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공공장소이며

시민이 머무는 도시의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므로 밀집된

건물사이의 개방된 보행자 공간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장이 된다. 가로는 사회적 활동을 담는 장소이

고, 도시경관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인 것이다.11) 그러

나 이러한 가로공간은 그 면적만큼이나 비활성 공간이

양적으로 가장 많이 발견된다. 교통섬, 중앙 분리섬, 과도

하게 넓은 바깥차선, 회전선, 그리고 터널 입구의 안전지

대와 지하도의 윗부분, 고가도로의 하부 등이 이에 해당

한다.

고가도로의 하부공간은 지상과의 접지를 위한 경사구

간과 일정 지반 높이를 유지하며 지상부와는 무관하게

9) 백나영, 도시공간의 유휴 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동덕여

대 석사논문, 2002, p19,20

10) 조덕진,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를 통한 도시활성화 방안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2008, p19

11) 김광중, 서울 도로공간의 개선 잠재력, 서울시정포럼, 1998

계속되는 본선구간으로 구분된다. 고가구조와 지상부와의

관계에서 동일한 교각모듈이 반복되는 일반 구간과 교각

의 배치모듈 또는 구조자체의 변경이 불가피한 특수구간

으로 나뉘는데, 고가구조가 통과하는 지상도로가 다른 간

선도로와 접속하는 경우 등이 후자에 속한다.12) 이 공간

들은 노상 주차나 인접 상가의 적재활동 등 불법적인 행

동을 유발시키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활동

으로 인해 오히려 교통문제가 유발되고, 보행활동이 방해

를 받으며, 가로경관도 저해된다.

또한 건축물과 건축물들의 사이에서는 많은 비활성 공

간이 내재되고 있으며, 건물의 옥상,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자투리 공간, 뒷골목 등이 포함된다. 수변공간의 유휴 공

간 역시 대표적인 비활성 공간으로 강변 및 하천 주변의

넓은 둔치와 유수지, 그리고 강을 잇는 다리와 다리 하부

의 빈 공간 등을 들 수 있다.

2) 비활성 공간의 문화공간화

비활성 공간의 문화공간화는 단순한 도시의 경관 재생

과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라는 관점을 넘어 국가 및 도시자

체의 경쟁력과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

요한 위치에 문화가 있어야만 한다는13)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소비위주의 문화

공간이 아닌 친숙한 문화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화보가 중요하다.

문화 공간조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젊은 층의 정착

및 유입을 유도하게 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 활

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주민들

이 지역문화를 공유하면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자

연스럽게 함양된다. 그리고 문화공간은 단순히 공간이나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

회의 공동체의식과 구심점 형성을 위한 활력소가 될 수

있고 이는 곧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저력이 된다

는 것이다.14)

대표적인 사례로 뉴욕 하이라인 공원을 들 수 있다. 하

이라인은 1930년대 뉴욕 근대화의 이상을 상징하는 대표

적인 시대 산물로써, 각각의 지구들을 연결시키는 2.3km

의 고가 화물철로였다. 그러나 대체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철도교통이 쇠퇴하고 고가철도들이 철거되기 시

작하여 결국 1980년 초 문을 닫게 되었다. 그 후 20년 가

까이 방치되다가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도시공원으로 활

용된 사례로 현재는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 공원으로 재탄생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활성 공간의 재생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문화

12) 진양교, 홍윤순, 도시고가도로 입지구간 가로환경설계, 한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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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배수철, 미술문화공간을 통한 도시재생의 방안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7, p16

14) 한미애, 지역발전매체로서의 문화공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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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하나물빛공원

공간

성격

대형건설장비 대기

장소→주민쉼터

공간

테마

도심친수

공간 조성

개요
서대문구 홍제3동 454-1

규모- 2200㎡
배경

환경개선

민원

대상지

분석

서울시 서대문구 내부순환도로 하부공간으로

후면에 옹벽이 있어 일반적 고가 하부공간보다

어두운 이미지. 하부 도로와 상부 고가도로의 교

차 지점으로 공간 활용이 다양해 질 수 있음.

공간

디자인

(컨텐츠)

▪인공폭포 및 실개천과 벽천 등 수경시설

▪높이 4m의 워터스크린, LED 조명등 / 전망대

▪음지에서 잘 자라는 회양목 등으로 녹화

▪벤치와 체육시설

공간

분석20)

상
징
성

○

주민 편의 시설의 확충과 도시미관
개선적 측면에서 높으나 공간의 맥락
에서 수공간의 입지와 평면적 디자인
구성이 지역성을 나타내기 부족.

접
근
성

○
주거 밀집 지역과 거리가 있으며 평
지인도 이외에 주변은 옹벽으로 되어
있어 접근성이 다소 불편함.

편
리
성

∙ 디자인적 측면을 제외하고 편의 시
설은 벤치와 체육시설 몇 개만 있음.

환
경
성

◎ 환경 개선에 대해 적절히 대처,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됨.

안
전
성

◎
공원화된 대지는 인도가 넓은 면적
으로 디자인되어 도로와의 접근성을
멀게 하였고 가드레일이 설치됨.

표 2. 하나물빛공원

개념 실현 방안

도심

기능

활성

화

다양성 다양한 기능 수용

접근성 중심기능의 제고

상징성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기능 유지

연계성 도심 내 연계를 통한 교류 확대

어메

니티

향상

편리성 도심 접근 및 체류의 편리성 확보

환경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의 조성

심미성 선진적 심미성 추구

문화성 고유 문화자원의 육성

를 형성하여 경제, 문화사회적 가치에도 기여하게 된다.

3) 대표적 비활성화 공간; 고가도로 하부공간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지상과의 접지를 위한 경사구간

과 일반 지반높이를 유지하며 지상부와는 무관하게 계속

되는 본선구간으로 구분된다. 고가구조와 지상부와의 공

계에서 동일한 교각모듈이 반복되는 일반구간과 교각의

배치모듈 또는 구조자체의 변경이 불가피한 특수구간으

로 나뉘는데, 고가고조가 통과하는 지상도로가 다른 간선

도로와 접속하는 경우 등이 후자에 속한다.15)

또한 고가도로 하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간적 범위를 정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가

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정하여진 한시적인 건축물로서

기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

는 범위 안에서 점용허가를 해 준다면 설치가 가능한 것

으로 되어 있다.

접근성을 기반으로 고가도로 하부 공간은 시민들의 삶

의 질 향상과 편의 도모를 위한 휴게 공간, 광장 공간, 체

육 공간, 학습 공간, 자연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이

나 아직은 지역적 특성 및 거주민 요구 등을 연구, 분석

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도시 고가도로 하부 공간 사례분석

3.1 사례분석의 틀

도심재생16)은 크게 도심의 기능 활성화와 도심 어메니

티 향상의 두 가지 접근으로써 도심지역에서 인구 및 산

업의 재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도심기능 활성화는 도시

공간의 이용 밀도를 고려한 기능의 이전, 지방화와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행위 증가로 인한 지방행정기능 강화, 주

거기능의 다양화, 세계화로 인한 국제적 기능 강화, 종정

의 행정, 업무, 쇼핑 등의 기능에서 문화, 교류, 위랑, 지

식산업의 기능으로 고도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양성, 접

근성, 상징성, 연계성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환경․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체성 확립에 목

적을 둔 도심 공간의 어메니티 향상 방안을 위해 편리성,

환경성, 심미성, 문화성 추구가 필요하다.17)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8가지 특징 가운데,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특성 분석을 위해 상징성, 접근성,

편리성, 환경성을 기본 요소로 선정하였으며 대규모 지역

의 재생을 목적으로 한 다양성, 연계성, 문화성, 심미성을

제외하였다. 또한, 고가도로 하부공간이라는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추가하였으며, 환경성은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5) 진양교, 홍윤순, 도시고가도로 입지구간 가로환경설계, 한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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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심은 관공서, 회사 은행 등이 밀집된 한 도시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도심재생은 일본의 록본기 힐즈,

미드타운과 같이 도시 중추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도시재생은 도시 전체 또는 도시 일부 지역의 재생을 꾀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였다.

17) 황보민경, 구도심 재생을 위한 공공영역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9, pp9~10

표 1. 도심재생의 개념 및 실현방안18)

3.2 사례 분석19)

1) 홍제IC 고가도로 하부공간

기존 쓰레기 무단투기, 건설자재 및 장비들 보관으로

인한 하부공간의 슬럼화된 이미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게 되자, 2200㎡ 면적에 2008년 6월12일 착

공에 들어가 4개월 공사 후 친수공간을 기본으로 주민들

의 휴식공간이 조성되게 되었다.

폭포 및 계류, 연못, 높이 4m 넓이 7.3m의 워터스크린,

LED 조명등, 전망대 등 총 5억5800만원이 투입되어 조성

된 공원에는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특성인 일조량 부족에

18) 황보민경, 구도심 재생을 위한 공공영역 디자인에 관한 연구,

공간디자인 학회지 vol.3 통권 7호, 2008

19) 사례 선정을 위해, TV나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발표된 사례

가운데 기본 면적 2000㎡ 이상으로, 단순 녹화가 아닌 문화▪

휴게공간의 조성이 이루어진 사례를 선정하였음. 또한 서울시

와 부산시 각 구청 관련 부서(녹지과, 건설과, 도시경관/디자

인과 등)에 전화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 조사하였음.

20) ◎상 ○중 ∙하로 구분하였음.



도시 고가도로 하부 공간 재생디자인 연구 / 남동현・윤지영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 11, No. 5  2011. 10 35

명칭 금천한내 장미원

공간

성격
공지→주민쉼터

공간

테마

주민쉼터 /

자연학습장

개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규모- 총연장 700m /

폭 5m의 약 3,500㎡

배경

주변 환경 개

선(화단 재정

비)

대상지

분석

서해안 고속국도 고가하부의 하천변으로 공지

를 활용하여 공간을 연출. 금천구에 위치하며 지

난 2009년 금천구청 역에서 시흥빗물펌프장에 이

르는 금천한내(안양천)에 조성됨.

공간

디자인

▪야생초화 약 1㎞ 조성/ 야생초 자연학습장

▪종합운동시설 및 벤치▪녹지조성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공간

분석

상

징

화

◎

도심 속에 다양한 야생화를 통한 생태

공간과 고통과 관련한 어린이 안전 교육

시설의 설치로 지역민과 연계한 공간 활

용도를 높임.

접

근

성

∙

공간이 제방으로 되어있고 조성된 길이

고가도로 하부 직선 길로 접근성 자체는

떨어짐.

편

리

성

○
휴식 벤치와 함께 운동기구들이 비교적

고르게 배치

환

경

성

◎

공간의 성격을 잘 활용한 주민편의 시

설과 안전교육장과 하부공간의 어두운

이미지를 야생화 화단과 친환경 바닥재

로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로 개선.

안

전

성

◎

공간의 한 면이 제방으로 경사지가 형

성되나 펜스가 적절히 위치하며 제방 방

향으로 화단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안전

성에는 문제가 없음.

표 3. 금천IC 고가 하부공간사례분석

명칭 동수원고가 하부공원 (명칭 없음)

공간

성격

고가도로 건설→

하부공간정비

공간

테마

주민 삶의 질

향상

개요

위치- 수원 인계사거리

~못골사거리

규모- 11,256㎡

배경

교통량 해소와

더불어 지역민의

생활편익 도모

대상지

분석

국도1호선 구간 중 만성적인 교통체증 현상을 보

이고 있는 인계사거리 및 동수원사거리 구군에 대

해 교통량 해소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 공사기간은 2004~ 2007이며

고가도로 건설 후 하부공간을 같이 개발함

공간

디자인

▪산책로 890M

▪목재데크시설 : 6개소

▪산석플랜트 : 248M

▪앉음벽(원형의자) : 26M

▪등의자 및 정원등 : 1식

공원식재 현황

▪침엽수 : 169주

▪꽃사과 : 20주

▪관목류 : 43,595주

공간

분석

상
징
화

○
산책로와 함께 많은 식재를 심어 녹화

공의 이미지. 도심에서 휴식공간의 역할

접
근
성

○
하부공간을 제외한 모든 면이 도로로

구성되어 접근성이 떨어짐.

편
리
성

∙ 편의시설은 벤치만 제공

환
경
성

◎

고가도로의 건설과 동시에 하부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 계획 및 친환경 마감재 사용.

안
전
성

○

안전펜스 등이 미설치 되어 있으나, 공

간 계획에 있어서 하부공간의 양측면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도로와의 접근성을

두어 안전성을 확보.

표 4. 동수원고가 하부공원

대비하여 음지에 잘 자라는 회양목 등 키작은 나무 식재

를 선택하였다. 또한 휴식을 취하는 주민들의 편리를 고

려하여 점토벽돌 등으로 주변 포장 공사를 시행하였다.

2) 금천IC 고가도로 하부공간

금천한내 장미원은 서해안 고속도로 금천IC 고가도로

인근으로 조성규모는 총연장 700m로 서울시 금천구청 역

에서 시흥빗물펌프장에 이르는 금천한내(안양천)에 위치

하며, 주변은 주로 공동주택단지로 되어있다. 금천한내

장미원은 서해안 고속국도 고가하부의 제방 주위에 경관

향상을 위해 기존 제방 길 화단을 재정비한 것이다.

기존의 이 구역은 둔치 회양목의 상태가 불량하고 인

도가 없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한 상태였다. 이 공간은 화단 재정비 이외에 하부공간을

이용해 휴게 및 운동공간으로 활용하며 벤치 등의 편의

시설과 교목 및 관목으로 녹지가 조성되어 있다.

화단에는 장미꽃을 연중 감상할 수 있도록 연 3~4회

꽃을 피우는 사계장미 32종 1만5천여 주를 식재해 조성

하였다. 화단 재정비 사업 이외 안양천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 트랠리스(Trellis), 독서 장미원, 포토 존과 어린

이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

전교육장도 조성되어 있다. 교통안전교육장은 280㎡의 면

적에 볻, 차도, 횡단보도 등을 축소한 교육장과 각종 교통

안전표지판, 안전교육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다.

3) 동수원고가 하부공간

동수원 고가도로는 수원시 동수원사거리부근에 위치하

며, 인계사거리부터 못골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이다. 주

변은 주로 상업지구로 상가들이 분포하고 있다.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고가도로의 건설과 함께 조성되었으며, 산책

로와 주민 쉼터를 중심으로 마로니에를 비롯하여 꽃사과,

회양목, 산철쭉, 백철쭉, 영산홍, 자산홍, 사철나무, 붓꽃,

눈주목, 구절초, 담쟁이넝쿨, 맥문동 등을 식재하여 사계

절 이용이 가능한 녹색 공간 조성하여 인근 상가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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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브릿지 수변테마공원

공간

성격

남항대교 하부 공지→

주민쉼터·문화공간·산책로

공간

테마
수변테마공원

개요

위치- 부산 영도구 영선동

규모- 5천783㎡ 총 길이

1,925m·폭 25.6m

배경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

대상지

분석

왕복 6차로이며, 부산 신항(新港)과 북항(北港)

간의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착공

되어 2008년 6월 30일 개통되었음.21) 부산 서구 암

남동과 영도구 영선동 사이의 바다를 가로지르며

건설되었음. 정면은 바다 뒷면은 주거지임.

공간

디자인

▪놀이마당과 바닥분수, 돗자리 녹색쉼터 등

주민들의 휴식공간

▪길이 28m, 폭 9m의 계단식 원형무대 및 관람석

▪200m 구간의 보행로를 개선, '웰빙 산책로' 조성

▪160m 구간 높이 3m의 ‘패총벽화거리'조성

공간

분석

상

징

화

◎

수변테마공원은 문화와 여유가 넘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

음.

공간적 특성과 함께 다양한 문화적 컨

텐츠가 어우러져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

접

근

성

○
정면이 바다이며 인근 도로와 교통량 등

을 고려 시 접근성은 매우 좋지는 않음.

편

리

성

·

현재 바닥은 우레탄으로 정비 되어 있으

나 본 사업이 2012년 완공예정이라 편리성

에 대한 분석은 현재로는 분석 불가.

환

경

성

◎
교량 아래 흔히 발생하는 슬럼화 방지와

함께 쾌적한 환경 조성이 예상됨.

안

전

성

◎

하부공간은 차량 소통이 불가하며 개발

이후에도 산책로를 제외한 고가하부공간은

차량도로와 분리되어 안전성은 높다.

표 5. 브리지 수변테마공원

명칭 걷고 싶은 거리

공간

성격

공가도로 하부 공지→

→하부공간정비

공간

테마
도심 산책로

개요

위치- 서울 광진구 건대

입구 ~뚝섬유원지까지

2km 구간 중 일부구간

길이- 0.8Km

배경

능동로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고가도로

하부공간 정비

대상지

분석

한강의 17번째 다리로, 이 교량 개통으로 동부간선

도로, 서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1단계 도시고속도로망 구축사업이

완료됨. 청담대교는 건대입구~청담동간을 연결하는

7호선과 강변북로~수서·장지간을 연결하는 도시고

속도로를 동시에 개통한 병행 교량임.

공간

디자인

▪휴식시설 및 운동시설

▪산책로 및 지압보도

▪녹지 및 벽면 녹화

▪조형물

▪야간 경관 조명

▪바닥분수

공간

분석

상

징

화

◎
조각공원의 구간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

며, 휴게공간의 의미지가 잘 나타난다.

접

근

성

◎

고가도로 하부공간 이외 더 넓은 부지

를 활용하여 넓은 대지를 휴게공간화 하

였으며, 다방면 접근이 편리하다.

편

리

성

○

조각물로 인한 시각적 휴게공간을 제공

하지만 산책로의 성격이 강하여 공간의

편의시설은 많지 않다.

환

경

성

◎

쾌적한 환경보다는 시각적으로 깔끔한

거리의 모습이며, 긴 휴식보다는 짦은

산책 등의 컨텐츠가 제공된다.

안

전

성

◎

펜스는 없으나 볼라드를 활용하여 차

량의 접근을 차단하며, 신호등과 횡단보

도를 통한 접근을 한다.

표 6. 걷고 싶은 거리

조사자와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

4) 남항대교 하부 공간

영도구청은 2011년부터 영도구 영선동 남항대교 하부

에 '브리지 수변테마공원'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영도구

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테마공원은 오는 2012년께 완공될 예정이며 총 6억 5천

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테마공원에는 바닥분수, 돗

자리 녹색쉼터 계단식 원형 무대 및 관람석 등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친수공간으로 계획 중인

21) 두산백과사전

브리지 수변테마공원은 교량 아래 흔히 발생하는 슬럼화

방지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된다.

5) 청담대교 하부 공간

청담대교 고가도로는 광진구 자양동 부근에 위치하며

조성규모는 약 0.8km로, 주변은 대부분 소규모 상가이며

공동 주택단지 및 학교가 인접해있다. 고가도로 하부공간

은 인근 주택가 및 상가의 휴식 및 운동을 위한 휴게시

설, 운동시설이 있다. 녹지 및 바닥분수, 조형물, 운동시설

과 50m 바닥 지압보도, 야간 조명 시설 등의 경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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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20여개의 시설이 설치되어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담쟁이 넝쿨을 이용한 벽면 녹화가 이루어져 있다.

3.3 소결

국내 고가도로 하부 공간 디자인 개발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해 하부 공간 면적 2000m
2
이상으로 단순 녹화가

아닌 다양한 활동 공간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5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전체적인 공간디자인과 함께, 상징성,

접근성, 편리성, 환경성, 안전성의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표3-7>과 같이 포지션 맵으로 그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2. 고가도로 하부 공간 분석 포지션 멥

분석 결과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디자인은 녹화 등을

통한 환경성 측면이 모든 사례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

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은 대부분 사례에서 문제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디자인 개발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도로 하부공간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살펴보면,

공간의 상징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체성을 찾기 어려우며,

도로와 접하여 안전성 및 접근성 확보가 다소 힘들다. 또

한 차량 소통과 가까운 대지는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한

쾌적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및 녹

지조성과의 연계 방안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또한 대상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의 유입으로 대지의 활용성

및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하다.

구분 종합 분석 포지션 맵

홍제

IC

고가

도로

하부

공간

명

칭
하나물빛공원

분

석

내

용

도심친수공간으로 주민들의 환경

개선 민원으로 인하여 조성되었다.

공간의 환경성 및 가드레일의 설

치로 안전성은 높으나, 상징성 및

접근성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

금천

IC

고가

도로

하부

공간

명

칭
금천한내 장미원

분

석

내

용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화단

재정비가 된 사례이며, 기존의 공

간성을 살리고 학습공간으로의 활

용에서 뛰어나 환경성 및 상징성

이 높다. 그러나 하천 인접 대지로

접근성이 다소 낮다.

남항

대교

하부

공간

명

칭
브리지 수변테마공원

분

석

내

용

수변의 특성을 살린 수변테마공

원은 지역적 상징성이 높으며, 환

경성 또한 높다, 차량 소통이 없으

므로 안전성도 확보되나 바다로

인해 접근성은 다소 부족하다.

동수

원고

가

하부

공간

명

칭
동수원고가 하부공원 (명칭없음)

분

석

내

용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라는 측면

에서 환경성을 우수하나, 일반적인

녹화공원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

다소 상징성이 부족하며 접근성

및 안전성 또한 보통이다.

청담

대교

하부

공간

명

칭
걷고 싶은 거리

분

석

내

용

고가 하부 공간 이외 추가 공간

의 활용도 및 접근성이 좋은 편이

다. 조각공원의 면적이 높아 공원

자체의 상징성은 있으나 지역적

배경의 상징성은 확보하지 못했다.

종합

분석

사례조사 다섯 곳의 분석포지션 맵을

오버랩한 결과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부분에서 고가도로의 공간적 특수성을

알 수 있다. 환경성은 매우 우수하나

접근성 및 편리성 부분은 취약한 것으

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표 7. 사례 종합 분석

4. 니즈(needs)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4.1 설문 대상 및 내용

대상지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오거리 동서고가도

로 하부공간으로 약 4700m2의 넓은 면적이 노상주차장으

로 방치됨으로써 무질서하고 불안한 지역 이미지를 초래

하고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 민원

이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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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거주자 방문자

전체
빈도 % 빈도 %

부산다운

일반적인

5 10.4% 7 13.5% 12 12.0%

43 89.6% 45 86.5% 88 88.0%

세련된

투박한

2 4.2% 0 0% 2 2.0%

46 95.8% 52 100.0% 98 98.0%

고급스러운

수수한

0 0% 0 0% 0 0%

48 100.0% 52 100.0% 100 100.0%

도시적

전원적

19 39.6% 27 51.9% 46 46.0%

29 60.4% 25 48.1% 54 54.0%

현대적

전통적

20 41.7% 32 61.5% 52 52.0%

28 58.3% 20 38.5% 48 48.0%

친밀한

낮선

24 50.0% 12 23.1% 36 36.0%

24 50.0% 40 76.9% 64 64.0%

단순한

복잡한

12 25.0% 8 15.4% 20 20.0%

36 75.0% 44 84.6% 80 80.0%

깨끗한

지저분한

5 10.4% 5 9.6% 10 10.0%

43 89.6% 47 90.4% 90 90.0%

편리한

불편한

6 12.5% 3 5.8% 9 9.0%

42 87.5% 49 94.2% 91 91.0%

안전한

불안한

6 12.5% 2 3.8% 8 8.0%

42 87.5% 50 96.2% 92 92.0%

표 8. 대상지 이미지 어휘 분석

대상지에 대한 인식 집단 N 평균 t
유의
확률

고가로 하부 노상주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생활 환경에
저해요인이다.

거주자 48 3.60

-1.120 .266

방문자 52 3.85

대상지는 고가로 하부
공간으로 방치되어
어두운 이미지이다.

거주자 48 4.29

.368 .714

방문자 52 4.23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거주자 48 4.56

.527 .599

방문자 52 4.48

사상구의 교통의
중심지로 이미지 변화가
필요하다

거주자 48 4.44

.300 .765

방문자 52 4.38

교차로 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 및 상권에 있어
빈약하다

거주자 48 4.54

1.999 .048

방문자 52 4.23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0년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 대상은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주례오거

리 지역주민과 방문자들로, 총 120부를 배포하여 105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가운데 지역민 48명, 방문자 52명 등

총 10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5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응

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방문 목적 및 횟수, 주례오거리 지

역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 환경개선사항, 필요한 공공시

설물, 개발 후의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하였다. 대상지 이

미지에 대한 평가는 공간디자인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

던 형용사 이미지 평가 어휘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지 인

식에 관한 문항은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대한 전반적 문

제점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상지 개선 사항

과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체적 질문을 통해

디자인 계획에 활용될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기본 문항 이외에 대상지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이 필

요한 사항에 대한 서술 형태의 질문을 포함하여 인터뷰

를 대치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항

에 사용된 평가척도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지 방

문목적과 대상지에 대한 형용사이미지 선택 질문을 제외

하고 모두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4.2 대상지 이미지 및 인식 분석22)

설문응답자 100명 가운데 여성 72%, 남성 28%로 여성

이 많았으며, 연령대는 21-30세까지가 30%로 가장 많았

고, 20세 미만에서 60세 이상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

었다. 직업은 가정주부 25%, 학생 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자영업, 사무직, 생산직, 무직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상지 이미지에 대하여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가 ‘일반적인’, '투박한‘, ‘수수한’, ‘낮선’, ‘복잡한’, ‘지

저분한’, ‘불편한’, ‘불안한’ 이미지라고 답하여 부정적 이

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8 참조).

또한 주례오거리를 포함한 대상지 지역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5개 항목 모두에서 3.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 주례오거리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집

단 간 차이는 ‘유동인구 및 상권에 있어 빈약하다’에서만

나타났으며, 거주자의 입장에서는 지역이 더 활성화되기

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9 참조).

22) 형용사 이미지 어휘는 공간디자인 관련 선행 연구(안지윤,

1997; 윤지영, 1998; 이윤정, 2009 등)에서 사용된 어휘가운데

그 의미가 유사한 것들을 제외하고 옥외 공간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어휘들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적 특성 평가를 위해 ‘부

산다운-일반적인’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안지윤은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질서성, 정서성, 심미성, 개방성, 공간성, 장

식성으로 분류되는 32개의 공간 이미지 어휘를 추출하였으

며, 윤지영은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공간이미지어휘 81개의

가운데 중복의미를 지닌 어휘를 전문가 설문을 통해 분류하

여 8쌍(16개) 대표어휘를 추출하였다. 또한 이윤정은 윤지영

의 연구를 토대로 하였으며, 한국적/서구적을 추가하였다. 이

연구들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공간이미지 어휘를 모두 조

사하여 각각 요인분석과 전문가 설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선

정된 어휘들을 추출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표 9. 대상지 지역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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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집단 N 평균 t
유의
확률

공공화장실
거주자 48 3.88 .489 .626

방문자 52 3.77

조형물
거주자 48 3.65 .449 .654

방문자 52 3.54

벤치
거주자 48 4.50 3.689 .000

방문자 52 3.83

쉘터

(shelter)

거주자 48 4.15 1.610 .111

방문자 52 3.85

휴지통
거주자 48 4.33 .939 .350

방문자 52 4.15

가로등 및
조명시설

거주자 48 4.35 -.313 .755

방문자 52 4.40

안내표지판
및 사인물

거주자 48 3.81 -2.361 .020

방문자 52 4.27

표 11. 대상지에 필요한 공공시설물 분석

기대 효과 집단 N 평균 t
유의
확률

개발 이후 방문 횟수가

증가할 것이다.

거주자 48 4.35 1.638 .105

방문자 52 4.04

개발 이후 문화시설

(문화행사 및 갤러리)을

매우 많이 이용할 것이다.

거주자 48 4.10 1.222 .225

방문자 52 3.83

개발 이후 이용 휴계시설

(녹지/수공간/체육공원)을

매우 많이 이용할 것이다.

거주자 48 4.25 2.242 .027

방문자 52 3.79

대상지의 프로그램 및 발생

수입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운영 관리한다.

거주자 48 4.13 .847 .399

방문자 52 3.96

사상구 및 주례오거리의

지역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다.

거주자 48 4.50 1.083 .281

방문자 52 4.31

4.3 대상지 개선 사항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요구

전반적으로 볼 때, ‘사상구 중소기업(제조업) 제품 등의

홍보관 설치’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 거주

자나 방문자 모두 3.50이상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 및 수공간’,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 ‘전시 및 행사를 위한

갤러리 제공(실내 문화공간)’, ‘편의 시설 확충(휴게공간)’,

‘주차공간 이동 및 확보’, ‘실외 문화행사 및 주민 커뮤니

티를 위한 오픈 스페이스 확보’,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개

선’, ‘경사지 안정성 확보 및 보행 환경개선’, ‘안내표지판

확충 및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공통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대상지 개선 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 집단 N 평균 t
유의
확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 및 수공간

거주자 48 4.17 1.024 .308

방문자 52 3.94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

거주자 48 4.21 2.754 .007

방문자 52 3.58

전시 및 행사를 위한 갤러리
제공(문화공간)

거주자 48 3.79 .860 .392

방문자 52 3.58

편의 시설 확충(휴게공간)
거주자 48 4.21 .844 .401

방문자 52 4.02

주차공간 이동 및 확보
거주자 48 3.92 -.282 .779

방문자 52 3.98

사상구 중소기업(제조업)
제품 등의 홍보관 설치

거주자 48 3.35 .784 .435

방문자 52 3.15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오픈 스페이스 확보

거주자 48 3.88 .617 .538

방문자 52 3.73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개선
거주자 48 4.35 -.573 .568

방문자 52 4.44

경사지 안정성 확보 및 보행
환경개선

거주자 48 4.40 -.740 .461

방문자 52 4.50

또한 공공시설물에 관련해서는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벤

치, 쉘터, 휴지통, 가로등, 안내표지판 등 대부분의 시설물

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치와 안내표지판은 거

주자와 방문자 사이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는데, 벤치는 거

주자들의 휴게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을 의미하며, 안

내표지판은 방문자들의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4 개발 후 기대 효과

개발이 된다면 방문회수 및 시설과 휴게 공간 이용도

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역 이미지가 개선될 것으

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녹지, 수공간, 체육공

원을 포함한 휴게시설에 있어서는 거주자와 방문자 간에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공간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

로 예상되는 거주자의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2. 개발 후 기대 효과 분석

4.5 디자인 제안을 위한 설문 결과 소결

주례오거리 이미지 조사에서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 해

당 대상지를 부정적 이미지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미지 조사 내용 중 ‘도시적-전원적’, ‘현대적-전통적’ 문

항에 대한 거주자와 방문자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 또한 달라 질 수 있음을 의

미한다. 거주자의 경우 대상지를 포함한 해당 공간이 전

원적이며 전통적이라고 느낀 반면에, 방문자는 도시적이

고 현대적이라고 답하였다. 거주자의 경우 삶의 공간으로

해당공간을 인식하며, 방문자의 경우 고가도로 하부공간

이라는 특성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역민의 긍정적 삶의 공간으로서의 디자인 개

발과 이에 따른 지역 이미지 향상이 필요하다. 주례오거

리 개선 필요사항에서는 휴게 공간, 경사지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야간 조명시설 등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니즈 또한 높게 나

타났다. 공공시설물은 벤치, 가로등, 쉘터(shelter), 휴지

통, 안내표지판 등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공간이나 커뮤니티 모임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는

설문결과 다소 낮은 순위로 나타났으나, 인접한 사상공단

이 재개발될 계획이며, 또한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

신라대학교를 비롯한 인근 학교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

여, 이들 젊은이들의 유입을 유도하는 문화 공간의 제공

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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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지 환경 분석

5.1 대상지의 지역 맥락 분석

사상구의 주례동 개발 지역은 부산 최대 공업지역을

위치한 산업·물류·유통의 중심지며, 공항·항만·육로가 입

체적으로 연결된 서부산의 관문이다. 또한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낙동강 생태계가 인접해 있다.

사상구의 가장 큰 특징은 사상공업지역의 존재로, 면적

6.62㎢이며, 해당 업체 수 2,472개로 부산시 전체 공업지

역의 31.5%를 차지하는 대단위 공업지역이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철강금속, 신발고무, 자동차부품 관련 공

업 공장이 많으나, 현재는 공업지역의 쇠퇴로 인해 주거

지로 재편성 되어 가는 중이며 새로운 첨단 기업의 유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주례동은 면적 4.76㎢, 인구 6만

4086명(2008)으로 사상구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고

원견산과 백양산의 기슭에 남북으로 위치한다.23)

항목 내 용

도시역사적

측면

낙동강과 함께 어우러진 부산의 근대산업발달의

근원지로 사상터미널이 인접

지역맥락적

측면

김해 방향과 접해 남해 제2고속지선을 통해 유

동인구 유입에 있어서 부산의 관문 역할. 주례

오거리를 중심으로 사상구의 각 지역으로 물류

및 유동인구 분산

경제적

측면

사상구 낙동강변에 조성된 대규모 공업단지(사

상공단)로 부산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지역

교육적

측면

동서대, 동의대, 경남정보대 및 초중고 의무교육

시설이 밀집

입지적

측면

대상지 주변으로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

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고가도로, 완충녹지

등이 혼재 편성

표 13. 대상지 일원의 지역적 특성

5.2 대상지 현황 분석

1) 교통 및 접근성 현황

대상지의 외곽 교통 연결성을 보면, 대상지 서측으로

남해고속도로지선이 사상구로 연결이 되며 이 도로는 동

서고가로와 가야대로를 통하여 대상지와 직접적으로 이

어진다. 김해 지역에서 사상구로 들어오는 다른 경로는

김해경전철이 있으며 아직 미개통 구간이지만 2011년 4

월 개통예정으로 부산지하철 사상 서부터미널 역에서 환

승하여 대상지로 이어지게 된다.

대상지로의 직접적인 접근성은 도로상 가야대로, 사상

로, 백양로, 학장로를 통하여 가능하며, 동서고가도로 주

례램프로 하행하여 학장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대

상지의 내부 교통을 보면, 대상지의 3필지 공간은 교차로

와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 면에서 매우 높으나 경사대지

상단은 좌우로 분리되는 넓지 않은 골목길로서 유동 차

량의 수가 적고 하부에 비하여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대상지 내부 양 측면으로 차량 일방 통행도로가 주차

장을 중심으로 위치하여 대상지의 끝부분은 철도와 인접

해 있다. 철도 상부 공간 끝은 백양로에서 원형 교차로를

23) www.sasang.go.kr

지나 하행하는 차선과 접해 있으나 교통상의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으며, 대상지와의 접근성에 있어서 철

도로 인해 차량의 소통은 불가하며 인도교를 통한 접근

만 가능하다.   
2) 대상지 인근 시설 현황

대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0.5km 이내의 공간에 문화시

설로는 주례3동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은

밤골 약수터가 있다. 대상지 우측 상단에 양지 1공원과

양지 2공원이 있고 학교는 주감초등학교가 있다. 그러나

0.5km 내의 공간에는 녹지 및 수공간이 없으며, 인근 주

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 또한 없다.

대상지 중심으로 반경0.5km 이상 반경1km 내에는 사

상구 종합사회복지관, 사상 행복문화관, 소향 실험극장이

있다. 녹지 및 수공간은 삼각봉과 구덕산의 녹지가 있으

나 위치상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 공간 내 체육시설은 총

3개로 모두 산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약하며, 시민공

원의 경우 0.5km 내의 다른 공원들과 같이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시설로 다수의 학교가

1km 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다.

표 14. 대상지 인근 시설 현황

구분

거리 반경 0.5km 반경 1km

문화시설
주례 3동

주민 센터

사상구 종합사회 복지관,

사상 행복 문화회관,

소향 실험극장

녹지/수공간 - 삼각봉, 구덕산

체육시설
밤골 약수터

체육시설

백양 약수터 체육시설,

상운정 약수터 체육시설,

승록정 약수터 체육시설

시민공원 양지 1, 2공원, 주례 백양공원, 창신공원

초/중/고 주감 초등학교

주감 중학교, 주양 초등학교,

동주 초등학교, 동주 중학교,

주례여자 중학교

대학교 - 동서대학교, 경남정보 대학교

대상지의 인근 시설물들의 위치적 특성을 분석해보면

해당공간의 문화시설은 그 수가 적으며 접근성 또한 좋

지 않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 대

상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많은 교육기관과 교육시설

이 인접해 있으며, 학생들과 지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이벤트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상지 인근 학생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도모할 수 있

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민들과 더불어 공연, 전시 등 새

로운 지역적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갈 수 있는 문화 공

간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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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현황사진

대상

지

구분

경사

대지

하부

공간

특성 교차로 평지 구간/차량 및 유동인구 많음

1

구간

특성 경사도가 급함/교차로인접/ 주변 상가 밀집

2

구간

특성 1구간보다 완만한 경사/상가,유동인구 적음

3

구간

특성 완만한 경사/상가는 없고 인근주민만 다님

4

구간

특성 주거 골목길 인접/공공 부지가 공터로 방치

경사

대지

상부

공간

특성 차량통행 가능한 평지길/주차공간으로 활용

리서치 프로세스 분석 결과 방법론

1

단

계

선행 사례의 분석

및 문제점 파악

상징성, 접근성, 편리성,

환경성, 안전성 면에서

분석->환경성은 좋으나

안전성, 접근성은 미비

포지션

맵/

방문

조사

⇩

2

단

계

지역민/방문객의

개발 공간에 대한

니즈 파악

휴게시설, 체육시설,

보행환경 개선/벤치,

가로등, 사인시설 요구

설문/

인터뷰

⇩

3

단

계

거시적 환경 분석

-도시역사적 관점

-지역맥락적 관점

-경제입지적 관점

-교육문화적 관점

사상구의 관문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

대단위 사상공단 인접

인근 학교들과 연계

문헌

자료/

방문

조사

⇩

4

단

계

입지특성 세부분석

-교통접근성 현황

-인근 시설 현황

-주변대지이용현황

-지형적 특성 현황

교차로에 인접하거 경사도

가 급하며 상가가 밀집한

하부공간과 경사가 완만하

고 통행량 적은 상부공간

으로 구성

방문/

관찰/

실측

분석

⇩

디

자

인

제

안

1-4단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의 네 존으로 제안,

이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공간 및 시설물을 디자인.

-상징 휴게 공간(사상의 관문 역할)

-체육 녹화 공간(지역민 니즈)

-문화 커뮤니티 공간(인근 학교와 연계)

-주차 편의 공간(지역민 방문객 니즈)

표 16. 리서치 프로세스 종합 분석

3) 대상지 주변 대지 현황

대상지 주변 대지 이용 현황을 보면 대상지 좌측은 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우측은 준주거 지역

으로 되어 있다. 일부 상업시설이 입지해 있으나 전반적

인 토지 이용은 주거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좌

측 하단은 사상구의 특징인 공업지역으로 준공업 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이며, 교차로의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대상지 인근이 주거지로 편성되어 있는 지역의 개

발은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므로 주민

들의 생활 특성 및 요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4) 대상지 입지 특성 세부 분석

대상지는 주거지단지와 접해있으나 교차로의 특성상

대상지와 접하는 면은 많은 부분 상가가 위치하고 있으

며 그중 음식점과 사무실의 비율이 가장 높다24).

1번과 2번 구간의 상가들은 건물의 입면이 노후화 되

어있으며, 대상지 좌측 음식상가의 경우 무질서한 간판들

로 인해 시각적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 공간 개발로 인한

대상지 이미지 개선과 함께 건물의 낡은 파사드는 점차

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설문 결과에서도 언

급되었듯이 해당 공간의 경사대지에 대한 보행 편리성

및 안전성을 위한 경사구배 및 도보 정비도 필요하다.

표 15. 대상지 입지 특성

24) 음식점 8개, 사무실 8개, 제조업체 6새 기타 3개 등 25개 상

가가 위치하고 있음.

5.3 리서치 프로세스 소결

연구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사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고가도로 하부의 비활성화 공간을 지역 커뮤니티를 위

한 적극적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표16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리서치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1단계에서는 대상 공간과 같은 유형의 공공디자인 사

례를 분석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1단계 분석의

결과를 통해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할 환경 요소를 알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대상지 지역민과 방문객의 지역에 대

한 인식, 공간 및 시설물에 대한 니즈를 파악한다.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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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휴게 공간, 문화 공간, 도로 정비, 사인 등 필요로

하는 공간과 시설물이 무엇인가를 확인한다. 3단계에서는

지역의 특성 및 인근에 위치한 시설 등을 분석하여 개발

될 공간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

인지를 결정한다. 4단계에서는 대상지의 지형적 특성과

교통, 접근성, 동선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공간 디자인

의 개념과 방향을 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단계적 분석 과정을 거쳐 낙후된 지역의 버려진

공간을 물리적, 문화적으로 재생시킴으로서 주민들과 방문

객들의 공간적,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 속

문화 휴게공간이 탄생될 수 있다. 고가도로 하부공간과 같

은 비활성화 공간의 적극적 이용은 이미 과밀화된 대도시

의 도심에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이러한 유휴공간에

대해 지역적, 장소적 분석을 포함하여 어떠한 접근 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없이 그냥 방치하거나

일반적인 녹화만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간적, 예산적 낭

비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비활성화 공간의 공공디자인은 문화

공간으로서의 개념이나 지역거주자들의 니즈에 대한 분석

이 없이 진행되어져 왔다. 본 연구는 도심 비활성화 공간

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비활성화 공간을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함으

로서 지역 재생을 위한 문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가도로 하부공간과 같은 비활

성화 공간이 문화공간으로서 개발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

루어져야 하는 분석 방법들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즉, 고

가도로 하부공간의 개발 사례 분석, 지역거주자들의 상황

과 니즈 파악, 개발 대상 지역의 역사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상지 자체의 지리적

특성과 접근성에 대한 연구를 단계별로 진행하고 총체적으

로 종합한 후,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프로그램을 제안하였

다.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개발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고가도로 하부 공간 공간디자인

을 통한 도시 미관 및 지역이미지 향상, 둘째, 녹화를 통

한 생태적 환경 조성과 그에 따른 주민 휴게 공간의 제

공, 셋째, 문화 행사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넷째,

지역 커뮤니티의 적극적 참여 유도로 관리 측면에서도

지속적 개발을 추구하여, 비활성화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도심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특정 지역이나 대상지의 개발을 담당하는 디자

인 전문가에게 디자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체계적인

리서치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시의 비활성화 공간이 휴식, 만남, 전시, 공

연, 운동, 녹지 등 거주자 삶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담은 공간으로 새롭게 개발되기를 기대

한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공간이 거주민들에게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또 지역 이미지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

하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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