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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외에 있어서 급격한 인구의 도시집중은 도시인구를 수용

하기 위한 토지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교통 혼잡을 초래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한정된 토지 

내에서의 가용부지 확보를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한 입체복

합개발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도시기반시설인 

철도 부지를 활용한 입체복합개발 사례는 국내외 경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성이나 경제적 파

급효과가 큰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심권에서의 주택 

부족 및 수요를 감안하였을 때 철도부지의 입체복합개발을 활용

한 주거지개발은 그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실질적

으로 국내의 경우는 서울시의 신정차량기지위에 인공지반을 조

성하여 세워진 양천아파트가 유일한 개발사례이다. 그러나 좁은 

국토와 인구 도시집중에 따라 필연적으로 철도부지 등을 개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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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었던 홍콩이나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철도부지 상부 

활용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사업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철도부지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입체복합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해외의 대표적 주거지

개발 사례를 선정하여 각각의 사례대상지의 공간구성 특징에 대

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철도부지의 입체복합개발을 활용한 주거

지 개발에 있어서의 국내에의 적용 및 활용 가능성에 접맥될 수 

있는 특징들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향후 계속해서 철도

부지는 물론, 도로, 유수지, 공원 등의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의 입

체복합개발을 활용한 주거지개발 관련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초연구로서 의미를 두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철도부지 상부 인공지반을 활용한 국내외 주거지의 

공간구성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과거 1970년대 개발된 국내외 

사례부터 최근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국외, 특히 홍콩과 

프랑스의 개발사례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사례조사를 진행하

였다. 연구대상을 검토한 결과, 철도부지 상부의 주거지 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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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K E Y W O R D

Purpose: Lately, The mixed use development on railroad site came up in government policy about securing 
development available land for public rental housing and social cohe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patial composition characteristic in housing development example of domestic and foreign through the mixed-use 
development of railway depot. Method: Site cases are as follows: Shimura Depot(Japan), Kowloon Bay 
Depot(Hongkong), Chai Wan Depot (Hongkong), Tsuen Wan Depot(Hongkong), Montparnasse Station(France), 
Euralille Depot(France),  Sin Jeong Depot (Korea), Tai Wai Depot(Hongkong), Tseung Kwan O Depot(Hongkong) and
Rive Gauche(France). Railway Depot caused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lacking  of the feeling of solidarity of local 
inhabitants and the sense of community. In the case of Hong Kong and a France development example to solve these 
problems,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ppears. Result: At first it is located facilities together  such as commerce, 
duties, the culture. Further, the publicity of the house place is strengthened because an open space, a park are developed
on the railroad site. And a variety of connection systems appear between the outside space with a house housing 
complex built on the artificial ground. Particularly, the development example has an approach and convenience. and it 
was confirmed that publicness was considerabl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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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도심부의 고도성장과 도심부로의 인구집중 등으로 

발생된 주택난의 해소를 위해 개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국

내 신정차량기지의 양천아파트1)와 일본의 니시다이 주택단지를 

비롯하여 최근 홍콩의 청콴오 차량기지의 로하스파크 및 프랑스

의 리브고슈 개발사례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한 주거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2)

연구는 국가별 해외 자료수집 및 국내외 문헌연구를 비롯하여 

일본 및 홍콩 등의 현지조사 당시 관계자와의 협조를 통하여 얻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분석을 진행하였다.3) 우선 첫째, 주요

선행연구를 통하여 철도부지의 입체복합개발을 활용한 주거지 

개발과 관련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대표적 사례

를 대상으로 건축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사례대상지의 공간구

성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된 도면과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항목에 따라 도면, 도표, 다이어그램 등의 형태로 재구성하여 정

리 분석하였다.

1.3.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대상지의 선정이유

입체복합개발의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4)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역세권을 중심으로 업무·상업 및 문화·위락시설이 활발히 개

발되었으나 주상복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는 상업위주로 치

우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의 경우도 

20세기 후반을 거치며 북미·서구 유럽 및 일본·홍콩 등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철도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이 자주 등장하였으

며 국내와 마찬가지로 주로 상업·업무·문화시설에 편중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철도 역사나 상부를 비롯하여 철도차량기지 상부 

1) 국내의 경우는 신정차량기지 상부 인공지반 위에 건설된 양천아파트가 유일한 개발사
례임.

2) 본 연구에서의 사례대상지 중에 하나인 몽파르나스 철도역사의 경우 비록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주거지와의 복합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복합용도의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국내에의 적용 가능한 모델로써 제시하고자 사례지로 선정하였다. 

3) 문헌연구를 통해 부족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보완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2014년 8월 11일부터 14일에 걸쳐 실시하여 얻어진 문헌자료, 사진(현지촬영), 도
면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홍콩의 경우는 2014년 9월11부터 15에 걸쳐 홍콩 철도유한
공사인 MTRC (MTRC; Mass Transit Railway Corporation Limited)의 관계자의 협조를 
바탕으로 실시한 현지조사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종합분석을 행하였다. 

4) 윤정중 외4인, 입체복합개발의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토지주택연구원, 2010. 

인공지반을 활용한 주거지 개발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철도

유한공사인 MTRCL(Mass Transit Railway Corporation Limited)

이 도시기반시설인 철도부지위에 개발권을 얻어 입체복합개발

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홍콩의 개발사례와 주거지

를 포함한 대규모 입체복합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프

랑스 개발사례의 경우는 향후 우리나라 철도부지 상부나 주변의 

입체복합 주거지 계획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와 기술을 제공해

주기에 유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개

발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커뮤니티의 단

절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거주환경의 열악함을 비롯하여 지역주

민의 내부 접근성 저하에 다른 공공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철도부

지 상부 인공지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용도구성측면에서의 

복합화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다양한 공간구성, 즉 업무, 상

업, 호텔, 교육, 문화, 여가시설 이외에 주거시설 등이 외부시설인 

광장, 공원등과 함께 다양한 용도를 함께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

다. 아울러 세부 용도구성을 살펴보면 공공성과 특수성이 강조되

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국내 입체복합개발에 있어서 시사하는 점

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Table 1에서처럼 충분한 선행연구검

토를 통하여 최근 연구가치가 높은 사례로서 판단되나 그 연구 성

과가 미비한 사례를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어 기초조사를 행하였

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례대상지는 Table 1에서의 선행

연구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철도부지의 입체복합개발을 활

 Researcher Title Note

Kim, Young-Hoon (2014) A Case Study on Housing Development of Domestic and Foreign through the Mixed Use Development of Railroad Site
-Focus on analysis of connect system between surface and underground- ●

Kim, Young-Hoon (2013)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connecting system in Yang-Cheon Apartment- Compared with Nishidai 
Housing Complex in Japan - ●

Lee, Jae-Hoon (2011) Multi Story, Mixed Use Development at Rail Stations for affordable Housing Provision in Urban Areas △
Lee, Jong-Won (2010) A study on planning Techniques and Regulatory Improvements for Enhancing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
Kim Ju-Seok (2009) A Study on the Residents’ Satisfactions on Apartments at the Railroad Facilities ○

Lee, Jun-Won (2007) A Study on the Planning Methods of Multi-Dimensional Development of the Main Subway Station : Focused on the 
Area of Gunja, Jichuk, Suseo and Chang-dong Station in Seoul △

Lim, Ki-Taek (2007) An Study on the Possibility of Mixed-use development of Social Housing and Commercial Facillities ○

Lee, Sun-Hyoung (2007) A Study on the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Multi-Dimensional Land Use Planning : the Focus on the Seoul 
Metropolitan City ○

Park, Shin-Young (2006) A study on application Multi-Dimensional Land use Planning on Real Estate Development : Focused on Rental 
Apartment Housing ○

Jung, Jong-Dae (2005)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

Kim, Do-Nyun (2005) A Study on the Design Guidelines of Railway Station Area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High-Speed Railway 
Station Developments in Foreign Cities △

 ※ The Note Sorted it with Three Phases by Association and the Utilization Value with the Study. (●-High, △-Middle, ○-Low)

Table 1. Previous Studies

Division Development Cases 
1  Shimura Depot, Japan 1969~1972
2  Kowloon Bay Depot, Hongkong 1972~1982
3  Chai Wan Depot, Hongkong 1977~1982
4  Tsuen Wan Depot, Hongkong 1982~1984
5  Montparnasse Station, France 1985~1990
6  Euralille Depot, France 1988~1994
7  Shin Jeong Depot, Korea 1990~1995
8  Tai Wai Depot, Hongkong 2006~2012
9  Tseung Kwan O Depot, Hongkong 2005~2015
10  Rive Gauche, France 1992~2025

Table 2. Developm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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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국내외 대표적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주요 선행연구의 고찰 

및 검토를 통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사례대상지로는 최근 철도 부지를 활용한 입체복합개발 주

거지 사례로서 국내 관련분야에 커다란 시사 및 함의가 예상되

지만 연구 진행상황이 미비한 홍콩의 개발사례와 국내 정부와 

산하연구기관에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는 프랑스의 대표적 철

도부지 입체복합개발사례를 선정하였다. 특히 홍콩의 경우 철

도차량기지 상부 인공지반을 활용한 주거지 개발이 최근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

였으며, 프랑스의 경우, 철도에 의해 단절된 주변 부지를 복개

하여 가용 부지를 확보, 지역시설과 연계하여 사업지구 내 주

택공급량 50%를 사회주택으로 할당한 사례 등, 주거지를 포함

한 다양한 공간구성과 기능들이 결합된 사례를 선정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입체복합개발의 개념 

입체복합개발은 건축, 도시공간의 입체화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기반시설과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의 용

도복합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개발을 의미한다. 여기

서 ‘입체’는 입체도시계획에서 도로, 철도부지, 대중교통시설 등

의 연계를 통한 수직적 토지이용의 고도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

며, ‘복합’은 복합용도개발에서의 주거, 상업, 업무, 숙박 등의 다

양한 용도를 한 건물 안에 복합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5)

최근 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교통문제, 지역 간의 단절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여겨짐에 따라 도시재개발이나 도시의 새로운 구심점을 마련하

고자 할 때 이상적인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2.2. 국외(홍콩·프랑스)의 입체복합개발

1) 홍콩의 입체복합개발

과거 홍콩의 도시개발정책은 한정된 토지 안에서 주거용도를 

수용하고 도시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어 효율적으로 대처해왔다. 

이에 따라 홍콩정부는 도심지역의 과밀개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분산개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심지역인근에 신도시

나 위성도시들을 건설하여 대도심지역의 인구과밀화를 해소하

고 도시지역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공적인 

분산개발정책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대중교통

중심개발(TOD)6) 이론을 이용한 신도시 및 위성도시 개발에 있

다. 특히 철도를 활용한 개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MTR 

(Mass Transit Railway)이라고 불리는 홍콩 지하철의 각 역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권역 내에 분산적 집중 개발되는 형태를 띠

고 있다. 한편, 홍콩의 철도여객운송시스템은 철도유한공사

(MTRCL; Mass Transit Railway Corporation Limited)에 의해 운

영되고 있는데, 철도유한공사는 홍콩 전역의 지하철, 철도의 건설 

5) op. cit. 윤정중 외4인, 입체복합개발의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토지주택연구원, 2010.02 

6) 대중교통중심개발 (T.O.D: Transit-Oriented-Development)

및 유지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유민영화기업

으로 지하철 및 철도노선의 개발과 건설, 운영관리 뿐 만 아니라 

철도와 부동산 통합 개발이라는 사업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홍콩

의 도시개발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7) 

홍콩 철도유한공사의 “철도+부동산” 사업모델의 개발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철도 관련 인접부지나 역사상부 등에 대한 개발권

한을 독점적으로 MTRCL에 양도한다. 둘째, MTRCL은 철도역

과 부동산개발 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발 전 철

저한 계획 및 관리를 시행한다. 셋째, 개발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

하여 지하철역과 높은 품질의 부동산을 통합 개발하거나, 혹은 기

존에 운영 중인 지하철, 철도역사 상부나 인접부지에 부동산을 개

발한다. 넷째, 지하철+부동산 사업모델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

적으로 한다.8)

이처럼 MTRCL은 정책 관리국으로부터 독점적으로 토지사용

승인을 부여받게 되면 그 개발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게 될 개발자 

및 투자자들을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며, 이후 토지를 제공한

다. 선정된 민간개발자는 개발에 따른 시공 및 개발 비용전체와 

리스크를 부담하며,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다시 MTRCL에 양도

되어 유지되는 방식으로 개발이 완료된다. 이러한 일련의 개발 프

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MTRCL은 다양한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

를 바탕으로 홍콩의 도시 제반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역의 철도대

중 교통 및 부동산 개발, 이른바 “철도+부동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용도는 철도 상부나 인접 부지를 활용한 주거지가 

대부분이며, 쇼핑센터, 백화점, 또는 종합개발지역의 복합개발 

등으로 개발되고 있다. 

2) 프랑스의 입체복합개발

프랑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주변지역의 교통과 연계한 일

체적 입체복합개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철도부지에 의해 단

7) 유형목, 홍콩 대중교통 체험기,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3

8) Yam Pak Nin,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 Railway」, MTR Corporation Ltd, 2007

Fig. 1. Synergy of “Rail + Property” ( Source: MTR-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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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된 지역과의 소통 및 편의증진,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하

여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개발하고 있다. 특히 철도부지의 입

체복합개발을 통한 입체적 시설은 수평·수직의 다양한 공간연

결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 Fig 2에서처럼 인공지반을 활용

한 개발방식에 있어서는 인공지반 상부의 소유권 및 이용권을 

분리하여 사업의 다양성 및 사업성 향상을 이루고 있는데, 이

는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기도 하다. 

3. 사례대상지의 공간구성 특징

3.1. 사례대상지의 분석의 틀 설정 및 분석항목

사례대상지의 공간구성 특징 분석에 있어서는 Table 4에서처

럼 사례대상지별 공간구성에 대한 배치 분석을 비롯하여 철도차

량기지의 인공지반 활용현황과 철도부지 상부 인공지반을 활용

한 사례대상지의 공간구성 특징에 대한 종합분석을 행하였다. 

우선, 배치계획에 있어서는 인공지반 상부에서 주거시설을 

비롯한 상업, 문화, 업무 기타 커뮤니티 시설이 어떻게 계획되

어 나타나고 있는지 배치도면 및 현장사진을 통하여 분석하였

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사례대상지는 전부 인공지반을 조성

하여 철도차량기지 및 철도 부지를 개발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데, 이와 관련하여 철도차량기지와 인공지반 활용배치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셋째, 사례지의 시설별 현황분석 및 용도

별 공간계획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넷째, 광장·공원 등의 녹지 

공간 및 오픈 스페이스의 공간 활용에 대해서 종합 고찰하였

다.

3.2. 사례대상지의 공간구성 특징분석

1) 배치계획

사례대상지의 배치계획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있어서는 우선, 

전체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주거시설을 비롯한 상업, 문화, 교육, 

체육시설, 그리고 광장·공원 등을 포함하는 복합용도개발의 형태

를 띠고 있으며, 특히 국내 신정차량기지의 양천아파트 사례와 일

본의 시무라 차량기지의 니시다이 주택단지 사례9)를 제외하

고는 지하철 및 대중교통이 인공지반 상부 주거시설을 비롯한 

Analysis Item Contents

Characteristics Analysis of 
the Site Plan 

Residence Development of the Upper 
Part of the Artificial Ground
The Mixed-Use Development (Housing, 
Commerce, Culture, Etc.)

Railway Depot & Present 
Situation of the Artificial 
Ground

Analysis of the Utilization Present 
Situation in the Railway Depot
Analysis of the Position and Present 
Situation of the Artificial Ground

Analysis of the Use Char- 
acteristic in the Project

Analysis of the Facilities Present 
Situation in the Project
Characteristic Analysis of the Space 
Composition

Characteristic Analysis of 
the Publicity(Open Space 
& Plaza ·Park, Etc.)

Utilization Analysis of Green Space
Utilization Analysis of Open Space 
(Plaza, Etc.)

Table 4. Analysis Item and Contents 

Fig. 2. Relations of Development Proprietary Rights in the Artificial 
Ground 

Division Shimura Depot, 
Japan 

Kowloon Bay Depot, 
Hongkong

Chai Wan Depot, 
Hongkong

Tsuen Wan Depot, 
Hongkong

Montparnasse Station, 
France

Development 
Time ⋅1969~1972 ⋅1972~1982 ⋅1977~1982 ⋅1982~1984 ⋅1985~1990

Development 
Purpose

⋅The Lack of Housing by the 
High Growth in 1965.

⋅Development for Available 
Land 

⋅“Rail+Property” as a Railway 
Funding Model

⋅Integrating Rail and Property 
Promotes Patronage to New Lines

⋅“Rail+Property” as a Railway 
Funding Model

⋅Integrating Rail and Property 
Promotes Patronage to New Lines

⋅“Rail+Property” Model to” 
Investment development and 
Housing Supply

⋅Creation of High Quality 
Sustainable Communities by 
Integrating Transportation, 
Working, Living and Leisure 

Artificial 
Ground ⋅36,000㎡ ⋅110,000㎡ ⋅58,000㎡ ⋅215,000㎡ ⋅55,000㎡

Number of 
Stories ⋅~14F ⋅~26F ⋅~21F ⋅~30F ⋅~15F

Division Euralille Depot, 
France

Shin Jeong Depot, 
Korea

Tai Wai Depot, 
Hongkong

Tseung Kwan O Depot, 
Hongkong

Rive Gauche, 
France

Development 
Time ⋅1988~1994 ⋅1990~1995 ⋅2006~2012 ⋅2005~2015 ⋅1992~2025

Development 
Purpose

⋅Large-Scale Urban Planning 
Business to Develop a Business 
& Shopping Center, Hotel at 
around Lille Station 

⋅Supply Expansion of the Public 
Housing in the Downtown Area

⋅Improvement of the Inferior 
Residence Environment.

⋅“Rail + Property” Model to 
Quality Type Housing / The 
Strategic Center of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Rail+ Property” Model to 
Connect and Grow Communities

⋅Redeveloping the City on 
the City Paris, Rive Gauche 
Project

Artificial 
Ground ⋅64,395㎡(cf. Site Area) ⋅77,500㎡ ⋅70,600㎡ ⋅130,000㎡ ⋅260,000㎡

Number of 
Stories ⋅~25F ⋅~15F ⋅~58F ⋅~60F ⋅~8F

Table 3. Development Purpose of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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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시설과 연계되어 주거지내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

민들까지도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Table 5) 

특히 최근까지도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청콴오 차량기지의 

로하스 파크 개발사례의 경우는 MTRC의 “철도+부동산” 개발

방식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전의 개발사례

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반을 활용하여 철도역과 연계하는 주거

지 및 각종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주변지역과 또다시 연계되면

서 단지 내 주민과 지역주민이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9) 현지조사 당시 일본도시재생기구 관계자에 의하면 1980년 후반부터 시작된 일본의 버
블경제 및 수도권 주거지 개발을 위한 가용부지의 확보가 전적으로 필요했던 시기였기
에 이러한 철도차량기지의 인공지반 조성을 통한 주거지 개발이 계획되고 시행되었으
나 이후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수도권의 주택 수가 세대 수를 상회하는 주택 과다(주택 
스톡) 현상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철도차량기지를 활용한 주거지 개발의 필요성이 감
소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2) 철도차량기지 및 인공지반의 활용현황 

사례대상지의 경우 본고에서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철도차량

기지가 개발부지로 되어 있으며 상부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주거

시설을 포함한 각종 복합용도의 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인공지반

의 경우 프랑스의 유라릴 개발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철도차

량기지 및 역사의 대지형상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철도부지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주거지 건설을 목표로 하였던 국내의 행복

주택사업이 중단되었거나, 혹은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주거지는 

철로부지 주변에 건설되고 인공지반은 단순히 철로 양쪽을 잇는 

통로로만 사용되어지는 경우와 비교하자면, 본고에서의 사례대

상지는 인공지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홍콩의 경우 타이와이 개발사례를 제외한 4곳의 사례지에서 

철도차량기지 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주거·상업·업무 등이 복

합된 초고층 건물과 함께 주변 지역에 완벽한 보행접근이 가능하

Division Shimura Depot, 
Japan 

Kowloon Bay Depot, 
Hongkong

Chai Wan Depot, 
Hongkong

Tsuen Wan Depot, 
Hongkong

Montparnasse Station, 
France

View

Zoning

 - Housing(High-Rise) Facilities  - Housing(Mid·Low-Rise) Facilities  - Business Facilities  - Commercial Facilities 
- Community Facilities  - Educational Facilities  - Subway Station 

Facilities

⋅Housing(Mid·Low-Rise) 
Facilities

⋅Educational Facilities
⋅Community Facilities
⋅Park, Parking
⋅Etc.

⋅Housing(High-Rise) 
Facilities

⋅Educational Facilities
⋅Commercial Facilities
⋅Cultural Facilities
⋅Sport Facilities, Etc.

⋅Housing(High-Rise) 
Facilities

⋅Educational Facilities
⋅Commercial Facilities
⋅Cultural Facilities
⋅Etc.

⋅Housing(High-Rise) 
Facilities

⋅Educational Facilities
⋅Commercial Facilities
⋅Cultural Facilities
⋅Plaza, Sport Facilities
⋅Parking, Etc.

⋅Business Facilities
⋅Commercial Facilities
⋅Roof Garden
⋅Plaza
⋅Parking
⋅Etc.

Division Euralille Depot, 
France

Shin Jeong Depot, 
Korea

Tai Wai Depot, 
Hongkong

Tseung Kwan O Depot, 
Hongkong

Rive Gauche, 
France

View

Zoning

 - Housing(High-Rise) Facilities  - Housing(Mid·Low-Rise) Facilities  - Business Facilities  - Commercial Facilities 
- Community Facilities  - Educational Facilities  - Subway Station 

Facilities

⋅Business Facilities
⋅Cultural Facilities
⋅Commercial Facilities
⋅Etc.

⋅Housing(Mid·Low-Rise) 
Facilities

⋅Educational Facilities
⋅Community Facilities
⋅Park, Parking
⋅Etc.

⋅Housing(High-Rise) 
Facilities

⋅Educational Facilities
⋅Commercial Facilities
⋅Parking
⋅Etc.

⋅Housing(High-Rise) 
Facilities

⋅Educational Facilities
⋅Commercial Facilities
⋅Cultural Facilities
⋅Plaza, Sport Facilities
⋅Parking, Etc.

⋅Business Facilities
⋅Commercial Facilities
⋅Housing(Mid·Low-Rise) 

Facilities
⋅Open Space & Plaza
⋅Public Facilities
⋅Parking, Etc.

Table 5. Spatial Composition & Current Condition of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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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 대중교통중심의 고밀개발방식으로 단절된 지역을 복원, 

도심 기능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외 프랑스의 경우는 몽파르나스 및 리브고슈 개발사례처럼 

철도부지에 인공지반을 건설, 공원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여 지역 

공공성을 높이고 있으며, 주거·상업·업무·문화 용도 등을 복합화

하여 고용인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1969년부터 31년간 개발한 몽파르나스의 경우 선로 측면에 오피

스와 아파트, 선로 위는 각종 커뮤니티 시설, 선로상부는 인공지

반을 조성하여 옥상정원과 스포츠시설, 산책로, 놀이터, 전시장 

등의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Division Artificial 
Ground

Housing
Facilities

Business
Facilities

Commercial
Facilities

Neighborhood
Facilities

Cultural
Facilities

Educational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Parks·
Plazas

Open
Space

Parking
Facilities

Shimura Depot, Japan ◎ ◎ × × ◎ × ◎ × ○ ○ ○
Kowloon Bay Depot, Hongkong ◎ ◎ ◎ ◎ ◎ ◎ ◎ ◎ ○ ○ ○
Chai Wan Depot, Hongkong ◎ ◎ × ◎ × ◎ ◎ ◎ ○ ○ ○
Tsuen Wan Depot, Hongkong ◎ ◎ × ◎ ◎ × ◎ ◎ ○ ○ ○
Montparnasse Station, France ◎ × ◎ ◎ × ◎ × ○ ◎ ◎ ◎
Euralille Depot, France ◎ ◎ ◎ ◎ × ○ × ○ ◎ ◎ ◎
Shin Jeong Depot, Korea ◎ ◎ × × ◎ × ◎ × ◎ ○ ◎
Tai Wai Depot, Hongkong ◎ ◎ × ○ × × ◎ × ○ × ◎
Tseung Kwan O Depot, Hongkong ◎ ◎ × ◎ ◎ ◎ ◎ ◎ ◎ ◎ ◎
Rive Gauche, France ◎ ◎ ◎ ◎ ○ ◎ ◎ ◎ ○ ○ ○
※ ◎ Facilities are Enough ○ Facilities are Insufficient × Non-Facilities

Table 7.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Fig. 3. Application Type of Artificial Ground 

Division Shimura Depot, Japan Kowloon Bay Depot, Hongkong Chai Wan Depot, Hongkong Tsuen Wan Depot, Hongkong

Location
of 

Artificial 
Ground 

and 
Depot

Division Montparnasse Station, France Euralille Depot, France Shin Jeong Depot, Korea Tai Wai Depot, Hongkong

Location
of 

Artificial 
Ground 

and 
Depot

Division Tseung Kwan O Depot, Hongkong Rive Gauche, France

Location
of 

Artificial 
Ground 

and 
Depot

 Railroad Depot  Artificial Ground

Table 6. Location of Artificial Ground and Depot 

Fig. 4. Distribution Present Situation Analysis According to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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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별 현황분석 및 용도별 공간계획

철도차량기지를 활용한 기존의 주거지 개발사례에 있어서는 

인공지반 상부의 아파트 단지가 부지 특성상 공간적으로 상호 분

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두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한편, 램프나 계단, 풋 브리지 등을 이용하여 인공지반 

위의 단지 내 공간과 외부공간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연결체계가 단순하다는 점과 외부공간과의 공공성이 강화된 공

간계획의 부재는 기존의 철도차량기지가 지니고 있었던 지역과

의 단절문제 혹은 커뮤니티 단절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반해 본고에서 선정한 사례대상지의 경우 Table 8에서처럼 

인공지반 상부 위에 주거, 상업, 업무, 숙박 등의 다양한 용도의 시

설이 광장, 공원 등의 내 외부 공간과 램프나 계단, 풋 브리지 등을 

통하여 외부공간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라릴 역 개발의 경우 인공지반 상부 하중을 줄이기 위해 

지상에서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이는 최근 정체하고 있는 국내 철

도부지 상부 인공지반과 관련한 구조 및 비용문제와 관련하여 향

후 시사가 예측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Fig. 5. Various Mediation Space of Tseung Kwan O Depot

4) 광장·공원 등의 녹지 공간 및 오픈 스페이스

오픈 스페이스, 녹지, 공원, 광장 등의 공공성 짙은 시설에 있어

서는 Table 8에서처럼 국내와 일본의 경우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프랑스 개발사례의 경우 주거시설과의 직접

적인 연계는 다소 떨어지지만 불특정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접

근성과 편리성을 갖추고 있어 공공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홍콩

의 경우는 현지조사를 통해 주거시설과의 연계는 물론, 지역 이용

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이와이 개발사례를 제외

하고 전체 사례지에서 공공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청콴오 차량기지의 경우는 최근 홍콩 MTRC의 “철도+부

동산” 개발방식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개발사례로써 부지의 

40%정도를 단지 내를 비롯하여 인근지역까지 연계하는 다양한 

녹지와 포디움 레벨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면서 이용자의 접

근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Fig 6. Development Image of Tseung Kwan O Depot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부지 상부 인공지반을 활용한 국내외 주거

지의 공간구성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외, 특히 홍콩과 프랑스

의 개발사례에 대한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우선 첫째, 주요선행

연구를 통하여 철도부지의 입체복합개발을 활용한 주거지 개발

과 관련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대표적 사례를 대

상으로 건축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사례대상지의 공간구성 특

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된 도면과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항목

에 따라 도면, 도표, 다이어그램 등의 형태로 재구성하여 종합 분

석하였다. 이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연구대상을 검토한 결과, 철도부지 상부의 주거지 

Points of Analysis
Shimura 
Depot, 
Japan 

Kowloon 
Bay Depot, 
Hongkong

Chai Wan 
Depot, 

Hongkong

Tsuen Wan 
Depot, 

Hongkong

Montparnas
se Station, 

France

Euralille 
Depot, 
France

Shin Jeong 
Depot, 
Korea

Tai Wai 
Depot, 

Hongkong

Tseung 
Kwan O 

Depot, H.K.

Rive 
Gauche, 
France

Residence Development of the Upper Part 
of the Artificial Ground ◎ ◎ ◎ ◎ × × ◎ ◎ ◎ ○

Mixed-Use Development
(Housing/ Commerce/ Culture Facilities, Etc.) × ◎ ◎ ◎ ◎ ◎ × ○ ◎ ◎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 ◎ ◎ ◎ ◎ ◎ × × ◎ ◎

Cooperation with the Area that Utilized the 
Artificial Ground × ○ ◎ ◎ ◎ ○ × × ◎ ◎

Cooperation with the Public Transport in the 
Artificial Ground(Subway Station, Bus, Taxi, Etc.) ○ ◎ ◎ ◎ ◎ ◎ ○ ○ ◎ ◎

Enhancement of Publicness
(Parks·Plazas, Open Space, Etc.) ○ ◎ ◎ ◎ ◎ ○ ○ ○ ◎ ◎

Development Application Possibility to the 
Domestic and Suggestion × ◎ ◎ ◎ ◎ ○ - × ◎ ◎

 ※ ◎ High ○ Middle × Low

Table 8. Comprehensive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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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 공통적으로 도심부의 고도성장과 도심부로의 인구집중 

등으로 발생된 주택난의 해소를 위해 개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

으며 국내 신정차량기지의 양천아파트와 일본의 니시다이 주택

단지를 비롯하여 최근 홍콩의 청콴오 차량기지의 로하스파크 및 

프랑스의 리브고슈 개발사례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한 주거지 개

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례대상지의 공간구성 특징에 있어서는 Table 8에서처

럼 항목에 따라 분석을 행하였다. 우선 (1)인공지반 상부를 활용

한 주거지 개발에 경우 프랑스의 몽파르나스 철도역사와 유라릴 

역 개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인공지반 상부 위에 주거지를 

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유라릴 역 개발의 경우 인공지반 

상부 하중을 줄이기 위해 지상에서 건물이 들어서있는데 이는 최

근 정체하고 있는 국내 철도부지 상부 인공지반과 관련한 구조 및 

비용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시사가 예측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2)

복합용도개발을 비롯한 접근성 및 편의성에 있어서는 국내 신정

차량기지 사례와 일본의 시무라 차량기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주

거시설을 비롯한 상업, 문화, 교육, 오픈스페이스 등의 다양한 시

설이 계획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인공지반과 공중 보행로, 각종 

배리어 프리를 고려한 건축계획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

고 있음이 현지조사를 통하여 검증되었다. 또한 (3)인공지반과 대

중교통을 통한 지역연계에 있어서는 국내를 비롯하여 일본, 그리

고 홍콩의 타이와이 차량기지 개발사례를 제외하면 전부 인공지

반을 활용하여 인공지반 내의 각종 편의시설 및 대중교통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공공성과 지역 활성화에 상

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4)오픈 스페이스, 

녹지, 공원, 광장 등의 공공성 짙은 시설에 있어서는 국내와 일본

의 경우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프랑스 개발

사례의 경우 주거시설과의 직접적인 연계는 다소 떨어지지만 불

특정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편리성을 갖추고 있어 공

공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홍콩의 경우는 주거시설과의 연계는 

물론, 지역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이와이 

개발사례를 제외하고 전체 사례지에서 공공성이 상당히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철도부지의 인공지반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입체복합

개발이 진행되어온 홍콩 및 프랑스 사례는 향후 국내에의 적용가

능성을 판단했을 때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국내 철도부

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하

여 개발이 진전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시사점 도출 및 

개발 모델중의 하나로써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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