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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별 가이드라인의 성격

1.1.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구성 및 체계

 계획의 구성 및 체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한강변에 대한 도시관리 원칙과 기준을 개별적 공

간계획 및 사업계획 등으로 연계하는 중간단위계획으로서 100년 후에도 빛

나는 시민생활의 중심, “미래 자연문화유산, 한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부문별 계획’과 ‘지구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

  ‘부문별 계획’에서는 자연성,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관이라는 4대 부문

별로 총 12개 ‘관리원칙’과 ‘세부 계획방향’을 제시

 ‘지구별 가이드라인’은 ‘관리원칙’과 ‘세부 계획방향’을 한강변 전체 7개 권

역 및 27개 지구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도면화하였

음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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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구별 가이드라인의 성격 및 구성

 지구별 가이드라인의 성격

부문별 계획에서 설정한 4대부문, 12대 ‘관리원칙’과 ‘세부 계획방향’을 한

강변 전체 7개 권역 및 27개 지구에 구체적으로 적용

계획의 구체성을 강화하고, 후속 도시관리계획, 사업들에 방향성을 제시하

는 지침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는 관리수단

으로 활용

 지구별 가이드라인의 구성

한강변 7개 권역별 육성방향에 부합하고, 한강변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문제를 종합하여 지구별 가이드라인을 수립

지구별 가이드라인은 지구개요 및 주요현안을 분석하고, 지구별 관리방향과 

주요계획 및 실행방안을 담고 있는 계획설명서와 이를 종합하여 도면화한 

종합계획도로 구성

▲ 지구별 가이드라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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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2.1.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계획요소

 자연성 부문

자연성부문의 관리원칙 중 생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거점한강숲 및 강변

도로변 완충숲 등 한강숲 조성, 합수부의 생태거점 및 천변습지 조성 등 

생물서식처 복원, 한강변 도시녹지축 확보 등의 계획요소 제시

맑은 물 회복과 관련해서는 물길의 종단연속성 회복을 위한 낙차공 구조 

개선, 횡단연속성 회복을 위한 자연하안 복원, 자연형호안 조성, 둔치의 자

연성 회복을 위한 불투수포장 투수성 개선, 저류녹지 등 생물서식공간 조성 

등을 지구별로 적용

부문 관리원칙 세부계획방향 지구별 가이드라인 계획요소

자연성

1-1
생태환경 개선

-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숲 조성
거점한강숲 조성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 생물서식지 복원
합수부 생태거점 조성

천변습지 조성

- 단절된 생태축 연결
서울 주녹지축 연결성 강화

생태거점 연계
한강변 도시녹지축 확보

1-2
맑은물 회복

- 한강 지천 물길 회복 낙차공 구조개선

- 인공 호안구조를 자연(형)호안으로 복원
자연하안 복원

자연형호안 조성

- 물놀이가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개선 -

1-3
친환경이용

- 한강 조망 및 역사문화 체험 강화 -

- 함께 만드는 공원 이용․관리 -

- 시민 중심의 하천관리 기반 구축 -

▼ 자연성부문 주요 계획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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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부문

토지이용 부문의 첫 번째 관리원칙은 ‘한강변으로 다양한 수변활동 특화’를 

위해 한강 양안을 통합하는 수변활동권역의 육성을 위한 공공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적 관리 및 개발 유도를 제시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연계와 관련해서는 잠재력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복원․
활용 및 역사문화자원 일대 환경 정비를 통해 한강과 연계가능한 문화자원

을 발굴하고, 이를 연계하는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및 주요공간 연계를 위한 

생활가로 조성을 유도하도록 함

한강변 시민이용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수변 공공용지의 확보를 위해 

공공․민간 저이용부지의 적극적 공간활용 검토 및 정비사업과 연계한 전략
용지의 확보를 제시하고, 수변입지에 부적절한 부적격시설의 이전을 통해 

공공용지를 확보하도록 하였음

또한, 이렇게 확보된 수변 공공용지에 시민이용 공공문화시설 및 공원․녹지
를 조성하고, 역가․문화 기능(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수변의 시민이용공간
을 확충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부문 관리원칙 세부계획방향 지구별 가이드라인 계획요소

토지
이용

2-1
한강변으로 다양한 

수변활동 특화

- 한강양안 통합 7대 수변활동권역 육성
- 지구별로 한강과의 활동연계성 강화

공공 관리계획 수립 검토
계획적 관리 및 개발 유도

2-2
역사․문화자원 

복원․연계

- 한강변 역사문화자원의 복원
역사문화자원 복원·활용

역사문화자원 일대 환경 정비

-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탐방로 확충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주요공간 연계를 위한 가로활성화 용도 
유도(생활가로 조성)

2-3
시민이용공간 확충

- 수변으로 시민이용 공공용지 확보․집적

공공․민간  저이용부지의
적극적 공간활용 검토

(복합활용 유도)
민간정비사업 연계 전략용지 확보

(전략용지의 복합활용 유도)
수변입지 부적격시설 이전을 통한 

공공용지 확보

- 수변 공공용지를 시민공간으로 활용
시민이용 공공문화시설 및 공원․녹지 

조성
여가․문화 기능(프로그램) 강화

▼ 토지이용부문 주요 계획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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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부문

접근성 부문의 관리원칙 중 ‘녹색교통 접근성 강화’와 관련하여 대중교통노

선의 연장 및 접근시설(나들목) 환경개선․신설을 통한 대중교통 접근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대중교통체계와 양안을 연결하는 수상교통체계를 연계하도

록 하였음

또한 한강변 자전거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제내지에서 한강공원으로 접

근하기 위한 자전거도로 및 한강 양안을 연결하는 저전거도로를 확충하도

록 하고, 필요시 자전거 주차공간 등의 서비스 공간을 확충하도록 하였음

보행접근성 개선과 관련하여 신규 접근로 조성 및 공공보행통로 지정, 기존 

보행로의 가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한강접근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접근시

설의 신규조성 및 기존 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접근망 체계를 보완하도록 

하였음

주변과의 녹지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주변의 녹지축과 연계하여 한강변으로 

공원․녹지 및 보행자 광장 등 다양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도록 하고, 주요 
접근로를 대상으로 그린웨이 및 녹음길 등을 조성하도록 함

부문 관리원칙 세부계획방향 지구별 가이드라인 계획요소

접근성

3-1
녹색교통

접근성 강화

- 한강중심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접근체계 구축

버스접근가능 나들목 조성
수상교통체계 연계

- 한강양안 통합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한강접근 자전거도로 확충

한강 양안연결 자전거도로 확충
자전거 주차공간 확충

3-2
보행접근성 개선

- 10분 내외 갈 수 있는 보행접근망체계 구축

한강접근 보행․자전거 연결로 확충
공공보행통로 지정 검토

보행환경 개선(가로환경 정비)
한강공원 접근시설 조성

한강공원 접근시설 환경개선

- 덮개공원 및 브릿지 조성
강변도로 지하화 검토

강변도로 상부공원화(초록길 조성)

3-3
주변과의 녹지연계 

강화

- 한강변․접근로변 공원․녹지 확충
한강변 공원․녹지 확충

광장 등 보행자공간 조성

- 한강과 주변지역 간 숲길~물길 연결
그린웨이 조성

주요 한강접근로 녹음길 조성
한강연계 특화가로 조성

▼ 접근성 부문 주요 계획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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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 부문

한강변의 조망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민간부지 개발 시 양호한 조망을 가진 
지역에 대해서는 전망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존 조망명소 등의 환경개

선 및 여가․문화기능을 복합화하도록 하였음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을 위해서는 특별관리권역의 특성에 따라 랜드마크 

등 경관거점 조성을 통해 수변 도심경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거나,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을 설정․운영하고 광역․지구통경축에 대한 경관형성기
준을 적용함으로써 배후 주요산으로의 열린경관을 형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한강변 건축물의 경관다양성 확보 및 입체적 경관창출을 위해 한강변 지역

을 경관계획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한강변․접근로
변으로는 중저층 배치를 유도

주요한 조망지점에서의 경관관리를 위해 지구경관 시뮬레이션 기준점을 설

정하여 해당 지역(지구)의 수변경관을 관리하도록 하고, 특별건축구역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형성을 지니면서 주변경관에 순응하는 건축계획을 유도

부문 관리원칙 세부계획방향 지구별 가이드라인 계획요소

도시
경관

4-1
한강변

조망기회 확대
- 한강 조망명소(공간)의 확충

한강 전망공간 확충
(전망공간과 여가․문화기능 복합화)

4-2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

- 특별관리권역의 설정․관리
수변 도심경관형성 유도

(경관거점 조성)
수변 랜드마크 조성

- 주요산으로의 열린경관 형성 관리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4-3
아름다운 건축계획 

유도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특별건축구역의 적극적 활용
한강변․접근로변 중저층 배치 유도

지구경관 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특별건축구역의 활용

▼ 도시경관 부문 주요 계획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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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수변공공용지(전략용지)의 확충 및 활용

수변공공용지는 최대한 한강변 및 한강 접근로변으로 집적하도록 계획을 유

도하되, 관리원칙에 따른 세부계획방향에 따라 가족여가·문화시설, 전망복합

공간, 기타 지역부족 공공시설 등으로 공공성있는 활용계획을 적극 유도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
적용대상

광역/지구통경축에 접한 지구 내 모든 건축물

광역/지구통경축변 건축선 후퇴기준

 (일반건축물) 광역/지구통경축변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이상 건축

선 후퇴

 (공동주택) 주택법상 사업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주거동의 경우 광

역통경축변은 10m(저층부 부대복리시설 5m), 지구통경축은 5m(저층부 부

대복리시설 3m) 이상 건축선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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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지구통경축변 건축선 후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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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로 설정되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이 기수립된 지

역 중 건축선후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및 한강변 관리 기

본계획의 건축선 후퇴 기준을 중복 적용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

미관지구 내 건축선후퇴에 대한 기준은 자치구에서 수립하여 운영 (일반적으로 3m 설정)

장소적 특성의 보전 및 협소한 필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건축선 후퇴가 

어려운 지역 등 일반적인 건축선 후퇴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가로(풍납지구 

등)는 지구별가이드라인에서 별도 명시 (단, 건축선후퇴 기준의 적용은 별

도로 하되, 아래의 통경축변 건축물 전면 배치,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유

도는 적용)

건축물의 배치 및 저층부 용도

통경축에 접하여 건축물 조성시, 건축물의 전면이 통경축으로 설정된 가로

를 향하도록 하고, 저층부에는 가로활성화용도를 유도

저층부의 도입용도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상점(Retail, 카페, 레스토랑, 서점, 

음반매장, 식음시설, 일반판매점 등), 공연장(스튜디오, 복합체험관 등), 전시장(갤러리, 

공공에게 개방 가능한 기업홍보관 등), 정보안내소, 단지내 부대시설, 스트리트 몰 등 가

로활성화에 기여하는 용도 계획

가로에 활기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와 시설이 일정 면적 이상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

가로환경과 건축물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과 활동을 도모하기 위

해 건축물 저층부의 투시성 증진 도모

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의 적용 및 운영

한강변 각종 계획․사업 추진시 원칙으로 적용하고, 계획(안) 작성시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을 따르도록 유도

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따르도록 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하고, 검토서 작성 및 부서협

의를 통해 한강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살려서 계획하도록 유도

  건축 및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건

축선후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해당심의를 통해 결정

하도록 함 

  건축 및 경관심의 대상 이외의 건축물 : 건축허가 및 사전협의 시 통경축

변 건축선후퇴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도록 하고, 소규모필지 등 여건상 건

축선후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통경축변으로 최

대한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유도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의 운영

적용대상

배후에 북한산, 남산, 관악산 등 주요산이 위치하여 대안부에서의 조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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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산과 조화되는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구 내에서 개발사업 추진 시

망원, 합정, 서강, 마포, 용산, 이촌, 한남, 옥수, 광장, 반포지구 

주요산 경관 시뮬레이션 작성

주요산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범위 내 해당지구의 개발사업 추

진시에는 주어진 지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관심의

자료로 제출

심의를 통한 열린 경관 관리방안

해당 개발사업 등에 따른 경관계획 심의는 7부능선 이하의 규제적 경관관

리보다는 해당위원회 논의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운영

다만, 반포대교 남단 조망점에서 남산을 조망하는 경관의 경우, 서울에서 

남산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남산조망높이의 7부 능선 
이하로 높이관리를 추진하고, 관련계획에 따른 부감기준(소월길 90m) 등을 

동시 고려하도록 적용

지구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의 운영

한강변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시뮬레이션 작성 시, 한강 대안부 원경에 대

한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의 하나로 활용

 수변 연접부 중·저층관리

수변연접부 중․저층관리 목표
수변 연접부의 중․저층 관리를 통해 위압감 완화 및 입체적 수변경관 창출
수변 대안부에서 조망시 고층의 주거동(단지)으로 인한 일률적인 차폐경관(콘크리트벽)의 

형성 방지

강변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형성되는 이동경관에서의 위압감 방지

강변도로 및 한강공원 등 한강변 공공공간의 일조권 및 시각적 개방감 확

보

관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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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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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 연접부 첫 건물,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주동은 높이를 중․저층
(15층 이하 권장)으로 하고, 그 이후의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하여 획일

적인 병풍형의 경관을 탈피하고 입체적인 경관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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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연접부 스카이라인 관리방향

수변 중․저층 관리기준의 적용 완화
한강변으로 가로장방형 또는 부정형의 부지형태로 인해 한강과 수직방향으

로 앞뒤로 2개동 이상 계획이 불가능한 부지 중 부지여건상 중․저층 계획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관심의를 통해 수변 중․저층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중 서울시 경관계획에서 설정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

완화적용 시, 제내지에서 한강으로의 통경축 등과 연계하여 한강변에 면한 

부지의 일정부분을 저층배치구간 등으로 설정하여 획일적인 차폐경관의 형

성을 방지하도록 유도

높이 및 배치계획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경관심의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중․저층 배치구간 설정기준
배후로 주요산 등이 위치하는 경우 대안부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설정

광역․지구통경축, 또는 학교, 공원 등 주요 공공공간과 인접한 경우 통경축
변 및 공공공간 인접부를 중저층 배치구간으로 설정

▲ 중저층 배치구간 설정기준 (상)배후산 고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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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강서~난지권역

B.합정~당산권역

C.여의도~용산권역

D.반포~한남권역





A 강서~난지권역

01. 난지지구

02. 강서지구

03. 마곡지구

04. 가양지구





01
난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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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관련계획

1.1. 지구 개요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 마포구 상암동, 성산2동 일대

서측으로는 서울시계를 경계로 하여 고양시와 맞닿아 있으며, 동측으로는 홍제천, 불광천

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구

지구 면적 : 약 3.7㎢ (난지 한강공원 0.7㎢ 포함) 

▲ 난지지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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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암 신도시 구상도(2000)

▲ 쓰레기매립지 상암

▲ 평화의 공원

 대상지 지명유래

상암동(上岩洞)은 수상리와 휴암리에서 각각 한 글자씩 합쳐서 만들어 진 

지명으로서, 수상리는 장마때면 한강물이 이곳 앞까지 오므로 붙여진 명칭

이고, 휴암동은 이곳에 휴암(부엉바위)이 있어서 유래된 명칭임

성산동(城山洞)은 한강 대안 강서구 공암에서 봉화를 받아들이는 성산이 있

는데서 마을이름이 유래하였우며, 겸재 정선(鄭敾)이 양천현감으로 있을 때 

성산을 소재로 그림을 그린 것이 여러 점 존재

 지구 특성

서울의 쓰레기매립지를 새롭게 친환경공원으로 재조성한 환경재

생의 표상지역

 2000년대 월드컵 개최, 월드컵경기장 조성,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등

을 계기로 새롭게 조성한 밀레니엄시티의 일부지역

환경재생과 생태존중을 기조로 하여 평화의 공원, 난지천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 공원 조성

배후로 디지털미디어산업의 집적공간인 DMC 등 상암·수색 광역

중심지가 인접 위치

광역중심과 인접한 서울의 대표적 수변공원 지역

난지한강공원 등 수변공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태·문화·레저공간

이 함께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시민여가·문화공간의 하나

월드컵공원과 난지한강공원 일대를 통합하여 뉴욕 센트럴파크(339만 9000

㎡)를 능가하는 규모의 ‘서울에코랜드’(436만 4000㎡) 구성

디지털 컨텐츠, 한류문화, 생태환경, 스포츠 등이 결합된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공간

 지구 내 주요공간 및 시설

평화의 공원

월드컵경기장이 위치하고 있는 공원으로서 면적은 약 44만㎡

월드컵주경기장에 연속된 공간으로서 기념성 및 이벤트를 위한 성격으로 

조성되었으며, 21세기 최초로 개최되는 월드컵 경기를 기념하고 세계 화합

과 평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열린광장 형태로 조성

평화의 공원 내 연결브리지를 통해 난지한강공원과 연결

주요시설물로 월드컵공원 전시관, 상암에너지드림센터 등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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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원

월드컵공원 중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하늘공원은 난지도 제2매

립지에 들어선 면적 19만㎡ 규모의 초지공원

배수를 위해 만들어진 능선을 경계로 ×자로 구분된 네 개 지구에 남북쪽

에는 높은 키의 풀과 억세를, 동서쪽에는 낮은 키의 풀을 식재하고, 억세 

축제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한강 방향으로 가장 높은 곳에 한강을 비롯하여 남산, 행주산성 등을 조망

할 수 있는 전망공간 조성

주요 시설로 풍력발전기(5개소), 하늘을 담는 그릇, 전망대, 하늘계단 등이 

있음

▲ 하늘공원의 억새

 
▲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한강 경관

▲ 하늘공원과 연결된 하늘계단

 
▲ 하늘을 담는 그릇 및 풍력발전기

노을공원

난지도 제1매립지에 위치한 약 34만㎡ 규모의 공원으로서 당초 대중골프장

으로 조성하였으나 2008년 서울시에서 골프장을 가족공원으로 전환하여 

재개장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볼 수 있는 문화예술공원으로 조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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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지천공원 잔디광장

품, 전망데크 등과 더물어 넓은 잔디밭 등으로 조성

노을카페, 어린이 놀이공간, 파크골프장, 가족캠핑장 도입 및 생태 프로그

램 운영

▲ 노을공원 내 조각공원

 
▲ 노을공원에서 본 한강노을 

난지천공원

난지천 주변 약 29만㎡의 수변공원으로 과거 쓰레기 침출수로 오염이 심한 

곳이었으나, 현재 갈대, 버드나무 등 각종 식물들이 하천가를 따라 서식하

는 등 생태공원과 시민 여가공원으로 역할

주요시설로 게이트볼장, 농구장, 다목적구장, 잔디광장 등 조성

난지 한강공원

홍제천교에서 난지천교 사이에 위치해있는 길이 4.02㎞, 면적 약 776,000

㎡ 규모의 수변공원

공원기능은 물론 여가, 레저 및 습지생태공원 등의 기능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공원

노을공원 및 하늘공원과 연결되는 중앙연결 브릿지(난지 하늘다리), 평화의 

공원 연결브릿지 등을 통해 주변 공원과의 연계 가능

▲ 난지 한강공원 거울분수

 

▲ 난지 물놀이장

 

▲ 난지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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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에너지드림센터

▲ 난지 생태습지원

▲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 한강 야생탐사센터

주요시설로 거울분수, 강변물놀이장(백사장), 난지캠핑장을 비롯하여 생태적 

공간으로서 생태습지원, 수변생태학습센터 등 위치

거울분수는 난지한강공원의 랜드마크 요소로 물을 뿜을 때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

며 일곱빛깔 무지개처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

여름철 이용할 수 있는 강변물놀이장은 과거 강변에서 물놀이하던 추억을 되살리고자 최

대수심 80㎝의 물놀이장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아이를 동반하여 가족과 즐길 수 있는 공

간으로 조성

생태습지원은 보행연결브릿지를 설치하여 자연상태의 초지 및 식물군락 등 수변에 서식

하는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바비큐를 즐기며 야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난지캠핑장 조성

 난지 생태습지원

난지한강공원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생태습지원으로서 시민참여 활

동을 적극 도입하여 한강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학습 교육장으로 역할 

수행

건축물로는 습지원 내 한강야생탐사센터(지상3층) 및 수변생태학습센터(지

상2층)가 설치되어 있으며, 생태학습프로그램(생태학교, 관찰교실), 모니터

링, 생태탐방 모니터링 등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도의 유휴 시설(침출수 처리장)을 리모델링해 2006년 4월 문을 연 예

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서 유망한 신진 작가들에게 30여㎡ 규모의 개인 스

튜디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한 일종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입주비는 없지만 1년 동안 만든 작품들을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내 원형 

갤러리에 전시하고, 입주작가와 미술평론가 간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미

술 관계자 및 일반인들과 공개 토론 워크숍 등 진행

난지 스튜디오 내 원형 전시장 2곳에는 매달 2명의 작가가 한 달 동안 작품을 전시

야외 미술활동 및 청소년 미술체험공간, 가족나들이 공간 이용

서울 에너지드림센터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로 에너지 제로의 

실증적 구현과 에너지 자립도시의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2012년 12월 

개관

다양한 에너지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환경체험 및 교육공간으로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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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난지생명길

▲ 서울둘레길(6~7코스)

마포 난지생명길 및 서울둘레길(6~7코스)

마포 난지생명길 중 마포생태·에너지길은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

였던 난지도가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이야기와 친환경 대체에

너지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서 총 15.7㎞, 약4.3시간 소

요되는 코스

월드컵경기장역, 월드컵공원 전시관에서부터 평화의 공원, 에너지드림센터, 하늘공원, 메

타세콰이어길,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마포자원회수시설, 에너지드림센터, 노을공원, 난지

천공원, 석유비축기지, 월드컵경기장 등을 순환하는 코스

서울둘레길 6~7코스는 가양대교 북단에서부터 한강생태습지원~난지나들목, 

메타세콰이어길, 하늘공원 등을 거쳐 월드컵경기장과 디지털미티어시티역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구성

▲ 난지지구 주요공간 및 시설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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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구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
지구의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월드컵경기장 등 일부지역에 한해 준주

거 지역 등 지정

 토지이용

지구전체가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위주의 토지이용으로 구성

 토지소유

지구 내 토지 중 대부분의 토지가 국공유지로 구성

▲ 용도지역지구 현황

 
▲ 도시계획 현황

▲ 토지소유 현황

 

▲ 건축물 노후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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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노후도

지구 내 건축물로는 마포 자원회수시설,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스튜디오 등 

극히 일부건축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노후도는 전반적으로 양호

 교통

가양대로와 증산로, 대상지 내부를 관통하는 하늘공원로가 북측의 월드컵로

와 남측의 강변북로를 연결하고 있음

지하철 6호선이 서울월드컵경기장 지나서 은평구까지 노선이 연결되어 있

고, 인근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의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이 서울의 중심지

까지 연결되어 있음

▲ 난지지구 교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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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석유비축기지 조성계획

▲ 월드컵대교 북단 경사로 예시

▲ 월드컵대교 조성계획

1.3. 관련계획․사업
월드컵대교 건설

마포구 상암동(증산로)와 영등포구 양화동(서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한강교

량으로서 2010 착공하여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건설 추진 중

성산대교 교통량 분산처리로 상습적인 병목구간 교통체증 해소 및 강남순

환고속도로와 연계한 서부지역 간선도로망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건설

한강교량 상 최초로 양방향으로 폭 1.7m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며, 

남북단의 한강공원 내 자전거 전용도로 연결을 위해 북단(1개소)과 남단(2

개소)에 회전형 경사로 설치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1976년 설치된 개발시대의 산업유산 '마포 석유비축기지'를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 문화공원으로 조성('17년 

초 준공 목표)

문화비축기지 조성 대상지는 총 14만㎡ 규모로 유류저장탱크(10만1,510

㎡), 주차장 부지(3만5,212㎡), 산책로(3,300㎡)로 구성

 1번·2번 탱크는 해체 후 다목적 파빌리온(1번), 실내·외 공연장(2번)으로 

신축하고, 3번 탱크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시민, 학생들을 위한 학습공간

으로 운영

 4번 탱크는 전시공간으로 조성하고, 5번 탱크는 내·외부의 공간개념을 전

환, 내부는 그대로 둬서 기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외부와 콘크리트 

옹벽 바깥부분은 '석유비축기지'부터 '문화비축기지'까지 4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하는 전시장으로 조성

새로 만들어지는 6번 탱크는 최대 300명 수용 가능한 '정보교류센터'로, 

시민 누구나 와서 서울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는 열

람실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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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 기본구상

 토지이용부문

강서~난지권역의 일부로서 서울 최고의 수변공원에 기반한 친환

경 여가·휴식권역 조성

난지지구의 경우 한강변 자연·생태공간 및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 특

화해 나감으로써 한강 남측의 가양, 마곡, 강서지구 등과 연계된  서울 대

표 친환경 여가·휴식권역 조성

노을 및 하늘공원, 난지한강공원, 난지천공원, 평화의 공원 등에 추가하여 

석유비축기지 문화공원 등 시민여가공간을 지속 조성

 접근성부문

상암·수색 광역중심 ~ 한강공원간 연계 강화

배후 DMC지역 등으로부터 노을공원, 하늘공원, 난지한강공원 등으로의 보

행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 강서~난지권의 권역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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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지한강공원 및 노을공원 현황

한강 양안의 보행·자전거 연결성 강화

가양대교, 월드컵대교 등을 활용하여 한강양안의 보행·자전거 연결성 강화 

 도시경관 부문

한강의 자연·도시경관 조망을 위한 조망명소 특화

 자연성 부문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자연성 보전과 더불어 이용시설 분포지역에 대한 생물서식공간 

조성 및 투수포장개선 등 추진

난지지구는 습지생태원 조성, 기존 인공호안의 자연형호안 복원 실시 등과 

동시에 수변부에 물놀이장 등 인공포장시설물 및 둔치 내 다양한 이용시설

이 분포하고 있는 지구

둔치 자연성 회복의 일환으로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과 주차장 투수 포

장개선 등 추진



Ⅱ.지구별 가이드라인_01.난지지구

❙29

▲ 난지나들목과 하늘계단

▲ 난지하늘다리

3. 주요이슈 및 관리방향

3.1. 지구 현안이슈

(1) 토지이용

DMC일대 광역중심지의 도시활동과 한강공원 일대의 수변·여가

활동간 연계성이 부족

서울의 대표적인 시민여가·문화공간으로서 프로그램 미흡

(2) 접근성

DMC지역으로부터 노을·하늘공원으로의 보행접근성 취약

DMC랜드마크부지 및 난지천공원 ~ 노을공원, 하늘공원으로의 보행연결성 

부족

난지한강공원~노을공원은 난지나들목, 노을계단을 통해 연결 가능

평화의 공원~하늘공원의 경우 증산로상부 보행브릿지 및 하늘계단을 통해 연결 가능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의 공원으로부터 난지한강공원으로의 접근성은 난지나들목, 난

지하늘다리, 평화의 공원 연결브리지 등을 통해 비교적 우수하게 조성 

하늘공원 ~ 노을공원을 직접 연결하는 보행연계성 부족

DMC역 등 활동중심지로부터 난지한강공원으로의 대중교통 접근

성 부족

DMC역에서부터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노선은 전무한 실정으로 

한강공원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대단히 부족

난지천공원 주차장~하늘공원 연결하는 맹꽁이 전기차 운영

자유로를 통해 난지한강공원으로 접근하는 광역버스노선만 1개노선 분포

(3) 도시경관

한강노을 등 한강자연경관 조망을 위한 실내공간 부족

한강의 자연경관 조망을 위한 다수 조망명소가 지구내 분포하고 있으나, 휴

게·편익기능이 복합된 실내 전망문화공간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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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성

생태습지원이 조성되어 있는 등 지구 서측으로 자연형 호안으로의 복원이 

진행되어 있으나, 동측으로는 둔치내 운동시설지 등 불투수포장지가 분포하

고 있어 이에대한 녹지복원 등이 필요

▲ 난지지구 현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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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방향

 목표

수변공원 일대의 접근성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한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여가·문화명소 조성”

 
 부문별 중점관리원칙

토지이용

DMC지역과의 활동연계성 강화 및 시민여가·문화공간 프로그램의 지속적 

강화

접근성

수변공원 일대로의 광역적 접근성 강화 및 공원 간 보행·녹색교통 연계성 

강화

도시경관

한강 등 자연자원으로의 조망이 가능한 전망문화복합공간 확충

자연성

생태거점 설정, 거점 한강숲 조성 등 지구 내 자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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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 및 가이드라인

4.1. 부문별 계획

(1) 토지이용

 DMC 등과 연계하여 한강공원 일대 시민여가·문화공간 프로

그램의 지속적 강화 도모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를 비롯하여 석유비축기지, 난지천공원, 노을공

원, 하늘공원, 난지한강공원 등의 프로그램 특화

하늘공원, 노을공원 등을 대상으로 한강으로의 전망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이용 편익공간 확충 검토

(2) 접근성

 상암DMC~노을·하늘공원 간 연결성 강화

DMC 랜드마크 부지 계획 시 난지천 공원 및 하늘공원과의 공간연계성 강

화

난지천 공원~하늘공원, 노을공원 연결 보행접근로 확보(연결계단 또는 경사

형 엘리베이터 등)

 하늘공원~노을공원 직결 하늘브릿지 조성 검토

연결브릿지 공간을 한강의 자연경관 조망을 위한 전망문화복합공간(하늘마

루 등)으로 활용

 DMC역~하늘·노을공원 및 난지한강공원 순환 녹색교통 확충

지하철역(디지털미디어시티역, 월드컵경기장역)에서부터 하늘공원, 노을공

원, 난지한강공원을 순환하는 친환경 대중교통 셔틀 운영을 통해 한강공원 

일대로의 광역적 접근성을 확대

  현재 난지천공원주차장 ~ 하늘공원, 노을공원까지 운행하는 맹꽁이 전기

차를 한강공원까지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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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지지구 순환 녹색교통 확충 예시

 서울둘레길과 마포 난지생명길간의 연계성 강화

가양대교~한강생태습지원을 거쳐 DMC역까지 연결되는 서울둘레길과 노을

공원, 메타세콰이아길, 하늘공원, 석유비축기지 등을 연결하는 난지생명길 

연결

▲ 보행네트워크 연계성 강화

(3) 도시경관

 한강 및 자연경관 조망을 위한 조망공간 조성

하늘공원 및 노을공원 상부에 조성된 기존조망공간에 추가하여 하늘브릿지 

등 조성 시 추가적인 한강조망공간 조성

기타 하늘공원 및 노을공원 상부를 대상으로 시민편익 및 휴게기능이 복합

된 전망문화복합공간 조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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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지~노을공원 연결통로

(4) 자연성

 이용시설 분포지역에 대한 생물서식공간 조성

난지습지생태원의 생태거점 설정 및 주변과 연계 강화

홍제천 합수부 낙차공 구조개선 및 거점 한강숲 조성

음수대 및 배수로 주변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 난지 한강공원 자연성회복 구상 (한강자연성회복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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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지지구 부문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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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획 가이드라인

 토지이용 부문

1-1. 한강공원 일대 특화프로그램 지속 강화

1-2. 노을공원, 하늘공원 상부 시민이용 편익공간·전망 문화복합공간 

등 확충

▲ 난지지구 토지이용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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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부문

2-1. DMC랜드마크부지 계획시 난지천공원과 연결성 강화

2-2. 난지천공원~하늘·노을공원 연결성 강화   

연결계단 또는 경사형엘리베이터 조성 검토

2-3. 하늘공원~노을공원 직결 하늘브릿지 조성 검토

2-4. DMC역~하늘·노을공원 및 난지한강공원 순환 녹색교통 확충

친환경 대중교통 셔틀운영 및 맹꽁이전기차 운영 확대

2-5. 서울둘레길~마포 난지생명길간 연계성 강화 

지역 일대를 순환하는 녹색교통확충계획과 연계

▲ 난지지구 접근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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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 부문

3-1. 하늘브릿지 상부 전망공간 조성

 자연성 부문

4-1. 홍제천 합수부 낙차공 구조개선

4-2. 홍제천 합수부 거점한강숲 조성

4-3. 저류녹지 등 생물서식공간 조성

4-4. 생태거점 설정 및 연계

▲ 난지지구 도시경관부문 및 자연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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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부문 연번 계획내용 실행주체 기간 추진사항

토지이용

1-1
한강공원 일대 특화프로그램 지

속 강화
공공 단기

∙ 한강사업본부 및 푸른도시국 협의 
시행

1-2

노을공원, 하늘공원 상부 시민이

용 편익공간․전망문화복합공간 등 
확충

공공 중기 ∙ 푸른도시국 협의 시행

접근성

2-1
DMC랜드마크부지 계획 시   

난지천공원과 연결성 강화
민간 장기 ∙ 랜드마크부지 계획 시 반영 유도

2-2
난지천공원~하늘․노을공원 연결
성 강화

공공 중기 ∙ 푸른도시국 협의 시행

2-3
하늘공원~노을공원 직결 하늘브

릿지 조성 검토
공공 장기

2-4
DMC역~하늘․노을공원 및 난지
한강공원 순환 녹색교통 확충

공공 단기

∙ 도시교통본부, 한강사업본부, 
푸른도시국 협의 시행

2-5
서울둘레길~마포 난지생명길 간

연계성 강화
공공 단기

도시경관 3-1 하늘브릿지 상부 전망공간 조성 공공 장기 ∙ 하늘브릿지 조성과 연계

자연성

4-1 홍제천 합수부 낙차공 구조개선 공공

자연성부문에 관한 사항은

자연성회복기본계획에 따라 실행

4-2 홍제천 합수부 거점한강숲 조성 공공

4-3 저류녹지 등 생물서식공간 조성 공공

4-4 생태거점 설정 및 연계 공공









02
강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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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관련계획

1.1. 지구 개요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 강서구 방화2동(개화동), 방화3동(방화동), 가양1동(마곡동) 일대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와 방화차량기지를 포함하는 지구로, 서측으로는 서울시계를 경계

로 하고 동측으로는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구

지구 면적 : 약 2.9㎢ (강서 한강공원 1.1㎞ 포함)

▲ 강서지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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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한강갑문 현황

▲ 5호선 방화차량기지

▲ 강서지구 전경

 대상지 지명유래

개화동(開花洞)은 꽃이 활짝 핀 모양과 같이 생긴 개화산 아래 발달한 마을

이므로 개화동이라 명명

방화동(傍花洞)은 사시사철 꽃향기가 퍼지는 개화산 옆에 있는 동네라는 뜻

으로 방화동이라는 동명이 생김

마곡동(麻谷洞)은 원래 고고마진 나루터가 있었던 어촌으로서, 이곳에서 삼

(麻)이 많이 났기에 마곡동이라 함

 지구 특성

서울 최외곽지역, 김포시 및 경인아라뱃길과 인접

강서지구는 서울 서측 최외곽지역으로 김포시와 시계를 인접하고 있으며, 

경인아라뱃길의 시점부인 아라한강갑문 등이 위치

서울 최대의 생태공원 및 한강조망명소가 위치

한강하류지역으로서 서울시계 범위 내 가장 넓은 폭의 한강공원이 위치 (최

대 약 500m 폭)

배후로 비교적 근거리에 개화산 등이 위치하여 수려한 한강의 자연경관 조

망 가능

5호선 차량기지,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등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입지

시외곽지역으로서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이 다수 분포

 지구 내 주요공간 및 시설

아라한강갑문

한강하류 행주대교에서부터 인천시를 연결하는 경인운하 또는 경인아라뱃길

의 시점부에 위치한 갑문이며, 경인아라뱃길은 길이 18㎞, 폭 80m로 구성

도시철도공사 방화차량기지

방화차량기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차량기지로, 도시철도공사 5000

호대 전동차의 경정비 검수 관리를 담당

현재 5호선의 기점역인 방화역에서 입·출고 선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차량

기지의 이름과 달리 방화동이 아니라 개화동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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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물재생센터 현황

▲ 메타세콰이어길 (강서둘레길)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서울시 하수처리장 4개소(중랑, 탄천, 서남, 난지) 중 하나

부지면적 1,065,000㎡(32만평), 건물 34개동으로 구성

일일 하수처리능력은 총 163만㎥/일, 하수처리구역은 9개 구, 1개 시로 서

울 강남·서초·관악·동작·구로·금천·영등포·강서·양천구와 광명시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화조 처리용량은 2,000㎘/일, 서울시 9개 구(강동, 송

파, 관악, 동작,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 양천)를 담당

서남물재생센터 내 일부 유휴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을 비롯하여 메타세

콰이어길 등 도심속 휴식공간으로서 서남물재생센터공원 위치

강서습지생태공원

방화대교 남단에서 행주대교 남단 사이의 한강 둔치에 위치한 생태공원으

로 34만㎡의 면적에 담수지·저습지 등을 조성하고, 습생·수생식물을 식재

하여 2002년 7월 1일 개원

갈대밭과 버드나무숲이 어우러진 습지를 가로질러 두 곳의 탐방로와 철새

조망대가 위치

어류·양서류·곤충 등이 수생식물들과 어울려 습지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으

며, 청둥오리·해오라기·백로·왜가리 등 서식

공원은 다양한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 강서습지 생태공원

개화산 (한강조망명소)

산의 형상이 꽃피는 형국이라 하여 개화산으로 명명하였고, 산 전체가 강서

구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강서둘레길 중 제1코스인 개화산 숲길

(나들길)이 조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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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사 및 3층석탑

▲ 미타사 미륵불입상

▲ 방화동 건폐장 입지현황

사방으로 자연조망이 우수하여 개화산 서측방향의 하늘길 전망대, 한강방향

으로 개화산 전망대, 아라뱃길 전망대 등 위치

개화산 전망대는 서울시 선정 우수조망명소 중 하나로서 방화대교, 북한산 

및 한강의 수려한 자연경관 조망 가능

▲ 개화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방화대교와 북한산

약사사

약 700~800년 전 고려 중기 이후에 건립(추정)된 사찰로서 3층 석탑(서울

시 유형문화제 제39호)과 석불(40호)이 위치

겸재 정선이 활동하던 조선 후기까지는 개화사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

나, 예로부터 약수가 유명하여 약수암, 약수사, 약사사 등으로 절의 이름이 

변경

현재의 약사사는 1988년 대웅전 건립 등 새롭게 조성

미타사

미타사는 약 100여 년 전 창건된 작은 규모의 사찰로서 개화산 서남 기슭

에 위치

한국전쟁 때 육군과 인민군이 치열한 교전을 벌이던 격전지로 김포공항을 

사수하던 육군 1,000여명이 전사한 곳으로, 이들 호국영령들을 위한 위령

비를 조성

미타사 내에는 층고 약 4m에 달하는 석불입상이 위치. 이 불상은 고려시

대 불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9호로 지정하여 관리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등 집적지

방화차량기지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이 약 21만㎡의 부지에 건설폐기

물 처리업체 등이 밀집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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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동 건폐장 이용현황

▲ 강서둘레길 현황

현재 건설폐기물처리업체 9개소, 고물상 6개소, 건설기계주기장 2개소, 창

고업 3개소, 저유소 1개소, 골재야적장 3개소, 컨테이너야적장 1개소 등 

약 25개소의 환경유해시설이 입지  

주변 지역에 대한 먼지 및 소음으로 인해 건설폐기물처리장 일대에 대한 

공원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강서둘레길

강서구의 서측 개화산, 서남환경공원, 강서한강공원을 연결하는 길로서 강

서구의 생태, 역사문화, 자연경관 등 특색있는 볼거리와 다양한 테마가 있

는 길

연장 11.44㎞

코스는 방화근린공원(후문)~약사사~개화산 전망대~봉화정~아라뱃길 전망

대~숲속쉼터~신선바위~호국충혼비~미타사~하늘길 전망대~심정쉼터~방화

근린공원~벚꽃길~꿩고개근린공원~서남환경공원~강서한강공원

▲ 강서지구 주요공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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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구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
강서지구는 거의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제외지 및 방화차량기지 서측지역

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

강서지구는 김포공항 주변에 위치하여 공항 주변으로 설정된 최고고도지구에 포함

 토지이용

한강변으로는 강서한강공원과 강서습지생태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제내지에 

방화차량기지, 서남물재생센터 등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폐기물처리

장 등 기피시설이 집적

▲ 용도지역지구 현황

 

▲ 도시계획 현황

▲ 토지소유 현황

 

▲ 건축물 노후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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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이 분포함에 따라 국공유지 또는 법인소유 토지가 다

수 분포하고 있으며, 올림픽대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이 일부지역에 

사유지들이 분포하고 있음

 건축물 노후도

나대지 내 산발적으로 가건물이나 저층 건축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전반적

으로 노후화 진행

 교통

한강변으로 강서한강공원 변으로 올림픽대로가 통화하고 있으며, 방화대로

와 개화동로가 올림픽대로를 교차하여 지나고 있음

대상지 내부로는 서남물재생센터의 서측으로 지구 인근으로 양천로27길이 

지나고 있으며, 대상지 인근으로 방화대로, 벌말로 등이 위치

지하철 5호선의 차량기지가 지구내부에 위치하여 있고, 대상지 인근 동측

으로 공항철도가 통과하고 있음

▲ 강서지구 교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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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련계획․사업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그동안 서남권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비선호시

설인 서남물재생센터를 2027년까지 모두 지하화

지상에는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서남물재생센터를 서울의 대표적인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 예정

 2027년 완공을 목표로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1단계 사업은 약 2,500

억 정도의 예산 소요

 1단계로 우선 하루 36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하화하고, 나

머지 127만톤에 대해서도 고도처리시스템(수질 정화 기능을 강화해 오염도를 

낮추는 공법)을 통하여 한강에 방류되는 하수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강화

마곡중앙공원 등의 사업과 연계 시행으로 서남권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

하고, 친환경 웰빙도시로의 전환 모색

▲ 서남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예시도(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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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 기본구상

 토지이용부문

서울 최고 수변공원에 기반한 친환경 여가·휴식권역 조성

강서지구, 마곡지구, 가양지구, 난지지구 등 한강양안으로 자연·생태공간 

및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되, 이들 공간간의 상호 연결성 증진

을 통해 서울을 대표하는 친환경 여가·휴식권역 조성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 마곡중앙공원, 문화비축기지 문화공원 등 시민여가공간의 지속적 

조성

 접근성부문

강서한강공원, 습지생태공원 등과 배후지역간의 보행, 녹지, 대중교

통 등 연결성 강화

강서둘레길, 마곡지구 내부, 서남물재생센터 등과 한강과의 연결성 강화

▲ 강서~난지권의 권역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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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부문

한강의 자연자원 조망을 위한 조망명소 확충

 자연성부문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자연유지지역 및 생태복원지역으로 관리

강서지구는 서울시 한강구간 최하류 남단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2002년 개

원한 강서습지생태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매년 수많은 철새들이 도래하는 

한강의 중요한 생물서식공간임

최근 공원 서측에 위치한 기존 군사훈련장 및 유휴지를 아라뱃길 조성과 

연계된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생태공원으로 확대 조성

다른 지역에 비해 초지의 면적이 넓으며, 상대적으로 자연경관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으로 기존의 자연 및 생태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는 지역으로 관리 

계획

▲ 강서한강공원 둔치 자연성회복 계획도 (한강자연성회복기본계획,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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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화나들목 현황 

▲ 지구내부 가로경관 현황

3. 주요이슈 및 관리방향

3.1. 지구 현안이슈

(1) 토지이용

한강변 건설폐기물업체, 대규모 기반시설 등 입지로 한강공원과의 

토지이용 단절문제 유발

(2) 접근성

한강공원으로의 보행 및 자전거접근성 미약

강서지구 한강변 구간 약 4㎞범위 내에서 한강으로의 보행 및 자전거접근

이 가능한 나들목은 개화나들목 1개소에 불과

배후 마곡지구 내 중심공간(9호선 마곡나루역, 5호선 마곡역 등)으로부터 

한강까지의 보행, 자전거 접근성 단절

주변 숲길 ~ 한강공원과의 연계성 부족

강서둘레길 ~ 강서한강공원, 강서습지생태공원 등과의 연계성 미흡

한강공원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대단히 취약

 5호선 차량기지가 한강공원과 인접 입지하고 있으나 한강변 역사 미비로 

지하철 접근성 취약

한강공원까지 접근가능한 마을버스 노선은 1개에 불과

(3) 도시경관 

전반적인 지구 경관 및 미관 불량

지구 내부에 다수의 고가 및 방음벽 입지, 울타리 및 건축물 펜스 설치로 

전반적인 가로경관 및 도시경관 불량

(4) 자연성 

자연성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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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구에 비해 자연경관이 많이 남아 있어 습지초지에 대한 복원방안과 

귀화초지 관리방안 마련 필요

외부도로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검토 및 보완방안 필요

▲ 강서지구 현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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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방향

 목표

기반시설공간의 공원화 및 지구 환경개선을 통한

“ 한강변 생태·여가지구 조성 ”

 부문별 중점관리원칙

토지이용

기반시설부지 공원화 및 저이용부지 한강연계 공간 활용

접근성

한강생태공간과 배후 녹지·도시공간(서남물재생센터, 강서둘레길, 마곡지구 

등)과의 보행, 자전거, 녹지연계 강화

도시경관

지구내부 울타리 및 펜스제거 등 가로환경의 개선

자연성

자연유지지역 및 생태복원지역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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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 및 가이드라인

4.1. 부문별 주요 계획

(1) 토지이용

 건설폐기물처리장 집적지 등 저이용부지의 한강공원과 연계된 

공간활용 검토

한강생태공원 등과 연계된 서남권의 생태·테마문화공간 조성 등 

검토

방화차량기지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사이의 저이용부지(약21만㎡)를 대상으로 

강서한강공원, 서남물재생공원 등과 연계된 공간 활용 도모

 서남 물재생센터의 공원화 지속추진 및 한강생태공원과 연계

된 시민여가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강화

▲ 강서지구 토지이용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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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성

 강서한강공원으로의 대중교통(지하철) 접근성 강화

한강공원변으로 지하철역사 신설 검토

한강공원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5호선 방화역과 방화차량기

지 사이구간을 대상으로 지하철역사 신설 검토 (강서생태공원역 또는 강서

한강공원역 등)

지하철 역사신설과 연계하여 저이용부지의 공간활용 검토

 마곡지구 내부~한강공원 간 보행·자전거접근성 강화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서남물재생센터, 한강공원

까지의 자전거 및 보행접근성 강화 (한강가는길 특화 조성)

양천로변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통해 동서방향의 단절된 자전거 네트워크 

개선 

 강서둘레길~한강공원간 그린웨이 연결체계 구축

강서둘레길~서남물재생센터공원~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양천로27

길을 녹음길로 특화 조성

▲ 강서지구 접근성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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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시 올림픽대로 일부공간의 상부공원화방안 

병행 검토

서남물재생센터 ~ 마곡중앙공원간 공간연계성 강화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 및 마곡중앙공원 조성시 상호간의 녹지, 보행, 자전

거 등 공간 및 활동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도록 조성

(3) 도시경관

 한강 및 자연경관 조망을 위한 조망공간 조성

기존 개화산 조망명소 및 강서한강길과 연계, 신규 한강조망명소 

확충

한강의 자연자원 조망 및 휴게·편익기능이 복합된 전망문화 복합공간 확충

개화산전망대, 아라뱃길 전망대, 하늘길 전망대 등에 추가하여 서남물재생

센터 공원내, 한강변 신설 지하철역사공간 등 활용방안 검토

 지구 내부 나대지, 대규모 기반시설부지 경계부 환경개선 등

을 통한 지구경관 개선

경계부 펜스 제거, 가로녹화 등을 통한 환경개선 도모

건설폐기물처리장 부지, 서남물재생센터공원 부지, 서남물재생센터부지, 방

화차량기지 등 대부분이 펜스와 가건물로 노출된 가로경관을 펜스제거, 경

계부 녹화 등을 통해 환경개선 도모

(4) 자연성

 기존의 자연 및 생태환경을 최대한 유지

 주차장 투수포장 개선 및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물공급이 용이한 음수대 및 배수로 주변을 중심으로 저류지 형태의 소택지

(marsh)를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생물서식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 종다양성 

증진을 통해 둔치 자연성 회복

강서한강공원 내 주차장 중 불투수 포장지역을 투수포장으로 전환하여 우

수 유입을 용이하게 하고, 단절된 물순환체계 개선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60

▲ 강서지구 도시경관 및 자연성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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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획 가이드라인

 토지이용부문

1-1. 건설폐기물처리장 등 저이용부지 공간활용 검토 

한강공원 연계 서남권 생태·테마문화공간 등

1-2.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 및 여가·교육체험프로그램 강화

▲ 강서지구 토지이용부문 가이드라인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62

 접근성부문

2-1. 지하철5호선과 연계하여 강서한강공원으로의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접근체계 구축

2-2. 마곡지구 내부~한강공원 보행·자전거연결로 확충 

2-3. 강서둘레길~서남물재생센터공원~한강 연결 그린웨이 조성

가로녹화 및 올림픽대로 일부 상부공원화 검토

2-4. 양천로변 자전거도로 확충

2-5. 양천로27길 녹음길 특화 조성

2-6. 서남물재생센터 공원조성시 마곡중앙공원과의 공간연계 강화

▲ 강서지구 접근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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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부문

3-1. 한강조망명소 확충                          

생태․테마문화공간, 신설 지하철역사, 서남물재생센터 공원 등 활용
3-2. 시설경계부 등 환경개선 추진              

경계부 펜스 철거 및 가로녹화 등

 자연성부문

4-1. 음수대 및 배수로주변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4-2. 주차장 투수포장 개선

4-3.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 강서지구 도시경관부문 및 자연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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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부문 연번 계획내용 실행주체 기간 추진사항

토지이용

1-1
건설폐기물처리장 등 저이용 

부지 공간활용 검토
공공 중기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등 
협의 시행

1-2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 및

여가․교육체험프로그램 강화 공공 중기 ∙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 사업에 반영

접근성

2-1

지하철 5호선과 연계하여 강서

한강공원으로의 대중교통

(지하철,버스)접근체계 구축

공공 중․장기 ∙ 5호선 관리운영 주체인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의 시행

2-2
마곡지구 내부~한강공원 보행․
자전거연결로 확충

공공 중기 ∙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 사업에 
반영(도시기반시설본부 물관리국 

협의)

∙ 한강공원과의 나들목 신설, 
올림픽대로 일부공산 상부공원화검토 

등은 한강사업본부 협의 시행

2-3

강서둘레길~서남물재생센터

공원~한강 연결 그린웨이 조성

(가로녹화 및 올림픽대로 일부

상부공원화 검토)

공공 중기

2-4 양천로변 자전거도로 확충 공공 단기 ∙ 도시교통본부 협의 시행

2-5 양천로27길 녹음길 특화 조성 공공 단기

2-6

서남물재생센터 공원 조성시

마곡중앙공원과의 공간연계

강화

공공 중기

∙ 마곡중앙공원 및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계획 수립 시 마곡사업추진단, 

도시기반시설본부 협의 시행

도시경관

3-1 한강 조망명소 확충 공공 중․장기
∙ 도시기반시설본부 물관리국 협의 시행
∙ 5호선 관리운영 주체인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의 시행

3-2 시설 경계부 등 환경개선 추진 공공 단기
∙ 도시기반시설본부 물관리국 협의 시행
∙ 푸른도시국 등 협의 시행

자연성

4-1
음수대 및 배수로 주변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공공

자연성부문에 관한 사항은

자연성회복기본계획에 따라 실행4-2 주차장 투수포장 개선 공공

4-3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공공







03
마곡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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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관련계획

1.1. 지구 개요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 강서구 마곡동 일대

방화대로와 강서로 사이 마곡도시개발구역의 범위를 경계로 하는 지구. 남측으로는 발산

지구 및 강서농산물 도매시장과 인접하고 있으며, 북서측으로는 서울 서남물재생센터와 

인접

지구 면적 : 약 3.7㎢

▲ 마곡지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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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지구 조성예시도

 대상지 지명유래

마곡동(麻谷洞)은 원래 고고마진 나루터가 있었던 어촌으로서, 이곳에서 삼

(麻)이 많이 났기에 마곡동이라 함

 지구 특성

서울 서남권 신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첨단자족도시 개발 추진

농경지 등으로 남아있던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미개발지를 2005년 조성계

획 발표 이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서울 서남권의 신경제거점으로서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

기술), GT(유전공학기술) 등의 미래 지식산업 집적지로 육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업무단지, 배후 주거단지 및 대규모 중앙공원 

조성 등을 포함하는 친환경 자족도시로 개발 추진

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교통요지

서울 서남측 관문이 입지하여 김포공항(2㎞) 및 인천국제공항(40㎞)으로의 

접근성이 유리

올림픽대로 및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인천공항 및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지하철 5·9호선 및 공항철도 등이 지구를 지나고 있어 

대중교통여건도 비교적 양호

▲ 마곡지구 광역교통여건

유수지 및 식생 발달로 양호한 생태환경 보유

마곡지구 일대는 주변지역보다 낮고 평탄한 지형으로, 주변지역으로부터 물

이 모여드는 배수지가 위치한 지역

농경지와 수로가 발달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까지도 농업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었으며, 황조롱이, 큰기러기 등의 서식처 역할을 하는 등 양호한 생

태환경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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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내 주요공간 및 시설

舊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양천수리조합의 몽리구역-저수지, 보(洑)등의 수리시설에 의하여 물을 받는 

구역-내 배수를 위해 1928년 조성된 목조트러스구조의 건축물로, 양천로변 

마곡동 25-4에 위치

양천수리조합은 방수제를 축조하여 수해로부터 구역을 보호하고, 관개를 통

한 수확량 확대를 목적으로 1923년 설립된 조합으로, 배수펌프장은 홍수 

시 배수를 통해 농지 침수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1980년대까지도 배수장으로 기능하였으나, 1991년 용도폐지 된 이후 현재

까지 철물공장으로 이용

현존하는 근대 산업시설물로는 유일한 농업관련 시설물로 농업 및 산업사 

측면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콘크리트 기단부 위에 맞배지붕의 목

조건축물 형태로 건축사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등록문화재 제

363호로 지정 

▲ 舊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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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구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
지구 서측 및 서남측으로 공동주택용지(59만1천㎡), 단독주택용지(4천㎡) 

등 주거지역이 분포

공항대로축의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공동주택

용지는 대부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음

업무시설이 위치한 공항대로축(광로 3-16)과 대로1-1을 중심으로 상업지역

이 설정되어 있고, 연구복합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등이 분포한 지역은 준공

업지역으로 설정

지구 전체가 김포국제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로 수평표면 해발 57.86m 미

만의 고도규제를 적용

 토지이용

마곡 중앙공원 주변 및 지구 동측은 연구개발기능을 수용하는 마곡산업단

지로 조성

업무(30만6천㎡) 및 연구복합용지(73만㎡), 지원시설용지(8만1천㎡) 

약 50만㎡ 규모의 마곡중앙공원과 지구 내 거점공원을 조성하고 주녹도(연

결녹지) 계획을 통해 녹지네트워크를 형성

▲ 용도지역지구 현황

 
▲ 도시계획 현황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72

 토지소유

마곡지구 내의 송화초등학교 등의 학교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사유지가 

분포하고 있음 

국유지로는 지구 북측의 한강변으로 마곡중앙공원 예정부지에 다수 국공유

지가 분포

 건축물 노후도

현재 마곡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 토지소유 현황

 
▲ 건축물 노후도 현황



Ⅱ.지구별 가이드라인_03.마곡지구

❙73

▲ 마곡지구 현황

▲ 마곡지구 지구구분도

1.3. 관련계획․사업
 마곡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사업개요

마곡동 일대를 주거, 상업, 업무, 산업단지, 공원 등으로 개발하여 동북아 관문도

시, 첨단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산업 혁신도시,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미

래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도시개발구역 명칭 : 마곡 도시개발구역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 일대

면적 : 3,665,722㎡

사업시행자 : SH공사

사업시행기간 : 2007.12.28.~2016.12.31

주요 추진경위 및 일정
2005.12 마곡R&D시티(MRC) 기본구상 발표

2007.12 구역지정 승인,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2008.12 실시계획 인가

2009.09 단지조성공사(1공구) 착공

2010.02 단지조성공사(2공구) 착공

2015.05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2016.12 준공예정

마곡광장 및 지하보행축

중앙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되는 대규모 열린광장을 조성하고 9호선 마곡나

루역~5호선 마곡역을 연결하는 지하보행축 조성

마곡광장 면적 : 12,979㎡

주요시설 : 썬큰광장, 지하상가. 주차장 등

지하보행축 규모 : 폭 12m, 연장 800m

 
▲ 마곡광장 지하보행축 개념도

마곡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15.7월 현재 기반시설조성 공정률은 약 80%, 산업단지 토지분양률은 약 

60%. 공동주택 건설 1단계 9개 단지는 완공되어 ’14.6월 입주, 2단계 5개 

단지 공사 중
▲ 지하보행통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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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유보지 설정, 글로벌센터 건립, 중소기업 유치방안 수립 등을 위한 

2단계 마스터플랜 수립 중

 마곡중앙공원

사업개요

마곡 일대는 서울 서남권의 물길이 모여 한강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 기존

의 저류지와 연계하여 도시형 식물원과 호수공원을 주제로 하는 서남권 최

대인 약 50만 3천㎡ 규모의 중앙공원 조성 추진(‘15년 10월 착공, ‘18년 

개장 목표)

주요 추진경위 및 일정
2007.07 워터프런트 국제현상공모

2008.12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착수

2013.08 식물과 물을 중심으로 한 보타닉공원 조성 발표

2014.11 마곡중앙공원 기본설계(안) 마련

2015.10 착공 예정

2018 개장 예정

공간구성체계 및 특화계획

공원을 특성에 따라 열린숲마당, 호수공원, 습지생태원, 식물원의 4개 권역으

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특화시설 및 공간계획방향 제시

공원 특화계획으로 공원 내 빗물, 지하수, 상수, 한강수, 하수처리 재처리수 

등 다양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조성하고, 물순환에 

대한 교육·체험기회 확대

한강공원 연계방안

공원 내부는 각 주제영역을 순환하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한강으로 연계되

는 보행동선 계획. 자전거는 공원 외곽을 따라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한강

▲ 마곡광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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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접근하도록 함

▲ 마곡중앙공원 동선체계

중앙공원에서 한강으로 접근시 올림픽대로 극복을 위해 지상레벨의 나들목

을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상부를 가로지르는 한강연결보행로를 설치

한강연결보행로에는 저류지 및 한강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공간 조

성 

▲ 중앙공원~한강연결보행로 및 나들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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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 기본구상

 토지이용 부문

서울 최고 수변공원에 기반한 친환경 여가·휴식권역 조성

강서지구, 마곡지구, 가양지구, 난지지구 등 한강양안으로 자연·생태공간 

및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되, 이들 공간간의 상호 연결성 증진

을 통해 서울을 대표하는 친환경 여가·휴식권역 조성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 마곡중앙공원, 문화비축기지 문화공원 등 시민여가공간의 지속적 

조성

 접근성 부문

마곡 중앙공원~한강공원의 보행·자전거를 통한 접근성 확보 및 

녹지연계성 강화

중앙공원 조성 시 한강으로 접근가능한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중앙공원에서 이어지는 녹지축을 한강까지 연계

▲ 강서~난지권의 권역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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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 부문

한강의 자연자원 조망을 위한 조망명소 확충

 자연성 부문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자연유지지역 및 생태복원지역으로 관리

마곡지구는 강서한강공원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

획에서 강서한강공원은 자연유지지역 및 생태복원지역으로 설정하여 기존

의 자연 및 생태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는 지역으로 관리하도록 계획

또한 현재 콘크리트 인공호안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호안구조를 자연형호

안으로 복원하도록 계획

▲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마곡지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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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조망경관

▲ 한강변 자전거도로 현황

3. 주요이슈 및 관리방향

3.1. 지구 현안이슈

(1) 토지이용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 등 주변 여건변화 고려 필요

인접하여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 및 공항철도 마곡역 조성 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중앙공원 계획 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2) 접근성

중앙공원~한강공원 보행·자전거 접근기회 확보

마곡중앙공원과 한강변이 고속도로로 단절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연계방안 

모색 필요

(3) 도시경관  

양호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자연경관 조망기회 확대

저류지 등 기존의 양호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한강 및 주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 확보

(4) 자연성

양호한 생태환경의 보전

한강변 저류지, 유수지는 조류 및 수중식물 서식처 등 양호한 생태환경 보

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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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지구 현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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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방향

 목표

서남권의 중앙공원으로 한강과 밀접하게 연계된 

“한강변 생태·여가지구 조성”

 부문별 중점관리원칙

토지이용

서남물재생센터 등 주변 오픈스페이스와 통합적인 공간계획 수립

접근성

마곡중앙공원~한강공원 연결 보행·자전거 연계성 강화

경관

한강 및 저류지 등 양호한 자연경관 조망장소 확보

자연성

기존의 자연생태환경 유지 및 자연형호안 복원



Ⅱ.지구별 가이드라인_03.마곡지구

❙81

4. 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곡지구는 마곡도시개발사업 및 마곡중앙공원 조성사업 등이 진행중인 지구로, 

본 기본계획에서는 한강변 관리 측면에서의 계획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4.1. 부문별 주요 계획

(1) 토지이용

 한강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인위적인 활동 최소화

유수지·저류지는 양호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인위적인 활동을 최소화하

고 생태체험공간 및 한강으로의 접근로 등으로 제한적으로 활용

 강서지역 한강변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 연계

마곡중앙공원 조성 시, 등록문화재인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을 복원하고, 

겸재정선미술관, 양천향교, 허준박물관 등 주변 역사문화자원 연계하여 한

강변 역사문화탐방코스 조성

 향후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와 연계하여 공원 및 활동의 연계

성 강화

(2) 접근성

 마곡지구 내부~한강공원간 보행·자전거접근성 강화

마곡 중앙공원 조성시,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 및 주변 지역에서 중앙공

원을 통해 한강공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 및 보행접근로 계획 (보행

브리지, 나들목 등)

(3) 도시경관

 한강 및 자연경관 조망을 위한 조망공간 조성

마곡 중앙공원 조성시 한강변으로 신규 조망명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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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으로 한강 및 마곡중앙공원의 자연자원 조망을 위한 조망공간 확충

(4) 자연성

 한강변 자연환경 유지 및 자연형 호안 조성

강서한강공원의 연장으로서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하고, 현재 콘크리트 

인공호안 형태로 조성된 호안구조를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

강변도로변으로 완충숲 조성

▲ 마곡지구 부문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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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획 가이드라인

 토지이용부문

1-1. 공원 조성 시 한강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인위적인 활동 

최소화

1-2. 강서지역 한강변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 연계

마곡중앙공원 조성 시,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복원, 겸재정선미술

관, 양천향교, 허준박물관 등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

1-3. 舊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등록문화재) 복원

1-4.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와 연계하여 공원 및 활동의 연계성 강화

▲ 마곡지구 토지이용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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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부문

2-1. 마곡중앙공원 조성 시, 마곡나루역 등 마곡지구 내부~한강공원 

연결 보행·자전거 접근로 계획

2-2. 마곡중앙공원에서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시설 조성

▲ 마곡지구 접근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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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부문

3-1. 마곡중앙공원 조성 시, 한강변으로 한강 등의 자연경관 조망을 

위한 전망공간 확충

 자연성부문

4-1. 서남물재생센터~가양지구 구간 자연형 호안 조성

▲ 마곡지구 도시경관 및 자연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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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부문 연번 계획내용 실행주체 기간 추진사항

토지이용

1-1

공원 조성 시 한강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인위적인 활동

최소화

공공 단기

∙ 마곡중앙공원 조성 계획에 반영
1-2

강서지역 한강변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 연계
공공 단기

1-3
舊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등록문화재) 복원
공공 단기

1-4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와 연계

하여 공원 및 활동의 연계성 강화
공공 중기

접근성

2-1

마곡중앙공원 조성 시, 마곡나루역

등 마곡지구 내부~한강공원 간

보행․자전거 접근로 계획
공공 단기

∙ 마곡중앙공원 조성 계획에 반영

2-2
마곡중앙공원에서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시설 조성 
공공 단기 

도시경관 3-1

마곡중앙공원 조성 시, 한강변

으로 한강 등의 자연경관 조망을 

위한 전망공간 확충

공공 단기 ∙ 마곡중앙공원 조성 계획에 반영

자연성 4-1
서남물재생센터~가양지구 구간

자연형 호안 조성
공공

자연성부문에 관한 사항은

자연성회복기본계획에 따라 실행







04
가양지구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90

1. 현황 및 관련계획

1.1. 지구 개요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 강서구 가양동, 염창동, 마곡동 일대

마곡철교와 안양천을 경계로 하는 한강변 지역으로 지구내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 혼재

가양지구 면적 : 2.74㎢ (약 82만평)

▲ 가양지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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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지명유래

가양동(加陽洞)의 동명은 가마동(加麻洞)과 고양리(高揚里)가 합쳐지면서 비

롯되었으며 가마동(加麻洞)의 ‘가’자와 고양리(高揚里)의 ‘양’자를 따서 

만들어진 지명

염창동(鹽倉洞)은 조선시대에 소금보관창고(鹽倉)가 있었기에 붙여진 지명

마곡동(麻谷洞)은 이곳에서 삼(麻)이 많이 났기 때문에 유래하였으며 원래 

고고마진 나루터가 있던 어촌 마을

북측으로 한강과 접해 있고, 서측은 궁산(宮山)의 능선을 경계로 마곡동과 

인접하고 있음

 지구 특성

한강 양안의 자원들과 연계한 역사·생태거점 조성 가능 지구

가양지구 주변으로 궁산, 염창산, 우장산과 월드컵공원, 강서생태공원 등 

풍부한 녹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 계획, 서울

화목원 조성계획 등 생태거점 조성 추진 중

지구 내·외부의 역사자원, 생태여가자원을 활용하여 배후 마곡광역중심을 

지원하는 역사·생태거점으로 조성 가능

공암나루길, 강서산책길, 허준테마거리를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탐방프로그램을 제공

▲ 가양지구 주변자원현황 ▲ 가양지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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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고성지

▲ 양천향교

▲ 소악루

▲ 공암나루터

▲ 염창터

▲ 허가바위

 지구주변 주요공간 및 시설

허가바위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11호로 양천허씨의 발상지

바위 아래 천연동굴 존재

양천고성지

양천향교 뒷산인 궁산에 위치하는 29,390㎡ 면적의 옛 성터

축성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역사의 흐름에 비추어볼 때 고대 한국이 

삼국으로 나누어져 있던 당시 백제가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쌓은 

성으로 조선 성종시대 까지 218m의 요새가 있던 것으로 짐작

양천향교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8호로써, 조선 태종 12년(1411)에 건립된 서울에서 

유일한 향교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

소악루

 1737년(영조, 13년) 동복현감을 지낸 이유(1675~1757)가 경관과 풍류를 

즐기기 위하여 자신의 집 부근 옛 악양루 터에 지은 정자

중국 동정호의 웨양루(岳陽樓) 경치와 버금가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진경산수화의 대가 정선 등이 찾아와 그림을 그린 명소

공암나루터

조선시대 도성과 양천, 강화를 이어주던 나루로써, 나루 중간쯤에 구멍이 

뚫려있는 바위가 있어 구멍바위 즉 공암이라 하는 나루의 이름이 유래하였

으며, 일명 공암도, 공총, 구멍바위나루로 불리움

한강 남쪽 지역으로 한강변의 나루터 중 서울시계 내에서는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나루로써 강화도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

강 건너에는 고양시가 보이고 광주암이라고 부르는 바위섬이 물 가운데 있어 

기이한 풍치를 이룸

염창터

조선시대 경기, 충청 전라 등지에서 조세로 바쳐 올라온 소금을 저장하여 

필요할 때 공급하던 소금 창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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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바위

▲ 허준테마거리

▲ 가양유수지문화복합센터

철곶포

안양천 하류 노들길에 위치하며 지금의 양화교 자리

다리가 생기기 전에 작은 거룻배를 이용하여 안양천을 건너다니는데 사용

광주바위

예전에는 한강에 있던 바위섬으로 탑산이라는 낮은 봉우리 옆에 위치

올림픽대로 건설할 때 바위 주변을 비롯한 한강 일부가 메워짐으로써 지금의 

구암공원 연못 안에 위치

강서문화산책길

강서구의 명소들을 차례로 지나는 코스로 서울 유일의 향교인 양천향교를 

시작으로 겸재정선기념관, 구암공원, 허준박물관에 이르는 2.51km의 비교적 

쉬운 난이도의 산책길

허준테마거리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콘텐츠가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양천로 

55길 일대(홈플러스 ~ 허준박물관)에 조성

허준 선생과 동의보감에 대한 스토리를 거리에 담아내고 공공시설물들을 

테마거리를 장식하는 오브제로 활용해 특색을 이룸

가양유수지문화복합센터

유수지 처리능력은 물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주택 밀집 지역임에도 

변변한 문화공간이 없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획

구립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등 인근 주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켜 줄 시설로 

운영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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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양지구 주요공간 및 시설



Ⅱ.지구별 가이드라인_04.가양지구

❙95

▲ 가양지구 택지개발사업 현황
   (경향신문, 1991.8.26.)

1.2. 지구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
양천로를 따라 준공업지역이 분포하고 있으며 지구면적의 38.71%의 비율로 

다소 높은 편

지구면적의 32.17%에 해당하는 주거지역은 한강변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아파트 분포

자연녹지지역(28.34%)은 한강변 외에 증미산, 궁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양3~5단지 사거리를 중심으로 상업지역(0.78%) 분포 

 토지이용

양천로(4차선)변으로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 상층부에는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등이 입지

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올림픽대로가 개설되면서 한강변 습지를 매립하여 

1980년대 말부터 가양 택지개발지구 조성

개발당시 아파트 1만2천91가구 중 임대아파트(장기임대, 영구임대, 사원임대) 

비율이 약 61.52%(7,438가구)로 매우 높게 계획

한강변으로 궁산, 증미산이 위치하여 구릉지를 형성

 토지소유

지구내 주거지는 대부분 사유지(39.22%)이며, 일부 학교는 법인 소유

(17.45%)

국공유지(43.33%)로는 가양유수지문화복합시설, 궁산, 증미산, 허준박물관 

등이 한강변 중심으로 분포

 건축물 노후도

 30년 미만 건축물의 비율이 79.68%로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이 많은 편

준공업지역의 소규모 필지개발에 따른 20년 미만 건축물이 지구 동남측에 

입지

양천향교역 주변으로 3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20.32%)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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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지구 현황

 

▲ 도시계획 현황

▲ 토지소유 현황

 
▲ 건축물 노후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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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한강변으로 올림픽대로가 위치하며 지구내부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광역적 교통접근성이 우수

강남, 영등포·여의도 등 도심을 연결하는 9호선이 지나며, 인근에 김포공항, 

마곡, 한양도성 등을 연결하는 5호선과 공항철도 등이 위치

지하철 9호선 증미역, 가양역, 양천향교역이 지구의 남측경계인 양천로변에 

위치

지구내부 생활가로인 허준로 등으로 버스교통이 통과하고 있고, 남측으로 

지하철역(9호선)이 인접해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비교적 우수한 지역 (상암, 

신촌, 당산, 여의도, 김포공항 등으로 접근 가능)

▲ 가양지구 교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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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축 경관기본관리구역

1.3. 관련계획․사업
 서울시 기본경관계획(2009)

한강축 경관기본관리구역 설정

한강 경계로부터 약 500m내외 범위에서 도로, 공동주택단지 및 대규모 

계획구역을 기준으로 경계 설정

대지 내 녹화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녹지와 연계되어 지역차원에서 양호한 

녹지경관이 형성되도록 유도

대규모 아파트 개발 추진에 따라 지형훼손과 조망차폐가 우려되는 지역의 

중점적인 경관 보전 및 관리

한강변에 인접한 사적지, 명승지, 유적지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주변 

경관관리

서남권역 관리방안

준공업지역 경관 소프트화 및 업무·상업지 경관특성 강화

친환경 워터프론트 및 친수기능을 강화하고, 강서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그린네트워크 구축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서남권역 관리방안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를 보호 및 육성하고, 외사산~내사산~한강을 연결하는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조성

주요전략

용도혼재지 주거기능에 부합하는 건축물 유형 유도

산업종사자를 위한 주거유형의 도입(1인가구, soho 등)

1인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시설 확보

리모델링 시 기초생활권에 필요한 부대복리시설 유도

기초생활권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또는 커뮤니티시설 유도

변화된 생활양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거환경 개선

자연환경을 고려한 특성주거 및 하천변 여가문화공간 확보

구릉지, 하천과 연접한 개발지역 관리를 통해 자연경관을 고려한 특성 개발을 유도

주요 공원 및 하천을 중심으로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 커뮤니티를 도모하는 친

환경적인 주거지를 조성

대규모 개발지 관리 및 외국인 밀집주거지 관리

대규모 개발지, 주거환경 개선지역에 대한 개발수요 관리·대응하고 외국인 밀집주거지역

에 커뮤니티 시설 확보

▲ 서남권역 경관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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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

산업기능의 유기적 복합화를 위해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도시형산업으로 

점진적 변화를 유도

제조업 및 업무·연구·유통기능 등과 산업기능을 유기적으로 복합하여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개별적 도시정비에서 다기능의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적 도시개발 

유도

쾌적한 주거 및 주거복합공간 조성

단지형 공동주택으로 개발되어 준공업지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을 보호·개선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확보할 경우 주거지역으로의 전환 검토

소규모 공동주택이 입지하여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는 정비사업 발생 시 공원·녹

지, 학교, 문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

▲ 준공업지역 발전전략 구상

▲ 산업기능 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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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코리아부지 결정도

 화이트코리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규모 공장이전부지에 대한 계획적 산업시설의 배치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체계적 관리 및 합리적인 

건축 행위 유도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015)

발산택지개발 시행, 방화뉴타운 개발계획의 수립, 지하철9호선 건설 및 인

천국제공항철도 계획 등 개별적인 대규모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통합 관리의 

필요성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시 남서권역의 관문도시로 새로운 지구중심 창출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필요

마곡구역을 국제적, 세계적 수준의 쾌적한 수변도시 조성

 서남물재생센터 공원계획(2007)

서남물재생센터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는 현대화사업을 

통해 마곡워터프런트와 연계하여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 주민 휴식 공간 조성

 서울화목원 조성 기본계획

 ‘식물’과‘호수(물)’을 주제로 인공시설은 최소화하고 자연요소 도입을 극대화 

하여 다양한 가드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016년 12월 준공

예정)

▲ 마곡지구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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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지구 마스터플랜 

2. 지구 기본구상

 토지이용 부문 

서울최고의 수변공원에 기반한 “친환경 여가·휴식권역”

한강을 중심으로 가양지구와 난지지구 통합적 관리를 통해 다양한 수변

생태자원이 집적된 생태문화휴식권역으로 육성

첨단산업권역의 산업 지원 및 배후주거기능 담당

가양지구는 여의도·영등포, 마곡, 상암·수색 등 첨단산업지역에 대한 산업 

지원 역할 담당

한강과 인접하여 입지한 주거지로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지역을 

지원하는 배후 주거기능 강화

마곡~여의도를 잇는 한강변의 활동거점 조성 가능지 

한강변으로 비주거용도를 확보하고, 지구내 염창산, 근린공원 등과 서울

화목원 등 주변지역의 신규공원과 연계도모

▲ 강서~난지권의 권역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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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부문

한강으로의 보행접근성 강화

역세권~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구축을 통해 

한강으로 접근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

지역자산을 연계하는 탐방로 조성

지구주변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 탐방코스와 신규로 조성(서울화목원 등)되는 

시설과의 연계네트워크 구축

한강을 중심으로 친환경 여가·휴식권역으로 특화하기 위해 난지지구의 

하늘공원 및 월드컵공원 등과 연계하는 코스 구축

 도시경관 부문

한강접근로를 중심으로 가로경관 및 개방감 확보

가양대교를 따라 한강과 하늘공원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도심경관축 

형성

배후지역으로부터 한강까지 연결되는 주요가로를 대상으로 광역통경축, 지구

통경축 설정

학교 등 단지 내 저층 공공시설 또는 공간을 연장하여 시각적 개방감 및 

바람길 확보 유도

 자연성 부문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현재 조성된 인공호안 구조물을 제거하고 자연하안 기반을 형성하여, 자연의 

복원력에 의한 하안 안정화를 추진 및 사행하천이 형성되도록 구상

수변에 버드나무류와 습지성 초본류를 식재하여 생물서식공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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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이슈 및 관리방향

3.1. 지구 현안이슈

(1) 토지이용

 주변지역과 대응하지 못하는 자기완결적인 단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가양주공아파트는 단지별로 자기완결적 구조의 

획일적 아파트단지로 조성되어 단지외부와 단절된 상태

단지중심의 생활편의시설 배치로 인해 가로변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주변자원과의 연계성 미흡

 준공업지역에 대한 장기간 관리소홀

가양지구는 1970년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 된 이래 1989년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되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음

이후 준공업지역에 대한 장기간의 관리소홀로 산업기반 및 생활여건 약화

최근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 필지를 중심으로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주거용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

염창생활권 준공업지역은 이미 개별적으로 공동주택이 개발되어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부족현상 발생

지구 내 화이트코리아부지 등 대규모 부지의 개발계획 진행시 지역여건을 

고려한 개발과 아울러 지역의 활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

 지구내 역사문화 및 생태자원의 활용성 저하

지구 내·외부 역사·문화자원 및 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나, 단지

중심의 토지이용으로 인해 공간단절 및 활용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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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양지구 토지이용부문 현안이슈

(2) 접근성

 주요거점 ~ 한강공원으로의 보행접근성 취약

가양지구와 면하는 한강변의 총길이는 약 4.9km이며, 지구내부에서 한강

으로 진입하는 나들목은 총 4개소와 보행육교 1개소가 분포

아파트 단지 간의 단절로 인해 나들목까지 직선화되지 않고 돌아가는 경로가 

발생하여 한강으로의 접근성 취약

한강변접근로는 주거 위주로 담장,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어 가로의 활력이 

부족한 실정

가로공간은 주로 보차혼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에 위협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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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소하고 불편한 나들목 구조로 인한 보행안전성 우려

한강변으로 진입하기 위해 올림픽대로 하부로 연결되는 구조로 계단과 램

프로 연결(가양나들목, 공암나들목)되며, 매우 좁고 협소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충돌 발생 우려

 지구주변 역사문화자원, 생태자원 간 연계성 미흡

가양지구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가 및 쉼터기능을 수행하는 동서축의 

궁산~구암근린공원과 황금내근린공원~증미산 간 연계공간(연결로)에 대한 

환경개선 필요

▲ 가양지구 접근성부문 현안이슈

▲ 증미산 연결공간

▲ 협소한 나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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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경관

 한강이 고려되지 않은 단지 배치로 인한 경관차폐

 90년 초 택지개발로 주거지가 조성되면서 한강변 매립지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한강을 외곽부로 인지하여 가로변을 

중심으로 단지 배치, 한강변 단조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및 경관차폐 발생

 조망축 위계에 따른 통경확보 차등 원칙 적용 미흡

서울시 수변경관계획(2010)에서는 가양지구 내 1개의 광역통경축과 7개의 

지구통경축 지정하고 있으나, 실제 관리는 미흡한 실정

향후 재건축·재개발 시행 시 조망축 위계에 따른 통경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 마련 필요

▲ 일률적인 높이의 아파트로 인해 경관차폐

(4) 자연성

가양지구 한강변은 둔치가 부재하며,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만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폭이 매우 좁고, 인공호안으로 조성되어 자연성 회복이 필요

자연하안 기반을 형성하여 자연의 복원력에 의한 하안 안정화 추진 필요

강변도로 경유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공해 방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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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방향

 목표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자원과 한강이 연계된

“한강중심의 쾌적한 산업환경이 공존하는 주거지”

 
 부문별 중점관리원칙

토지이용

한강변 중심으로 전략거점 확보 및 지역 활력을 견인하는 준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접근성

배후주거지에서 한강변으로의 접근체계 개선 및 역사문화·생태자원 간 

연결로 확충

도시경관

구릉지형을 고려한 접근로변 경관형성에 따른 한강으로 열린 경관 형성

자연성

자연하안 복원 및 생물서식지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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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양지구 관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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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 및 가이드라인

4.1. 부문별 계획

(1) 토지이용

 준공업지역 계획적·체계적 관리 도모

준공업지역 계획적 관리, 신산업공간 등의 입지여건 조성 및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검토

준공업지역에서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의 틀안에서 단계적으로 추진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사업구역 내 획지계획으로 

용도순화를 도모하고, 주거와 산업을 보다 계획적으로 분리 및 집적시켜 

구역별 용도를 순화하는 정비사업 추진

준공업지역내 주거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검토

염창동 일대의 준공업지역은 사실상 주거지역화 되어 이미 산업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준공업지역 총량제에 의해 대체부지 확보시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검토

염창동 일대 소규모 개발이 진행된 지역 내 기정비사업 발생 시 공원·녹지, 

학교, 문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

대규모 이전적지 복합용도개발 유도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이전적지(CJ공장부지 등)를 비롯하여 노후화된 시설 

개발계획 시 주거와 업무, 전시, 상업, 교육 및 커뮤니티시설 등을 복합화

장기적으로 가양지구 대규모 공장 이적지 및 자동차 매매센터의 순수공업기능을 

유지하되 다양한 기능이 입지하는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공간으로 유지되기 위하여 첨단 

아파트형공장과 업무시설 등 도시형 산업으로의 점진적 변화 유도

기존 제조업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공간에는 필요시 공공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산업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공원·녹지 등의 

휴식공간, 문화여가, 금융 등의 산업지원기능 배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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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 공공용지 등의 확충 및 이용

아파트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를 통한 수변공공용지 확보

가양유수지 레포츠센터 주변으로 공공부지 확보를 통해 한강변 접근유도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공간, 문화시설 등을 확충하여 한강중심의 생활활력

공간 마련

장기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시 한강변으로 공공기여를 통해 한강중

심의 공간구조로 개편

전략거점으로 연계되는 가로변 시설용도 관리 및 환경개선 실시

▲ 가양지구 토지이용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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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성

 수변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아파트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한강접근 공공보행통로 지정 검토

주요 거점~한강변으로 연계되는 가로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아파트단지 재

건축시 근린공원 및 한강변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 

지정 검토

지구 내 자원간의 연계성 강화

궁산(염창산)~공암나루근린공원, 증미산~황금내근린공원 사이의 연계공간의 

환경개선을 통해 동서축 주요자원 간의 연계성 강화

나들목 접근시설 정비 및 신설

단기적으로 인접 공원 및 부지를 활용하여 나들목 공간 확장(선큰광장 등) 

검토

가양대교~가양지구 한강공원 연계를 위한 엘리베이터 신설 검토

강서로, 양천로 67길, 양천로 75길 일부구간 보도 확충 등 보행

환경 개선

주요거점(역세권, 양천로) ~ 한강변으로 쾌적한 보행접근이 되도록 가로환경 

개선

주요 거점(지하철역 입구 주변, 대규모 상업시설 등)에 안내사인 시스템 구축

 한강양안 연결 보행·자전거 네트워크 강화

가양대교 한강양안 연결 자전거도로 확충

가양대교 자전거도로 설치를 통해 난지지구 주요자원(월드컵공원, 난지한강

공원 등)을 연계

가양지구 배후지역에서 공원, 문화시설 등으로의 접근네트워크 구축

▲ 나들목 주변 안내시설 예시

▲ 나들목 환경 개선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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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양지구 접근성부문 계획

(3) 도시경관

 한강, 하늘공원 등 조망을 위한 조망명소 확충

증미산 주변의 체육시설물과 벤치 등 기타 편의시설을 재정비하여 산책로 

활성화 유도

전망데크를 설치함으로써 난지지구에 위치한 노을공원, 하늘공원을 조망 

할 수 있도록 계획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한강변으로의 열린 경관 창출 및 지구 내 주요가로의 통경축 확보를 통하여 

도시 내부에서 한강으로의 시각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광역․지구통경축을 
지정하고 경관형성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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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1.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광역통경축의 지정 및 관리

화곡로(가양대교)를 광역통경축으로 지정하며, 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도시관리 및 개발계획 수립 

지구통경축의 지정 및 관리 

강서로, 양천로55길, 양천로57길, 양천로59길, 양천로61길, 양천로69길을 

지구통경축으로 지정하며 가로변으로 경관형성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도시

관리 및 개발계획 수립

광역·지구통경축변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권장

저층부의 도입용도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리테일, 카페, 레스토랑, 

서점, 음반매장, 식음시설, 일반판매점 등), 공연장(스튜디오, 복합체험관 

등), 전시장(갤러리, 공공에게 개방가능한 기업홍보관 등), 정보안내소,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스트리트몰 등을 통경축변으로 유도하여 가로활성화 유도

가로에 활기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와 시설이 일정 면적 이상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

저층부 투시성 증진을 위해 쇼윈도 등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가로환경과 

건축물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이용자의 활동 및 가로활력 창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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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양지구 도시경관부문 계획

(4) 자연성

 자연형 호안 복원(세굴구간)

세굴 우세지역으로 세굴에 견딜 수 있으면서, 환경성이 유지될 수 있는 

자연형 호안 조성

호안 조성 시 자생력 강한 식물 식재 또는 여울 및 수제 조성을 통해 모래 

유실 감소와 생물 서식기능 강화

빠른 유속에 적용 가능한 강성공법과 환경성이 유지될 수 있는  자연형 

호안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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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숲 조성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올림픽대로 완충기능 역할 수행을 위한 폭 30~50m의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 가양지구 자연성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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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획 가이드라인

 토지이용부문

1-1. 준공업지역 계획적 관리, 신산업공간 등의 계획적 개발 유도

필요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검토

1-2. 대규모 이전적지 복합용도개발 유도

CJ공장이전부지는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시행

1-3. 아파트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를 통한 수변공공용지 

확보

▲ 가양지구 토지이용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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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부문

2-1. 아파트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보행통로 지정 검토

2-2. 궁산~공암나루근린공원, 증미산~황금내근린공원 간 연계공간 

개선

2-3. 나들목 접근시설 정비 및 신설

가양나들목, 공암나들목 정비, 가양대교 엘리베이터 신설 검토

2-4. 강서로, 양천로 67길, 양천로 75길 일부구간 보도 확충 등 

보행환경 개선

2-5. 가양대교 한강양안 연결 자전거도로 확충

▲ 가양지구 접근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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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부문

3-1. 증미산 내 조망명소 확충

기존 시설 정비, 시민휴게 및 편익시설 조성

한강 및 하늘공원 조망

3-2.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광역통경축 : 화곡로(가양대교)

지구통경축 : 강서로, 양천로 55, 57, 59, 61, 69길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1.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 가양지구 도시경관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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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성부문

4-1. 자연형 호안 복원

4-2.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 가양지구 자연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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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부문 연번 계획내용 실행주체 기간 추진사항

토지이용

1-1
준공업지역 계획적 관리, 신산업

공간 등의 계획적 개발 유도
공공 중기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해 
지속적 관리

∙강서구, 경제진흥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1-2
대규모 이전적지 복합용도개발 

유도
민간 중기

∙기 수립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하며, 
필요시 관련부서 협의

1-3
아파트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

공기여를 통한 수변공공용지 확보
민간·공공 중기

∙향후 아파트재건축사업 연한 도래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주택건축국 둥 관련부서 협의 시행

접근성

2-1
아파트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

공보행통로 지정 검토
민간 중기

∙향후 아파트재건축사업 연한 도래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2-2

궁산(염창산)~공암나루근린공원, 

증미산~황금내근린공원간 보행

환경 개선

공공 단기
∙강서구, 도시교통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2-3 나들목 접근시설 정비 및 신설 공공 단기
∙강서구,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2-4
강서로, 양천로 67길 일부구간 

보도 확충 등 보행환경 개선
공공 단기

∙강서구, 도시교통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2-5
가양대교 한강양안 연결 자전거

도로 확충
공공 단기

도시경관

3-1 증미산 내 조망명소 확충 공공 중기
∙강서구, 푸른도시국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3-2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

형성기준 적용
공공 단기

∙서울시 경관계획 내용에 반영, 지구 
내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시 반영

자연성

4-1 자연형 호안 복원 공공

자연성부문에 관한 사항은

자연성회복기본계획에 따라 실행

4-2 강변도로 완충숲 조성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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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관련계획

1.1. 지구 개요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 마포구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일대

망원한강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홍제천, 내부순환고속도로와 양화로 사이의 월드컵로 남

측에 위치한 지구

지구 면적 : 약 1.9㎢ (망원 한강공원 0.2㎢ 포함)

▲ 망원지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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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지명유래

합정동(合井洞)은 옛날 양화나루 부근의 마을로서 ‘조개우물’로 불리는 우물

이 있어 ‘합정동’(蛤井洞)의 이름이 생겼는데 뒤에 합정(合井)으로 변하여 전

해 오고 있음

망원동(望遠洞)의 동명은 이곳에 효령대군(태종의 아들, 세종의 형)의 별장

이 있어서 유래된 지명으로 망원정은 먼 곳의 경치도 볼 수 있다는 의미

 지구 특성

한강변 서북권의 관문에 위치한 저밀 주거지역

강변북로를 따라 서울로 진입할 경우 첫번째로 통과하게 되는 한강변 서북

부의 관문 지역

한강변 대부분 지역이 아파트단지로 개발된 반면, 망원지구는 1960년대 토

지구획정리를 통해 조성된 지역으로 일부 소규모 아파트단지들이 개발되었

으나 대부분 저밀단독주택들이 위치

한강변으로 현진에버빌아파트(1개동 15층), 한강대주피오레2차(1개동 15층), 대주파크빌

아파트(1개동 14층) 등 15층 이하 아파트 5개동 입지

▲ 망원지구 현황

주변으로 서울의 대표적 오픈스페이스가 분포

서울 서북권의 주요 지천인 홍제천, 불광천을 비롯하여 월드컵공원, 하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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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인접해 있고, 한강변으로는 망원 한강공원이 위치하고 있음

한강 남측으로 한강의 대표적 여가공간인 선유도공원이 위치하는 등 광역

적인 오픈스페이스와의 접근성이 양호 

지구 내부에는 약 54,000㎡ 규모의 망원유수지 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주변 오픈스페이스 분포 현황

배후로 북악산 등 서울 주요산으로의 열린경관 형성가능지구

망원지구 북측으로 안산(295m), 인왕산(338m), 북한산(836m) 등 서울을 대

표하는 주요산들이 분포하고 있고, 망원지구가 저층주거지역으로 유지되고 있

어 한강 남측 선유도공원 등에서 조망시 배후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이 보전

되어 있음

▲ 망원지구 남측 선유도공원 전망대에서 망원지구로의 조망모습 (배후로 안산, 북한산 등 조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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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원정지

▲ 망원 수영장 

 지구 내 주요공간 및 시설

망원정

망원정(望遠亭)은 조선 세종 6년(1424)에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의 별장으로 

지어진 건물이며, 망원정 터는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9호로 지정

(1990.6.18.)

세종 7년(1425) 가뭄이 계속되자 농민의 삶을 걱정한 세종이 농사형편을 

살피기 위해 이곳을 들렀을 때, 때마침 단비가 내려 온 들판을 촉촉하게 

적시므로 왕이 기뻐하며 정자의 이름을 '기쁜 비를 만난 정자'라는 의미의 

희우정(喜雨亭)이라 하였음

그 이후 성종 15년(1484), 성종의 형 월산대군이 정자를 크게 고치고 아름

다운 산과 강을 잇는 경치를 멀리 바라본다는 뜻으로 이름을 망원정(望遠

亭)으로 변경

망원정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유실되었으며, 망원정지 앞은 지금 강변

북로가 조성되었고, 주변 일대에는 주택가가 조성. 서울시에서는 1987년에 

정자터를 발굴하고, 1989년 7월 정자를 재건

망원 한강공원

둔치에는 잔디밭과 산책로 등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둔치의 폭이 약 

100~140m로 넓은 편으로 약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수영장, 자

전거도로, 축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시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이 마련되어 있음

수상에서는 수상택시정류장을 비롯하여, 윈드서핑,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강 낙조 등 아름다운 자연경

관의 조망이 가능

▲ 망원 수상택시 정류장

 
▲ 망원 한강공원 안내센터 2층에서 본 한강의 낙조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망원유수지 체육공원(망원동 450-3, 부지면적 54,000㎡)은 지난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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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민체육센터(계획안)

▲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수해 조절용 유수지를 정비하여 체육공원을 조성, 현재 연 20만여 명이 이

용하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이용

축구장 1면, 인라인트랙 1면, 자전거트랙 1면, 우레탄육상트랙 1면 등 8종 

15면의 체육시설과 20여 종의 운동시설물을 갖추고 있으며, 2012년 ‘시설 

재배치 사업’을 통해 축구장 1면, 족구장 5면 등의 시설 증설 및 주변환경 

개선

 2015.11월 유수지 내 지상4층 규모의 종합체육관인 마포구민체육센터를 

개관, 한강조망이 가능한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여 한강과 조화되는 랜드마

크 건축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성

망원초록길

기존의 어둡고 협소한 형태의 ‘합정나들목‘을 철거하고 강변북로 일부를 지

하화하면서 상부를 공원화하여 제내지와 한강을 연결하는 '망원초록길 조성

공사'(총 면적 1만1,500㎡)를 5년간의 사업을 통해 완료(2014.10), 마포·

서대문구 일대에서 망원 한강공원으로 접근하는 보행데크를 새롭게 조성 

  사업비는 총 453억원으로, 강변북로 지하화(폭 55m, 길이 50m), 상부 

공원조성(면적 5,400㎡), 한강 제내지(벽돌공장) 녹지 조성(면적 3,163㎡), 

망원 한강공원 내 녹지(면적 8,600㎡) 등 조성

  또한 벽돌공장으로 막혀 주거지역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했던  ‘망원정’

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존 벽돌공장 부지를 매입, 폭 3m, 연장 

95m의 망원정 연결로를 조성

초록길 진입부의 노후된 망원2빗물펌프장은 외관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 

미관을 개선하고, 진입로 진입 차량의 속도를 낮추기 위한 회전교차로를 신

설

▲ 망원 초록길 전경

 
▲ 망원정 연결로 

망원시장 및 망원월드컵시장

망원로를 사이에 두고 전통시장인 망원시장과 맞은편으로 망원월드컵시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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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원2 빗물펌프장 리모델링

▲ 망원시장 현황

 1975년도에 개설된 망원월드컵시장은 서민주택가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마포구에서 가장 먼저 시설현대화사업 완료(2005년)

망원시장은 2012년 현대화사업 추진(사업비 약27억원)을 통해 아케이드 및 

LED입체조명시설 설치, 고객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환경을 

개선

▲ 망원지구 주요공간 및 시설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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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구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
망원지구는 합정역 일대 일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주거지역

이 대부분을 차지

월드컵로를 따라 선형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분포하고 있으며, 망원유수

지 체육시설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이외 주거지역은 대부분 제2

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강변북로를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양화로변으로는 중심

지 미관지구, 월드컵로 및 성산로변으로는 일반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한강변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지역은 대부분 공지 또는 자치구 현장업무

처리를 위한 창고와 체육시설, 공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 공영주차

장 및 보행로 조성이 예정되어 있음

<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 >

- 문화재나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정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등 건축물의 용도를 비롯하여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제한 (단,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한 특수 경우 6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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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합정역 주변 및 월드컵로 주변으로 일부 상업․업무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형성

합정역 일대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망원초록길 인근 동교

로변으로 망원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토지소유

망원지구는 한강변 망원유수지, 학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유지로 구

성

한강변 동교로1길변으로 망원유수지~망원초록길 구간은 대부분 시유지 등 

국공유지로 확보되어 있어 향후 환경개선 여건 용이

 건축물 노후도

지구 전반에 걸쳐서 신축건물과 노후건축물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망원

로와 동교로 사이 지구 중심부지역의 건축물 노후화가 심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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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망원지구는 서울내부순환고속도로, 성산대교 등을 통해 서울 서북권과 서남

권을 연결하는 광역 간선도로망의 결절지역에 위치

월드컵로를 따라 지하철 6호선이 통과하고 있고, 합정역은 지하철2호선, 6

호선 환승역세권 형성

주로 망원지구 내 대중교통 노선은 지구 내 중심도로인 망원로, 동교로, 희

우정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DMC~망원동~합정역, 홍대, 신촌~한

양도성 등을 연결 (지선7011, 마을 마포9, 마을 마포16번 버스노선 등) 

망원지구 내 주요도로인 성산로, 월드컵로, 양화로는 광역 간선버스노선이 

분포하고 있음 

▲ 망원지구 교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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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 촉진계획 구역구분도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계획도

1.3. 관련계획․사업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합정지구 내 망원역~합정역을 연결하는 월드컵로변으로 합정재정비촉진지

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10.1.21.)

전체면적 298,000㎡를 대상으로 합정1~4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합정5~9구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 그 외 지구는 존치관리

현재 1,2,3,4구역 사업시행인가 완료(‘12년6월 1,4구역 사업준공, ’15.4월 

3구역 공사완료, 2구역 공사진행중 )

합정역 중심으로 메세나폴리스(40층, 서북권 중심상업지구), LIG빌딩(25층), 합정2구역

(34층), 3구역(37층)등 고층개발 추진 

존치정비구역(5,7,8,9구역)은 해제/사업추진에 대한 실태조사(‘13.9.16.~ 

10.31)를 통해 해제 요청률 30%이상인 합정5,7,9구역은 존치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망원유수지체육공원 주변 도시기반시설 확충 계획

망원초록길 조성 및 마포구민체육센터 조성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

한 교통불편 개선을 위해 현재 마포구 현장업무처리를 위한 창고 및 체육

시설, 공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교로 1길과 강변북로 사이 국공유지를 

2015년부터 공영주차장(최대 540면), 중앙차로 및 보행로 조성(6m 도로 

→ 10m 도로로 확장) 계획

주차장 및 도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정

망원초록길~마포구민체육센터 간의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망원동을 마포 생활체

육의 거점으로 활성화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망원동 458-16번지 일대 20,568㎡ 면적의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11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12.8월 사업시행 인가

용적률 250%이하, 지상 13~17층, 6개동 아파트 375세대 계획

현재 관리처분인가 단계(‘14.6.16.) 

▲동교로1길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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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 기본구상

 토지이용 부문

합정~당산권역의 일부로서 난지지구와 홍대~당인리의 창조문화공

간을 상호 연계하는 공간으로 조성

망원지구는 홍제천, 불광천을 중심으로 한 서울 서북권의 수변활동을 주변

의 난지지구 및 합정지구로 연계하는 중간 입지로, 홍대~당인리발전소~선

유도로 이어지는 수변창조문화권역 내 위치

하늘공원, 노을공원, 월드컵공원, 난지 한강공원 등 난지지구의 주요 오픈

스페이스와 합정지구의 활동을 상호연계하는 공간으로 활성화 유도

수변 저이용 국공유지 등의 활성화

망원지구 내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동교로1길변 국공유지 등을 시민이용공

간으로 활용

주변 역사문화자원간의 연계 강화

당인리발전소~절두산성지~양화진성지공원~망원정 등을 연결하는 한강변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 합정~당산권의 권역육성 계획



Ⅱ.지구별 가이드라인_05.망원지구

❙137

▲ 한강양안 자전거도로 연계성 
강화

망원역~망원초록길~한강공원 및 주변 역사문화탐방로 연결

 접근성 부문

한강으로의 대중교통, 자전거 접근성 강화

망원 한강공원 내 버스접근가능 나들목 확충 등 한강중심의 대중교통 접근

성 강화

홍제천, 불광천 등 서울 서북부지역 연결 자전거네트워크와 한강 양안의 자

전거 연결성 강화

한강으로의 균등한 접근성을 고려한 보행접근체계 구축

배후 지하철역으로부터 한강까지 접근가능한 보행 및 자전거접근 나들목 

조성

서울두드림길 등 주변과의 쾌적한 보행연계 강화

망원역~망원초록길 등 한강접근로 가로공간의 쾌적성 증진

서울두드림길과 지구 내 주요 공원녹지와의 연결성 강화

 도시경관 부문

주요도로․한강접근로 대상으로 열린조망 및 개방감 확보
배후지역으로부터 한강까지 연결되는 주요가로를 대상으로 광역통경축, 지

구보행활동축 설정

건축선 후퇴 등을 통해 도시내부~한강으로의 열린조망 및 개방감 확보

배후 주요산으로의 자연조망 관리

망원지구는 배후로 북한산, 안산, 북악산 등 서울 주요산 조망이 가능한 지

역으로, 자연으로 열린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

준점 설정(선유도공원 전망대)

주어진 기준점(선유도공원 전망대)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을 의무화하고, 경

관심의를 통해 배후로 열린 경관을 형성하도록 함

더불어, 수변건축물의 중저층 배치 등을 통한 경관다양성 및 입체적 경관창

출을 고려,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특별건축구역 적극 활용

 자연성 부문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망원한강공원은 기존시설지역으로서 운동시설 등의 이용과 자연

성 복원이 조화되는 방향의 자연성회복계획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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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천~망원초록길까지의 인공호안 구간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하고, 지

구 내 불투수포장지역의 투수성 개선 및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을 통한 

한강 자연성 강화

망원수영장 일대를 자연물놀이장으로 조성

한강의 낙조 등 아름다운 자연자원 조망기회 확대

망원 한강공원 내 안내센터(2층 난간) 등 활용한 노을경관 조망공간 조성

▲ 망원지구 인공호안 현황

 

▲ 망원안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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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이슈 및 관리방향

3.1. 지구 현안이슈

(1) 토지이용

 한강변 저이용 국공유지 활용 미흡

한강변 국공유지의 활용 미흡

한강공원으로의 주접근로 중 하나인 망원나들목 인근 동교로1길을 따라 폭 

약 30m이상의 선형의 국공유지가 마포구 토목과 자재창고, 고물상부지, 건

축자재 판매부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수변공간 활성화를 저해

▲ 마포나들목 인접부 이용현황

 
▲ 고물상 활용

 
▲ 판넬 적재공간 등 이용

 한강공원 접근로변 건축물 노후화로 환경개선 필요

망원유수지 체육시설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망원나들목, 망원로 주변으로 

노후화 된 건축물 다수 분포

 한강변 역사문화자원인 망원정의 인지성 부족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된 망원정이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해 있

고, 전면은 강변도로로 단절되어 있어 역사문화자원으로의 인지성이 부족

▲ 주거지 사이에 위치한 망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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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원지구 토지이용부문 현안이슈

(2) 접근성

 한강공원 및 주변 오픈스페이스로의 접근성 부족

지구 서측 불광천, 홍제천, 평화의 공원으로의 접근성 부족

지구 서측으로 주요 지천(불광천·홍제천) 및 평화의 공원 등 대규모 오픈스

페이스가 분포하고 있으나 내부순환로 및 성산로 등 도로로 인해 접근이 

어려움 

망원지구에서 홍제천으로 접근가능한 지점은 단 1개소에 불과(마포구청역 

남측 램프)

망원 한강공원으로의 보행 및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망원지구에서 한강공원으로 접근가능한 접근시설로 망원나들목, 성산나들

목, 망원초록길, 양화대교 계단 진입로 등이 분포하고 있으나, 강변도로와 

교량의 교차부로 인해 나들목 간 간격이 500m 이상 이격된 구간 분포

주요 대중교통 결절점(망원역)에서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성 부족(월드컵로13



Ⅱ.지구별 가이드라인_05.망원지구

❙141

길, 희우정로15,16길 등)

망원 한강공원은 수영장, 수상스포츠 시설 등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

설들이 분포하고 있으나, 대중교통(마을버스)은 한강공원과 300m 이격된 

희우정로까지만 운행되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미흡

 지구 내부 공원·녹지 부족 및 보행연계 미흡

지구 내부의 공원·녹지 부족

망원지구는 지구 주변으로는 대규모 오픈스페이스가 분포하고 있으나, 지구 

내부의 공원·녹지는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이외에는 대부분 어린이공원 규

모로 오픈스페이스 이용에 한계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동교로1길변 국공유지 등 지구 내부 녹지 

및 보행연계 단절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망원초록길 등 지구 내부의 주요 오픈스페이스들이 

분포하고 있으나, 주요 연결로인 동교로1길이 자재창고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들 자원간의 연계가 미흡

▲ 망원지구 접근성부문 현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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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내·외부 자전거도로 연결성 부족

지구 내 자전거도로 설치 미흡

망원지구는 평지지형으로 비교적 자전거이용이 용이한 지형조건이

나, 지구 내 자전거도로는 망원로, 동교로 등 2개 도로에 조성되어 

있음

(3) 도시경관

한강변으로 아파트 개발시 배후산 조망차폐 예상

선유도공원 조망점에서 배후 북한산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지역으로 주요산

으로의 조망 확보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낮은 지형 및 강변도로로 인해 지구내부에서 한강으로의 자연스

러운 조망 확보 한계

(4) 자연성

인공호안 위주의 한강둔치 형성

 2012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양화대교 하류부의 인공호안 일부가 자연

형 호안으로 복원되었으나 둔치는 별도의 사업 추진 미흡

한강공원 내 투수성개선 및 자연성 회복이 필요한 인공시설지 및 

포장지의 면적이 넓게 분포

좁은 둔치 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 도로 유형이 대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시설지, 포장지가 상당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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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방향

 목표

한강공원 및 주변 오픈스페이스가 적극적으로 연계된

 “한강변 친환경 주거지”로 관리

 
 부문별 중점관리원칙

토지이용

수변 저이용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주거지~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시민이용공

간 조성

접근성

자전거, 보행, 버스 등 녹색교통으로 한강공원 및 주변 오픈스페이스가 최

대한 연계되는 환경 조성

경관

한강조망 및 배후산으로의 열린경관 확보

자연성

한강둔치의 자연형호안 전환 및 불투수 포장지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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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 및 가이드라인

4.1. 부문별 주요 계획

(1) 토지이용

 동교로1길변 저이용부지 등의 시민이용공간 활용

한강진입로변에 위치한 동교로1길변 국공유지에 수변공간 활성화

를 위한 시민이용공간 및 한강전망공간 등 조성

망원나들목, 성산나들목 주변, 망원초록길변 및 신규조성 나들목 주변을 대

상으로 공간활용 검토

그 외 부지는 주차장 및 공원 등으로 활용

망원초록길 인근 군부대 이전 시, 망원초록길 등과 연계하여 한강

변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활용 유도

한강조망공간 복합 등 시민이용공간 조성

망원정 주변 저이용 녹지공간의 환경 개선 검토

강변북로변으로 망원정에서 양화대교 북단 교차로까지 저이용되고 있는 녹

지공간의 환경개선을 통해 망원지구 내 부족한 공원으로 활용

월드컵로5길~양화공원~희우정로3길~망원정 연결

망원정~YG엔터테인먼트 사옥~합정역까지의 보행연결성 확보

 망원로 및 한강인근 노후건축물 환경개선 유도

망원나들목 인근 노후건축물 밀집지역 환경 개선

망원유수지 체육시설~마포구민체육센터~망원나들목~한강을 연결하는 위치

의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을 한강변 활성화를 위한 전략공간으로 관리

망원로변 건축물 및 가로환경 개선 유도를 통해 한강가는길로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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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원지구 토지이용부문 계획

(2) 접근성

 홍제천 등 지구 북서측 공원녹지와의 연계 강화

망원유수지 체육시설~홍제천~월드컵공원을 연결하는 접근로 확보

방울내로11길변 망원2동 체육시설 등 기존 녹지공간 연계

망원유수지 체육시설~홍제천 양안 연결 및 월드컵공원으로의 보행, 자전거 

연계성 확보

 망원지구 내부~한강과의 접근성 강화

망원역(6호선)~한강공원 연결 보행접근로(나들목) 조성

월드컵13길, 희우정로 16길을 따라 한강까지 접근하는 나들목 개설, 망원

역~망원시장~한강까지의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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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길 활용 광역적 역사문화자원 접근네트워크 구축

망원정~한강공원 접근로 확충

망원전에서 직접 한강공원으로 접근가능한 접근로를 확충

한강길을 따라 당인리발전소~절두산성지~양화진 성지공원~망원정~월드컵

공원 등을 연결하는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 구축, 광역적 오픈스페이스 연

계체계 강화

 망원한강공원으로의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망원지하보차도 확장을 통해 버스접근통로 확보

망원지구 내 수상레저공간, 망원수영장까지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한 환경 조성

동교로변으로 망원초록길 연결 자전거도로 확충 검토

자전거를 이용하여 망원초록길을 통해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동교로

변 보도 환경개선 및 자전거도로 확충

▲ 망원지구 접근성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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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공원~양화대교 북단 연결 
계단 현황

▲ 선유도공원 전망대

양화대교를 통해 한강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및 

접근시설(엘리베이터) 설치 검토

장기적으로 자전거를 통해 합정역~망원한강공원~선유도~양화한강공원~당

산지구를 이동할 수 있도록 양화대교 상부 자전거도로 조성 검토

양화대교 상부~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접근시설(엘리베이터) 조성 검토

(3) 도시경관

 한강 및 한강노을 등 조망을 위한 전망공간 확보

저이용 국공유지 등 가용부지 활용시, 한강 전망공간 확보

동교로1길변 국공유지 활용시 한강 접근로변으로 한강조망을 위한 전망공

간 조성

장기적으로 망원 초록길 인접 군부대부지 활용시 한강조망을 위한 전망공

간 확충

망원정에서 한강으로 열린 조망 확보

망원정에서의 한강 조망을 차폐하고 있는 전면 식재의 정비 등을 통해 한

강으로의 열린 조망을 확보

 북한산 등 배후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 관리

배후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을 위한 주요산 경관시뮬레이

션 기준점 설정․운영
북한산, 안산 등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 확보를 위해 선유도공원 전망대를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지구 내 건축물 경관심의 시 배후산

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심의 추진(주어진 지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 의무화)

▲ 선유도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산, 안산으로의 열린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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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경관 다양성 및 조형성 창출

동교로1길, 망원로변 건축물 디자인의 조형성 강화 및 저층부 가

로활성화용도 도입을 통한 명소화 유도

광역통경축 및 지구통경축의 지정 및 관리

한강변으로의 열린 경관 창출 및 지구 내 주요가로의 통경축 확보를 통하

여 도시 내부에서 한강으로의 시각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광역․지구통경축
을 지정하고 경관형성기준을 마련

*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2.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광역통경축으로 성산로 및 양화로 지정

지구통경축으로 망원로, 월드컵로13길, 동교로 지정

▲ 망원지구 도시경관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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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성

 한강 둔치 인공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 

홍제천~망원초록길까지의 인공호안 구간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

 둔치 내 소규모 저류녹지 조성 및 포장 개선

지구 내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및 주차장 등 불투수 포장지역의 투수

성 개선

 자연물놀이장 조성

망원수영장 일대를 자연물놀이장으로 조성

 망원지구 노을경관 조망지점 조성

망원 한강공원 내 안내센터(2층 데크) 등 활용

▲ 망원지구 자연성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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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획 가이드라인

 토지이용부문

1-1. 동교로1길변 저이용부지 등 시민이용공간 활용

시민이용공간, 한강전망공간, 공원, 주차장 등

1-2. 망원정 주변 저이용 녹지공간 환경개선

1-3. 망원로 및 한강 인근 노후건축물 환경개선 유도

건축물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검토

1-4. 군부대 이전 시, 한강변 활성화용도 활용 검토

1-5. 수변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선유도~절두산 순교성지~양화진 성지공원~망원정 역사문화 탐방 네

트워크 조성

▲ 망원지구 토지이용부문 가이드라인



Ⅱ.지구별 가이드라인_05.망원지구

❙151

 접근성부문

2-1. 홍제천 등과의 녹지연계 및 접근성 강화

2-2. 망원역~한강공원 연결 나들목 조성

2-3. 망원정~한강공원 연결 접근로 확충    

2-4. 망원나들목 확장 및 버스접근통로 확보   

한강공원 망원수영장 등으로 버스가 접근할 수 있도록 나들목 확장 
및 대중교통노선 연계 검토

2-5. 동교로, 월드컵로13길, 양화로~한강공원 연결 자전거도로 확충

2-6. 양화대교 상부 한강 양안연결 자전거도로 확충

양화대교 상부 자전거도로 확충 및 양화대교 상부~한강공원 연결 접
근시설(엘리베이터) 설치

▲ 망원지구 접근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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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부문

3-1. 동교로1길 및 망원로를 한강가는길로 명소화 유도

건축물 디자인의 조형성 강화 및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유도 

3-2. 한강 및 한강노을 조망을 위한 전망공간 조성 

동교로1길변 국공유지, 군부대부지, 망원정, 망원 한강공원 안내센터 등

3-3.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선유도 전망대(북한산, 안산)

3-4.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광역통경축 : 양화로(양화대교), 성산로(성산대교)

  지구통경축 : 망원로, 월드컵로13길, 동교로

*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2.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 망원지구 도시경관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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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성 부문

4-1.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4-2. 한강 둔치 인공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

4-3. 불투수포장 투수성 개선

4-4. 둔치 내 소규모 저류녹지 조성

4-5. 망원한강공원 내 수영장 일대 자연 물놀이장 조성

▲ 망원지구 자연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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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부문 연번 계획내용 실행주체 기간 추진사항

토지이용

1-1
동교로1길변 저이용부지 시민이

용공간 활용
공공 단기

∙ 문화체육관광본부 및 마포구 협의 
시행

1-2
망원정 주변 저이용 녹지공간 환

경개선
공공 중기

∙ 도시교통본부 및 푸른도시국, 
문화체육관광본부 협의 시행

1-3
망원로 및 한강 인근 노후건축물 

환경개선 유도
민간·공공 중기

∙ 서울시, 마포구 협의를 통한 
환경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1-4
군부대 이전 시, 한강변 활성화

용도 활용 검토
공공 장기

∙ 이전시점과 연계하여 서울시, 중앙정부 
협의를 통한 장기 활용 방안 검토

1-5 수변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공공 단기

접근성

2-1
홍제천 등과의 녹지연계 및 접근

성 강화
공공 중기 ∙ 한강사업본부 협의시행

2-2 망원역~한강공원 연결 나들목 조성 공공 중기 ∙ 한강사업본부 협의시행
2-3 망원정~한강공원 연결 접근로 확충 공공 중기 ∙ 한강사업본부 협의시행
2-4

망원나들목 확장 및 버스접근로 

확충
공공 단기

∙ 한강사업본부 및 도시교통본부 
협의시행

2-5
동교로,월드컵로13길,양화로~한

강공원 연결 자전거도로 확충
공공 중기 ∙ 도시교통본부 및 마포구 협의시행

2-6

양화대교 상부~한강 양안연결 

자전거도로 확충 및 접근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공공 중기 ∙ 한강사업본부 협의시행

도시경관

3-1
동교로1길 및 망원로를 한강가

는 길로 명소화 유도
공공 단기

∙ 서울시, 마포구 협의를 통한 가로변 
가이드라인 마련

3-2
한강 및 한강노을 조망을 위한 

전망공간 조성
공공 단기 ∙ 한강사업본부 협의시행

3-3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공공 중기 ∙ 서울시 경관계획에 반영, 지구 내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시 반영3-4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

성기준 적용
공공 단기

자연성

4-1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공공

자연성부문에 관한 사항은

자연성회복기본계획에 따라 실행

4-2
한강 둔치 인공호안을 자연형 호

안으로 복원
공공

4-3 불투수포장 투수성 개선 공공

4-4 둔치 내 소규모 저류녹지 조성 공공

4-5
망원한강공원 내 수영장 일대 자

연물놀이장 조성
공공







06
합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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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관련계획

1.1. 지구 개요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 마포구 합정동, 서강동 일대 위치

동서방향으로는 양화로와 와우산로, 븍측으로는 독막로가 지구 경계를 형성

지구 면적 : 0.7㎢ (망원 한강공원 0.1㎢포함)

▲ 합정지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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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지명유래 및 역사

대상지 지명유래

주변에 버드나무가 많아 양화(楊花)도로 불리던 지역

절두산 근처 우물바닥에 조개껍질이 많다하여 합정(조개우물)이라는 명칭 

유래

조선시대의 명승지 중 하나 

과거로부터 잠두봉(현재의 절두산), 선유봉 등 명소와 승경이 많아 시인, 묵

객들이 즐겨찾고 예찬하던 명승지(漢都十詠 중 양화답설, 마포범주)

선유봉은 일제강점기부터 암석채취를 위해 깎여나가면서, 1962년 양화대교 건설시 완전

히 사라지게 됨

조선시대 명나라 사신이 방문하던 곳

겸재 정선(1676~1759)이 한강변의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로 화폭에 담은 

지역으로서, 조망과 경관이 좋은 지역으로 과거로부터 예찬되어 온 곳

 지구 특성

주변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업무․생태․문화․여가․관광거점이 위치
업무거점(여의도)

서울의 3도심 및 대표적 고용중심지 중 하나

여의도 한강공원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 공원

생태거점(밤섬)

한강 최고의 자연생태 보존지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람사르 지정 습지

문화거점(홍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공간 중 하나

연대/이대/홍대 등 대학촌~홍대문화~한강 연계가능

여가거점(선유도)

국내 최초 환경재생 생태공원(옛 정수장)

한강공원 중 만족도 압도적 1위 (서울의 대표적 시민휴식/여가공간)

관광거점(신촌)

동북아 문화관광명소

▲ 양산팔경첩 중 양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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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정지구 주변 주요명소 현황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배후산으로 열린 경관 형성 가능지

한강 굴곡부로서 보이는 경관과 보는 경관이 모두 중요

배후로는 북한산, 안산, 와우산 등 서울의 주요산들이 위치하여 한강공원 등 

대안부에서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 조망이 가능

▲ 배후산으로의 열린조망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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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내 주요공간 및 시설

서울 외국인묘지공원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조선시대 양화진을 수비하던 양화진영이 있던 곳으로, 1890년 전염병을 치

료하던 헤론선교사의 안장을 위해 이 곳을 외국인묘지로 지정하여 조성

약 13,224㎡ 규모로 고종 때부터 한국을 위해 공헌한 외국인선교사 및 가

족 등 15개국 400여명이 안장되어 있음

절두산 순교성지

원래는 봉우리가 누에의 머리를 닯았다고 하여 잠두봉으로 불리었던 곳이

었으나,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함대가 양화나루까지 거슬러 들어오게 

되자 천주교 신자들의 처형장소를 양화진으로 옮기게 되면서 절두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게 됨

 1966년 순교(병인박해) 100주년을 기념하여 절두산순교기념관(박물관) 건

립. 순례성당, 지하묘소, 전시관 등을 조성하여 천주교 순교 성인들을 기리

고 있으며, 1997년 11월 국가사적 제399호로 지정

▲ 합정지구 주요공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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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력발전소(당인리발전소)

마포구 당인동 일대에 위치한 서울 유일의 화력발전소로 부지면적은 약 

118,924㎡ 규모

 1930년 1호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로 준공한 이래 수도권 전력

공급의 일익을 담당. 1936년 2호기, 1956년 3호기를 준공하고, 197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4, 5호기를 준공

현재는 1~4호기의 수명이 다하여 발전소가 폐지되었으며, 열병합발전을 통

해 여의도, 동부이촌동, 마포, 반포 일대 6만8천여 세대에 난방열과 온수를 

공급

서울지역 전력공급의 약 2.6%

화력발전소 폐지를 앞두고 국내 최초로 지하에 800MW급 복합화력발전소

를 건설하고, 지상부에는 공원 및 기존 발전소 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공원화사업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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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구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
합정지구는 대부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막로변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분포

합정역 주변으로 상업지역이 일부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화력발전소(당인리

발전소)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토지이용

합정지구 내부는 대부분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저층주택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독막로변, 토정로변으로 근생시설들이 분포

합정역 일대는 합정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상수역 일대가 상수

역세권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음

합정지구 일대는 2009년 합정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

으나, 구역결정 이후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아 구역지

정 실효

 토지소유

당인리발전소, 절두산성지 등 대규모부지는 법인소유이며, 당인리발전소 부

지 내부에 공유지 일부 분포

그 외 대상지 내부 주거지는 대부분 민간소유

▲ 용도지역지구 현황

 
▲ 도시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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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노후도

 20년 미만 신축건물 비율이 28.6%로 소규모단위의 자생적인 신규 개발을 

통해 노후건축물과 신축건축물이 혼재하여 분포

상대적으로 합정역 인근의 성지길 주변으로 신축이 활발하며, 상수역 주변

은 상대적으로 노후건축물들이 밀집 

▲ 토지소유 현황

 
▲ 건축물 노후도 현황

 교통

지하철 2호선(도심~강남 순환)․6호선이 지구를 남북․동서 방향으로 지나고 
있으며, 지하철역은 합정역, 상수역 등 2개소 위치

 2․6호선이 교차하는 합정역이 지구 서측에 위치하여 지역교통의 중심 역할
을 하고 있으며, 지구면적의 약 2/3 이상이 역세권 500m 이내에 위치하

여 대중교통 이용여건 양호

지하철역~한강까지 약 580m (양호한 보행환경), 버스정류장이 한강공원 

근처까지 연결된 지역

▲ 한강접근로 및 대중교통(지하철,마을버스) 현황>

한강 및 한강공원과 연계가 우수한 지구

지구 내에 토정길 등의 명소가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홍대문화거리와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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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특화가로와 한강의 연계가 가능

토정길(2~4차로) : 당인리발전소와 연계된 벚꽃축제의 명소

▲ 토정길 가을풍경                                 ▲ 홍대 문화거리

강변북로가 일부구간 지하화, 고가도로형태로 되어있어 한강으로의 획기적 

접근성 확보 가능

절두산성지 일대의 경우 강변북로가 지하(340m거리)로 조성 (지상부를 통해 한강공원과

의 직접 연계 가능)

당인리발전소 일대 약 500m 구간이 고가도로 형태로 조성

▲ 강변북로 조성현황

▲ 합정지구 교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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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련계획·사업

서울시 기본경관계획(2009)

잠두봉유적, 양화나루, 당인리발전소 일대는 역사특성거점(면적거점)으로 지

정

역사특성거점의 경관관리는 역사자원으로의 조망과 역사자원에서 바라보는 

조망경관이 양호하도록 유도

조망차폐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고, 역사자원과 조화되는 재질 등의 기준을 적용

▲ 대상지 경관계획 주요사항 : 역사특성거점 지역 

서울시 수변경관계획(2010)

높이유도구역은 복합용도의 도입으로 활력있는 수변경관을 형성하도록 하

는 구역

중․소규모의 산발적 개발이 일어나는 지역 등 통합계획 할 수 있거나, 대규모 아파트지구
와 같이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는 지역 대상

합정지구는 당산, 이촌, 반포, 성수, 구의․자양 등과 함께 높이유도구역으로 
지정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03.11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현재 1,2,3,4구역 사업시행인가 완료 (‘12년6월 1,4구역 사업 준공, 합정

2,3구역 공사진행중)

합정역 중심으로 메세나폴리스(40층, 서북권 중심상업지구), LIG빌딩(25층), 합정2,3구역

(37층)등 고층개발 추진 

존치정비구역(5,7,8,9구역)은 해제/사업추진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2013.9.16.~10.31)을 통해 해제 요청률 30%이상인 합정5,7,9 존치정비구

역을 해제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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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합정 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09.12.10 합정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합정역, 상수역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합정역(40층), 상수역(30층)계획, 공공기여 25% 내외

 ‘12.12.11 구역결정 이후 3년간 계획 미수립으로 구역지정 실효됨 (국계법 

제30조)

새로운 관점에서 대상지 일대 계획관리방향 설정 필요

▲ 합정 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문화재보호법

국가지정문화재(사적399)인 잠두봉으로부터 100m 이내 범위는 문화재보호

법 적용대상으로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건축물높이에 대한 현상변경허용

기준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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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 주요내용

 주요 추진 사업

① 발전소 지하화 사업

사업개요

추진기간 : `13.06 ~ `16.09 (40개월)

규    모 : 건축 연면적 88,477㎡

*지하1층 : 발전설비 (서울복합 1,2호기)

*지상8층 : 관리동 (제어실, 기계실, 사무실, 정원, 레스토랑, 전망대)

발전용량 : 387MW ➞ 800MW로 증설 (400MW×2기)
발전효율 : 36% ➞ 52%, 열 생산 : 387Gcal/h ➞ 530Gcal/h (1.4배)
추진경과

‘12.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마포구)

‘13.04~06 건축허가(마포구),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산업통상자원부)

‘13.09 전기공급설비 지하건설공사 착공식

② 문화창작발전소 조성사업

사업개요

사업 대상  : 기존 서울화력발전소 4, 5호기(연면적 : 24,266㎡)

사업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중부발전(주)

사업 추진  :  2012. 6. ~ 2018.12.

추진경과

‘12.10~현재 : 문화창작발전소 TF 운영 (문광부-서울시-마포구-중부발전)

‘13.03~09 :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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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4.05 : 기본계획 수립

향후계획

‘15.1~‘16. 9 : 설계공모, 설계 추진

‘16.10~‘18.12 :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공사, 개관

  문화창작발전소의 공간구성 개념

대한민국 최초 화력발전소로서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살리되 문화적으로 활용 (외관은 보

존하고 내부는 문화공간으로 조성)

주변의 문화적 자산을 연계하는 거점이자 새로운 유형의 미래예술 발신기지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수용하는 쇼케이스 공간, 창작과 놀이가 결합된 예술놀이터, 융・
복합 예술 연구실험공간인 랩(LAB), 관련 자료의 집적과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 공간 등 

조성

▲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기본개념

▲ 예술놀이터 사례 : 파리 썽카뜨르

 
▲ 터빈홀 복합공간 재활용사례 : 런던 테이트모던

 
③ 지상부 공원화 사업

사업개요

조성면적 : 88,350㎡(전면개방 60,400㎡, 제한개방 27,950㎡)

사업주체 : 계획(마포구, 중부발전), 시행(중부발전), 관리운영(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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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13.1. ~ ’18.12.

추진상황

‘13.1  : 공원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13.4  : 현상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착수

‘13.5  : 현상설계공모 지침서 작성

‘13.7  : 현상설계공모 공고

‘13.10  :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13.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체결 

향후계획

‘14.1~‘16.9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행

‘16.10~‘18.12 : 지상부 공원화 공사

공원계획(안)

도심 속 새로운 문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도시발전소, 환경, 문화, 예술, 사람이 어우

러지는 도시재생공원으로 조성

공간성격과 맥락에 따라 5개 공간으로 분할 : 다인(多人) 가로공원, 서울에너지공원, 당

인문화예술마당, 에코 파빌리온, 밤섬 모래공원 등

당인리선의 흔적을 살리면서 기찻길벤치 조성 등을 통해 한강까지 연결하는 주보행동선

을 설정하고, 현재의 구조물을 최대한 재활용

생태환경과 에너지, 수체계 등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시민 여가문화공간 계획

▲ 당인리발전소 공원조성계획 현상공모 당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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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정지구 일대 시민의견 검토>

 시민의견 검토 개요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기간 : 2013. 10.17 ~ 11.17 (1개월)

조사대상 : 한강공원 이용자 및 주변지역 주민 (80부)

조사방법 : 설문지를 바탕으로 현장방문 면접조사

주요 설문내용

한강공원 이용 관련 만족도

합정지구 이용현황

주요 접근방법 및 루트, 이용목적 및 빈도, 주 이용시간 및 활동내용, 만족도 및 요청

사항 등

합정지구의 자랑거리 및 불편사항, 지역현안(당인리발전소 등)에 대한 의견

 한강공원 전체 이용현황 관련

한강공원 이용빈도

주 5회 이상, 매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이용자 수를 감안하면 

일부 주민들이 제한적·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

합정지구 한강공원 이용빈도

전체 한강공원에 비해 합정지구 이용빈도는 2/3 수준 (주 1~2회 이용자 

58명 vs. 40명)

▲ 한강공원 이용현황 조사

가장 선호하는 한강공원 및 이유

이용했던 지구 중에서 다시 가보고 싶은 지구로 여의도지구가 1위(24.3%)

다시 찾는 이유로는 가깝고 가기 편해서라는 이유가 1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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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정지구 이용현황

합정지구 한강공원 접근방법

자전거와 도보로 접근한 응답자가 전체의 87.5%

자가용 이용 8명, 지하철 이용 2명 뿐, 버스이용은 0명

계절별․시간별 이용현황
주로 주말, 저녁 및 오후에 이용하는 공간

계절별로는 겨울철 이용이 거의 없음 (겨울철 이용자는 단 3명)

주된 이용목적

주로 친구(45%) 또는 혼자(27.5%) 이용

주된 이용목적으로는 운동(자전거, 조깅 등)이 1위 

동호회(2명), 가족나들이(0명)

▲ 합정지구 한강공원 이용현황 조사

 합정지구 한강공원 이용 불편사항

합정지구 이용만족도

만족도는 보통(50%) 또는 만족(40%)한다는 의견 다수

이용자 중심의 설문임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인식

접근관련 불편사항

접근관련 불편사항으로는 접근로 부족 및 찾기 어려운 점이 1위

주요 개선사항

주요한 개선사항으로 1위는 접근로조성(54명), 2위가 편익시설설치(30명)

이용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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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을 더 자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는 한강숲, 생태늪지, 잔디

밭 등 생태자연공간이 1위

상점, 편의점, 카페, 레스토랑 등 휴게/편익공간이 2위

▲ 합정지구 한강공원 이용 불편사항 조사

 합정지구 지역현안 관련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관련

당인리발전소의 공원화에는 대부분 찬성

지하화에는 다수가 찬성하나 공원화보다는 적음

반대사유로는 위험(6명), 안전문제(2명) 등

▲ 합정지구 지역현안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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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 기본구상

 토지이용 부문

합정~당산권역의 일부로서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및 문화창작발전

소 조성 등을 통해 홍대~선유도~안양천을 연계하는 수변창조문화

권역의 거점공간 조성

한국최초 화력발전소(1930년 건립)를 새로이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공원화 

범위의 확대를 통해 최대한 시민개방형 공원으로 조성, 한강변의 새로운 시

민 문화․여가공간으로 재생
근대산업문화유산으로서 발전소 4, 5호기는 기존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문화창작발전소’로 리모델링

당인리발전소를 중심으로 주변 역사자원 및 한강 양안의 공간을 

통합/연결

다수의 역사문화자원 입지, 주변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업무, 생태, 문화, 관

광거점이 위치하고 있는 특성들을 활용하여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중심공

간 조성

▲ 합정~당산권의 권역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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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부문

한강공원과 당인리발전소간의 자연스러운 오픈스페이스 연계 도모

당인리발전소 공원화시 지형단차 제거 등을 통한 공간연계 

한강으로의 보행접근성 강화

홍대문화거리의 한강 연장 및 한강접근 나들목 환경개선

한강공원까지의 버스교통 연장, 여의도 등으로의 수상교통 연계

 도시경관 부문

북한산, 안산 등 배후 주요산으로의 열린경관 형성 유도

여의도, 한강 등 주요 경관 조망을 위한 전망공간 확충

 자연성 부문 (자연성회복기본계획)

한강둔치 일부 자연형 호안 조성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 합정지구에서 바라본 한강 및 여의도 조망경관

 

▲ 합정지구 망원한강공원 현황 (인공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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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이슈 및 관리방향

3.1. 지구 현안이슈

(1) 토지이용

 당인리발전소 일대 다양한 사업계획 혼재

현재 당인리발전소를 중심으로 발전소지하화 및 통합사무실 조성, 지상부 

공원화 사업계획, 발전소 4,5호기 활용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발전소 주변

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과 같은 다수의 사업들이 진행

개별사업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개별사업간 정합성 

확보 필요 

구분
발전소지하화 및 
통합사무실 조성

지상부
공원화사업

문화창작
발전소 조성

발전소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사업
내용

(지하) 발전시설
(지상) 통합사무실

공원조성
(88,350㎡)

기존발전시설
(4,5호기) 활용

발전소 주변지역
계획적 개발구상 및 

관리계획 수립

합정지구
가이드라인

관련
주체

중부발전 마포구, 중부발전
문화관광부

(마포구, 서울시,
중부발전 TF)

마포구 서울시 수립

주요
일정

‘13.7 발전소 착공
‘13.12~ 통합사무실

현상설계 진행
‘16.9 공사완료

‘13.7 현상설계공모
‘13.10 당선작선정

‘16.9~ 착공

‘13.10 기본계획 
착수

‘15. 현상설계
‘16.9~’18.12 

공사(예정)

‘13.8~‘14.8
계획수립 완료

‘13. 8. 용역착수
‘14. 3 합정 

가이드라인 수립
‘15. 12 용역완료

▲ 당인리발전소 일대 추진사업 현황

 공원조성 개방범위 등 협의조정 필요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추진시 현재 전체면적 118,799㎡중 

50.8%(60,400㎡)만 개방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

어 있어 공원조성의 효과가 미흡

당인리발전소와 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당인변전소, 사택부지, 지역난방공

사 등이 위치하고 있고, 부정형의 공원개방 형태로서 한강 접근성의 개선 

및 공원이용활성화 차원에서 공원조성 개방범위의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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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잠재력 대비 미약한 한강변 활용행태

현재 합정지구 일대 한강공원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외부 시민보다는 주

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운동(자전거, 조깅)과 산책 등을 목적으로 이

용하는 체육공원의 성격으로서, 대상지가 가진 위상 및 잠재력 대비 소극적 

이용현황을 보임

이용빈도가 높은 인근 주민의 이용 불편사항 해소와 더불어 지구 및 주변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등 잠재자원을 활용한 한강변 활성화 방안 고려 필요

▲ 당인리발전소 공원조성 개방범위 현황 

(2) 접근성

 한강으로의 보행접근성 불편

지구 내 한강접근로는 1.3km간격의 2개소로 한강 접근이 불편

상수역~한강연결 접근로는 협소한 토끼굴 형태의 나들목

* 주민설문결과 개선사항 1위는 접근로 조성(54명/80명중) 응답

 당인리발전소 지형단차로 한강접근 장애 유발

당인리발전소와 토정길 간 지형단차가 1~2m정도 발생

당인리발전소~한강공원 간 지역난방공사 인근의 경우 약 7m, 발전소 5호

기 주변의 경우 약 9m 정도의 지형단차가 발생하고 있어 한강으로의 접근

성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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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계획시 당인리발전소와 주변지역(토정길, 한강공

원 등)간 자연스러운 지형연계를 통해 한강접근성 개선 필요

▲ 한강 접근로 현황

▲ 당인리발전소 ~ 한강공원 인접부 지형단차 현황

(3) 도시경관

 중부발전소 통합사무실 건축시 배후산 경관차폐 예상

합정지구의 경우 주요산 조망점으로부터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 안산을 

모두 조망할 수 있도록 열린 경관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배후 자연자원을 

고려한 건축물의 높이관리가 중요

대안부 한강공원에서 북한산 조망을 위해서는 수변인접부 건축물 높이에 

대한 관리 필요

현재 진행중인 중부발전소 통합사무실 계획안(‘14.5월 현상공모 당선작 선

정)의 경우 건물높이가 GL기준 +73.3m로 계획되어 있어 북한산으로의 조

망을 일부 차폐

한강변에서의 랜드마크적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심의 등을 통하여 건축

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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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한강공원에서의 북한산 조망시 열린경관 현황

▲ 중부발전소 통합사무실 현상공모당선작 건립시 경관시뮬레이션 예상(안)  

< 통합사무실 현상공모 당선작 개요 (`14.5월 선정)> 

당선자 : 건원 + 해마 건축사사무소

층수 : 지하1층, 지상 11층

높이 : 건물 GL +73.3m, 연돌 GL +88.6m

설계기간 : `14.7월 ~ `15년 2월  (시공 : `16년 2월 ~ `17년 12월)

▲ 중부발전소 통합사무실 현상공모 당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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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성

한강변으로 고가도로 형성 및 둔치공간이 협소하여 생태적 공간활용 한계

대부분이 콘크리트 위주의 인공호안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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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방향

 목표

홍대~한강을 통합․연계하는
“활력있는 수변문화명소” 조성

 부문별 중점관리원칙

토지이용

당인리발전소를 중심으로 주변 역사자원 및 한강 양안의 주요 거점공간 통

합/연결

접근성

발전소 지형단차 제거를 통한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성 개선

도시경관

주요 조망점에서 배후산으로 열린 경관 형성

자연성

인공호안의 자연형호안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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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정지구 관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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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 및 가이드라인

4.1. 부문별 주요 계획

(1) 토지이용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및 한강으로 열린공간 구현

당인리발전소 부지를 최대한 시민에게 개방하여 공원화

 2011년 8월 정부차원에서 지하화가 결정된 발전소의 지상부는 존치가 불

가피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최대한의 부지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공원으로 

조성

존치가 불가피한 변전소(중부변전소, 당인변전소 등)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

여 공원화 도모 (*장기적으로 당인변전소 등도 공원화)

기능유지가 불필요한 스위치야드 2, 수처리동(지하화), 빗물펌프장 개방 및 

공원화

빗물펌프장 용량증설 타당성 용역(`13.11~)과 연계 추진 협의를 통해 부지개방 유도

지역난방공사 축열조는 현상태를 유지하되, 배관/펌프실은 통합사무실 인근

으로의 지하화 

축열조 이전/지하화 가능시 개방 검토

공원화 계획시 안전성과 심미성을 고려하여 미개방구역의 울타리 등 공원

경계부 처리방안 모색

발전소 일대 시민개방범위 확대 등을 위해 마포구, 중부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 

유도

한강과 연계된 친환경 시민여가 문화공간 조성

당인리발전소는 도심 속 발전소로서 환경과 문화, 예술, 사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적 시민여가문화공간으로 계획

한강공원과의 일체화 된 공간연계, 절두산성지・상수역 등 주변지역으로부
터의 공원접근로 확충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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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인리발전소 부지개방 범위 : 시설별 부지개방 협의결과 >

- 한국가스공사, 가스정압소, 중부변전소 : 당인리 지하발전소의 작동을 위한 가스공급 및 생산된 전력 변전을 위한 

연계시설로서 현상태 존치가 불가피 (지하발전소 발전용량 증설에 따라 가스정압소(지하) 설치 필요)

- 당인변전소, 스위치야드 1 : 당인리발전소와는 별개로 주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시설로서 2004년 새롭게 신

축한 바 있고, 지하화를 위해서는 현재규모의 1.5배 부지면적이 소요되는 만큼 지하화 및 이전 한계 예상(한전측과 

별도협의 필요)

- 지역난방공사 : 지하발전소 인근배치가 불가피하며, 축열탱크는 규모상 지하화 불가능 (펌프실 규모축소 및 부지확

보/지하화 가능하나, 지역난방공사 협의 필요)

- 수처리동 : 지하발전소와 연계시설로서 지하화 가능(상부 공원개방 가능)

- 스위치야드 2 : 발전소지하화시 지하 직결 연결로 철거 가능(부지개방 가능)

▲ 당인리발전소 부지개방 및 공원조성 범위 비교 (기존개방범위 및 협의조정유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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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전소(4․5호기) 문화창작발전소 리모델링
기존 화력발전소 4․5호기는 근대산업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상징적 가치
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창작발전소’로 

리모델링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중부발전(주)에서 사업추진 중(`12.6~`18.12)

홍대문화거리~한강을 연계하는 역사・문화관광 루트의 핵심공간으로 조성
문화창작발전소는 발전소 4․5호기의 외관을 최대한 보존하되, 내부는 다양
한 형태의 수용이 가능한 쇼케이스공간, 예술놀이터, 랩(LAB), 아카이브공

간 등으로 조성

지상과 연계된 저층부는 시민이용공간으로 최대한 개방된 복합문화예술공

간으로 리모델링 

 지역명소가로, 한강접근로 등 대상 상세계획관리 유도

한강으로 접근하는 주요가로로서 양화진길, 독막로8길, 홍대문화거리, 와우

산로 주변가로와 지구 내 주요 명소가로인 토정로변을 대상으로 상세한 계

획관리 검토

향후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저층부 용도(가로활성

화용도 권장), 건축선후퇴를 통한 보행공간 확보, 간판 등 옥외광고물 관리

기준 등을 마련

 한강변 주요 역사문화자원 연결 탐방로 조성

한강사업본부에서 기 운영중인 서강나루길(공민왕사당~밤섬부군당~광흥창

터~서강나루~잠두봉~외국인선교사묘지 등)에 추가하여 마포나루터에서부터 

당인리발전소, 선유도 등을 연계하는 수변창조문화탐방로 조성

한강공원과 주변에 분포하는 역사자원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강화하고, 한강

변의 역사 자연자원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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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정지구 토지이용부문 계획

< 홍대문화거리 등 상세계획관리 예시(안) >

홍대문화거리 현안이슈

도로 현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폭 12m)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 주거건축물이 다수 입지하여 저층부의 가로활력 미

약

▲ 홍대문화거리(연장부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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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문화거리 층수 및 
노후건축물 현황

상세 관리 방안

향후 상세관리구역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관리 도모 

필지별 자율개발을 통한 건물신축 및 전면공지 등의 조성 유도

건축선 지정, 보행친화용도도입 등을 통한 까페거리 조성 

보행우선포장 확대, 보행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한 주변과의 보행연계성 확대

▲ 홍대문화거리(연장부분) 계획관리 예시(안)

(2) 접근성 

 한강공원과 당인리공원 간 자연스런 동선연계 도모

당인리 공원화시 지형단차 제거

공원 계획시 토정길~당인리발전소 사이의 약 2m, 당인리발전소~한강공원 

간 7m~9m 수준의 지형단차 극복을 위해 자연스런 지형연계 도모

 한강까지 대중교통 연장 및 한강양안 수상교통 연계

한강공원까지 버스 노선 연장 검토

한강연접부(잠두봉 선착장 등)까지 마을버스 노선연장 및 정류장 신설 검토

마을버스(16번, 7번)노선을 한강변 잠두봉선착장까지 연장

한강양안 수상교통 연계 검토

홍대문화거리~당인리발전소~선유도공원~여의도 등 한강변 주요 여가문화

명소들을 연계하는 수륙양용버스, 수상페리 등 수상교통을 통한 연계방안 

검토

한강을 주변지역을 통합․연계하는 활동․여가의 중심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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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으로의 보행접근성 강화 

한강접근로의 환경 개선

주요 보행결절점(합정역, 상수역 등)으로부터 한강 및 주요 역사자원으로의 

접근로 4개소의 보행환경 개선

양화진길, 독막로8길, 어울마당로, 와우산로

홍대문화거리를 한강까지 연장(기존 철길흔적 복원 포함)

기존 철길을 따라 조성된 홍대문화거리가 발전소부지에 조성되는 공원을 

통하여 한강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보행로 연계

절두산~당인리발전소 연결계단 및 접근로 확충

빗물펌프장 및 합숙소부지 남측으로 공원접근로 확보

양화대교~한강공원 연결 접근시설(엘리베이터) 조성

현재 육교를 통해 연결. 엘리베이터 신설

▲ 합정지구 접근성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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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산 조망점 및 조망대상

(3) 도시경관

 배후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

배후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을 위한 주요산 경관시뮬레이

션 기준점 설정․운영
북한산, 안산 등 배후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 획보을 위해 여의도 서울마

리나 전면을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지구 내 건축물 

경관심의 시 배후산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심의 추진 

(주어진 지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 의무화)

현재 계획 진행중인 중부발전소 통합사무실의 경우 북한산의 조망차폐가 발생하므로 건

축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경관심의 등을 통해 배후산으로의 열린조망 확보 필요

▲ 여의도 서울마리나 전면 주요산조망점에서 바라본 합정지구 및 북한산 조망 현황

 한강, 여의도 등 조망을 위한 전망공간 확충

당인리발전소 리모델링 시 상층부 한강전망공간 조성

한강 및 여의도로의 조망을 위해 시민편익기능이 복합된 형태로 한강·여의

도 전망공간을 확충하되, 문화창작발전소의 시민문화공간, 한강과의 연계

성·접근성 확보

▲ 당인리발전소 5호기 상부에서 바라본 한강․여의도 일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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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경관 다양성 및 조형성 창출

광역통경축 및 지구통경의 지정 및 관리

한강변으로의 열린 경관 창출 및 지구 내 주요가로의 통경축 확보를 통하

여 도시 내부에서 한강으로의 시각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광역․지구통경축
을 지정하고 경관형성기준을 마련

*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2.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광역통경축으로 양화로(양화대교) 지정

지구통경축으로 양화진길, 독막로8길, 어울마당로, 상수로 지정

▲ 합정지구 도시경관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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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연성

 한강변 자연형호안 복원

대부분 콘크리트로 구성된 한강 둔치 인공호안을 자연형호안으로 복원

당인리발전소 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당인리공원~한강공원을 통합된 형태

의 공원으로 조성

 강변도로 완충숲 조성

강변북로와 인접한 한강둔치지역을 대상으로 완충숲 조성

▲ 합정지구 자연성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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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획 가이드라인

 토지이용 부문

1-1.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및 한강연계 시민여가문화공간 조성

존치가 불가피한 변전소(중부변전소, 당인변전소 등)를 제외하고 나머

지는 모두 개방하여 공원화히되, 장기적으로 당인변전소 등도 공원화

1-2. 화력발전소(4,5호기)를 문화창작발전소로 리모델링

저층부는 시민이용공간으로 최대한 개방

1-3. 지역명소가로, 한강접근로 등 대상 상세계획관리 유도

양화진길, 독막로8길, 어울마당로, 와우산로, 토정로 등을 대상으로 접

근로 보행환경 개선을 포함한 상세계획관리 유도

1-4. 주요 역사문화자원 연결 탐방로 조성

서강나루길과 마포나루, 당인리발전소, 선유도 연계

▲ 합정지구 토지이용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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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부문

2-1. 한강과 당인리공원간 자연스런 동선연계 도모

당인리공원 조성시 지형단차 제거

2-2. 한강으로의 버스노선 연장 검토

2-3. 여의도~홍대합정(당인리)~선유도 일대 수상교통을 통한 
연계방안 검토

2-4. 홍대문화거리 한강연장 검토

기존 철길흔적복원 포함

2-5. 절두산~당인리발전소~와우산로 연결 접근로 확충

절두산~당인리발전소 연결계단 신설

2-6. 양화대교~한강공원 연결 접근시설(엘리베이터) 조성

▲ 합정지구 접근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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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 부문

3-2. 한강, 여의도 일대 조망을 위한 전망문화복합공간 확충

문화창작발전소 리모델링시 상부공간 활용

3-1.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여의도 서울마리나 전면(북한산, 안산)

3-3.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광역통경축 : 양화로(양화대교)

지구통경축 : 양화진길, 독막로8길, 어울마당로, 상수로

*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2.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 합정지구 도시경관부문 가이드라인



Ⅱ.지구별 가이드라인_06.합정지구

❙195

 자연성 부문

4-1. 강변도로 완충숲 조성

4-2. 한강변 자연형호안 조성

 

▲ 합정지구 도시경관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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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부문 연번 계획내용 실행주체 기간 추진사항

토지이용

1-1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및 한강 연

계 시민여가문화공간 조성
공공 단기

∙ 서울시/마포구/중부발전 TF회의 등을 
통한 협의 조정

∙ 마포구/중부발전 협의 공원화사업추진

1-2
화력발전소(4,5호기)를 문화창작

발전소로 리모델링
공공 단기

∙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 협의 
추진(문화체육관광부 주도)

1-3

지역명소가로,한강접근로 등 대

상 상세계획관리 유도(양화진길,

독막로8길,어울마당로,와우산로, 

토정로, 접근로 보행환경 개선 

포함)

공공 중기
∙ 향후 별도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계획 
수립 검토

1-4

주요 역사문화자원 연결 탐방로 

조성(서강나루길~마포나루,당인

리발전소,선유도 연계)

공공 단기 ∙ 한강사업본부 협의 시행

접근성

2-1
한강과 당인리공원 간 자연스러

운 동선연계 도모
공공 단기 ∙ 당인리발전소 공원화사업 추진시 반영

2-2 한강으로의 버스노선 연장 검토 공공 단기 ∙ 도시교통본부 협의 시행

2-3
여의도~홍대합정~선유도 일대

수상교통을 통한 연계방안 검토
공공 중기 ∙ 한강사업본부 협의 시행

2-4 홍대문화거리 한강연장 검토 공공 중기

∙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주요 접근로변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연계하여 

공공사업 추진 고려

2-5
절두산~당인리발전소~와우산로 

연결 접근로 확충
공공 단기

∙ 별도 재정사업 또는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사업과 연계 시행

2-6
양화대교~한강공원 연결 접근시

설(엘리베이터) 조성
공공 단기 ∙ 한강사업본부 협의 시행

도시경관

3-1
한강, 여의도 일대 조망을 위한 

전망문화복합공간 확충
공공 단기

∙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 협의 
추진(문화체육관광부 주도)

3-2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공공 단기 ∙ 서울시 경관계획에 반영, 지구 내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시 반영3-3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

성기준 적용
공공 단기

자연성
4-1 강변도로 완충숲 조성 공공 자연성부문에 관한 사항은

자연성회복기본계획에 따라 실행4-2 한강변 자연형호안 조성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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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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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관련계획

1.1. 지구 개요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 마포구 창전동, 상수동 일대

와우산로와 서강로, 독막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신촌 지역중심과 마포·공덕 지역중심 

사이에 위치한 지역

서강지구 면적 : 약 0.7㎢ (약 22만평)

▲ 서강지구 위치



Ⅱ.지구별 가이드라인_07.서강지구

❙201

 대상지 지명유래

서강동 동명은 한강의 부분 이름들 중 서쪽에 있는 강인 서강에서 유래1)

 1970년 5월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해 관할 법정동과 행정동명을 

일치시키면서 창전동과 상수동으로 분동

 지구 특성

과거 세곡을 운송하는 기지이자 나루가 있던 곳

서강나루는 서강대교 북단에 있던 나루터로서, 마포에서 양화진에 이르는 

사이의 한강을 서강이라 하였는데, 그 어구에 있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며, 

서강진이라고도 불림

서강나루는 나루터라기보다는 세곡선의 선착장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황해·

충청·전라도에서 해상으로 운송되어 온 세곡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서강

변에 위치한 광흥창과 풍저창에 하역

지구 주변으로 젊고 활력이 넘치는 대학가 입지

반경 1km내 홍익대, 서강대, 2km내 연세대, 이화여대가 입지하고 있어 대

학생과 젊은층의 유동인구 및 상주인구가 많음

특히, 서강지구 북측의 홍대상권은 이색카페, 소규모 갤러리, 화랑, 소품점, 

클럽, 예술시장, 맛집 등이 있어 항상 젊은이들로 북적이며, 다양한 행사와 

거리공연, 축제 등의 문화요소를 가지고 있음

홍대주변을 구성하는 미술학원거리, 피카소거리, 클럽거리, 걷고 싶은거리 

등 이색거리가 입지하며, 한강변으로 접근유도를 통해 대학문화의 활력이 

한강변과 만나 복합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활력있는 홍대거리

1) 서울지명사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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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주변 주요공간 및 시설

와우근린공원

마포팔경 중 하나(우산목적:牛山牧笛일-와우산에 은은히 들려오는 목동들의 

피리소리)

소가 누워있는 모양으로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예전에 큰 소가 길마는 무악

에다 벗어놓고, 굴레는 북아현동 163번지 남쪽 네거리에 벗은 다음, 여물통은 

하수동 132-2번지 앞에 두고 서강을 향하여 내려가다가 누워서 뿔은 서강초

등학교 자리, 머리부분은 서강시민아파트, 엉덩이는 와우시민아파트 자리에 

있었던 데서 유래

와우배수지 상부에 다양한 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에서 가족단위의 운동을 

즐길 수 있으며, 체육공원 뒤로 자연적인 숲을 따라 산책하면 약수터를 지나 

자연학습 관찰원으로 이어져 휴식과 체력단련이 동시에 가능

홍대거리

서울의 대표적 젋음의 거리로서 걷고 싶은 거리, 피카소 거리, 로데오거리, 

벽화거리, 카페거리 등 거리마다 이색카페와 다국적 음식점, 의류상가, 잡화

상가, 소규모 공방, 라이브카페와 클럽 등이 있음

 20여개의 클럽과 소극장 등에서 500여개의 인디밴드가 활동 중이며, 소규모의 

다양한 갤러리와 문화단체가 연계되어 매년 10여개의 거리 축제가 개최

밤섬

밤섬[栗島]이라는 이름은 섬 모양이 밤처럼 생긴데서 유래

여의도 개발 시 한강의 흐름을 좋게 하고, 여의도 제방을 쌓는 데 필요한 

잡석 채취를 위해 1968년 2월 섬을 폭파·해체함

현재는 철새도래지로 유명하며, 한강 마포대교 하류 쪽 서강대교가 관통하는 

지점에 있음

공민왕사당

조선시대 초 서강 일대에 양곡 보관 창고를 지으려 할 때 동네 노인의 꿈에 

공민왕이 나타나 이곳에 당을 짓고 매년 제사 지낼 것을 계시한 데 따라 그를 

기리는 사당을 지었다함

현재의 건물은 6·25전쟁 때 파괴된 것을 전쟁 직후 주민들이 새로 건축함

주위에는 서울특별시 지정보호수 제48호인 느티나무 5그루와 주민들이 한때 

식수로 사용했던 우물이 있음

민간 전통 건축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이며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 공민왕사당

▲ 밤섬

▲ 홍대거리

▲ 와우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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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흥창터 

광흥창터

조선시대 관원의 녹봉(祿俸)으로 쓰일 양곡(糧穀)을 저장하던 창고 터

고려 제25대 충렬왕대의 제도를 따라 태조 원년(1392) 이곳 광흥창을 중심

으로 많은 관리들의 가솔이 모여 살게 되면서 ‘서강서반(西江西班)’이란 말이 

생겨났으며 아울러 취락지로 발달

 『대동지지』에서는 현재 봉원천의 옛 명칭인 창천(滄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창천이 그 근원을 모악 서남쪽에 두고 남쪽으로 흘러서 와우산 광흥창 앞을 지나 한강

으로 들어간다.”

서강나루터

서강대교 북단에 있던 나루터이며 서강대교의 건설로 기능 상실

마포에서 양화진에 이르는 사이 서강의 어구에 있는데서 유래되었으며 

서강진이라고도 불림

삼남지방과 서해안으로부터 곡물과 어물이 들어오던 나루터

▲ 서강지구 주요공간 및 시설 

▲ 서강나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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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구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

서강로와 독막로변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 

이면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서강지구의 총면적 중 약 65%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부분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약 30%)에는 대부분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음

강변북로를 따라 한강변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서강로

변으로 중심지 미관지구, 토정로변으로 일반 미관지구 지정

 토지이용

지구 중심부 동서축을 관통하는 토정로변으로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

포하고 있으며, 서강로변은 광흥창역 주변으로 아파트 상가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이 입지하고 있음

건축물 용도 중 약 52% 이상이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고, 한강변으로는 

공동주택(약 17%)이 분포하고 있음

서강지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매우 활발하여 단독 및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점차 아파

트로 변모되어가고 있는 지역

 토지소유

전체 구역면적의 약 50% 이상이 사유지이며, 신석초등학교, 신수중학교 

부지와 도로는 시유지(약 18%)

현석동 1-5번지 일대 공공공지와 일부 도로는 구유지(약 8%)

 건축물 노후도

건축물 노후도 현황을 살펴보면, 지구 내 전체 건축물의 약 80% 이상이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로 파악되며, 이들 대부분은 단독 및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주택 정비가 필요한 실정

서강지구 내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10년 미만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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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지구 현황

 
▲ 도시계획 현황

▲ 토지소유 현황

 
▲ 건축물 노후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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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서강지구 주변 도로망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 남측으로 도시고속도로인 

강변북로가 입지하고 있으며, 대상지 내부로는 와우산로, 서강로, 대흥로가 

남북방향으로 지나고, 독막로, 토정로가 동서방향으로 지나고 있음

특히, 서강로는 여의도 도심와 신촌 지역중심으로 연결되며, 독막로는 상암·

수색 광역중심과 마포 지역중심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대중교통현황을 살펴보면, 지하철 6호선 상수역, 광흥창역, 대흥역(서강대

앞)이 독막로를 따라 지나가고 있으며, 버스는 서강로와 독막로를 중심으로 

간선·지선버스가 경유하며, 지구 내 동서방향의 토정로를 중심으로 마을버

스가 지나가고 있음

▲ 서강지구 교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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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련계획․사업
 서울시 기본경관계획(2009)

서강·마포 경관중점관리구역

서강대교-마포대교-원효대교 북단 한강에 연접한 지역으로 일부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한산, 안산, 와우산, 노고산 등 조망이 가능한 지역

 2000년 이후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 증가로 한강 연접지역의 자연지형

(구릉지)과, 배후산 조망이 훼손되고 있어 자연지형 및 조망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

▲ 서강·마포 경관중점관리구역도 ▲ 서강·마포 3D 시뮬레이션

 서울시 수변경관계획(2010)

높이보존구역

구릉지 지역과 한강의 굴곡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 

추후 개발 시 조망을 고려한 높이계획이 다루어져야 할 지역 

자연지형과 조화되는 경관형성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저층으로 유도하며 

구릉지 보호를 위한 표고별 높이계획이 필요하고 주동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변화 있는 수변 공간 연출 도모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서북권역 관리방안

다양한 주민커뮤니티를 보호 및 육성하고, 외사산~내사산~한강을 연결하는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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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전략

정비사업 해제지역 및 추진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통해 생활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지역에 대한 중점관리 필요

정비사업 실시지역은 주민 커뮤니티 보호를 위해 지역밀착형 정비사업 추진 등 주거지의 

체계적 관리 도모

자연환경을 고려한 특성주거 및 하천변 여가문화공간 확보

구릉지, 하천과 연접한 개발지역 관리를 통해 자연경관을 고려한 특성개발 유도

주요 공원 및 하천을 중심으로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커뮤니티를 도모하고, 외

사산~내사산~하천으로 연결되는 녹지축 조성

주요 중심지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저렴·소형주택 확보

신촌과 홍대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을 확보, 

지역특성을 유지하고 청년 및 소외계층의 주거수요 공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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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및 공원화 사업

문화창작발전소 조성사업

사업대상 : 기존 서울화력발전소 4·5호기(연면적: 24,266㎡)

사업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중부발전(주)

사업추진 : 2012.06.~2018.12.

당인리발전소 폐지 예정인 4·5호기 발전설비를 문화창작발전소로서 활용하

여 새로운 유형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

지상부 공원화 사업

조성면적 : 88,350㎡(전면개방 60,400㎡, 제한개방 27,950㎡)

사업주체 : 계획(마포구, 중부발전), 시행(중부발전), 관리운영(마포구)

사업추진 : 2013.01.~2018.12.

도심 속 새로운 문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도시발전소, 환경, 문화, 예술, 

사람이 어우러지는 도시재생공원으로 조성

공간성격과 맥락에 따라 5개 공간으로 분할

생태환경과 에너지, 수체계 등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시민 여가공간 계획

▲ 당인리발전소 부지현황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감도

자료출처: 한국중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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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 기본구상

 토지이용부문 

배후 지역중심(관광, 쇼핑, 문화)기능 연계

여의도와 마포와 신촌지역 중심의 배후주거지역기능 수행과 함께 홍대문화

와 연계한 창조적 문화거점으로 조성

와우산, 마포음식문화거리, 홍대문화의 기능이 서강지구 접근로 및 생활가

로로 기능이 확대되어 한강으로 연계되도록 계획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 탐방로 특화

서강지구와 아울러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망원, 합정, 마포지구를 연계하

여 서북권 역사·문화의 대표적 거점으로 조성

탐방로구간 내 저이용공간 활용(고가차도 하부공간 등)을 통한 연계성 강화

▲ 합정~당산권의 권역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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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부문

한강변 접근 편의성 확보

서강지구 주요거점(역세권 등)에서 한강변으로 접근이 가급적 직선화되도록 

나들목 신설

서강지구 내 좁고 우회하는 나들목의 구조개선을 통해 접근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

자락길과 한강길의 연계

서강지구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홍대예술의 거리 나들길(광흥창역~공민왕

사당~와우산~홍대어린이공원~피카소거리)과 한강길을 연계

지구 내 가로녹화 및 보행 공간 개선을 통해 홍대의 예술·문화와 아울러 

한강의 수변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

자전거도로 연결성 강화

한강 자전거길로 접근하는 주요 가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개선 및 조성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도

기존 보도 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도시경관부문

배후 주요산, 구릉지의 조망을 위한 높이관리

서강지구는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서울시 기본경관계획, 2009)되어 

있음에 따라 한강 대안부에서 배후산(북한산, 안산) 조망 시, 자연경관의 

조망확보를 위한 경관관리

수변연접부, 한강접근로변 입체적 경관창출 유도

한강 수변연접부의 건축물에 대한 중·저층을 유도하여 한강조망에 대한 

경관 공유

주요 도로, 한강접근로를 대상으로 통경축, 보행축을 설정하여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가로활력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유도

 자연성부문

자연하안 기반을 형성하여 자연의 복원력에 의한 하안 안정화를 추진

과거 지형의 흔적을 통해 경관 조망을 위한 조망 공간 조성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아름다운 한강경관 복원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한강 일대의 옛 경관 요소인 ‘나루’, ‘진’, ‘포’, 

‘도’등을 한강의 역사경관 회복 대상지로 선정하여 한강의 생태적 복원과 

적절하게 조화된 역사문화적 경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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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이슈 및 관리방향

3.1. 지구 현안이슈

(1) 토지이용

 주변지역의 문화·관광기능 연계 미흡(토정로 활용가능)

주변에 홍익대, 서강대가 입지하고 있어 대학생과 젊은 층의 유동인구 풍부

하며, 활발한 상권 형성

마포음식문화거리, 홍대 걷고 싶은 거리, 홍대지역 주변 문화예술인력 유입에 대응 필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계획을 반영하여 지구서측지역을 문화·예술 특성화 지역으로 육성 가능

▲ 서강지구 주변지역 특성(좌: 홍대걷고싶은거리, 우: 마포음식문화거리)

 일부 노후화된 저층주택밀집지역 관리 필요

서강지구 동측의 노후저층밀집주거지에 대한 관리 필요

신수13구역(정비예정구역 해제), 주변 단독주택지역은 주택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좁은 골목길, 부족한 주차장, 공원·녹지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

▲ 서강지구 내 저층주택밀집지역

 일부지구 내 입체적 교차시설 등으로 인해 공간 단절 야기

공민왕사당~광흥창~한강변으로 연계되는 서강나루길 내 서강대교 하부공간의 

공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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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흥로변 보행자가로

서강대교 하부공간은 서강나루길과 한강길이 연계되는 결절점으로서 이 

공간에 대한 관리가 필요

 지구내 저이용부지 활용 필요

서강나루공원은 단순공원기능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주민들의 

부족한 여가 및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

현석나들목 주변의 저이용되고 있는 공공공지 활용이 필요

▲ 서강지구 토지이용부문 현안이슈

(2) 접근성

 한강접근로 보행환경 개선 필요

지구 북측 경계에 역세권(상수역, 광흥창역, 대흥역) 등의 주요 거점에서 

한강공원으로 접근하기 위한 가로환경 개선 필요

강변북로의 이면도로인 신수로는 일방통행구간(동→서)으로 도로폭과 보행

공간이 매우 협소한 실정

대부분의 가로의 보행자도로가 협소하고 교통시설물, 불법주정차, 수목이 

이중으로 심어져 있는 등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

지역자산과 공원이 연계된 자락길·계절길과 한강 연계성 미비

서강지구는 자락길, 홍대문화예술거리, 서강나루길, 한강길이 인접되어 있으나, 주거지

로 인해 연결성 미흡

서강지구 주변은 자락길과 한강길이 연결되어 있으나 지구내의 안내체계 

미비로 인해 이용이 거의 없는 실정

▲ 서강대교 하부공간

▲ 신수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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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접근시설 정비 및 신설 필요

서강지구는 한강변에 연접한 길이가 약 1.3km이고, 나들목은 총 3개소로 

300m~400m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음

일부 나들목(2개소)은 보행자·자전거이용자 혼용, 우회구간 발생, 시설낙후, 

가로등 설치 미비 등으로 인한 안전성이 결여

주요 나들목이 주거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자전거 및 보행자의 한강변 

인지성 부족

상수나들목 서강대교 하부 접근로

 자전거도로 개선필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및 주거지역에서 한강변으로 연계되는 

접근로에 자전거도로 확보 필요

▲ 서강지구 접근성부문 현안이슈

 



Ⅱ.지구별 가이드라인_07.서강지구

❙215

(3) 도시경관

 한강변 도시경관 관리미흡

서강지구 배후로 안산의 자락인 와우산, 노고산 구릉지역으로서  중점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기 개발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한강변으로 입지함에 따라 대부분의 자연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축물 높이와 층수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

▲ 서강지구 한강변 도시경관 

 한강변 주요 접근로에 대한 가로경관 관리필요

한강변 주요 접근로인 와우산로, 서강로, 신수로, 대흥로의 건축물, 옥외

광고물, 가로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 

홍대의 걷고 싶은 거리, 서강나루길, 자락길과 한강으로 연계되는 가로경관의 

일관성 확보 필요

와우산로변 서강로(서강대교하부공간) 신수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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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성

자연하안 기반을 형성하여 자연의 복원력에 의한 하안 안정화 추진 필요

세굴지역으로 세굴에 견딜 수 있으면서 환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호안 

개선 필요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교통에 따른 소음·공해 발생으로 인해 한강공원 이용자 

쾌적성 결여

서강지구 주변은 한강의 역사적 경관회복을 위한 중요 거점으로서 경관 

회복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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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방향

 목표

지역중심 배후지역으로써

“창조·문화기능과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주거지”

 
 부문별 중점관리원칙

토지이용

지역중심, 창조문화거점 등 지구 주변의 다양한 활력이 한강으로 연계되는 

주거지로 조성

접근성

자락길, 나들길과 연계되고 역세권에서 한강으로 접근하기 편리한 가로공간 

조성

도시경관

배후 주요산 경관을 고려한 높이관리를 통해 한강으로의 열린 조망 확보

자연성

양화~서강~마포지역의 자연성회복과 서강진 역사문화경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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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지구 관리방향 



Ⅱ.지구별 가이드라인_07.서강지구

❙219

4. 계획 및 가이드라인

4.1. 부문별 계획

(1) 토지이용

 토정로 생활가로 조성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유도)

대상지 서측의 마포음식문화거리와 동측의 당인리창작문화발전소(2018년 

준공예정)가 연계되도록 생활가로를 계획하여 합정, 서강, 마포지구가 상생

할 수 있도록 유도

가로변에 연도하여 상업시설, 복지시설, 공용시설과의 복합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활력 도모

주변 아파트와 개별건축물을 도시에 대응시킴으로써 가로보행의 편리성·

쾌적성 확보

 와우산로변 상세관리구역 설정

와우산로에 인접한 건축물에 대한 저층부 권장용도 설정을 통해 홍대문화

거리와 상수역 주변의 활력을 한강변으로 유도

홍대문화거리와의 시설용도연계를 통해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가로로 형성

향후 상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상세관리구역 편입 검토

 저층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지구 동측 저층주택밀집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쌈지공원 등을 확보

점진적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정체성 유지

 수변공공용지 등의 확충 및 이용

서강나루공원, 현석나들목 주변 등 공공용지 활용성 강화

기존 서강나루공원의 시설중복결정을 통해 문화 및 주민이용시설 확충 검토

현석나들목 주변으로 주민쉼터, 쌈지공원, 주민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한강공원 접근 유도

서강대교 하부공간 활용

홍대예술의거리~와우산근린공원~공민왕사당에서 한강변으로 연계되는 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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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길의 결절점인 서강대교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도입

도입권장시설: 쌈지공원, 주민체육시설, 자전거이용시설 등

▲ 서강지구 토지이용부문 계획

(2) 접근성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한강접근로 보행환경 개선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서강나루길, 자락길이 한강변의 한강길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서강지구 내 주요 접근로 환경 개선

와우산로, 서강로, 대흥로를 중심으로 보도확폭, 가로녹화, 노면정비 등 

보행자의 쾌적성·안전성 확보

홍대문화거리, 주요 역세권(상수역, 광흥창역), 교차로, 나들목 주변으로 

한강공원 안내시설(이정표, 노면표시 등) 설치

지자체 안내지도, 관광안내웹사이트 제작을 통한 홍보 활성화

한강변 접근시설 정비 및 개선

서강지구 나들목 개선을 통해 한강변 접근편의성 향상

상수나들목 : 보행자·자전거 분리, 나들목 환경개선

서강대교 하부경사로 : 가로등 설치, 보행자·자전거 분리, 나들목 환경개선

기존 콘크리트 공간에서 탈피하여 경관향상을 위한 디자인, 친환경적인 

재료사용 등을 통해 안전성과 쾌적성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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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산 탐방로 정비 및 연계

북측의 와우산, 공민왕사당, 광흥창 터 등에서 한강공원을 연계하는 서강

나루길 정비

서강나루길을 중심으로 한강나들길, 홍대예술문화거리 등 지구 주변의 특화

거리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행로 정비 및 안내시설 설치

 신수로 그린웨이 조성

기존 저이용되고 있는 신수로(일방통행)를 보행전용공간으로 조성하여 서강

대교 하부공간~마포나루까지 연계(가로공원화 검토)

 한강접근 자전거도로 및 시설 확충

신촌지역중심~한강공원~여의도로 접근하는 자전거도로 확충

역세권 등 주요거점에서 한강변 접근가능한 공공자전거 시설 도입 검토

▲ 서강지구 접근성부문 계획

(3) 도시경관

 주요산으로의 열린경관 형성 관리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배후산으로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여의나루역을 주요 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으로 활용 권장

한강변 대안부에서 북한산, 북악산, 남산, 안산 등의 조망 확보를 위해 재건축사업 추진 

시 경관시뮬레이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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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한강변으로의 열린 경관 창출 및 지구 내 주요가로의 통경축 확보를 통하여 

도시 내부에서 한강으로의 시각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광역․지구통경축을 지
정하고 경관형성기준을 마련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1.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광역통경축의 지정 및 관리

서강로(서강대교)를 광역통경축으로 지정하며, 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도시관리 및 개발계획 수립

지구통경축의 지정 및 관리

와우산로, 신수로, 대흥로를 지구통경축으로 지정하며, 가로변으로 경관

형성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도시관리 및 개발계획 수립

광역·지구통경축변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권장

저층부의 도입용도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리테일, 카페, 레스토랑, 

서점, 음반매장, 식음시설, 일반판매점 등), 공연장(스튜디오, 복합체험관 

등), 전시장(갤러리, 공공에게 개방 가능한 기업홍보관 등), 정보안내소, 단

지 내 부대복리시설, 스트리트몰 등 가로활성화에 기여하는 용도 계획

가로에 활기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와 시설이 일정 면적 이상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

▲ 서강지구 도시경관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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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성

 자연형 호안 복원

망원~서강~마포지구간 연계된 한강변 자연하안 복원을 통해 모래톱 형성 

유도 및 수변 식생대 복원

호안 조성 시 자생력 강한 식물 식재 또는 여울 및 수제 조성을 통해 모래 

유실 감소와 생물 서식기능 강화

빠른 유속에 적용 가능한 강성공법과 환경성이 유지될 수 있는  자연형 호

안으로 대체

 한강숲 조성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올림픽대로와 인접한 사면부 3개소에 완충기능 역할 수행을 위한 폭 

30~50m의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조성

 서강진 역사문화경관 복원

조선시대 경강은 삼강으로서 한강(한강진일대), 용산강(용산일대), 서강(마포

일대)이라 일컬어졌으며, 영역별로 행호, 서호, 남호·용호, 한강·황산하, 동호 

등 5개 영역이 있었음

이 중 서호는 마포, 서강, 양화나루 구간이며 많은 정자를 짓고 놀았던 

경승지로써 사적 경관 보존을 위해 지속적 관리

▲ 서강지구 자연성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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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획 가이드라인

 토지이용부문

1-1. 토정로 생활가로 조성 검토

1-2. 와우산로변 상세계획관리 유도

상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 검토(가로활성화용도 도입 유도)

1-3. 수변공공용지 등의 확충 및 이용

문화 및 주민이용시설 확충 검토

▲ 서강지구 토지이용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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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부문

2-1. 한강공원 접근로 보행환경 개선

보도확폭, 가로녹화, 노면 정비 

한강공원 안내시설(이정표, 노면표시 등) 설치

2-2. 지역자산 탐방로 정비 및 연계

서강나루길 보행로 정비 및 안내시설 설치

2-3. 한강변 접근시설 정비 및 개선

상수나들목, 서강대교 하부경사로 환경개선

2-4. 신수로 그린웨이 조성

가로공원화 검토

2-5. 한강접근 자전거도로 및 시설 확충

공공자전거 시설 도입 검토

▲ 서강지구 접근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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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부문

3-1.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 여의도 여의나루역

3-2.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광역통경축 : 서강로(서강대교)

지구통경축 : 와우산로, 신수로, 대흥로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1.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 서강지구 도시경관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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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성부문

4-1. 자연형 호안 복원(세굴구간)

4-2. 한강숲 조성

4-3. 서강진 역사문화경관 복원

▲ 서강지구 자연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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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부문 연번 계획내용 실행주체 기간 추진사항

토지이용

1-1 토정로 생활가로 조성 검토 공공 중기 ∙도시교통본부 등과 협의 시행

1-2 와우산로변 상세계획관리 유도 공공 중기
∙상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 
검토

1-3 수변공공용지 등의 확충 및 이용 민간·공공 중기 ∙마포구, 푸른도시국 등 협의 시행 

접근성

2-1 한강공원 접근로 보행환경 개선 공공 단기
∙마포구, 한강사업본부, 도시교통본부 
등과 협의 시행

2-2 지역자산 탐방로 정비 및 연계 공공 중기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 시행

2-3 한강변 접근시설 정비 및 개선 공공 단기

∙마포구, 한강사업본부, 도시교통본부 
등과 협의 시행

2-4 신수로 그린웨이 조성 민간·공공 장기

2-5 한강접근 자전거도로 및 시설 확충 공공 장기

도시경관

3-1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공공 단기 ∙서울시 경관계획 내용에 반영, 지구 

내 개발사업 미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시 반영 
3-2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공공 단기

자연성

4-1 자연하안 복원 공공

자연성부문에 관한 사항은

자연성회복기본계획에 따라 실행
4-2 한강숲 조성 공공

4-3 서강진 역사문화경관 복원 공공







08
당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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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관련계획

1.1. 지구 개요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 영등포구 양평동 및 당산동 일대

양평로 및 양평로21길 북측의 한강변 지역으로 당산역과 선유도역을 포함, 여의도 샛강

과 안양천 사이에 위치한 주거 및 준공업지역

지구 면적 : 약 2.0㎢ (양화 한강공원 0.3㎢, 안양천 수변공원, 선유도공원 

포함)

▲ 당산지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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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지명유래

당산동(堂山洞)은 옛날에 이곳에 해당화 나무가 많아 늦은 봄에 많이 피었

다하여 당산동이라 하기도 하며, 또 하나는 당산동 110에 우뚝 솟은 산이 

있어 이를 단산(單山)이라 부르고 이곳에 부군당이 있어 당제(堂祭)를 지냈

던 것에서 유래된 이름이라 함

양평동(楊坪洞)은 한강 옛 나루터의 하나인 양화도나루터 근처 벌판에 이루

어진 마을이란 뜻으로 양화도의 "양"자와 벌판의 "평"을 따서 붙여진 이름임

 지구 특성

3면이 강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대표적 수변지구, 한강과 안양천 

및 샛강으로 둘러싸인 합수부 지역

지구 내부에서 근거리에 수변공원이 위치하여 친수공간의 활용 잠재력이 

높음

한강변의 대표적인 오픈스페이스와 인접

당산지구는 양화 한강공원 및 가족단위 여가명소인 선유도공원과 맞닿아 

있으며, 여의도 한강공원과도 인접하고 있음 

한강 맞은편으로 망원지구, 난지지구 등 서북권의 대표적인 한강공원이 위치

하고 있으며, 공원화를 추진중인 당인리발전소 등이 위치 

▲ 강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당산지구 

 
▲ 대표적인 한강공원 인접

한강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한 준공업지역

한강변의 준공업지역으로는 가양, 성수, 당산지구가 있으나 가양지구는 거

의 대부분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성수지구의 경우 수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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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화대교 전망대

 ▲ 서남권 신산업지역의 관문

▲ 한강양안을 연결하는 보행 및 
자전거네트워크의 핵심지역

▲ 양화지구 내 장미단지

서 이격되어 준공업지역이 위치

당산지구는 한강변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산업지역으로서 최근 

IT 산업공간 등이 입지하고 있고, 다수의 저이용 토지들이 분포하고 있어 

한강, 안양천 등 수변과 인접한 신산업공간으로서의 잠재력 보유

안양천 및 서부간선도로를 따라 분포하는 산업축의 시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추진 시 수변 산업공간으로서 새로운 지역이미지 

창출 가능 

서울 3도심지역으로의 지하철 연계 가능지

지하철 9호선 및 2호선이 지구 내부를 통과하고 있어 홍대․신촌․도심을 비
롯하여 여의도․영등포, 강남 등 서울시 공간구조상 3도심 지역과 지하철을 
통한 연계가 용이한 지역

광역적 간선도로망의 교차점에 위치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노들길을 비롯하여, 성산대교, 월드컵대교(예정)

를 통해 내부순환도로, 증산로 등 광역적 간선도로망의 교차지점에 위치, 

뛰어난 교통접근성 보유

특히 노들로의 경우 서울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다수 대중교통 노선이 

집결되어 있어 대중교통접근성 또한 양호함

한강 양안연결 보행 및 자전거 네트워크의 핵심지역

불광천, 홍제천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동선상의 결절점으로서 
입지적 잠재력 보유

한강 서부지역 일대의 강남~강북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네트워크의 거점
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동선연결체계 구축 필요지역

 지구 내 주요공간 및 시설

양화 한강공원

여의도 샛강 하구에서 강서구 가양대교 사이의 한강남단에 위치

양화지구 둔치에는 넓은 잔디밭을 비롯하여 장미단지, 물억새길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

선유교를 통해 환경재생 생태공원인 선유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한강 건너

편으로는 북한산, 안산 등을 원경으로 조망 가능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농구장 등 운동시설, 매점 등 편의시설, 양화대교 전

망대(카페스토리아 양화, 카페스토리아 선유), 해양스포츠훈련장, 당산역 승

강기(당산역 보행육교 연결) 등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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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유도공원 수생식물원

▲ 선유도공원 녹색기둥정원

▲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 양화인공폭포

선유도공원

선유도는 본래 선유봉이라는 작은 봉우리가 있던 섬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암석을 채취하기 위해 깎여나가면서 봉우리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그 자

리에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선

유도 정수장으로 사용

 2000년 12월 폐쇄 예정이던 선유정수사업소 이적지를 기존 시설물을 최대

한 활용한 환경재활용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여 2002년 4월 선유도공원

으로 개장

시민들에게 문화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한강의 역사와 생태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선유도공원 내에서 북한산 일대와 여의도 스카이라인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명소 위치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서울시 최초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여 강서·양천·구로·금천·은평·마포

구 170만여 시민에게 ‘아리수’를 생산 공급하는 시설

정수센터 내 아리수홍보관 및 전망대 등이 위치하고 있음

영등포 올레길(수변 둘레길)

영등포 수변둘레길과 여의도 생태순환길 조성

영등포 수변둘레길은 총길이 8.2㎞로서 도림천 생태하천~안양천 구간 연결 

(구간 내 양화인공폭포 등 분포)

여의도 생태순환길은 여의도 한강공원~샛강생태공원~양화 한강공원을 연결

하는 총 11.3㎞구간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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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산지구 주요공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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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구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
한강 연접부는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면부의 선유

도역 일대 및 안양천변을 따라서는 준공업지역이 분포

당산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은 준주거지역과 노선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상업시설들이 일부 집적하고 있음

 토지이용

기존에는 지역의 대부분이 공장 및 자동차 관련시설 밀집지역이었으나, 준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 개발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준공업지역 내 

토지이용의 상당부분이 주거위주로 전환

반면, 한강변에 면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낮은 용적률 규정 등 개발

여건상의 한계로 인해 기존의 공장용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주거지역

과 준공업지역 간 용도의 역전현상이 발생

 토지소유

지구 내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양평어린이공원, 양평2동 주

민센터 등을 제외하고는 국공유지 등 공공소유 토지가 거의 없음

▲ 용도지역지구 현황

 

▲ 도시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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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노후도

당산역 동측 주거지역 및 성산대교 남측지역을 중심으로 노후건축물이 집

중되어 있는 반면, 지구 내부 준공업지역은 필지별 개발을 통해 주거건물이

나 기업사옥, 아파트형공장 등이 다수 개발되고 있는 추세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롯데제과, IS비즈타워, 코오롱아파트형공장, 대우미래사랑2차, 삼

성화재 등

▲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 IS 비즈타워

 
▲ 롯데제과

▲ 코오롱 아파트형공장

 
▲ 대우 미래사랑 2차

 
▲ 삼성화재

▲ 토지소유 현황

 

▲ 건축물 노후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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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과 지하철2,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이 위치하고 있어 

홍대, 신촌 등 활동중심지 및 한양도성, 여의도․영등포, 강남 등 도심지역으
로의 지하철 연계가 우수한 지역

한강변으로는 올림픽대로와 다수의 버스노선이 통과하는 노들로, 그리고 안

양천변으로 서부간선도로 등이 위치하여 광역적인 교통접근성이 매우 양호

▲ 당산지구 교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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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련계획․사업
당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2006.8)

지하철 9호선과 2호선이 환승하는 당산역 환승역세권 일대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위해 양평로변 상업지역, 당산로변 및 이면도로변 준주거지역, 준공

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활권중심지 형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당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한강공공성재편계획(2009) 및 당산 유도정비구역 계획(중단)

한강공공성재편계획에서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통합적

으로 개발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아트팩토리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의 

마스터플랜을 수립

이와 연계한 유도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당산지구의 미래상을 서남

권 신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설정, 전략적 개발유도를 목적으로 당산역세권 
및 선유도역세권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특별계획

구역 지정을 통한 전면적 신축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이후 여건 변

화로 계획수립이 중단

▲ 특별계획구역(I-1) 세부개발계획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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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대교 위치도

광역통경축 1개소(양화대교), 지구통경축 5개소 설정

한강변으로 산업지원기반 구축(산학연 R&D센타, 산업종합지원센터)

선유도역·․당산역 등 역세권지역의 전략적 개발유도 및 양평로 복합지원축 조성
망원~선유도~목동을 연계한 예술문화입체가로 조성

▲ 당산 유도정비계획 기본구상(안)

월드컵대교 건설사업

한강의 31번째 교량(예정)으로서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교량이며, 성산대교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 등으로 

2008년 건설 시작

증산로와 내부순환로~공항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직결하는 교량으로 준공 시 

서울 서남부 간선도로망체계를 완성

한강교량 최초로 폭 1.7m의 자전거도로가 양방향으로 설치되며, 강남·북 

한강공원 자전거전용도로의 연결을 위해 북단(1개소)과 남단(2개소)에 회전

형경사로 설치

월드컵대교 준공시 홍제천~난지한강공원~안양천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자
전거전용도로 네트워크망 구축가능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2015~2020)

성산대교 남단과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를 잇는 총 10.33㎞ 구간을 대상으

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추진(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2015.3.11)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해 왕복 4차로의 지하터널을 건설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지상 서부간선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 간선도로 옆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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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구간

등 잔여공간은 친환경공간 조성 예정

지하화사업 완료시 안양천 등 수변과의 접근성 개선을 비롯하여 교통정체 

해소 등 서남권 일대 생활환경의 개선 기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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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 기본구상

 토지이용부문

합정지구와 연계된 수변창조문화권역 조성

신촌~홍대~합정~선유도~당산지구를 연결하는 수변창조문화 권역 육성

당인리발전소 공원화·문화명소 조성, 선유도 공원과 연계하여 당산지구 내 

한강변 저이용 공장부지를 활용한 수변문화거점 조성

어린이 문예회관 등 창작예술공간, 가족단위여가공간 등 조성

호텔/컨벤션, 전망 및 휴게/편익공간 등이 복합된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

 접근성 부문

선유도~당산지구~안양천까지의 보행·자전거 및 녹지연계 강화

지구 내에서 선유도, 한강공원 및 안양천으로 접근하는 접근로를 중심으로 

환경개선 유도

안양천으로의 보행·자전거 접근성 증진

▲ 합정~당산권의 권역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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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양안, 불광천~안양천을 연결하는 광역적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홍대문화거리의 한강확장 및 주변 명소공간간의 수상교통 연계도모

 도시경관 부문

한강 자연자원 조망을 위한 신규 조망명소공간 확충

안양천 합수부, 당산지구 내 저이용 공장부지 등 활용

한강, 선유도 접근로 대상 가로환경 개선 유도

 자연성 부문

양화 한강공원 둔치의 자연성회복을 위해 음수대 및 배수로 주변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주차장 투수 포장개선, 운동시설 다기능화 등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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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이슈 및 관리방향

3.1. 지구 현안이슈

(1) 토지이용

 한강변으로 수변 입지에 부적합한 노후공장들이 다수 입지

지구 내 한강변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용도는 대

부분 노후공장, 물류센터 등이 입지하고 있어 수변지역의 입지잠재력과 상

충되는 개발현황 지속

▲ 한강변 노후공장 현황 

 체계적인 관리수단 부족으로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간 토지

이용 혼재 (용도지역 간 토지이용 역전현상 발생)

지구 내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구분없이 공장용도 및 주거용도가 혼재

한강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상당부분은 낡은 공장부지로 존치되고 있는 

반면, 이면의 준공업지역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고밀 주거위

주의 개발이 점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용도지역 간 토지이용의 역전현상 발

생

 준공업지역 내 개별 필지단위의 산발적 개발추진에 따라 기반

시설 부족 등 생활환경 악화

전체적으로 국공유지 등 공공시설용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확보없이 진행되는 준공업지역의 산발적 개발에 따라 보행

공간 부족 등 지구 내 생활환경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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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산지구 토지이용 현안이슈

(2) 접근성

 선유도, 한강공원이 강변도로로 배후 지구와 가장 넓은 폭으

로 단절

한강르네상스계획 등 한강으로의 접근성 개선계획을 통해 지구내 총 5개의 

한강접근로를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있어 한강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당산역~한강연결 입체보행교, 당산지하차도(당산역 보차혼용도로~한강공원), 양화대교 전

망카페~한강공원, 선유도역~걷고싶은길~한강공원~선유교, 성산대교 남단~한강공원 연결 

지하차도 등

그러나 수변으로 올림픽대로와 노들로가 위치하고 있어 수변지역과 배후지

역이 약 150m 폭으로 넓게 단절되어 있어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에 한계가 

있음

 지구 내부에서 한강나들목까지의 접근환경이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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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내 좁은 도로폭 등 기반시설 환경이 열악하고, 대형트럭 등 공장 진출

입차량 혼재, 고가도로 등에 의해 지구 내에서 한강공원 나들목까지의 보행 

및 자전거 접근환경이 열악하고 위험

 안양천으로의 접근환경 불편

안양천과 당산지구 간 접근로가 2개소 분포하고 있으나, 양평로 28길~안양

천 간 접근환경이 고가도로 및 협소한 보행로 등으로 인하여 매우 불편

 지구 내 녹지․오픈스페이스 부족 및 수변으로의 녹지네트워크 
미흡 (양평동 가로녹지공간 등 활용 부족)

지구 내 공원녹지공간이 거의 없고 한강 및 안양천 등 수변으로의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가 빈약

양평동 가로녹지 등 노들로 변으로 녹지공간이 선형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주변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 당산지구 접근성 현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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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경관

선유도, 전망카페 등 다수의 한강조망명소가 이미 조성되어 있고, 한강변 

가로녹지공간, 저밀의 토지이용 등으로 한강변에서 당산지구를 조망하는 도

시경관은 비교적 양호

다만 지구내부 가로에서 한강으로 접근하는 가로경관이 열악하여 수변접근

로 등을 대상으로 한 가로환경의 개선 필요

인접한 가양지구 내 조망명소인 용왕정에서 북한산, 남산, 한강으로의 열린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구경관의 관리 필요

(4) 자연성

양화한강공원은 2011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기존의 인

공호안을 자연형호안으로 개선

양화한강공원 둔치에는 자생목본식재지와 잔디식재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

음과 동시에 포장지와 시설지가 다수 조성되어 있어 녹지지역의 식생보완

과 이용강도 조사를 바탕으로 한 투수기능 개선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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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방향

 목표

수변여가와 신산업의 활력이 함께하는

“수변여가․산업 중심지구 조성”
 부문별 중점관리원칙

토지이용

새로운 중심공간의 확충 및 배후 산업기능의 수변 확장

수변 접근로 및 수변인접지역의 활동성 강화

접근성

주요 역세권 중심지․중심가로(양평로)와 수변(안양천, 한강)을 연결하는 보
행․녹지 네트워크 개선
도시경관

주요 조망장소, 한강공원 등을 접근하는 접근가로의 경관개선

자연성

둔치 내 자연성회복을 위한 생물서식공간 조성 및 주차장 투수포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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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산지구 관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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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저이용 공장부지

4. 계획 및 가이드라인

4.1. 부문별 계획

(1) 토지이용

 중심지의 계획적․체계적 관리 도모
중심지 일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검토

선유도역 및 양평로 일대, 한강 및 안양천 접근로 일대 등 주요활동중심지

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고려

선유도역~당산역 연결 양평로 축

안양천~선유도역~한강연결하는 수변 접근축 일대 

당산지구 중심가로 및 한강접근로를 대상으로 구역지정을 검토하되, 여건에 

따라 범위를 확장하여 계획

준공업지역은 신산업기능 입지를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향후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을 고려, 신산업용도가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

신산업입지를 위한 기반시설정비 등의 계획을 반영

 수변 공공용지 등의 확충 및 이용

한강변 저이용 공장부지의 적극적 공간활용 도모

한강변으로 분포하는 저이용 공장부지(제2종일반주거지역)를 대상으로 선유

도역~선유도공원을 연계하는 당산지구의 중심적인 수변여가․신산업 앵커공
간으로 조성

저이용토지의 전략적 공간활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특별계획

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상향 검토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른 공공기여를 활용, 전략용지 확충 및 선유도와 연

계된 가족단위 여가공간 등 조성

한강 연접부의 양평동 가로녹지를 포함하여 통합적인 공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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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산지구 토지이용부문 계획

(2) 접근성

 수변 접근성 증진을 위한 주요접근로 환경 개선

안양천~선유도역~한강공원~선유도 연결 양평로24길 개선

양평로 24길변으로 보도 및 녹지공간 확충 등 보행환경 개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연계하여 현재의 방음벽 철거 및 안양천으로의 접

근성 개선

한강변 노후공장용지의 활용시 양평로 가로녹지변 도로(차량통행 우회 처

리) 및 양평로24길 일부 보행전용공간 전환 검토

양평로 가로녹지공간은 한강공원 및 선유도 진입공간으로 적극적 환경개선 

추진

당산역~양화 한강공원 접근로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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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후퇴, 가로 연결녹지공간 등 확충을 통해 한강접근 보행․녹지축 강화

 강남․북 연결 보행․자전거 네트워크 강화
안양천~한강~불광천을 잇는 보행․자전거 간선망체계 구축
월드컵대교(불광천, 홍제천, 월드컵공원, 난지한강공원) 자전거도로와 연계

하여 안양천 및 양화한강공원과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연계체계 구축

성산대교~양화한강공원, 양화대교~양화한강공원 한강자전거길 연결체계 구

축(장기)

선유도공원 진입부 자전거 주차공간 확충

양화대교에서 선유도공원으로 진입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자전거 접근의 편

의성을 고려하여 자전거 주차공간을 확충

▲ 당산지구 접근성부문 계획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254

▲ 안양천~한강 합수부

▲ 선유도공원 전망대

 수상교통을 활용한 주변지역 연계

선유도공원~당산(양화나루)~여의도~합정(당인리발전소) 등 한강변 주요 여

가문화명소들을 연계하는 수륙양용버스, 수상페리 등 수상교통을 통한 연계

방안 검토

(3) 도시경관

 한강 등 주요 자연자원으로의 조망공간 확보

기존 조망명소의 활성화

한강 등 자연자원으로의 조망을 위한 기존 조망명소로 선유도전망대를 비

롯하여 한강교량에 조성된 양화·선유 전망카페, 안양천과 한강의 합수부에 

위치한 수변 조망공간 등이 분포 

특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선유도 전망대 및 안양천 합수부 조망공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민휴게/편익시설 등을 복합 조성함으로써 시민편

익 및 조망공간의 활성화 도모 필요

수변 전략용지의 활용과 연계한 신규 조망명소 창출

한강변 저이용 공장용지의 활용시 상층부 한강 전망공간을 확충

시민휴게 및 편익공간, 가족단위 여가공간 등을 복합 조성하고, 선유교 등 

보행브리지와의 직접적 공간연결 도모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 관리

한강변에서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을 위한 주요산 경관시

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 확보를 위해 선유도전망대(북한산, 안산)를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으로 설정

당산지구 맞은편의 망원지구 내 개발사업 등의 경관심의 시 배후산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경관심의 추진(주어진 지점에서의 경

관시뮬레이션 의무화)

▲ 선유도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산, 안산으로의 열린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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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경관 다양성 및 조형성 창출

지구경관 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구경관 시뮬레이션기준점 설정․운영
당산지구에 대한 한강 대안부 시뮬레이션 기준점으로는 망원초록길 상부, 

망원정 활용 권장

광역통경축 및 지구통경축의 지정 및 관리

한강변으로의 열린 경관 창출 및 지구 내 주요가로의 통경축 확보를 통하

여 도시 내부에서 한강으로의 시각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광역․지구통경축
을 지정하고 경관형성기준을 마련

*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2.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광역통경축으로 서부간선도로(성산대교), 선유로(양화대교) 지정

지구통경축으로 양평로22․24․28길 지정

▲ 당산지구 도시경관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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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성

 샛강합류부 거점한강숲 및 강변도로 완충숲 조성

여의샛강 합류부를 대상으로 갈대, 물억새 등 습지성 초본 식재, 수변 버드

나무림 조성 등 수변식생을 개선하여 거점한강숲을 조성하고, 강변도로변으

로는 완충숲 조성

  주차장 투수포장 개선 및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주차장 투수포장 개선은 틈새투수포장지 약 17,000㎡를 대상으로 추진하

고, 음수대 및 배수로 주변으로 저류녹지 등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 당산지구 자연성부문 계획



Ⅱ.지구별 가이드라인_08.당산지구

❙257

4.2. 계획 가이드라인

 토지이용부문

1-1. 중심지 일대 계획적 관리, 신산업공간 등의 입지 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 관리계획 수립 검토

양평로 일대 및 한강 접근로변 등 대상으로 수립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신산업용도 입지유도 및 기반시설정비 등 산

업기능 육성 고려

1-2. 한강변 저이용 공장부지 대상 적극적 공간 활용 검토 

용도지역 상향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을 통한 활용방안 검토

공공기여를 활용한 시민이용공간 확충, 양평동 가로녹지를 포함하여 

통합적 공간계획 도모

1-3. 수변 창조문화탐방로 조성

선유도(양화한강공원)~망원~합정~마포 일대 역사문화자원 연계

▲ 당산지구 토지이용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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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부문

2-1. 양평로 24길 보도 및 녹지공간 확충 등 보행환경 개선

일부 구간 보행전용공간 전환 검토

2-2. 당산역~양화한강공원 접근로 환경개선

2-3. 월드컵대교~안양천, 양화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연결

2-4. 성산․양화대교~양화한강공원 연결 자전거도로 확충
2-5. 선유도공원 진입부 자전거 주차공간 확충

2-6. 선유도~홍대합정(당인리)~여의도 일대 수상교통을 통한 

연계방안 검토

▲ 당산지구 접근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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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부문

3-1. 선유도 전망대, 안양천 합수부 조망공간(쉼터)의 

시민휴게/편익시설 등 복합화 검토

3-2. 한강변 저이용 공장부지 활용 상층부 한강 전망공간 확충

편익공간 등 복합, 선유교 등과 직접적 공간 연결

3-3.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및 지구경관 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 선유도 전망대(북한산, 안산)

지구경관 시뮬레이션 기준점 : 망원초록길 상부, 망원정

3-4.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광역통경축 : 서부간선도로(성산대교), 선유로(양화대교)

지구통경축 : 양평로22길, 24길, 28길

*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2.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 당산지구 도시경관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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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성부문

4-1. 샛강 합류부 거점한강숲 조성

4-2.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4-3. 주차장의 불투수포장 투수성 개선

4-4. 음수대 및 배수로 주변 소규모 저류녹지 조성

▲ 당산지구 자연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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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부문 연번 계획내용 실행주체 기간 추진사항

토지이용

1-1

중심지 일대 계획적 관리, 신산

업공간 등의 입지여건 조성을 위

한 공공 관리계획 수립 검토

공공 중기 ∙ 도시계획국 시행

1-2
한강변 저이용 공장부지 대상 적

극적 공간 활용방안 검토
공공 중기 ∙ 도시계획국 시행

1-3 수변창조문화탐방로 조성 공공 단기

접근성

2-1
양평로24길 보도 및 녹지공간 

확충 등 보행환경 개선
공공 중기

∙ 도시계획국,푸른도시국,도시교통본부 
협의,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연계 시행

2-2
당산역~양화한강공원 접근로 환

경개선
공공 단기

∙ 당산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공공사업으로 반영 검토

2-3
월드컵대교~안양천, 양화한강공

원 자전거도로 연결
공공 장기

∙ 도시교통본부 및 한강사업본부 
협의시행

2-4
성산․양화대교~양화한강공원 연
결 자전거도로 확충

공공 장기
∙ 도시교통본부 및 한강사업본부 
협의시행

2-5
선유도공원 진입부 자전거 주차

공간 확충
공공 장기 ∙ 한강사업본부 협의 시행

2-6
선유도~홍대합정~여의도 일대 

수상교통을 통한 연계방안 검토
공공 중기 ∙ 한강사업본부 협의 시행

도시경관

3-1

선유도 전망대, 안양천 합수부 

조망공간의 시민휴게/편익시설 

등 복합화 검토

공공 단기 ∙ 한강사업본부 협의 시행

3-2
한강변 저이용 공장부지 활용 상

층부 한강 전망공간 확충
민간 중기

∙ 도시계획국,푸른도시국,한강사업본부 
등 협의 시행

3-3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및 지구경관 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공공 단기 ∙ 서울시 경관계획에 반영, 지구 내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시 반영
3-4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

성기준 적용
공공 단기

자연성

4-1 샛강 합류부 거점한강숲 조성 공공

자연성부문에 관한 사항은 

자연성회복기본계획에 따라 실행

4-2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공공

4-3 주차장의 불투수포장 투수성 개선 공공

4-4
음수대 및 배수로 주변 소규모 

저류녹지 조성
공공









C 여의도~용산권역

09. 마포지구

10. 용산지구

11. 여의도지구

12. 노량진지구





09
마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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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관련계획

1.1. 지구 개요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 마포구 도화동, 용강동, 용산구 원효로2동 일대

대흥로와 원효로 사이의 한강변 지역으로 마포역을 중심으로 하는 마포·공덕 지역중심 

일부를 포함하는 지구

지구 면적 : 약 1.2㎢ (망원 한강공원 0.1㎢ 포함)

▲ 마포지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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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지구 입지특성 

▲ 마포대로변 개발현황

▲ 지구내부 아파트단지 현황

 대상지 지명유래

도화동(桃花洞)은 조선시대부터 도화내동이라 부른데서 이어지는 지명으로, 

현재의 마포삼성아파트와 우성아파트 일대 산비탈에 복숭아꽃이 많이 피어

있으므로 복사골이라 부른데서 유래 

마포동(麻浦洞)은 안산에서 갈라진 와우산, 노고산, 용산 구릉산맥이 한강으

로 뻗어 세 산맥연안에 호수처럼 발달한 서호, 마호, 용호가 있었는데, 이 

3호를 삼개(三浦-3개의 포구)라고 불렀고, 이 삼개 중 지금의 마포를 마포

강, 마포항 등으로 부른데서 유래

용강동(龍江洞)은 이곳의 한강이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이라는 풍수지리

설에서 유래

 지구 특성

한양도성~여의도를 연결하는 업무축상에 위치

마포대로를 따라 한양도성에서부터 시작되는 업무축이 한강을 거쳐 여의도

와 연결되는 지역

주변으로 다수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들이 분포하며, 최근 대부분의 개발

이 완료되어 한강으로의 활동연계가 가능

용산(전자상가)~여의도 연결 활동축상에 위치

마포지구와 인접하여 용산전자상가 등을 포함하는 용산 광역중심이 위치하

며, 청파로, 원효로 등을 통해 도시내부의 활동을 수변으로 연장가능한 입

지여건 보유

지구 내부에 마포․공덕 지역중심, 인접하여 신촌 지역중심 위치
지구 내부에는 서울시 지역중심 중 업무비율의 개발이 가장 높은 마포․공덕 지
역중심이 위치

인접하여 홍대, 신촌 등 서울을 대표하는 대학․문화 중심공간 위치 
도심 및 주변 중심지와의 교통연계성 우수

지하철(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버스 등을 통해 도심, 여의도, 신
촌, 공덕 등 중심지로의 광역적 교통연계성 우수

강북에서 도심과 인접하여 아파트가 가장 밀집한 지역

아현뉴타운 등과 함께 도심, 마포․공덕 지역중심 등의 배후 주거지의 역할 담당
마포대교 서측으로 마포태영, 용강, 용강2, 용강3 주택재개발구역(완료) 분포

마포대교 동측으로 마포삼성, 도화동우성, 청암자이, 도화현대1차, 2차, 도원삼성, 한진그

랑빌, 강변삼성, 원효산호 등 아파트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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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
  (2009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배후로 안산자락이 분포하는 구릉지지역

배후로 안산의 자락인 와우산, 노고산, 용산 구릉자락이 분포하는 구릉지역

으로서 2009년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에서 중점적인 경관관리를 목적으로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

강북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도심경관축

마포대로(마포대교), 원효로(원효대교)를 따라 한강과 여의도를 가장 잘 조

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심경관축의 하나

▲ 원효대교에서 바라본 한강 및 여의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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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내 주요공간 및 시설

마포나루터

한양도성 서쪽 10리 지점에 자리했던 마포나루는 조선전기부터 수상교통의 

요지로서 지금의 마포대교 자리에 위치

서해안의 어선을 비롯하여 전국의 어염상선들이 출입하였던 강항으로 서울 

도성까지의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내륙항의 요충지이며, 삼남지방에서 

올라오는 곡물, 소금, 젓갈류 및 해산물 등으로 성시를 이룸

그 후 육로교통이 발달하면서 점차 기능을 상실하다가 마포대교 건설(1970

년)로 인해 사라지고, 현재는 마포유수지 전면 한강공원에 마포나루터 조형

물만 존재하고 있음. 근래 옛 마포나루의 영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개최

마포공영주차장

마포대교 북단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유수지 복개주차장으로, 1992년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건설. 약 31,000㎡의 부지면적에 520여 대의 주차 

수용 가능 (민자사업 기간 완료로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운영 중)

서울 봄꽃길·여름녹음길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걷기 좋은 길을 즐길 수 있도록 계절별 걷기좋은 

길을 선정하여 시민들과 공유. 2015년 현재 봄꽃길 140개소, 여름녹음길 

170개소 선정

마포지구 내에는 봄꽃길 2개소, 여름녹음길 2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

근의 독막로(태영아파트~주택가 사잇길), 원효녹지대 또한 녹음길로 선정

봄꽃길 : 토정로, 토정로 37길(용강동 걷고싶은거리)

여름녹음길 : 큰우물로(용강래미안~태영아파트 사잇길), 토정로 37길(용

강동 걷고싶은거리)

석불사

마포구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가 오랜 사찰로 마포타워 이면부에 위치. 

조선 숙종 때 창건된 사찰로 창건 당시 마포항구에 위치하여 뱃사람들이 

무사히 항해할 것을 기원하는 사찰로 유명

흥선대원군의 억불정책으로 사찰이 파괴되었다가 일제강점기 절터에서 석

불이 발견되어 석불암(石佛庵)이라는 이름으로 중창. 한국전쟁으로 삼성각 

한 채를 제외한 모든 전각이 불탔으나, 1960년대 이후 다시 중창불사를 실

시

▲ 석불사

▲ 마포나루(조선시대)

▲ 마포나루터 조형물(마포대교하부)

▲ 마포공영주차장

▲ 용강동 걷고싶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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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강동 정구중 가옥

 1920년대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주택(개량한옥)으로 마포구 큰우물

로2길 22에 위치. 좁은 터에 동향집으로 안채, 행랑채, 별당을 따로 만든 

한옥 살림집

대지 약 797㎡(241평)에 건평 약 235㎡(71평)으로 제약된 좁은 집터에 전

통 한옥 구조 형식으로 지어져 이형대지(異形垈地)에 세운 개량한옥의 면모

를 보여주는 건축물로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17호로 지정

정구중 가옥을 제외한 주변 블록이 아파트단지로 재개발되어 블록 내부에 독

립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 개발시 단지 내 공원 및 커뮤니티시설(한

옥)을 정구중 가옥과 인접 배치하여 조성

마포음식문화거리

마포음식문화거리는 마포역에서부터 도화소어린이공원 일대, 대흥로까지 이

어지는 지역으로 2002년 마포구에서 마포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특화거

리 조성

옛날 마포나루가 활성화되었을 당시부터 뱃사람들을 위한 주막이 발달한데

서 유래하여 마포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인 돼지갈비 등 120여 개의 음식점

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2002년 이후 매년 마포음식문화축제 개최

용강시범아파트 철거부지 녹지공원

한강변 대흥로2길을 따라 선형으로 분포하던 용강시범아파트를 서울시에서 

철거 후 공원으로 조성

1971년 서울시에서 용강시범아파트 건립. 한강변으로 아파트 7개동이 일직선으로 늘어

서 한강 조망권 저해문제 등 발생

2006년 안전진단시 E등급 판정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건축물)

2008.2.20 용강시범아파트부지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철거부지 2,811㎡와 인근 강변북로 제방 비탈면 4,500㎡에 녹화사업 추진 (망원한강공

원과 연결되는 녹지공간 조성)

용강시범아파트 철거부지(용강동 496-7 일대, 2,811㎡) 녹지조성 완료 (2010.11.11.)

▲  녹지공원 조성(2010) 

▲ 정구중 가옥(민속문화재 17호)

▲ 마포음식문화거리·축제

▲ 용강시범아파트 (공원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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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지구 주요공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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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토정로32길변 
   노후건축물 밀집블럭 현황

1.2. 지구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
마포~공덕역 역세권축을 따라 형성된 마포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이 대부분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지정. 한강변 등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제2

종·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한강변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마포대로변으로 중심지미

관지구 및 방화지구, 토정로·대흥로변으로 일반미관지구 지정

 토지이용

마포-공덕 역세권은 서울시 도시공간구조상 한양도성과 영등포·여의도 도심

을 연결하는 지역중심으로 마포대로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집중 개발되어 있음

그 외 대부분 지역은 노후주택지가 분포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의 집중적

인 저층주택지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

며, 지구 내 추진사업은 용강 제3구역(2015.01)을 마지막으로 모두 완료

현재는 한강변 지역 중 마포음식문화거리(토정길) 남측지역, 원효로 이면부 

등을 대상으로 일부 저층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음

▲ 용도지역지구 현황

 

▲ 도시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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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

지구 내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로 구성, 국공유지 등 공공소유토지가 거의 

없음

공공소유토지로는 마포구 공영주차장과 3개의 공원용지(마포어린이공원, 도

화소어린이공원, 복사꽃어린이공원), 중부여성발전센터, 서울경찰악대 등 분

포 

 건축물 노후도

지구 내부의 노후건축물 밀집 지역은 9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인 정비사업

을 통해 아파트로 재개발되었고, 마포대로변으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

해 대부분 건축물의 신축개발이 완료

반면, 한강변으로 산호아파트(1977년, 6개동, 12층), 원효로변 풍전아파트

(1971년, 4개동), 토정길 남측 저층주택지, 현대자동차 부지 등이 한강변의 

노후건축물로 현재까지 남아있음

▲ 원효산호아파트
   (1977년 준공, 6개동 12층)

 
▲ 한강변 현대자동차 부지

▲ 토지소유 현황

 
▲ 건축물 노후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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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상암․수색, 용산 등 광역거점지역을 연결하는 6호선과 여의도․영등포, 한양
도성 등 도심지역을 연결하는 5호선이 교차하는 등 지역교통의 중심으로서 

4개의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공덕역(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이 
인근에 위치

아울러 지하철 6호선 대흥역, 효창공원앞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지구 내부

에 마포대로변으로 5호선 마포역 위치

한강변으로 강변북로가 위치하고 있고 지구 내부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

도록 되어 있어 광역적 교통접근성이 대단히 우수

지구내부 생활가로로서 토정길, 삼개로, 효창원로 등으로 버스교통이 통과

하고 있어 인근 지하철역 등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비교적 우수한 지역 

(상암, 신촌, 용산, 여의도, 한양도성 등으로 접근 가능)

▲ 마포지구 교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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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2020  
  (마포지역 정비예정구역)

▲ 원효아파트지구

1.3. 관련계획․사업
대상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으로는 원효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마포

대로 일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지구 내부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재개발 정비계획이 있으며, 지구와 인접하여 아현뉴타운이 위치하고 있음

기타 특화공간 계획으로서 대상지 내 토정길변으로 마포음식문화거리가 조성되

어 있으며, 경의선 공원화 사업계획 등이 수립

원효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2005.12)

아파트지구 면적은 27,117㎡,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한강변의 경관을 고려한 계획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효로변으로 공

원용지 10%를 계획

그 외 용적률 230%이하, 건폐율 50%이하, 높이는 제한없음으로 서울시 도

시계획조례사항 반영 규정

건축물 배치 관련하여 한강인접부 탑상형 배치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단, 

판상형 배치시 시각통로 확보) 규정

▲ 원효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2005년 정비계획 결정)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2020) : 마포지역

마포로 일대는 1979년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현재 상당부분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완료된 상태

공덕역 백범로 남측 마포대로변으로 48개 사업지구가 분포하며 현재 사업

완료 34개 지구, 사업시행중 4개 지구, 존치지구 4개 지구, 미시행 6개 지

구로 대부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음

건축물 최고높이는 역세권지역․일반업무상업지역의 경우 110m 적용 (그외 지역은 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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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대로 현황

적용)

기준용적률은 700% 이하, 허용 800%, 상한용적률 1,000% 이하 적용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마포지구 일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가 1994년 

재건축(마포삼성아파트)된 이후, 최근까지도 저층주택지에 대한 주택재개발

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한강변으로 산호아파트(1977년, 6개동, 12층), 원효로변 풍전아파트(1971

년, 4개동) 등의 재건축연한 도래

▲ 마포지구 재개발·재건축 추진현황

 

경의선 공원화 사업

 2007년 마포구-한국철도시설공단 간 공원화 협약체결, 2010년 서울시-한

국철도시설공단 공원화 협약체결 

 2011년 12월 경의선철도 폐선유휴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경의선 지상구간 6.3㎞(공원 4.3㎞), 면적 102,000

㎡를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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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선 공원화사업구간

공원부지는 광역 그린웨이로 구축하고, 자전거와 보행통로가 공존하는 녹도

로 조성

세부적으로 용산구민센터~대흥로(2.7㎞) 구간은 경의선 지중화 시점부로서 상징성을 부

여하여, 철도와 기차가 주는 과거의 기억과 상징성을 기념할 수 있는 숲길로 조성

대흥로~양화로(1.87㎞)구간은 홍대와 신촌을 연결하는 열린 문화공간, 문화교류공간으로, 

양화로~홍제천(1.73㎞) 구간은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쉼터, 가족마당 등으로 조성

 2010년 12월부터 1단계(염리동~대흥동, 760m)구간의 공원화공사를 시작

으로 ‘12년 1단계구간, ’15년 6월 2단계(연남동, 새창고개, 염리동)구간의 

공원화 사업을 완료하여 총 6.3㎞중 2.7㎞ 구간이 시민에 개방되었으며, 

나머지 구간은 2016년 완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

▲ 공덕역 방향에서 바라본 염리동~대흥동 구간

 

▲ 경의선 그린웨이 조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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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 기본구상

 토지이용 부문

여의도~이촌권역의 일부로서 여의도, 용산 등 국제적 수변업무권

역의 업무지원 및 배후 주거기능 담당

마포․공덕 지역중심으로서 한양도성, 여의도, 용산 등 국제적 업무중심지에 
대한 업무지원기능 담당

도심 및 한강과 인접한 쾌적한 주거지로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도심을 지원

하는 배후 주거기능 강화

한강변의 대규모 저이용부지 활용, 한양도성~용산~여의도를 잇는 

한강변의 활동거점 조성 

마포공영주차장(마포유수지)부지 및 현대자동차부지 등 저이용 부지의 전략

적 공간활용 도모

마포․공덕지역의 업무기능, 용산전자상가 일대 상권의 활력을 한강까지 연
장

▲ 여의도~용산권의 권역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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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부문

배후 중심지(마포역, 공덕역, 마포음식문화거리 등)의 보행활동을 

수변으로 연장

지구 내부에서 한강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나들목 등 접근시설 추가 조성 

(인접지역 개발 등과 연계하여 환경개선)

지구 내 녹지공간 간 연결성 개선을 통한 한강접근의 쾌적성 확보

경의선 공원, 지구 내 녹음길 등 서로 단절된 공원녹지의 연결을 통한 한

강접근 보행네트워크 확보

 도시경관 부문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강 수변경관 및 여의도 도심경관을 조

망할 수 있는 조망공간 확보

배후로 북한산, 안산 등이 위치한 구릉지 지역으로서 구릉지경관

을 관리

북한산, 안산 등 배후 주요산으로 열린 경관 형성 유도

 자연성 부문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콘크리트 인공호안을 자연하안 또는 자연형호안으로 복원하여 한

강의 자연성을 강화

유속이 완만한 퇴적지역은 자연하안, 유속이 빠른 세굴지역은 자연형호안으

로 복원

강변도로 완충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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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주거위주 토지이용

▲ 한강변 마포타워 

3. 주요이슈 및 관리방향

3.1. 지구 현안이슈

(1) 토지이용

 한강변 대부분이 주거지 위주로 한강변 활동성 미약

마포지구는 한강변 마포대로 인근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마포타워, 준

주거지역 내 강변한신코아빌딩 등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파트 

위주의 주거지역을 형성 

 한강변으로 저이용토지가 분포하여 지구내부 활동이 한강인접

부에서 단절

마포역․공덕역 일대 지역중심의 활동이 한강 인접부에서 마포유수지 등으로 
인해 단절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상업활동이 한강 인접부에서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부지 등으로 단절 

 용강동 녹지공원 인접 주택지의 노후화 및 공원과 연계된 공

간활용 부족

용강시범아파트 철거 후 한강변으로 녹지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강변북로 

방음벽 설치 및 한강과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인해지역환경개선 효과가 미

흡

그 외 대부분의 지역은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상당부분 완료되어 있고, 일부 

저층주택지역 대상으로 자력적인 건축물 환경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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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나들목 위치

▲ 청암동 보도육교(한강변)

▲ 마포지구 토지이용부문 현안이슈

(2) 접근성

 지구내부 주요 접근로~한강까지의 보행접근성 취약

지구 내부에서 한강공원으로 접근가능한 나들목은 4개소가 분포하고 있으

나, 나들목 간 간격이 넓고 주요 접근로에서 나들목까지의 거리가 멀어 한

강접근성 취약

나들목 간 간격 

현석나들목~마포나들목 : 약 850m

마포나들목~마포종점나들목 : 약 500m

마포종점나들목~청암동 보도육교 : 약 350m

청암동 보도육교~원효 보행육교 : 약 500m

주요 접근로~나들목까지의 접근거리

대흥역(대흥로)~현석나들목 : 약 1.1km

마포역~마포나들목, 마포종점 나들목 : 약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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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나들목 현황
  상 : 제내지측 진입로
  하 : 제외지측 진입로

 협소한 나들목 형태로 인해 보행불편 및 안전문제 우려

마포공영주차장 인근의 마포나들목의 경우 좁고 협소한 진입구 형태로 보

행 및 안전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음

그 외 나들목의 경우 대부분 자전거 겸용의 램프형태로 조성되어 보행으로 

접근할 경우 동선이 길어져 불편

 지구 내 공원녹지 간 네트워크 미흡

한강공원(망원지구)과 용강동 녹지공원, 서울 여름녹음길(토정로 37길, 큰우

물길, 독막로 등 3개소), 서울 봄꽃길(토정로) 등 다수의 공원녹지가 분포하

고 있으나 이들 상호간의 연결성 단절

용강동 녹지공원의 경우 한강과의 단절로 공간활용 미흡

▲ 마포지구 접근성부문 현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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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지구 한강둔치 현황

(3) 도시경관

구릉지형으로 지구 내부~한강을 바라보는 통경확보 미흡

마포대교 동측 지역의 경우 구릉지형에 따른 불규칙한 도시조직으로 인하

여 지구 내부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통경확보가 어려움

여의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공의 조망공간 부족

한강과 여의도의 도심경관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에도 불

구하고, 이를 조망할 수 있는 공공의 조망공간이 부족

(4) 자연성

한강변으로 고가도로 형성 및 둔치공간이 협소하여 생태적 공간활용 한계

대부분이 콘크리트 위주의 인공호안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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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방향

 목표

마포․공덕일대 업무기능, 용산전자상가 등의       
“중심활동이 한강과 함께하는 도심인접 주거지” 조성

 부문별 중점관리원칙

토지이용

마포대로 등 주요 한강변 활동축상으로 중심기능, 공공기능 집적

접근성

배후 중심지(마포역, 공덕역, 마포음식문화거리 등)의 보행활동을 수변으로 

연장하고, 단절된 공원녹지 간 연결성 증진

도시경관

한강 수변경관 및 여의도 등 도심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안산, 북한산 등 배후 주요산 열린경관 형성, 구릉지 경관 관리

자연성

한강 둔치의 자연호안, 자연형하안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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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지구 관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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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공장부지 앞 
   한강접근 보행육교

▲ 현대자동차공장부지 현황

▲ 마포공영주차장 현황

▲ 용강동 선형녹지공원

4. 계획 및 가이드라인

4.1. 부문별 주요 계획

(1) 토지이용

 수변 공공용지 등의 확충 및 이용

마포공영주차장 부지의 전략적 복합 활용

하부는 유수지 및 기존 공영주차장 기능을 일부 수용

상부는 마포역 일대 지역중심기능에 부합하는 임대업무, 중소기업지원, 주

민문화․체육공간, 복합문화타운 등으로 활용 검토
마포공영주차장 부지 활용시, 마포나들목 환경개선과 연계하여 한강공원으

로의 접근성을 강화 

한강 및 여의도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시민이용 전망복합공간 및 마포나

루터 등 역사자원을 활용한 전시공간 등 조성 고려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 추진 검토

현대자동차 원효로서비스센터 부지 등의 전략공간 활용

장기적으로 부지개발 추진 시, 한강진출입로와 연계하여 공공기여를 한강변

으로 집적하도록 유도

한강 진출입 개선 및 원효로 일대 교통개선과 병행하여 공공기여의 활용방

안 검토

원효산호아파트 재정비시 공공기여를 한강접근로변 배치

원효산호아파트(1977년) 재건축시 공공기여를 한강 접근로변으로 배치 유

도. 장기적으로 현대자동차부지 공공기여와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한강변 노후주거지역 관리방안 마련

용강동 선형녹지공원과 인접한 노후 주거지역 관리

  마포음식문화거리와 한강을 연결하는 토정로28길, 32길 및 용강동 선형녹

지공원(대흥로2길)변 주거지 일대의 환경개선 도모

장기적으로 토정로32길~한강공원 연결 나들목 개설 등 한강공원 접근로 

조성을 통해 선형녹지공원 및 주변 건축물 토지이용의 활력 창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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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나루터 등 역사문화자원의 복원 및 연계

마포나루터 복원

한강공원 내 마포나루터 일대를 대상으로 대교 건설로 사라진 옛 포구의 

모습을 일부 복원하여 역사교육 및 체험,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

현재 월드컵공원에서 개최되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등 다양한 지역문화 

프로그램과 연계

역사문화탐방로 연계

마포나루터를 복원하고 망원정, 절두산성지, 양화진외국인 선교사묘원, 공

민왕사당 등 합정․서강 일대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는 역사문화탐방로와 
연계

▲ 마포지구 토지이용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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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흥로~한강연결부 현황

(2) 접근성 

 수변 접근성 증진을 위한 나들목개설 및 환경개선

대흥역(대흥로)~한강연결 나들목 신설 검토

대흥역에서 이어지는 대흥로를 통해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대흥로 남

측에 한강 접근시설(나들목)을 신설

강변 그린아파트 전면공간 또는 현석2구역(래미안마포웰스트림, 2016년 예

정)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기여 부지(구립어린이집 예정) 등 활용 검토

마포공영주차장 활용과 연계한 마포나들목 환경 개선

마포공영주차장 복합활용과 연계하여 기존의 협소한 폭의 마포나들목 확장 

등 환경개선 추진

장기적으로 토정로32길~한강공원 연결 나들목 개설 검토

토정로 마포음식문화거리 등 특화가로에서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나들목 신설 검토(신마포나들목)

용강동 녹지공원과 주변 노후주택지역의 활성화와 연계

 지구내 녹음길 등 한강공원 연결

남북방향 서울녹음길 연결

경의선숲길~여름녹음길(토정로37길)~마포공영주차장~한강공원(마포나루터) 

연결

동서방향 서울녹음길을 마포대로까지 연장 조성

용강동 녹지공원을 따라 보행녹지축울 마포나들목까지 연결. 한강삼성아파

트 에 대한 담장허물기사업 추진 검토

큰우물로 녹음길~마포역까지 연장

독막로~마포대로 연결부 녹음길 조성

▲ 토정로37길(여름녹음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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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지구 접근성부문 계획

(3) 도시경관

 한강, 여의도 등 조망을 위한 전망공간 확보

원효․마포대교 등 광역통경축 인접부 대상 전망공간 확충
원효대교 북단의 현대자동차 원효로서비스센터부지, 산호아파트 부지의 공

공기여 등을 활용한 시민 전망문화복합공간 확충 검토

마포대교 북단의 마포공영주차장 활용시 한강 및 여의도 일대로의 전망문

화공간 조성

효창원로~산호아파트~63빌딩으로 열린 통경 확보

산호아파트 재건축시 한강 및 여의도 일대로의 통경축 확보방안 검토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 및 구릉지 경관 관리

배후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을 위한 주요산 경관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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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기준점 설정․운영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 확보를 위해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전면(북한산, 안

산), 원효대교 남단 동측(남산)을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으로 설정하

고, 지구 내 건축물 경관심의 시 배후산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심의 추진 (주어진 지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 의무화)

배후로 안산자락이 분포하는 구릉지형을 고려하여 중점경관관리

구역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 적용 운영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심의기준은 서울시 경관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마포지구는 서울시 경관계획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서 

경관심의 기준 적용 운영

▲ 여의나루역(2번출구) 전면에서 바라본 마포지구 현황

 지구경관 다양성 및 조형성 창출

한강변, 접근로변으로 중․저층 배치 유도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계획 시, 수변 연접부의 위압감 완화 및 입체

적 수변경관 창출을 위해 한강변은 낮고, 한강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V

자형의 스카이라인을 형성

수변부와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주동은 중․저층으로 계획하도록 유도하고, 
가로장방형 또는 부정형의 부지형태 등 부지여건상 중․저층 계획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관심의를 통해 수변 중저층 배치기준을 완화 적용

완화적용 시, 제내지에서 한강으로의 접근로 및 통경축 등과 연계하여 부지

의 일정 부분을 저층배치구간 또는 고층배치구간 등으로 설정하여 획일적

인 차폐경관의 형성을 방지하도록 함

지구경관 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구경관 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
운영

마포지구에 대한 한강 대안부 시뮬레이션 기준점으로는 여의도공원(여의나

루역 2번출구 전면), 원효대교 및 마포대교 남단지점 등을 활용 권장

광역통경축 및 지구통경축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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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으로의 열린 경관 창출 및 지구 내 주요가로의 통경축 확보를 통하

여 도시 내부에서 한강으로의 시각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광역․지구통경축
을 지정하고 경관형성기준을 마련

*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2.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광역통경축으로 마포대로 및 원효로 지정

지구통경축으로 대흥로, 토정로31길, 효창원로 지정

▲ 마포지구 도시경관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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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성

 콘크리트 인공호안을 자연하안,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

유속이 완만한 퇴적지역은 자연하안, 유속이 빠른 세굴지역은 자연형 호안

으로 복원 (자연형 호안 조성시 수제 설치, 모래톱형성 유도)

한강공원 내 저류녹지 조성 및 운동시설 다기능화

 강변도로 완충숲 조성

강변북로와 인접한 한강둔치지역을 대상으로 강변도로 완충숲 조성

▲ 마포지구 자연성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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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획 가이드라인

 토지이용 부문

1-1. 마포공영주차장 부지의 전략적 복합 활용 검토

중소기업지원, 주민문화체육공간, 복합문화타운 등 마포역 일대 지역

중심기능에 부합하는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1-2. 수변인접부지 공공기여 등의 전략 활용

현대자동차 공장부지, 산호아파트 등 개발시 공공기여를 한강진출입로 

등 한강변 집적, 한강진출입로 개선 등과 연계 활용

1-3. 용강동 선형 녹지공원 인접 노후주거지역 관리

한강공원과 연계한 선형 녹지공원 및 주변건축물 토지이용 활성화방

안 마련

1-4. 마포나루터 복원

1-5. 수변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 마포지구 토지이용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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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부문

2-1. 대흥역(대흥로)~한강연결 나들목 신설

강변그린아파트 전면공간, 현석2구역 공공기여부지 일부 활용방안 등 

검토)

2-2. 마포공영주차장 활용과 연계, 마포나들목 환경 개선

마포나들목의 환경개선과 연계하여 한강삼성아파트 담장허물기사업 

추진 검토

2-3. 토정로32길~한강공원 연결 나들목 개설 검토(장기)

2-4. 지구 내 녹음길 등 주요보행로를 한강공원과 연결

경의선숲길~녹음길~마포유수지~한강공원 연결, 동서방향 서울녹음길 

2개소(큰우물로, 독막로) 마포대로까지 연장 조성)

▲ 마포지구 접근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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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 부문

3-1. 한강, 여의도 등 조망을 위한 전망공간 확충

원효대교 북단 현대자동차부지 공공기여 활용, 마포공영주차장 복합 

개발시 전망문화공간 확충 등

3-2. 산호아파트 재건축시 효창원로~63빌딩간 통경 확보

3-3.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및 지구경관 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 여의나루역 2번출구 전면(북한산, 안

산), 원효대교 남단(남산)

지구경관 시뮬레이션 기준점 : 마포대교 남단

3-4.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광역통경축 : 마포대로(마포대교), 원효로(원효대교)

지구통경축 : 대흥로, 토정로31길, 효창원로

*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2.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 마포지구 도시경관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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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성 부문

4-1. 강변도로 완충숲 조성

4-2. 한강변 자연하안, 자연형 호안 복원

4-3. 저류녹지 조성

▲ 마포지구 자연성부문 가이드라인



Ⅱ.지구별 가이드라인_09.마포지구

❙299

4.3.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부문 연번 계획내용 실행주체 기간 추진사항

토지이용

1-1
마포 공영주차장 부지의 전략적 

복합활용 검토
공공 단기

∙ 도시재생본부,마포구 협의 및 
한강관광자원화 사업 연계 시행

∙ 마포역 일대 지역중심기능에 
부합하는 시민문화복합공간 활용

∙ 한강, 여의도 조망을 위한 전망공간 
확충

1-2
수변인접부지 공공기여 등의 전

략활용
민간·공공 중기

∙ 민간에서 활용계획 제안시 협의/관리, 
산호아파트는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협의 시행)

1-3
용강동 선형 녹지공원 인접 노후

주거지역 관리
공공 단기

∙ 한강사업본부,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협의 시행

1-4 마포나루터 복원 공공 단기 ∙ 한강사업본부 협의 시행
1-5 수변창조문화탐방로 조성 공공 단기 ∙ 한강사업본부 협의 시행

접근성

2-1 대흥역~한강연결 나들목 신설 공공 장기 ∙ 한강사업본부 협의 시행

2-2
마포공영주차장 활용과 연계, 마

포나들목 환경개선
공공 단기

∙ 마포공영주차장 부지의 전략적 활용 
시 마포나들목 확대 조성

2-3
토정로32길~한강공원 연결 나들

목 개설 검토
공공 장기

∙ 한강사업본부,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협의 시행

2-4
지구 내 녹음길 등 주요보행로를 

한강공원과 연결
공공 단기 ∙ 푸른도시국 협의 시행

도시경관

3-1
한강, 여의도 등 조망을 위한 전

망공간 확충
민간·공공 장기

∙ 공공기여 활용, 한강전망공간 등 
확충

3-2
산호아파트 재건축 시 효창원로 

~63빌딩 간 통경축 확보
민간 장기

∙ 서울시 경관계획에 반영, 지구 내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시 반영

3-3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및 지구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공공 단기

3-4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

성기준 적용
공공 단기

자연성

4-1 강변도로 완충숲 조성 공공

자연성부문에 관한 사항은

자연성회복기본계획에 따라 실행
4-2

한강변 자연하안 및 자연형 호안 

복원
공공

4-3 저류녹지 조성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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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관련계획

1.1. 지구 개요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 용산구 이촌2동, 한강로동, 원효로1․2동 일대
북측 원효로, 새창로를 경계로 하고, 동남측으로는 서빙고로, 경의중앙선 철도를 경계로 

하는 지구로서 용산역, 철도정비창, 용산전자상가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

지구 면적 : 약 1.6㎢ (이촌 한강공원 0.2㎢ 포함)

▲ 용산지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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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지명유래

한강 노들섬에 살던 주민들이 여름철 홍수로 인한 물난리를 피해 강 안쪽

으로 거주지를 옮긴데서 ‘이촌동(移村洞)’의 지명이 유래함

용산구 내 남서측에 위치한 이촌동은 한강대교 북단과 연결된 한강로를 기

준으로 ‘동부 이촌동’(이촌1동)과 ‘서부 이촌동’으로 구분(이촌2동)

 지구 특성

서울 3도심의 지리적 중심이자 광역중심으로 한양도성~여의도․영
등포 도심을 연결하는 고차업무 집적 대상지

용산지구는 한양도성, 여의도․영등포, 강남 등 서울 3도심의 지리적 중심이
자 한양도성 진입의 관문에 입지

 2030 도시기본계획의 서울시 공간구조상 7광역중심의 하나로서 특화된 중

심지 육성을 통한 권역별 균형발전 목적으로 지정

역사도심인 한양도성 안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밀․고층의 대형상업․업무시
설 등을 흡수하고, 한양도성 및 영등포․여의도와 연계한 국제기능 등 고차
업무기능을 집적하도록 계획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공간구조 (3도심, 7광역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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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국제적 교통 HUB

▲ 물과 녹지가 교차하는 지역

전국적/국제적 교통허브인 용산역 입지

과거부터 용산은 삼남 물류의 중심으로 교통의 요충지 역할

현재 용산은 지하철 1․4호선, 신안산선(계획중)을 비롯하여, KTX(호남선, 경
부선), 경의선, 경원선 등 전국 차원의 철도노선 약 10여개가 교차하는 지

역으로 서울의 주요 교통허브 기능 담당

용산전자상가 등 광역적 상권형성 중심지

용산역 민자역사 등 광역상권 중심기능을 비롯하여 용산전자상가 등 전국 

대상 중심상권 보유

한강과 연계된 대표적 수변 비즈니스타운 잠재력 보유 

용산역사 및 한강대로변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다수의 특별계획구역이 지정

되어 개발이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용산국제업무단지 조성시 한강과 연

계된 서울의 대표적인 활동중심지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유 

서울의 대표적인 친수 녹색․문화 중심지 조성 가능
국가상징가로축(한강대로), 국가상징녹지축과 한강이 교차하는 거점이자 한

강변의 도심진입 관문으로서 입지적 상징성을 보유

생태문화공간으로서 노들섬을 비롯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녹지공간으로 용

산공원이 국가 차원에서 조성 예정

▲ 수변 비즈니스타운 및 녹색문화중심지로서 용산지역의 잠재력

 지구 내 주요공간 및 시설

용산전자상가 

용산구 한강로2가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청계천 세운상가에 있던 전자상가

가 도심 부적격 업종 판정을 받게 되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

하게 된 옛 용산청과물시장 자리에 오늘날 전자상가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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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전자상가 내 관광호텔 
개발계획 (39층규모)

▲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조감도

대상부지를 전기·전자 제품 판매단지 및 관광 버스터미널 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1984년 서울시의 사업시행 기본계획 방침 확정, 1985년 10월에 도

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시행허가로 본격적인 조성을 시작 

 1988년 6월, 용산전자상가 20개동 가운데 18개동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4개 시장개설(나진산업·서울전자유통·원효전자상가·선인산업) 및 농업협동

조합 개점을 거쳐 오늘날의 전자상가를 형성하게 됨

용산전자상가는 1990년대 이후 컴퓨터와 각종 전자제품 등을 

취급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상가로 발돋움하였으나, 인터넷 쇼핑

몰의 발달, 대형마트의 성장 등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로 산업활

동 등이 위축된 상태

최근 용산전자상가(관광버스터미널부지, 전자상가로 운영)에 국

내 최대규모(약 1,700실)의 관광호텔 개발계획 진행으로 침체된 

용산전자상가의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음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역의 철도 차량사업소와 그 주변지역을 철거하고 대규모 업

무지구와 명품 수변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개발 프로젝트로서, 개

발 면적은 용산 철도기지 0.442㎢ + 서부이촌동 0.124㎢를 합

친 0.566㎢임

 2005년에 당시 건설교통부에 의해 개발 계획 수립이 시작되어 2007년 개

발 계획이 정식 발표, 예정 사업비가 무려 31조에 달하는 단군이래 최대 

랜드마크 개발 프로젝트

초기에는 용산차량기지에 한정되어 추진을 시작하였나(면적 약44만㎡) 

2007년 한강르네상스계획과 연계해서 서부이촌동을 개발부지에 포함(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하면서 총면적 약 56만㎡로 추진하게 됨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일시에 추진하고자 한 시도로서 사업리스크가 클 뿐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코레일과 건설사간의 갈등과 분쟁, 주민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추진 후 7년만인 2013.10.10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지구

지정을 해제함

계획안의 수립과정에서 111층 규모의 초고층빌딩을 비롯하여 각각의 빌딩들 모두를 세

계적인 유명 설계가들로부터 설계 진행

새남터성당

카톨릭 순교성지중의 하나이며, 종래의 서양식 교회건축양식을 탈피한 순 

한국식 건물로, 기념관·전시관·기념성당 등이 위치

조선시대부터 사육신이 처형되는 등 처형장으로 일부 활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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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남터성당 전경

고, 1801년 신유박해 때 중국인 신부 주문모(周文謨)가 이곳에

서 처형당한 뒤로 주로 천주교신자들의 순교지가 됨 (최초의 한

국인 신부인 김대건을 비롯하여 많은 신자들이 처형된 장소)

이렇듯 천주교인들의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천주교에서 

1950년 토지매입, 순교기념지로 지정 등을 추진하고, 한국순교

복자수도회에서 1984년 새남터순교기념대성전을 건립하게 됨

▲ 용산지구 주요공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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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구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
한강대로변 및 용산역 주변,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일반상업지역 

지정

철도정비창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강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그 외 이면부를 대상으로는 대부분

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

강변북로를 따라 한강변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한강로, 

원표로, 청파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으로는 중심지미관지구 지정

 토지이용

한강변으로는 대부분 아파트 및 노후주거지가 위치하고 있고, 용산역 인근

으로 철도정비창부지와 청파로변으로 용산전자상가가 위치

한강변의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아파트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모두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수의 특별계획구역들이 지정되어 있음

 토지소유

한강변으로 주거용도로 활용되는 지역을 대상으로는 대부분 사유지가 분포

하고 있으며, 원효로변 중산아파트, 지구 내부 이촌시범아파트 등은 서울시

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국유지로는 국제업무지구로 개발 예정이었던 철도정비창 부지를 비롯하여 

한강대로 동측으로 다수 국공유지가 분포

 건축물 노후도

시유지에 지어진 중산아파트, 이촌시범아파트의 경우 노후도가 40년을 경

과하고 있고, 그 외 주변의 단독주택 지역들도 대부분 노후화가 심화되어 

있음

한강변으로 북한강 성원아파트, 이촌동 대림아파트, 이촌현대 한강아파트, 

동아그린아파트, 한강 트럼프월드 등 노후도 20년 미만의 아파트단지들이 

일부 분포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310

▲ 용도지역지구 현황

 

▲ 도시계획 현황

▲ 토지소유 현황

 

▲ 건축물 노후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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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서울의 지리적 중심에 입지하여 한강대로 및 원효로를 통해 한양도성 및 

여의도․영등포 등 두 개의 도심과 연결되고, 강변북로가 용산지구 남측을 
따라 동서방향으로 지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 

지하철 1․4호선이 지나고 있으며, 용산역, 신용산역 등 지하철역 2개소 위
치. 특히 용산역은 호남선, 전라선 KTX 및 장항선 등 국토 서남지역 운행

열차의 시종착역으로 전국적인 교통거점 역할 

지구 남측의 서부이촌동은 철도정비창 등 대규모부지 및 경부선 철도 등의 

기반시설로 인해 이촌로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전철역 등과도 이격되어 있

어 상대적으로 교통이용여건이 불리

▲ 용산지구 교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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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특별계획구역

9.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
10. 용산역전면 특별계획구역
14.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15. 65-100일대 특별계획구역
16.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신설 (변경포함)

19.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 1
20.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 2
21. 정비창전면특별계획구역 3
22. 빗물펌프장 주변 특별계획구역
23.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24. 정류장부지 동측 특별계획구역
25. 용산세무서주변 특별계획구역

1.3. 관련계획․사업
용산지구의 경우 지구 전체가 용산 지구단위계획 또는 한강변 이촌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역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강대로 및 용산공원 남측 지역은 도시환

경정비예정구역으로 동시 지정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도시계획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로 

1985년 도시계획시설 결정됨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010.12.2)

 199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001.7.10. 지구단위계획 결정

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재정비계획을 수립

 2010년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강변 아파트지구를 포함하

여 계획결정 완료(2013.10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파트지구를 제외한 종전 

구역으로 환원)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상 용산지구 내 12개 구역의 특별계획구역

을 지정하여 세부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 관리

이중 한강대로변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원

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사업수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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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2020

기정 정비예정구역 외에 용산지구단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중 빗물펌

프장 주변지역 등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지

역으로 진입로 확보 및 연계개발 필요 등 고려)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세부 계획내용은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운용

최근(2015년) 용산역전면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에 따라 30층 

규모의 국군호텔 개발 등 다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중 (1-2구역의 경우 

최고높이 150m이하의 관광호텔․업무시설 등 개발 예정)

▲ 용산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이촌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2005)

한강대교 서측의 서부이촌동 일대를 아파트지구로 지정(1976년 최초 지정, 

2005년 계획변경결정)

한강철교를 경계로 서측을 1주구, 2주구, 동측을 3주구로 계획

주구구분, 용적률, 건폐율, 일부 기반시설 계획 등 최소한도의 계획사항만

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별도 높이제한 없이 계획

 1주구와 2주구(중산시범아파트, 성원아파트, 대림아파트 등) 지역은 철도정

비창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2010.4.22.,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면서 아파트지구가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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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일대) 재정비

 2013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해제되면서 별도의 관리방안이 

없어진 이촌아파트지구내 1,2주구를 포함하여 이촌로 남측 서부이촌동 일

대를 대상으로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촌아파트지구 일부를 용산지구

단위계획으로 포함 관리)

▲ 용산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일대) 재정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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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 기본구상

 토지이용 부문

여의도~이촌권역의 일부로서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을 통해 서울

의 대표적 수변업무·문화중심지 조성

도시기본계획상의 광역중심으로서 배후의 도시활력을 한강까지 

연장

광역중심으로서 용산역, 한강대로 및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도시활력을 

장기적으로 한강까지 연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한강변으로 열린 토지이용 실현

한강변 일대 주거지역의 정비와 연계

한강변으로 가용부지 등을 활용하여 수변문화복합공간 등 확충

▲ 여의도~용산권의 권역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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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부문

도로, 철도 등으로 단절된 지역간의 연결성 증진

지역간 단절완화 등을 위해 양측 단절지역 연결을 위한 데크공간 조성 등 

지역연계성 개선방안 마련

한강과의 보행·녹지 연계성 증진

향후 국제업무지구 등 개발시 지구 내부에서 한강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

해 한강접근로 추가 개설을 검토

기존의 열악한 접근로 환경개선 추진

 도시경관 부문

광역중심으로서 한강변으로 열린 경관 및 랜드마크경관 창출

서울 한강변 중심입지이면서 한강에서 도심(한양도성)으로 진입하는 관문지

역으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경관거점 조성을 유도해 나가고, 한강변에서

부터 배후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입체적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부, 용산역 등 배후 활동중심지에서 한강 및 여의도 방

면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

 자연성 부문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천변습지 및 자연호안 조성을 통한 생태환경 복원

용산지구 전면의 이촌 한강공원(한강철교 북단 주변)은 보존 필요지역이 다

수 분포하여 천변습지 조성 등 생태환경 복원 및 자연성회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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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남터성당 
(1846년 김대건, 주문모 등 카톨릭 
신부들의 순교장소)

3. 주요이슈 및 관리방향

3.1. 지구 현안이슈

(1) 토지이용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무산 및 지역 침체(노후화)로 정비가 

필요한 주거지 다수 분포

이촌로 남측의 서부이촌동 일대를 대상으로 연도형상가가 발달해 있었으나, 

국제업무지구 개발과정에 따른 폐업과 개발 무산으로 상권침체, 주민불만이 

심화

지난 10여년 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환경의 노후화가 지속된 지역

으로 이면부 노후주거지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 

70년대에 건축되어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역이 다수 분포

(중산시범아파트단지, 이촌시범아파트단지, 남측단독주택지 재건축예정구역, 강변맨션 등) 

 한강변으로 가로장방형의 아파트단지, 경의․중앙선 철도 등 분
포로 한강변 열린 토지이용 실현에 제약

성원아파트(340세대. 1997년), 대림아파트(638세대, 1994년), 이촌현대 한

강아파트(516세대, 1997년) 등은 비교적 양호한 아파트단지로서 당분간 현 

상태로 존치 불가피

중산 시범아파트단지(228세대, 1970년)의 경우 일부 시유지 내 입지하고 

있어 토지소유권확보가 필요하며, 좁은 대지폭으로 주거지 정비시 건축적 

제약 발생

한강대로 동측지역의 경우 경의․중앙선 철도가 위치하고 있어 한강변 열린 
토지이용실현에 제약

 새남터성당 등 지구 내 역사자원의 연계성 부족

지구 내 역사문화자원으로 새남터성당이 입지하고 있으나 이촌고가교, 경부

선 철도 방음벽, 주차장 등으로 차폐되어 있어 외부로부터의 시각적 인지성 

확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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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지구 토지이용부문 현안이슈

(2) 접근성

 철도, 고속도로 등으로 동서/남북방향의 지역단절 심화

지상철도(1호선, 경부 및 호남선 KTX, 경의․중앙선 등) 및 강변북로, 이촌
고가교, 원효대교 고가도로 등으로 인해 도시공간이 단절

지구 내부에서도 이촌로 북측 철도정비창부지 펜스, 경부선 철도 방음벽 등

으로 인해 한강까지의 접근 및 조망이 단절되어 있음

 한강접근로․나들목 부족 및 접근로 환경 불량
한강 접근로의 경우 원효대교 북단(중산시범아파트 입구), 경부선 철도부지 

양측(새남터 보도육교, 이촌2동 보도육교), 한강대교 양측으로 분포하고 있

으나 접근로 간격이 넓어 추가적인 접근로 및 나들목 개설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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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남터보도육교~중산시범아파트 앞 한강접근로까지의 간격이 약 800m 이격되어 있어 

한강으로의 접근환경이 불편하며, 향후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시 한강연계를 고려한 접

근로 개설 필요

특히 중산시범아파트 앞 한강 접근로는 접근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

선이 반드시 필요

▲ 용산지구 접근성부문 현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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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 상부 보도육교 현황>

∙ 위치 : 용산구 이촌2동 새남터 성당~이촌한강공원 

∙ 이용대상 : 보행자전용

∙ 규모 : 연장 67m, 폭 약 2.5m

∙ 주변 토지이용 성격 : 주거

∙ 인접 지하철역과의 거리 : 용산역 1.4km, 신용산역 1.4km

∙ 인접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 새남터성지 정류장 360m

<보도육교 위 전경> <강변북로에서 바라본 보도육교 전경>

▼ 새남터 보도육교

∙ 위치 : 용산구 이촌2동 이촌한강현대아파트~이촌한강공원 

∙ 이용대상 : 보행자전용

∙ 규모 : 연장 63m, 폭 약 2.0m

∙ 주변 토지이용 성격 : 주거

∙ 인접 지하철역과의 거리 : 용산역 1.4km, 신용산역 1.4km

∙ 인접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 서부이촌동입구 정류장 340m

<보행육교 위 전경> <강변북로에서 바라본 보행육교 전경>

▼ 이촌2동 보도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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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앞~이촌한강공원 

∙ 이용대상 : 보행자전용

∙ 규모 : 연장 82m

∙ 주변 토지이용 성격 : 주거

∙ 인접 지하철역과의 거리 : 용산역 1.5km

∙ 인접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 이촌2동, 성촌공원 정류장 150m

<강변북로에 위치한 보행육교 전경> <강변북로 진입램프 ~ 한강공원 진입계단>

▼ 중산시범아파트 앞 한강접근로

(3) 도시경관

 고층병풍아파트로 인한 한강변 경관차폐 심화, 한강변으로 아

파트벽 형성

한강변으로 22층 규모의 판상형 병풍 아파트단지가 약 900m 폭원(선형으

로 10개동 입지)으로 입지하고 있어 한강~도시내부간 조망을 완전히 차단

한강변의 조망을 차단하고 있는 3개 아파트단지의 준공연도가 모두 20년 

수준으로 당분간 재건축이 어렵고, 재건축하더라도  부지폭이 협소한 가로

장방형 대지로서 한강변의 조망경관 개선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북한강성원아파트(22층 2개동, 1997), 이촌동 대림아파트(22층 4개동, 1994), 이촌현대 

한강아파트(22층 4개동,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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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병풍아파트 입지 현황

(4) 자연성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과 연계하여 한강공원 리모델링 예정이었으나, 사업

무산으로 인해 기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콘크리트 위주의 인공호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차장과 저이용 운동시설 

등 불투수 포장지역 분포

한강자연성회복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천변습지 등으로 조성 예정된 지역

으로서 한강을 대표하는 생태거점 조성 가능

▲ 용산지구 전면 이촌한강공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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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방향

 목표 및 부문별 중점관리원칙

한양도성 ~ 여의도를 잇는 서울의 중심적인 

“수변생태․비즈니스 및 지원지구” 조성

 부문별 중점관리원칙

토지이용

광역중심으로서 지구내부의 도시활력을 한강까지 연장 (한강대로, 용산역, 

용산전자상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중심활동)

접근성

철도, 고속도로 등으로 단절된 지역간의 연결성 증진 (배후중심지~한강으로

의 보행․녹지․대중교통 등 접근성 증진)
경관

배후 수변경관거점 조성 및 한강으로의 열린조망 확보

자연성

천변습지 및 자연하안 조성을 통한 생태환경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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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지구 관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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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산지구는 향후 장기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계

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용산~한강 간 연계성 

강화를 고려하여 계획 수립

4.1. 부문별 주요 계획

(1) 토지이용

 수변․접근로변 전략용지 확보
한강대로(국가상징가로) 변

한강대로변 자전거공원, 빗물펌프장 등 국공유지를 비롯하여, 정비창전면특

별계획구역③ 부지 등의 공공기여, 경의․중앙선 상부 데크화 등을 통해 공
공부문이 활용가능한 전략용지 확보

한강대교 북단의 전망카페와 연계하여 강변북로 상부, 한강공원 상부 데크

화 등 검토를 통한 전략용지 연계 확보 

이촌로 남단 서부이촌동 일대(주거지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인 남측단독주택지(이촌1구역 특별계획구역 예정)

를 대상으로 기존의 이촌2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공공청사, 커뮤니티센터 

등 전략용지 확보

중산시범아파트 재건축시 중산아파트부지 남단으로 기존 생활가로와 연계하

여 커뮤니티센터 등 단지 내 필요한 커뮤니티시설 확보

향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시 한강접근로 조성 등을 고려하여 한강접근로변으로 전략용

지 집적 고려

 수변․접근로변 전략용지 활용
한강대로(국가상징가로) 변 전망문화복합공간 등 조성

노들섬 및 한강대로와 연계하여 한강전망 및 회의, 전시, 시민휴게공간 등

이 복합된 수변전망문화복합공간 조성

용산역~국가상징가로(한강대로)~한강대교 전략용지~노들섬 등을 연결하는 

보행축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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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남터성당 주변 현황

서부이촌동 일대(주거지역)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주거지역의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지역 내 부족

한 도서관, 보육시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및 주민지원시설 등 생활서비

스시설 확충

 새남터성당~한강공원 연결로 주변 환경개선

새남터성당 주변지역은 향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시 용산역~한강공원 연

결로 상에 위치한 지역으로, 성당 주변지역 정비 및 접근로변 환경개선을 

통해 시각적 인지성을 확보하고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개선

향후 대림아파트 재정비시, 부지 동남측(현재 주차장 출구)으로 공공공간 

확보를 통해 한강 접근로 확폭 및 환경개선 검토

▲ 용산지구 토지이용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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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 밀레니엄브릿지 사례

(2) 접근성

 한강접근성 개선을 위한 접근로 및 접근시설 개설

이촌로18길~한강공원 연결 접근로 신설

서부이촌동 주거지역 내부 커뮤니티시설이 집중 분포하는 이촌로18길과 한

강공원을 연결하는 접근로를 신설 (올림픽대로 높이를 고려하여 보행브릿지 

형태로 조형성 있게 조성)

장기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시 용산역 등 배후 주요활동중심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되, 지구통경축으로의 역할 또한 고려하여 계획

중산시범아파트 앞 한강접근로(보행육교) 환경개선

중산시범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하여 열악한 보행육교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

기적으로는 용산전자상가지구 활성화 등과 연계하여 청파로~한강을 연결하

는 보행접근성 개선

 한강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원녹지 확충 및 보행축 연결

공원․녹지공간 확충
한강로변 경의․중앙선 상부공간 데크화,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지구 
내 공공기여 등을 활용하여 공원․녹지 확충
서부이촌동 주거지역 내부 공원․녹지 확충
지구 내 보행녹지축 연결

장기적으로 경부선 서측(철도정비창 동측)부분을 대상으로 용산역~새남터성

당~한강을 연결하는 보행녹지축 조성

용산공원~한강대교~노들섬 등을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상

징거리로서의 상징성을 강화

경부선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동서지역(한강대로~철도정비창부지)의 보행․녹
지 연결성 증진

경의․중앙선 변 선형공원 조성 

 자전거도로 등 다양한 녹색교통수단 확충

지구 내부에서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시설은 한강대교 2개소(엘리베이터), 경

부선 철로 주변 보행육교 2개소 등 총 4개소 분포

향후 국제업무지구 개발시, 용산역(철도교통의 허브)으로부터 한강까지 연

결하는 자전거도로 확충 검토 (용산공원~용산역~국제업무지구~한강공원 연

결)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328

▲ 이촌로18길에서 본 63빌딩

향후 국제업무지구 개발시 이촌로변으로 자전거도로 확충 검토

▲ 용산지구 접근성부문 계획

(3) 도시경관

 수변 대표 경관거점 조성

국제업무지구 개발시 한강변의 대표적 랜드마크경관 창출

용산 일대는 도시공간구조상 광역중심으로서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한

강변의 경관거점으로 조성

여의도와의 시각적 연계성 강화

한강 대안부에 위치한 여의도 일대로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도시내부에서 

여의도로의 열린 경관 조성을 통해 한강 양안의 시각적 연계 도모

 한강 등 주요 경관자원으로의 조망공간 확보

휴게 및 전망공간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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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남터 보도육교에서 본 여의도 
일대 

▲ 노들카페에서 본 한강경관

향후 국제업무지구 개발시 고층건축물의 상부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이용 휴

게․전망공간 확충
한강대교 북단 데크조성 및 휴게․전망공간 확충
한강공원 접근시설(보행교) 등을 한강조망명소로 활용

용산역~새남터성당~한강공원 및 국제업무지구~이촌로18길~한강공원을 연

결하는 보행교 상부공간을 여의도 및 한강 수변조망 등이 가능한 조망명소

로 특화 조성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 

남산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을 위한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

점 설정 운영

서울의 주요산인 남산으로의 열린 경관 확보를 위해 주요산 경관시뮬레이

션 기준점으로 원효대교 남단 상부지점 설정 (주어진 지점에서의 경관시뮬

레이션 의무화)

▲ 원효대고 남단 상부에서 바라본 남산으로의 열린 조망

 지구경관 다양성 및 조형성 창출

한강변, 접근로변으로 중․저층 배치 유도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계획 시, 수변 연접부의 위압감 완화 및 입체

적 수변경관 창출을 위해 한강변은 낮고, 한강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V

자형의 스카이라인을 형성

수변부와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주동은 중․저층으로 계획하도록 유도하고, 
가로장방형 또는 부정형의 부지형태 등 부지여건상 중․저층 계획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관심의를 통해 수변 중저층 배치기준을 완화 적용

완화적용 시, 제내지에서 한강으로의 접근로 및 통경축 등과 연계하여 부지

의 일정 부분을 저층배치구간 또는 고층배치구간 등으로 설정하여 획일적

인 차폐경관의 형성을 방지하도록 함

지구경관 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구경관 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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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경부선 철도 동측지역의 한강 대안부 시뮬레이션 기준점은 한강철교로 인

한 대안부 경관차폐 등을 고려하여 노들섬과 한강대교 교차점을 활용 권장

광역통경축 및 지구통경축의 지정 및 관리

한강변으로의 열린 경관 창출 및 지구 내 주요가로의 통경축 확보를 통하

여 도시 내부에서 한강으로의 시각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광역․지구통경축
을 지정하고 경관형성기준을 마련

*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2.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원효로 및 한강대로를 한강변 광역통경축으로 지정

이촌로 18길, 경부선철도 서측(한강철교변) 이촌로를 한강변 지구통경축으

로 지정

▲ 용산지구 도시경관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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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성

 천변습지 조성을 통한 생태환경 복원

다양한 하천 생물종 서식처를 확보하기 위해 생태습지-논습지 및 버드나무

림 조성

시민의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해 탐방로, 수변데크, 쉼터, 다목적 운동공간 

등 조성

 한강변 자연하안 복원

기존 콘크리트 중심의 인공호안을 철거하고 완만한 경사, 수변생물이 어우

러진 자연하안으로 재정비

▲ 용산지구 자연성부문 계획

▲ 이촌 한강공원 천변습지 조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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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획 가이드라인

 토지이용 부문

1-1. 한강대로변 전략용지 확보 및 전망문화복합공간 등 조성 검토

한강대로변 자전거공원, 빗물펌프장 부지 활용

경의중앙선 상부 및 한강대교 상부 데크 조성 및 활용

1-2. 서부이촌동 일대 주거지 내 복합커뮤니티시설 등 공공시설 확충

1-3. 한강공원~새남터성당 연결로 주변 환경개선

▲ 용산지구 토지이용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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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부문

2-1. 이촌로18길~한강공원 연결 보행브릿지 조성 검토

2-2. 중산시범아파트 전면 보행육교 환경개선

2-3. 서부이촌동 주거지역 내부 공원녹지공간 확충

2-4. 한강대로변 경의중앙선 상부 일대 공원녹지공간 확충 검토

2-5. 동~서방향 보행·녹지축 조성

2-6. 용산역~한강공원 연결 자전거도로 조성(장기)

▲ 용산지구 접근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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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 부문

3-1. 국제업무지구 수변대표 경관거점 조성

건축물 상부 시민이용 한강조망공간 확보

3-2. 한강 접근로변 중․저층배치 유도
3-3. 전략용지 및 접근시설(보행교) 활용 한강 조망명소 조성 검토

3-4.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및 지구경관 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 원효대교 남단(남산)

지구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 노들섬~한강대교 교차점

3-5.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광역통경축 : 원효로(원효대교), 한강대교(한강대교)

  지구통경축 : 이촌로18길, 이촌로(새남터성당 동측)

*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2.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 용산지구 도시경관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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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성 부문

4-1. 천변습지 조성을 통한 생태환경 복원

4-2. 생태거점 연계

4-3.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4-4. 자연하안 복원

4-5. 주차장 등 불투수포장 투수성 개선

▲ 용산지구 자연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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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부문 연번 계획내용 실행주체 기간 추진사항

토지

이용

1-1
한강대로변 전략용지 확보 및

전망문화복합공간 등 조성 검토
공공 중기

∙ 구체적 사업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계획 수립 검토

∙ 용산구, 도시안전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1-2
서부이촌동 일대 주거지 내 복합커

뮤니티시설 등 공공시설 확충
민간·공공 단기

∙ 서부이촌동 일대 정비사업 추진과 연계
1-3

한강공원~새남터성당 연결로 주변 

환경개선
민간·공공 단기

접근성

2-1
이촌로18길~한강공원 연결 보행브

릿지 조성 검토
민간·공공 중기

∙ 향후 대림아파트 정비사업 추진과 연계
∙ 도시재생본부,한강사업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2-2
중산시범아파트 전면 보행육교  

환경개선
민간·공공 단기

∙ 중산시범아파트 정비사업 추진과 연계
∙ 주택건축국,한강사업본부 협의 시행

2-3
서부이촌동 주거지역 내부 공원녹

지공간 확충
민간·공공 단기 ∙ 서부이촌동 일대 정비사업 추진과 연계

2-4
한강대로변 경의중앙선 상부 일대 

공원녹지공간 확충 검토
민간·공공 중기

∙ 사업시점에서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계획과 연계 추진

2-5 동~서방향 보행·녹지축 조성 공공 장기 ∙ 향후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2-6

용산역~한강공원 연결 자전거도로 

조성
공공 장기

도시

경관

3-1
국제업무지구 수변대표 경관거점 

조성
민간·공공 장기

∙ 향후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3-2 한강 접근로변 중·저층배치 유도 공공 단기
∙ 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 (또는 경관심의 시 운영)

3-3
전략용지 및 접근시설(보행교)

활용 한강 조망명소 조성 검토
공공 중기

∙ 한강관련 사업 추진 시 연계 검토
∙ 도시재생본부,한강사업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3-4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및 

지구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

운영

공공 단기 ∙ 서울시 경관계획에 반영, 지구 내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시 반영 
3-5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공공 단기

자연성

4-1 천변습지 조성을 통한 생태환경복원 공공

자연성부문에 관한 사항은

자연성회복기본계획에 따라 실행

4-2 생태거점 연계 공공

4-3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공공

4-4 자연하안 복원 공공

4-5 주차장 등 불투수포장 투수성 개선 공공







11
여의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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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관련계획

1.1. 지구 개요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한강과 샛강생태공원으로 둘러싸인 여의도 일대 지역으로, 남측 여의하류IC교차로~여의

교 구간은 올림픽대로를 포함하여 노들로 안쪽을 경계로 하고, 여의교~여의도 한강공원 

동측 구간은 샛강을 경계로 하는 지구

지구 면적 : 약 4.4㎢ (여의도 한강공원 1.5㎢ 포함) 

▲ 여의도지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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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지명유래

여의도(汝矣島)는 한강의 퇴적작용으로 모래가 쌓여 이루어진 섬(범람원)으

로 여의도가 홍수로 인하여 휩쓸릴 때도 제일 높은 곳인 지금의 국회의사

당에 자리 잡았던 양말산만은 물에 잠기지 않고 나타나, 부근 사람들이 ‘나

의섬’이니 ‘너의섬’이니 하고 지칭한 것 중 ‘너의섬’을 우리말 발음을 딴 이

두어로 표기한 데서 유래

 지구 특성

종합계획에 따라 조성된 신시가지

일제 당시인 1916년 일본당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여의도에 간이비행장 건

설하여 운용하기 시작하여 여의도공항으로 발전, 광복 이후인 1953년에는 

국제공항으로 승격

김포공항의 개장에 따른 민간공항기능의 이전(1958) 및 성남공항으로 공군

기지 이전(1967) 후 한강 홍수문제 해결과 재정 및 주택난 해결을 목표로 

1968년 윤중제 축조 및 신개발 사업 착수(밤섬 폭파에 따른 골재를 활용)

 1970년 마포대교 개통과 함께 ‘뉴욕의 맨하탄과 같은 세계적 금융·문화의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신시가지 개발

서울 다핵도시화의 기점이자 한강개발시대의 표상지로서의 위상 보유

▲ 여의도 비행장 항공사진 및 여의도 개발당시 모습(1956년)

대한민국 정치․금융의 1번지
정치의 중심 : 국회의사당(1975), 주요 당사 및 의원사무실 등 입지

경제(금융)의 중심 : 한국거래소(1976) 및 주요 증권, 금융본사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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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중심 : KBS(1975)를 비롯하여 주요방송사, 벤더업체 등 입지

세계적 수준의 수변환경 및 프로그램 보유 (여의도 한강공원)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찾는 한강공원으로, 벚꽃축제, 세계불꽃축제 등 일년 

내내 다양한 여가활동 및 축제의 장으로 시민이용 만족도가 우수한 공원

여의도 한강공원은 물빛광장, 물빛무대, 서울마리나, 유람선 등 다양한 공

원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의샛강은 야생초화원 및 수질정화원 등 

양호한 생태환경이 보전되고 있는 지역

▲ 여의도 한강공원 수변활동 프로그램

우수한 수변공간 접근여건 보유 (한강접근로)

한강변 제방을 따라 위치한 올림픽대로가 여의도에서는 여의도 남측의 샛

강을 따라 우회하고 있어 강변도로로 인한 단절없이 수변공원과 직접 연계

된 지역

지하철5호선 여의나루역이 한강공원 전면까지 직접 연결되고, 여의동․서로
를 따라 다수의 버스노선이 통과하여 대중교통을 통한 한강공원의 접근성

이 양호

한강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횡단보도 및 지하도(데크공원), 보행육교, 경

사로 등이 약 20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편리한 한강공원 접근여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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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지구 한강 접근시설 현황

▲ 한강과 가장 가깝게 인접한 여의나루역 2번출구 전면 한강공원 현황

서울의 대표경관 형성 가능지역 (조망 및 경관)

여의도지구는 한양도성(도심)~공덕(지역중심)~영등포(도심)를 잇는 서울의 주요

축 상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입지

한강의 대표적인 굴곡부로서 망원에서 반포에 이르는 지역 어디서나 조망

이 가능하여 대표적인 수변경관 연출이 가능한 지역으로, 계획적 수변경관

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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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지구 일대 스카이라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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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국회 전경

▲ 63빌딩 전경

▲ 여의도공원

 지구 내 주요공간 및 시설

대한민국 국회

여의도 서측 일대에 부지면적 약 33만㎡ 규모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국

회의사당을 중심으로 의원회관 및 국회도서관, 국회한옥(사랑재) 등이 위치

국회의사당은 연면적 약 81,000㎡, 지하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축물로, 

1960년대 국회의사당 신축결정 이후 신도시로 개발 중이던 여의도로 부지

를 결정. 1968년 현상설계를 거쳐 약 6년의 공사 끝에 1975년 8월 준공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회관이 국회의사당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에는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도서 및 기타 입법자료 제공을 위

한 국회도서관 등이 위치

여의도공원

 1960~70년대 여의도 일대를 개발하면서 기존의 공군기지를 이전하고 5․16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아스팔트 광장을 조성. 대규모 기념행사, 선거유세 등 

다양한 국제․국내행사 등으로 많은 인파가 모이는 광장으로 이용하였음
 1990년대 문민정부 시기에 여의도광장이 군사문화의 상징이라는 점과 아

스팔트 광장의 미관문제 등으로 광장을 도심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계

획을 추진, 2년 여의 공사 끝에 1999년 현재와 같은 모습의 여의도공원을 

개장

현재 공원은 약 23만㎡ 규모로 자연생태의 숲, 문화의 마당(자전거공원), 

잔디마당, 한국 전통의 숲 등이 있으며, 여의도 일대 직장인 및 거주민들의 

쉼터이자 여의도 일대의 축제 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 중 하나로 자리매김 

여의도 63빌딩

 1985년 완공된 초고층 건물로 한강변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건축물. 지상높

이 249m(안테나 포함시 274m)로 완공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

로, 경제성장기 ‘한강의 기적’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산업화, 근대화의 상징

으로 자리매김

주기능은 업무시설로 쓰이고 있으며, 쇼핑몰, 대형 아쿠아리움, IMAX 영화

관, 최상층 전망대를 비롯 최근 1만㎡ 규모의 면세점이 입점하는 등 다양

한 시민이용공간들이 위치하여 서울 주요 관광명소의 역할을 하고 있음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여의도 금융가 중심에 위치한 복합상업건축물로 여의도의 국제화된 금융중

심지로의 육성을 목표로 2012년 8월 완공. 연면적 약 50만㎡ 규모로 

29~55층 오피스 3개동과 38층 규모의 호텔, 지하쇼핑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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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동 중 가장 높은 Three IFC는 높이 284m로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나머지 건물군들과 함께 여의도 일대의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며 

한강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역할

▲ 당인리발전소에서 바라본 여의도일대 스카이라인 전경

▲ 여의도지구 주요공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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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구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
여의도지구는 아파트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

정되어 있음

아파트지구는 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아파트지구 내 

학교부지 등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 

국회의사당 전면 최고고도지구(표고 55m, 65m이하) 지정

여의대로 남측 금융시설 밀집지역 일대를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2010.1)

 토지이용

여의도 시범아파트 일대 약 61만㎡가 여의도아파트지구로 지정(총11개 단

지, 1976년 시범아파트 최초 건립)

 2009년 한강의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매력있는 수변공간을 창출하고 정비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전략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구역결정 고시 이후 3년 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

여의도아파트지구 이외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용도지역·지구로 관리

▲ 용도지역지구 현황

 
▲ 도시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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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

국회의사당 및 여의도 우체국 등 대규모의 공공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여

의도공원, 앙카라공원 등의 공공 오픈스페이스가 분포

지구 내 도로 및 아파트지구 내 학교 등을 제외하고는 법인 및 개인 등 사

유지로 구성

 건축물 노후도

국회의사당, KBS별관 등 주요 공공시설 및 아파트지구 내 아파트 등 여의

도지구 조성과 함께 건설된 주요 건축물들은 대부분 30년 이상의 노후도를 

보임

여의도공원 남·북측 및 의사당대로 주변 등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의 신규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토지소유 현황

 
▲ 건축물 노후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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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올림픽대로가 여의도지구 남측을 따라 동서방향으로 지나고 있으며, 서강․
마포․원효대교 등 강남․북을 잇는 교량이 3개소 위치하여 도심 및 강남, 서
남권 등으로의 접근성이 양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여의도지구를 지나고 있으며, 5호선․9호선 환승역
인 여의도 등 지하철역 4개소 위치 

은평구 새절~관악구 서울대입구를 연결하는 서부선 경전철이 여의도 지구

를 경유하여 조성 예정(2024년) 

한강공원과 맞닿아 있는 지구로서 여의동·서로를 따라 많은 버스노선이 지

나고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한강공원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지구

▲ 여의도지구 교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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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련계획․사업
한강공공성재편계획 내 전략정비계획 (2009.1)

통합개발 전제, 11개 사업단위를 3개 사업단위로 설정 (학교 4개소 이전 

설치)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상향

공공기여 : 40% 이상 (신도시계획체계 기준 적용)

최고층수 : 높이제한 없음  (주거  50층 이하, 평균 40층 유지)

용적률 : 평균 600%이하 (비주거 1,000% 이하)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안) *구역지정실효(2013.3.28)

통합개발 전제, 3개 사업단위로 구분 (학교 4개소 이전 설치)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상향

공공기여 : 40%

최고층수 : 높이제한 없음(주거용도 최고 50층 이하, 평균 40층 이하)

용적률 : 평균 606%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2006)

제3종 일반주거지역(계획용적률 230%), 평균 27층

▲ 한강공공성재편계획 내 전략정비계획

 
▲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안)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계획(2015)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 지역에 문화·관광콘텐츠를 집적하

여 관광명소화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가 풍부한 매력적인 공간 

창출

피어데크(부두형 수상데크), 여의테라스(윤중로변), 무빙스토어(이동형 컨테이너) 등에 다

양한 문화·편의시설 등을 조성

시민이 기획·공모·선정과정에 참여하여 테마별 공공예술품 설치

대중문화 한류콘텐츠 관련 전시공간, 영상 음악 창작공간 등을 갖춘 문화공간이음(복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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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설) 조성

▲ 여의테라스 조감도

▲ 피어데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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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 및 여의도지구 관련 시민의견 검토>

 시민의견 검토 개요

조사기간 : 2013.10.17 ~ 11.17 (1개월)

조사대상 : 한강공원 이용자 및 주변지역 주민 (80부)

조사방법 : 설문지를 바탕으로 현장방문 면접조사

 한강공원 전체 이용현황 관련

한강공원 이용빈도

월 1회 이상 이용이 최다(38%), 연 1~5회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 지구와 

비교해 이용빈도 자체는 낮음

주민 외 외부 방문객 이용이 많은 것으로 예상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빈도

전체 한강공원의 이용 빈도와 매우 비슷

이용 시민들은 주로 여의도지구를 이용

가장 선호하는 한강공원

이용했던 지구 중에서 다시 가보고 싶은 지구로 여의도지구가 압도적 1위

(85.4%)

다시 가고싶은 이유

다시 찾는 이유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45%)가 1위, 가깝고 가기 편해서

(38%)가 2위

▲ 한강공원 이용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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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현황

여의도지구 접근방법

주민보다는 외부시민이 활용하는 공간

응답자의 70%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한 응답자는 전체의 14%

계절별․시간별 이용현황
주로 봄, 가을에 많이 이용하며, 주중보다는 주말에, 오전보다는 오후에 많

이 이용

계절별로는 겨울철 이용이 거의 없음

주된 이용목적

주된 이용목적으로는 휴식(산책)이 1위, 데이트가 2위

동호회 활동, 가족나들이 각각 2명, 기타(불꽃축제) 1명

▲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현황 조사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 불편사항

여의도지구 이용만족도

만족도는 만족(66%)한다는 의견 다수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모두 0%

접근관련 불편사항

접근 관련해서는 불편사항 없음이 42%로 만족도가 높은 편

주요 개선사항

주요한 개선사항으로 1위는 편익시설설치(31명), 2위가 접근로 조성(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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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시설

한강변을 더 자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는 상점, 편의점, 카페, 레

스토랑 등 휴게/편익공간이 1위

한강숲, 생태늪지, 잔디밭 등 생태자연공간이 2위

기타사항으로는 숙박시설 1명

▲ 여의도지구 이용 불편사항 조사

 여의도지구 지역현안 관련

여의도지구의 자랑거리

지역의 자랑거리로는 한강공원(28명)과 여유롭고 쾌적한 환경(22명)

필요 개선사항

개선이 필요한 현안으로는 음식점,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 부족(40명)

▲ 여의도지구 지역현안 관련 조사



Ⅱ.지구별 가이드라인_11.여의도지구

❙355

2. 지구 기본구상

 토지이용 부문

여의도지구는 여의도~이촌권역의 핵심지구로서 한강변 업무·문화 

등 수변활동기능 강화

여의도 아파트지구 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변으로 여가·문화시설 등 시민

편익기능을 확충하고 수변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수변업무권역으로 육성

노후한 아파트단지는 새로운 도심주거로 재생

단지별 재건축, 공공기여 활용 등을 통해 여의도의 도심기능을 지원하는 수

변 도심주거 공간으로서 새롭게 재생

주변자원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네트워크 강화

한강을 중심으로 홍대·당인리~여의도~노량진~노들섬~경의선숲길 등의 역

사·문화자원을 연계하는 탐방네트워크 조성

▲ 여의도~용산권의 권역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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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계획과 연계하여 여의도 한강공원내 여의테

라스, 피어데크 등 문화관광시설 확충

글로벌 금융중심지 육성을 고려하여 금융지원 및 한강공원 이용시민 편익

기능 확충을 위한 공간 필요

 접근성 부문

여의도지구 내부 도시가로의 한강 확장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의해 단절된 지구내부의 도시활동을 한강으로 최대한 

확장하는 방향의 한강 보행접근계획 강화

한강 양안의 수상교통 연계 검토

한강 양안의 연계를 위해 합정~여의도~선유도를 연계하는 수상교통과 대중

교통 연계방안 고려

잠실, 여의도 등 주요 대중교통 결절점을 연계하는 수륙양용버스 등 수상교

통 연계방안 고려

장기적으로 올림픽대로의 우회지하화 검토

장기적으로 샛강변 올림픽대로를 한강변으로 우회지하하는 방안을 검토함

으로써 노량진과 여의도 일대의 보행연결 및 공간통합 유도

 도시경관 부문

한강변의 대표적인 수변업무권역으로 경관거점 조성 

영등포․여의도 도심으로서 복합건축물 등의 계획을 통해 매력적인 수변스카
이라인 및 수변도심경관 형성 유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명소 조성

한강 굴곡부 입지 및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 있는 특성 등을 

고려, 한강변 개발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조망과 문화·여가공간 등이 복합된 

조망명소를 확충(국공유지 및 민간공공기여 활용)

 자연성 부문 (한강자연성회복 기본계획)

여의샛강 생태기능 회복조성

전국 최초의 생태공원인 여의샛강생태공원에 습지조성을 통해 수질을 정화

하고, 한강 본류수 유입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유량 확보

샛강 합류부는 자연형 호안, 생태숲, 갈대, 물억새 조성 등을 통해 생물서

식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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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한강숲 조성

이용숲, 생태숲, 완충숲 등 한강숲 조성을 통해 수변그늘 및 휴식공간, 생

물서식공간 등을 조성

시민이용과 자연성이 조화되는 방향의 한강공원 조성

여의도 한강공원은 시민이용이 활발하고 불투수 포장 및 시설이 많은 이용

공원으로 불투수포장지역의 투수성 개선, 저류녹지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이

용과 자연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조성 유도

▲ 여의샛강 수구부 전경

 
▲ 여의샛강 수구부 생태거점 조성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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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금융경쟁력 현황

3. 주요이슈 및 관리방향

3.1. 지구 현안이슈

(1) 토지이용

 종합적 육성관리 부족, 지원시설 및 문화·여가·생활편의환경 

조성 미흡으로 국제적 금융경쟁력 하락 추세

여의도 지역은 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을 목표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

정 및 2030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공간위계를 설정

그러나 여의도에 대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없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로

만 관리되고 있는 등 도심, 금융중심지로서 종합적 육성·관리방안이 미흡

최근의 개발동향은 일부 고층 오피스 개발을 제외하고는 주상복합, 오피스

텔 개발에 치중되어 있음

최근 SIFC(55층), 전경련회관(50층) 등 고층 오피스 개발 완료

상업지역 내 S-트레뉴(36층), 트럼프 월드1·2차(40층) 등 고층 주상복합, 오피스텔 개

발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지원시설 부족 및 문화/여가, 상업 등 생활편의환

경 조성 미흡으로 국제적 금융경쟁력 하락

WEF(세계경제포럼)에서 분석한 여의도 금융경쟁력은 세계 81위(‘13년)

시민설문조사에서 한강공원을 제외한 여의도 기타시설 이용여부에 대해 74%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

▲ 시민이용 및 인식 현황

 
▲ 여의도 업무지역 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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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으로 주거용도인 아파트지구가 넓게 분포하고 있고, 통

합개발계획 등에 의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수변활력 부족

상업지역 내 아파트단지 3개소와 아파트지구 내 1970년대 건축후 약 

30~40년 경과한 재건축예정 아파트단지 11개소가 분포

상업지역 내 : 서울, 공작, 수정아파트 등 3개 단지 재건축 예상

아파트지구(제3종일반주거지역 등) : 면적 약 61만㎡, 세대수 6,323세대, 학교 6개소 

분포

아파트지구의 경우 2~3개동(200~300세대)규모의 소규모 단지가 다수 분포

 3개 단지로 통합개발을 전제로 수립된 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정(2009) 및 구역지정 실효(2013)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재정비사업의 추

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여의도지구 토지이용부문 현안이슈  

(2) 접근성

 영등포, 노량진 등 주변지역과의 단절문제 지속

과거 여의도는 ‘갈 일도 없고, 가기도 어려운 곳’이었으나, 지하철 5호선

(1995년, 김포공항~도심)과 9호선(2009년, 김포공항~강남) 개통, 경전철 

서부선(2024년) 개통 예정으로 도시철도를 통한 광역적인 접근성은 점차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360

▲ 여의도중학교 방음벽 현황

개선될 것으로 기대 

올림픽대로, 노들길, 경부선 철로 등으로 인해 노량진·영등포 등 인접 배후

지역과의 단절문제 지속

 한강변 주거지 분포, 방음벽 조성 등으로 도시내부에서 한강

변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짐

한강변으로 아파트지구가 위치해 있고, 학교 주변(약 500m)으로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여의도지구 내부의 도시가로 및 도시활동이 한강까지 연계되지 못하

고, 국제금융로 일대에서 단절

▲ 여의도지구 접근성부문 현안이슈  

(3) 도시경관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의 중심지역으로서 빈약한 도심경관 형성

여의도 지구는 현재 한강변에서 가장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나, 서울 3도심 중 하나로서의 지역위상 및 입지적 특성(굴곡부, 서

울의 중심)을 고려 시, 빈약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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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수변도시들과 수변경관 매력도 측면에서 경쟁력 약화 

어디서나 조망가능한 입체적 경관 표출지로서 세계적인 스카이라인(수변경

관) 창출 필요

▲ 마포대교 남단에서 본 여의도 스카이라인

(4) 자연성

 시민이용 위주의 공원조성에 따라 둔치의 자연성 부족

여의샛강의 경우 하천흐름이 정체되어 있고, 샛강합류부는 공터·위락시설 

등으로 생태기능 저하

치수위주의 정비에 따라 한강 둔치에 그늘·휴식공간 및 생물서식처가 

부족

시민이용 위주의 공원조성으로 주차장 등 불투수 포장지 및 시설지가 다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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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방향

 목표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적 업무 및 관광·수변활동중심지” 조성 

 부문별 중점관리원칙

토지이용

아파트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한강변·접근로변으로 비주거기능, 수변 시

민이용기능을 최대한 확충

접근성

한강변 최고의 수변접근환경 조성 (지구내부 도시가로·활동을 수변까지 최

대한 연장)

도시경관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수변도심경관 창출

자연성

샛강 생태기능 회복, 한강숲 조성 등 시민이용과 자연성이 조화되는 한강공

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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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지구 장기적 계획관리 방향>

여의도 전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여의도 일대 종합계획’ 수립 또는 지

구단위계획 등의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국제적 금융중심지, 서울의 도심지

역으로서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국제적 활력공간으로 육성 방안 모색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 국제금융·업무중심지로 육성, 글로벌 업무 및 중심

상업기능 확충, 세계적 스카이라인 형성 유도 (장기적으로 TDR 이전대상

지로 활용 검토)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 국제금융·업무지원기능 확충

여의도 한강공원 : 국제적인 시민여가 및 관광·문화공간 활용

기반시설 : 올림픽대로 우회지하화 검토를 통해 노량진, 영등포 등 배후지

와의 연계성 강화

▲ 여의도지구 계획관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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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 및 가이드라인

4.1. 부문별 주요 계획

(1) 토지이용

 한강변 아파트지구를 수변 및 주변 도시가로에 대응하는 도심

형 주거지로 재건축 유도

단지별 개별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사업단위 설정

상업지역 내 아파트 단지 : 서울, 공작, 수정아파트의 경우 단지별 개별 사

업추진 도모

아파트지구 내 11개 단지 : 단지별 개별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

를 바탕으로 통합 검토 가능

도심형 주거지로의 재건축 유도, 복합건축물 입지 유도

지하철역 및 상업지역 인접단지, 한강변 단지는 다양한 비주거용도 확보를 

고려하여 복합건축물 등 도심형 주거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

 아파트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수변 공공용지를 우선 확보하여 

시민이용공간 등으로 활용

공공기여는 한강변·접근로변으로 최대한 집적하고, 수변 활성화를 

위한 시민이용공간, 한강조망공간 등으로 활용

공공기여는 업무지역~수변과의 연계, 한강변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한강변

/접근로변으로 최대한 집적 

공공기여는 공공토지수요에 따라 업무지원(호텔, 컨벤션 등) 및 도심기능 

지원용도, 시민여가·문화공간 등 수변활성화 용도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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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지구 토지이용부문 계획

(2) 접근성

 아파트지구 정비계획 수립과 연계, 기존 도시가로를 한강까지 

확장

아파트단지 경계부 보행공간 확충, 아파트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조성 등을 

통해 기존 도시가로를 한강까지 확장

주요도로, 지하철역 등으로부터의 한강접근로는 저층부에 가로대응형 상가

조성을 유도하고 가로녹화 등을 통해 한강연결 보행․통경․활동축으로 통합 
조성

 한강변 학교 전면부 보행환경 및 방음벽 환경 개선

한강변에 위치한 학교 전면부 도로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확충, 보행친화형 

포장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량 저감방안을 통한 방음벽 철거 

고려 (식재 등을 통한 한강변 가로미관 향상 유도)

 수상교통 활용한 주변지역 연계, 한강의 활동중심성 강화 

홍대문화거리~당인리발전소~선유도공원~여의도 등 한강변 주요 여가문화

명소들을 연계하는 수륙양용버스, 수상페리 등 수상교통을 통한 연계방안 

검토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366

관광자원화계획과 연계하여 여의나루역~한강 통합선착장 연결 보행데크 조

성

▲ 여의도지구 접근성부문 계획

(3) 도시경관

 계획적 스카이라인 형성을 통해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 도심경

관 유도

토지이용과 연계한 여의도 일대에 대한 스카이라인 계획구상 

및 개발 유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스카이라인 원칙을 바탕으로 양단

(SIFC 및 여의나루역 일대, 63빌딩 인접 지역)이 높고 중심부가 낮은 U자

형의 스카이라인 조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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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일대 스카이라인 현황 (한강대교)

여의도일대 스카이라인 구상 (한강대교)

여의도일대 스카이라인 현황 (마포대교)

여의도일대 스카이라인 구상 (마포대교)

▲ 여의도 일대 스카이라인 구상(안)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 관리

한강변에서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을 위한 주요산 경관시

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 확보를 위해 서울마리나 전면(북한산, 안산), 여의

나루역 전면(북한산, 안산), 원효대교 남단 동측(남산)을 주요산 경관시뮬레

이션 기준점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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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지구 맞은편의 합정, 서강, 마포, 용산지구 내 개발사업 등의 경관심

의 시 배후산으로의 열린 경관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경관심의 추진(주

어진 지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 의무화)

▲ 여의나루역(2번출구) 전면에서 바라본 마포지구 현황

 지구경관 다양성 및 조형성 창출

특별건축구역의 적극적 활용 및 공공용지내 건축물 등의 디자인 

특화 유도

수변 복합건축물 배치 및 저층부 포디엄 조성 등 개성있고 미래지향적인 

입면구성을 유도

학교용지의 방음벽을 최소화하는 등 한강변 건축물의 입면개선을 유도하고 

전략적 공공용지 내 건축물 등의 디자인 특화를 유도

▲ 한강변/접근로변 건축물의 디자인 다양성 확보

광역통경축 및 지구통경축의 지정 및 관리 

한강변으로의 열린 경관 창출 및 지구 내 주요가로의 통경축 확보를 통하

여 도시 내부에서 한강으로의 시각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광역․지구통경축
을 지정하고 경관형성기준을 마련

*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2.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광역통경축으로 국회대로, 여의대로, 여의대방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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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통경축으로 여의나루로, 국제금융로8길, 63로 지정

도시가로를 따라 한강으로의 열린경관 창출 (View Corridor 확보)

한강 접근로(통경축 등) 주변으로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상가 및 전략적 

공공용지 등의 저층배치를 유도함

고층부 주거동의 경우에 고층부 건축선 후퇴를 유도함

▲ 주요가로에서의 뷰코리더 확보

 

▲ 국제금융로7길에서의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 여의도지구 도시경관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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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성

 여의도 샛강 수구부 생태거점 조성

샛강 수구부의 퇴적지, 습지 자생초지 등을 활용하여 생태거점공간으로 조

성 (샛강은 한강 본류수 유입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유량 확보)

 한강숲 조성

이용숲, 생태숲, 완충숲 등 한강숲 조성을 통해 샛강생태공원과의 생태적 

연계성을 강화

수변그늘 및 휴식공간, 생물서식공간 등을 조성

 한강공원 불투수 포장 개선 및 저류녹지 등 조성

여의도 한강공원은 시민이용공간이 다수 분포하여 불투수포장 및 시설이 

많으므로 불투수포장지역의 투수성 개선 및 저류녹지 조성 등을 통해 한강 

둔치의 자연성을 회복

▲ 여의도지구 자연성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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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획 가이드라인

 토지이용부문

1-1. 여의도 일대 종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계획 수립 검토

서울 3도심의 하나로 육성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관리계획 수립

1-2. 한강변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을 통한 수변 도심형 주거지 조성 

유도

단지별 개별 사업추진 원칙, 합의를 바탕으로 통합 검토 가능

1-3. 아파트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수변공공용지 확보 및 

시민이용공간으로 활용

공공기여는 한강변·접근로변으로 최대한 집적

확보된 공공용지는 공공문화시설, 한강전망공간 등 시민이용공간으로 

활용

▲ 여의도지구 토지이용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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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부문

2-1. 아파트지구 정비계획 수립과 연계, 기존 도시가로를 한강까지 

확장

한강 접근로변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유도, 아파트단지 내 공공보행

통로 조성 등

2-2. 한강변 학교 전면부 보행환경 개선

횡단보도 확충, 보행 친화형 포장, 교통정온화 기법, 방음벽 철거, 가

로녹화 등

2-3. 여의도~홍대합정(당인리)~선유도 일대 수상교통을 통한 

연계방안 검토

2-4. 여의나루역~한강 통합선착장 연결 보행데크 조성

한강 관광자원화 종합계획과 연계

▲ 여의도지구 접근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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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부문

3-1.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 도심경관 형성 유도 

여의나루역 일대 및 63빌딩 인접지역 대상

3-2. 특별건축구역의 적극적 활용 및 공공용지 내 건축물 등의 

디자인 특화 유도

3-3.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 서울마리나(북한산, 안산), 여의나루역 

2번출구 전면(북한산, 안산), 원효대교 남단(남산)

3-4.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광역통경축 : 국회대로(서강대교), 여의대로(마포대교), 여의대방로(원

효대교)

지구통경축 : 여의나루로, 국제금융로8길, 63로

*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2.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 여의도지구 도시경관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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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성부문

4-1. 여의도 샛강 수구부 생태거점 조성

4-2. 거점한강숲 조성

4-3. 한강변 도시녹지축 확보

4-4. 주차장 등 불투수 포장 투수성 개선

4-5. 저류녹지 등 생물서식공간 조성

▲ 여의도지구 자연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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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부문 연번 계획내용 실행주체 기간 추진사항

토지

이용

1-1
여의도일대 종합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등 관리계획 수립 검토
공공 중기 ∙ 도시계획국, 경제진흥본부 협의 시행

1-2
한강변 아파트지구 재건축을 통한 

수변 도심형 주거지 조성 유도
민간 단기

∙ 아파트지구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협의시행)

1-3

아파트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수변

공공용지 확보 및 시민이용공간으

로 활용

민간 단기

∙ 한강사업본부 협의 시행
∙ 아파트지구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협의 시행)

접근성

2-1
아파트지구 정비게획 수립과 연계, 

기존 도시가로를 한강까지 확장
민간 단기

∙ 아파트지구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협의 시행)

2-2 한강변 학교 전면부 보행환경 개선 공공 단기

2-3
여의도~홍대합정~선유도 일대 수

상교통을 통한 연계방안 검토
공공 중기 ∙ 한강사업본부 협의 시행

2-4
여의나루역~한강 통합선착장 연결 

보행데크 조성
공공 단기 ∙ 한강 관광자원화 종합계획 연계 시행

도시

경관

3-1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 도심경관 형

성 유도
민간 중기

∙ 아파트지구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협의 시행)

3-2

특별건축구역의 적극적 활용 및 공

공용지내 건축물 등의 디자인 특화 

유도 

공공 단기

3-3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

정․운영 공공 단기 ∙ 서울시 경관계획 내용에 반영, 지구내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시 

반영
3-4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
기준 적용

민간 단기

자연성

4-1 여의도 샛강 수구부 생태거점 조성 공공

자연성부문에 관한 사항은

자연성회복기본계획에 따라 실행

4-2 거점한강숲 조성 공공

4-3 한강변 도시녹지축 확보 공공

4-4 주차장 등 불투수 포장 투수성 개선 공공

4-5 저류녹지 등 생물서식공간 조성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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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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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관련계획

1.1. 지구 개요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 동작구 대방동,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일대

동서방향으로는 한강대교와 여의대방로 사이, 남북방향으로는 여의도 샛강과 노량진로 사

이에 위치한 지구

지구 면적 : 약 1.1㎢ (여의도 한강공원 0.2㎢ 포함) 

▲ 노량진지구 위치

 대상지 지명유래

대방동(大方洞)은 조선시대에 높은절이(高寺里 : 높은 곳에 청련암이란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와 번댕이(樊唐里)라는 두 마을로 이루어진 곳이었는데, 

일제 때 번대방리(番大方里)라 일컫다가 광복 후 대방동(大方洞)으로 불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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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지구 현황 

▲ 노량진지구 입지특성

노량진동(鷺梁津洞)이란 이름은 백로가 노닐던 나루터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에 지금의 용산에서 수원 방면으로 가려면 노들나루를 이용하였는데 이곳

에 도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량진'이 설치되어 마을 이름을 노량진이라 부

르게 됨

 지구 특성

여의도~용산 등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서울의 중심지역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

한강철교(1900년 준공), 한강대교(1917년 준공, 최초의 인도교) 건설로 서

울이 강남(한강이남)으로 확장되는 최초의 교두보 지역

 2030 도시기본계획상 3도심의 하나인 여의도지구와 샛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으며, 한강 대안부의 용산 광역중심과 한강철교, 한강대교(국가

상징가로축)를 통해 연결

노량진 수산시장, 학원가 등 대표적 특화공간 입지

 1일 평균 4만명 이상의 방문객 및 관광객들이 찾는 노량진 수산시장 입지

대규모 입시 및 고시학원의 집결지로서 다수의 유동인구수 보유

서울을 대표하는 친수 오픈스페이스와 인접

여의도 한강공원,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사육신공원, 노들나루공원 등 다수

의 오픈스페이스 입지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은 생태환경이 잘 보전된 생태거점지역 중 하나

철도·도로 등의 교통인프라로 주변 및 한강과 단절된 지역

현재 노량진지구는 상당부분을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공간이 점유

올림픽대로, 노들로를 비롯하여 경부선 지상철도, 1호선 지하철 등의 교통

인프라로 인해 여의도를 비롯하여 노량진뉴타운 등 주변지역과의 공간단절

문제 심화

 지구 내 주요공간 및 시설

노량진 수산시장

 1927년 서울역 근처 의주로에 있던 경성수산물주식회사를 모체로 8·15해

방 후 서울수산시장주식회사로 다시 발족

 1975년 4월 현재의 노량진으로 이전, 1989년 초부터 시장현대화를 추진하

여 현대적인 시장이 되었으며, 2001년 12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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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수산시장  

▲ 수도자재관리센터 

▲ 사육신공원

권을 인수

기존 수산시장은 부지면적 69,142㎡, 연면적 52,922㎡ 규모였으나, ‘08년

부터 추진된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15.10월 대지면적 4만여㎡, 연

면적 11만 8천㎡ 규모의 신축도매시장 건물 완공

현재 약 1,500명이 수산시장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이용 인원은 하루에 약 

4만 명으로, 서울에서 거래하는 수산물 양의 약 50％를 담당

수도자재관리센터

수도자재관리센터는 서울시내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각종 상수

도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수급관리, 대형 수도계량기의 신설 및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

부지면적 30,917㎡

사육신공원

사육신의 충성심과 장렬한 의기를 추모하기 위해 사육신의 묘와 사육신비 

등이 안장된 공원

본래 이곳에 있던 박팽년·성삼문·유응부·이개의 묘에, 하위지·유성원·김문

기의 가묘를 새로 조성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강을 바라보는 우수 조망

명소 중 하나

숙종7년(1681년)에 민절서원을 세운 후, 정조 6년(1782년)에는 신도비가 

세워져 전해오다가 1955년 육각의 사육신비를 세움

 1978년 서울시에서는 서육신묘역정화사업을 통해 묘역을 확장하고 사육신

의 위패를 모신 의절사(義節祠), 불이문(不二門), 홍살문, 비각(碑閣) 등을 조

성하여 충의정신을 기림

현재 공원면적은 47,832㎡로 약 15,000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봄

이면 벚꽃 등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져 많은 시민

들이 이용하고 있음

▲ 사육신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및 한강의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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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들나루공원 조감도

▲ 1900년의 한강철교

노들나루공원

과거 노량진배수지공원으로서 지하철 9호선 노들역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44,580㎡ 규모

심훈 문학비가 위치한 용봉정공원, 한강조망명소인 효사정, 사육신공원 등

과 함께 동작구의 주요명소 중 하나

인조잔디축구장을 비롯한 트랙, 공원관리사무실, 음수대, 바닥분수, 씨름장, 

족구장, 광장, 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된 시민체육 및 휴식․문화공간
한강철교

한강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교량으로 1900년 완공

운송량 증가에 따라 제2철교(현 한강철교 B)를 1912년 9월 준공하였으며, 

1944년 6월 한강철교 C, 1994년 12월 한강철교 D 준공

총 6개 선로, 길이 1.1km, 폭원 합 최대 90m

구분 단선/복선 이용현황

A선 단선(5m) 용산~부평간 경인선 직통 전동열차(용산방향)

B선 단선(5m) 경인·경부선 급행열차, 경원·용산선 화물열차(노량진방향) 

C선 복선(10m) 경부·장항·호남선 등 철도

D선 복선(10m) 수도권 전철 1호선 완행 

강남·강북을 연결하는 한강의 주요교량 중 하나로 근대문화유산으로의 역

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한강철교 A선, B선, C선이 등록문화재(제

250호)로 지정

▲ 한강철교 현황

군부대부지(수방사)

 1호선 및 경부선철도 동측으로 사육신공원과 인접하여 한강변으로 군부대

부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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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부지 현황

노량진 학원가

 1985년 정부방침으로 형성

노량진역 주변 및 만양로변으로 입시·고시학원 등 교육시설 밀집(학원 74

개소, 독서실 46개소, 고시원 159개소 등)

동작충효길 (동작구 둘레길)

동작구에 산재되어 있는 근린공원과 한강공원 등 생태자원, 국립현충원, 사

육신공원, 용양봉저정 등 역사문화자원, 노들역, 동작역, 노량진역 등 교통

자원을 연결한 보행네트워크로 총 25㎞ 연장의 7개 코스로 이루어짐 

노량진지구는 동작충효길 제1코스(고구동산길, 자연생태체험코스), 제3코스

(한강나들길, 효(孝) 코스), 제4코스(노량진길, 정(情) 코스)가 만나는 지점

노량진지구 내 주요 경유지로는 노들나루공원, 사육신공원, 노량진역, 노량

진수산시장 등이 위치

▲ 동작충효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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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지구 주요공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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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구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
노량진지구는 노량진 수산시장, 청과물시장부지가 유통상업지역으로, 현대

자동차서비스센터부지와 노량진로변 일부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도자재관리센터부지, 사육신공원, 노들나루공원 등은 제1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

그 외 한강변 아파트 개발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군부대부지는 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용도지구로는 한강변 노들로를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노량진로변으로는 중심지미관지구가 지정

 토지이용

노량진지구는 현재는 대부분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위주의 토지이용을 

보이고 있음

노량진수산시장(2단계 부지),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 노량진 철도역사 상

부, 수산청과물시장, 군부대 부지 등 다수의 개발가능부지가 분포하여 향후 

급격한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구

노량진지구와 인접하여 남측으로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노량진재

정비촉진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노들나루공원 인근의 노후주택지는 29층 

규모의 아파트로 2011년 재개발 완료

▲ 용도지역․지구 현황

 

▲ 도시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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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

노량진지구는 상대적으로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국공유지가 다수 분포

특히 현재 저이용되고 있거나 부적격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향후 기능 및 

환경개선의 잠재력이 있는 부지들이 모두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 향후 지구

환경 개선의 여건이 용이

 건축물 노후도

최근 재개발 완료된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노후화되

어 있어 점진적인 노후환경의 개선 필요

▲ 토지소유 현황

 

▲ 건축물 노후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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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철 서부선 계획
   (2015 확정고시, 
민간투자사업자 유치중)

 교통

노량진지구는 동서방향으로 올림픽대로, 노들길을 통해 김포공항, 여의도, 

강남 등 국제적 기능의 중심지들을 연결하는 입지

남북방향으로는 원효대교, 한강대교를 통해 여의도, 용산, 서울역 등 서울

의 주요 거점과 연결

철도교통으로 지하철 1호선, 9호선이 노량진지구를 지나고 있으며, 향후 

경전철 신림선(여의도~서울대 연결), 서부선(장승배기~신촌 연결) 조성 예

정

지구 내 지하철역으로는 노들역, 노랑진역, 대방역 등 3개소가 위치하고 있

으며, 노량진로를 따라 대중교통 노선이 다수 분포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비교적 우수

▲ 노량진지구 교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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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 노량진 관광호텔 개발 계획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조감도

▲ 노량진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안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구분

1.3. 관련계획․사업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노량진로 남측으로 2006년 지구지정 및 계획결정 된 노량진재정비촉진지

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총 736,959㎡의 면적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 재개

발사업 추진

이중 노량진1․3․4․5구역은 고시된 지 5년이 경과함에도 불구, 추진위 단계
에 머무르는 등 사업추진이 더딘 상태이며, 2․6구역은 건축심의 통과, 7․8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등 사업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노량진로를 중심으로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지하철9

호선 개통 등과 연계하여 지역중심지 역할 강화를 위하여 계획 수립

노량진로변으로 교육·문화 및 업무기능을 유도하고, 이면도로변으로는 공동

개발을 통해 관련 지원기능을 육성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1971년 준공 후 42년이 지난 수산시장 건물을 2015년 준공 목표로 현대

화사업 추진(2013년 착공)

사업부지 면적 : 40,430㎡ (수협부지 18,304㎡, 농림축산식품부 비축기지 

부지 22,146㎡)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118,346㎡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유비쿼터스시스템 구현, 견학공간, 홍보관, 휴식공간, 

지역별 특산물 판매장 등 시민친화적 공간 조성 및 관광명소화 병행 추진

노량진청과물시장 재개발

노량진 청과물도매시장은 1979년 개장하였으나, 1984년 가락시장이 문을 

연 데 이어 1990년대 대형마트가 등장하면서 도매시장의 기능을 일부 상

실하여 노량진청과물도매시장의 시장기능을 폐지(2013.10)

기존의 56점포를 120점포로 확충하고 오피스텔 등 복합, 2017년 완공 계

획

노량진 물류창고부지 관광호텔 개발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의 기존 물류창고 부지를 최고 20층 규모, 310실의 

특급 관광호텔로 재개발, 2018년 완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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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 컵밥거리 현황

▲ 노량진 컵밥거리 이전위치

▲ 수산시장2단계부지 계획(안)

▲ 민자역사건립계획(안)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관광숙박시설확충 특별법에 따라 369.9%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2015.1)

노량진 민자역사 건립계획 (사업보류중)

노후화 된 노량진역을 초현대식으로 개량, 이용객과 지역주민에게 문화, 편

의시설의 제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은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철도용지 

38,650㎡ 부지에 첨단 역무시설을 비롯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복합영화관 등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판매·문화·업무시설

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코레일(당시 철도청)이 2002년부터 추진

현재, 거듭된 비리와 소송으로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사업 답보상태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만양로 입구에서 사육신공원 육교까지 270m 구간에 대해 거리가게 특화거

리 조성(2015.9 완료)

노량진 학원가 컵밥거리를 새롭게 조성하는 ‘거리가게 특화거리’로 이전하

고, 기존 거리는 노점없는 거리로 조성

기존 학원가에 있던 노점 29개 이전

이전된 노점은 새롭게 규격화(2.8×2.15ｍ)하여 재배치하고, 수

도, 전기, 공중화장실, 쉼터 등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기존의 노점이 분포한 지역은 보행자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보도 

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노량진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

수산시장 2단계 부지내 복합리조트 계획(2015년 검토중)

부지면적 : 48,233㎡

용적률 : 683% (보도육교 공공기여 인정 시)

규모 : 지상52층, 지하6층

주요 도입시설 : 해양수산테마파크, 숙박시설(호텔), 컨벤션, 판매시설, 워터

파크, 공연장, 멀티플렉스, 오피스 등

개발컨셉 : 한강~여의도~수산시장~복합리조트~노량진학원가에 이르는 체

험형 해양수산테마파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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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빌딩 전경

63빌딩 내 면세점 입점

 63빌딩 B1~3층 공간을 활용한 면세점 입점 확정으로 대상지 및 주변지역

에 대한 관광수요 상승 예상

면적 : 10,072㎡ (매장 8,937㎡, 창고 1,135㎡)

여의도, 한강, 노량진수산시장 등 주변의 풍부한 인프라와 연계한 관광진흥 

프로그램 마련 (63빌딩 투어, 한강유람선 연계, 노량진수산시장 투어, 한류

스타 초청 이벤트, 여의도 봄꽃축제, 서울 세계불꽃축제 등 연계)

노량진수산시장 등 주변지역과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제시 

(공동홍보 및 공동마케팅, 셔틀버스 운행 및 경영지원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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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 강화

2. 지구 기본구상

 토지이용 부문

여의도, 용산 등을 연계하는 국제적 수변업무권역 육성

공공부지 및 저이용부지를 활용하여 여의도 도심기능의 수변 확장 유도, 여

의도~노량진 간 기능연계를 통해 한강변의 국제적 경제․문화 중심기능 육성
지구 내 주요공간의 연계성 강화

지구 내 주요 조망명소인 사육신공원과 노들섬, 효사정, 용봉정, 고구동산 

등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 강화

 접근성 부문

여의도~노량진 간 도로․보행연계성 강화
노량진로~수산시장~여의도를 연계하는 보행, 도로망 확충 

▲ 여의도~용산권역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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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올림픽대로 우회지하화 등 검토

여의도와 노량진을 공간적으로 단절시키고 있는 올림픽대로의 우회지하화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여의도~노량진 간 지역 연계

한강과 지구 내 주요 녹지공간과의 연계 강화

동작충효길을 비롯하여 노들섬, 현충원 등 주변 녹지공간과 지구 내 녹지, 

샛강생태공원 등을 연계하는 녹지네트워크 구축

 도시경관 부문

한강으로의 자연스러운 조망기회 확충

지구 내 다수 분포하고 있는 한강변 저이용부지를 활용, 향후 개발과 연계

하여 한강 조망기회 증대를 위한 복합전망공간 확충

여의도, 용산 등 중심지와 연계한 입체적 도심경관 형성

향후 수변업무권역으로서 한강을 중심으로 여의도~용산과 통합된 도심경관 

형성을 고려, 입체적 경관창출 유도

▲ 사육신공원에서 바라본 한강 및 북한산

▲ 이촌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및 노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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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성 부문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여의도 샛강 수구부 생태거점 조성

샛강 수구부의 퇴적지, 습지 자생초지 등을 활용하여 생태거점공간으로 조성

▲ 여의샛강 수구부 전경

 

▲ 여의샛강 수구부 생태거점 조성 조감도

한강변 자연형호안 복원

현재 인공호안으로 조성되어 있는 호안을 자연형호안으로 복원

▲ 노량진지구의 인공호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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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대교 남단 한강접근로

3. 주요이슈 및 관리방향

3.1. 지구 현안이슈

(1) 토지이용

 고속도로, 철도로 인해 주변지역과 토지이용 단절

경부선, 지하철 1호선 등 철로로 인해 노량진과 수산시장 일대의 토지이용 

단절

노들로, 올림픽대로로 인해 노량진 일대와 여의도, 한강의 활동이 단절 

 지구 내 대규모 저이용부지 분포로 수변활력 부족

노량진수산시장 2단계부지, 수도자재관리센터, 군부대부지 등 한강변으로 

대규모 저이용부지들이 분포

철도, 고속도로에 의한 상호간의 공간단절로 인해 전반적인 개발여건 형성

이 미흡

(2) 접근성

 한강 및 주요 공간간의 연결성, 접근성 단절

지구 내에서 한강으로의 접근로가 1개소에 불과

한강대교 남단 접근로 1개소를 제외하고는 노량진지구 전체 구간 약 2.7㎞ 

내 한강으로의 접근로 부재

노량진~여의도 간 보행, 자전거, 차량접근성 단절

올림픽대로 및 노들로로 인해 지구 내에서 여의도로 접근가능한 보행 및 

차량통행로가 여의교 1개소에 불과,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지구 내 주요공간간의 연결성 취약

노들나루공원, 사육신공원, 노량진수산시장, 여의도 샛강 등 지구 내 주요

공간 간 보행연결성 부족

(3) 도시경관

 아파트 위주의 수변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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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들로에서 본 노량진 경관

고층아파트 위주의 지구경관 형성

한강변으로 강변울트라유원아파트(25층), 래미안트윈파크아파트(28층) 등 

고층아파트 위주의 경관 형성

주요 조망명소에서 한강으로의 경관이 아파트단지로 차폐

한강변의 주요 조망명소 중 하나인 사육신공원 등에서의 한강조망이 한강

변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단지로 인해 상당부분 차폐

(4) 자연성

 여의샛강 수구부로서 과다한 인공시설지에 대한 관리 필요

호안으로 모래 및 자갈퇴적지가 분포하고 있으나, 불투수포장 산책로와 파

크골프장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이 과다하고, 불필요한 마운딩으로 지

형의 굴곡이 심하게 되어 있어 이들 인공시설지에 대한 관리 필요

▲ 노량진지구 현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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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방향

 목표

여의도~용산을 연결하는 한강 중심부의

“새로운 수변활력지구 육성”

 

 부문별 중점관리원칙

토지이용

지구 내 저이용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수변활동 거점 육성

접근성

여의도, 한강과의 보행·녹지연계성 강화

고속도로, 철도의 장기적 지하화 고려

경관

여의도와 연계하여 한강을 대표하는 입체적 수변경관 창출

자연성

여의샛강 수구부 생태거점 조성 및 호안구조 개선(자연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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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 및 가이드라인

4.1. 부문별 주요 계획

(1) 토지이용

 가용부지 등 활용한 수변활력거점의 종합적 육성 추진

노량진수산시장 2단계부지, 수도자재관리센터, 군부대부지 등 대규모 가용

부지를 활용한 수변문화·업무거점 조성

여의도와 연계한 업무공간을 비롯하여 한강 중심부 및 수변입지잠재력을 

활용한 수변문화시설, 한강 전망공간 등 확충

 노량진시장~가용부지 개발과 연계, 수변 문화관광 명소화 추진

노량진시장~대규모 가용부지~여의도, 샛강, 한강공원, 한강철교, 노들섬 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의 종합적 연계를 통해 수변 문화관광 명소화 추진

 장기적 관점에서 도로, 철도 등 구조개선과 연계한 노량진 일

대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검토

▲ 노량진지구 토지이용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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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의 우회지하화 및 상부공간을 공원 및 여의도와 연계한 업무공

간, 수변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노량진 일대에 대한 

통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2) 접근성

 여의도·수변으로의 광역적 보행접근체계 강화

노량진~수산시장~여의도 연결 보행동선 확충 및 노들나루공원~

한강 연결 나들목 조성

동작충효길과 한강, 샛강생태공원 등을 연결하는 보행동선체계 구축

노량진시장 전면부를 대상으로 노량진~여의도와 연결되는 중심광장 둥 보

행자공간 확보(수산시장 1,2단계 사이)

노들로변으로 수산시장 1,2단계 부지 및 군부대 부지~동작충효길을 연결하는 

수변 산책로 조성 검토

 대중교통 중심의 입체적 공간연계

지하철 역사 등 대중교통체계와 연계하여 지하, 지상, 보행데크 등 3개 레

벨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연결

 9호선과 연계된 지하통로 연장 등 지상․지하공간 통합적인 보행 네트워크 
형성

▲ 노량진지구 접근성부문 계획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400

▲ 장승배기로에서 바라본 여의도

 장기적으로 지구 전체를 통합하는 보행·녹지연계체계 강화

노량진~여의도간 도로연계체계 강화 (수산시장고가차도 개선 등 포함)

장기적으로 올림픽고속도로 우회지하화, 한강철교 등 공원화와 연계하여 노

들섬~노들나루공원~사육신공원~노량진수산시장~여의도 등 지구전체를 통

합하는 보행녹지 네트워크 구축

(3) 도시경관

 한강변 입체적 경관거점 조성 및 한강조망공간 확충

한강변의 대규모 저이용부지 개발시 여의도와 연계된 입체적 수변경관거점 

형성 및 한강전망공간 복합

한강변, 샛강변의 경우 중저층 유지하되, 이면부는 여의도와 연계된 입체적 경관 창출 

유도

사육신공원 등 주요 조망명소에서 바라본 한강 조망경관 보전

▲ 사육신공원 조망점에서 바라본 여의도

 여의도~노량진 시각적 공간통합 유도

장승배기로를 따라 노량진수산시장~63빌딩으로 연결되는 시각축 확보

 지구경관 다양성 및 조형성 창출

광역통경축 및 지구통경축의 지정 및 관리

한강변으로의 열린 경관 창출 및 지구 내 주요가로의 통경축 확보를 통하

여 도시 내부에서 한강으로의 시각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광역․지구통경축
을 지정하고 경관형성기준을 마련

*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2.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광역통경축으로 양녕로(한강대교) 지정

지구통경축으로 장승배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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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지구 도시경관부문 계획

(4) 자연성

 한강~여의샛강 합류부 생태거점 조성

양호한 비오톱을 보전하고 모래·뻘 등의 자연 퇴적구조를 유지

갈대, 물억새, 버드나무 등 하천특성에 맞는 식물 보완식재 및 둔치수림대 

조성

 노량진지구 자연형 호안 복원

여의샛강 합류부~한강대교 구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

자생력 강한 식재 조성으로 모래 유실 감소 계획

▲ 노량진지구 자연성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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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획 가이드라인

 토지이용 부문

1-1. 노량진일대의 계획적 육성·관리를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도로, 철도 등 구조개선과 연계한 복합적·입체적 도시 조성

1-2. 가용부지를 활용한 수변문화․활력공간 조성 추진
노량진수산시장(2단계)부지, 수도자재관리센터,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군부대부지 등 대규모 가용부지 대상 수변문화·관광 및 업무기능 육

성

1-3. 수변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기존 동작충효길 등 걷고싶은 길 연계

▲ 노량진지구 토지이용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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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부문

2-1. 노량진역~전략용지 연결 입체적 보행연계체계 구축

지하철 9호선, 1호선 역사로부터 지하, 데크공간 등을 통해  노량진역~

수산시장~여의도, 사육신공원 등을 입체적으로 연결

2-2. 노량진수산시장 전면 보행광장 등 보행자공간 조성

2-3. 노들로변 수변산책로 조성

수산시장 1,2단계 부지 및 군부대 부지~동작충효길을 연결

2-4. 노들나루공원~한강 연결 나들목 조성

동작충효길~한강~샛강 연결 보행동선체계 구축

2-5. 노량진수산시장(2단계)~여의도 연결 입체보행로 조성

2-6. 노들나루공원~노들섬 연결 보행로 조성 

▲ 노량진지구 접근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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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 부문

3-1. 한강변 입체적 경관거점 조성

한강 및 샛강변 중저층 관리, 사육신공원 등 조망명소에서 바라본 한

강 조망경관 고려

3-2. 가용부지 개발시 한강 전망공간 확충

향후 노량진수산시장2단계부지, 수도자재관리센터, 군부대부지 등

3-3. 장승배기로~63빌딩 간 시각축 확보

3-4.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광역통경축 : 양녕로(한강대교)

지구통경축 : 장승배기로

*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2.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 노량진지구 도시경관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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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성 부문

4-1. 한강~여의샛강 합류부 생태거점 조성

양호한 비오톱의 보전 및 자연퇴적구조 유지

4-2. 여의샛강 합류부~한강대교 구간 자연형호안 복원

▲ 노량진지구 자연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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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부문 연번 계획내용 실행주체 기간 추진사항

토지이용

1-1
노량진 일대의 계획적 육성관리

를 위한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공공 단기

∙ 도시계획국,도시교통본부,동작구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1-2
가용부지 등을 활용한 수변 문

화·활력공간 조성 추진
공공·민간 중기

∙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가용부지별 
세부 개발계획 진행시 반영

1-3 수변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공공 단기

접근성

2-1
노량진역~전략용지 연결 입체적 

보행연계체계 구축
공공·민간 중기

∙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노량진수산시장 
일대 민간개발사업 추진 등과 연계 

시행

∙ 공공사업으로 우선 추진 시 도시교통 
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협의 시행

2-2
노량진수산시장 전면 보행광장 

등 보행자공간 조성
민간 중기

∙ 수산시장 1,2단계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2-3

노들로변 수변산책로 조성

(수산시장1,2단계 부지 및 군부

대 부지~동작충효길 연결)

민간 중기
∙ 노들로변 대규모 가용부지 개발 추진 
시 전면공지 등으로 확충

2-4
노들나루공원~한강 연결 나들목 

조성
공공 단기 ∙ 동작구 및 한강사업본부 협의 시행

2-5
노량진수산시장(2단계)~여의도 

연결 입체보행로 조성
민간 단기

∙ 중앙정부 및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도시교통본부 등 협의 시행

2-6
노들나루공원~노들섬 연결 보행

로 조성
공공 중기 ∙ 공공개발센터, 한강사업본부 협의 시행

도시경관

3-1

한강변 입체적 경관거점 조성(한

강 및 샛강변 중저층 관리, 사육

신공원 등 조망명소에서 바라본 

한강 조망경관 고려)

공공․민간 중기

∙ 한강 및 샛강변 중저층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용부지별 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3-2
가용부지 개발시 한강 전망공간 

확충
공공·민간 중기 ∙ 가용부지별 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3-3
장승배기로~63빌딩 간 시각축 

확보
공공·민간 단기

∙ 경관심의 및 주변지역 사업계획 수립 
시 확보 고려

3-4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

성기준 적용
공공 단기

∙ 경관심의 및 주변지역 사업계획 수립 
시 확보 고려 

자연성

4-1
한강~여의샛강 합류부 생태거점 

조성
공공

자연성부문에 관한 사항은

자연성회복기본계획에 따라 실행
4-2

여의샛강 합류부~한강대교 구간 

자연형호안 복원
공공







D 반포~한남권역

13. 이촌지구

14. 한남지구

15. 흑석지구

16. 반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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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관련계획

1.1. 지구 개요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

한강대교, 반포대교, 서빙고로를 경계로 하는 한강변 지역

이촌지구 면적 : 약 2.1㎢ (약 63만평)

▲ 이촌지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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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지명유래

용산은 도성 서쪽 무악의 남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가 약현과 만리현을 

지나서 서쪽으로 한강변을 향하여 꾸불꾸불 나아간 모양이 마치 용이 든 것 

같고, 또 한강변의 지금 용산구와 마포구의 경계에서는 머리를 든 것 같기도 

한 것에서 얻어진 이름

서빙고동은 반포대교 북단의 한강변에 위치하였으며 조선시대에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던 것에서 동명이 유래

이촌동은 한강대교 북측 한강변 좌우에 위치함. 조선시대 말까지 모래벌판

이어서 여름에 장마가 지면 홍수를 피해 강변으로 옮겨 살아 마을을 떠난다는 

의미의 이촌동(移村洞)으로 불리다가 한자가 변하여 이촌동(二村洞)으로 개칭

 지구 특성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의한 택지 조성으로 형성된 아파트지구

예부터 새남터로 불렸던 이 지역은 강기슭에 무질서하게 밀집된 무허가

판자촌이었으나 매립공사를 하면서 개발 시작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 의해 1968년 11월에 시작되어 1969년 6월 완료된 

동부이촌동 매립사업 결과 총 12만 1,827평에 이르는 토지가 새로 생성

이후 공무원아파트 1,313호, 한강맨션 700호, 외국인아파트 500호에 이르는 

아파트 건설

이때의 이촌동 아파트는 서울 시내 아파트의 효시로 1970년 이후에 여의도, 

강남, 잠실 쪽으로 번짐

과거 시민들의 여가공간

 1960년 초까지 여름철엔 백사장으로, 겨울철에는 빙상장으로 이용한 시민

들의 여가공간

▲ 서빙고지구 준공 전경 ▲ 최초 구역도(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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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박물관

▲ 이촌 한강공원

▲ 국립한글박물관

북악산~관악산을 연결하는 남북녹지축에 위치

북악산에서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남북녹지축 상에 위치

주변으로 용산공원, 노들섬, 남산 등의 자연자원이 풍부한 친환경 주거지 형성

 지구주변 주요공간 및 시설

이촌 한강공원

이촌 한강공원은 면적 약 922,185㎡(노들섬 120,462㎡ 미포함), 길이 

10.2km이며, 반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에 위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광장, X-게임장, 국제규모의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의 운동경기장 등이 여가 및 레포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최근 한강 도하 체험장이 생겨 개인, 직장, 학교 등 단체생활의 팀웍훈련장

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자연학습장 및 수상훈련장, 차범근 축구

교실, 노들섬 등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음

국립중앙박물관

 1909년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연 것이 국립박물관의 시초이며, 1945년 

해방직후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인수하여 국립박물관을 개관

 2005년 용산미군헬기장 철수로 신축 이전 개관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29만 5,550㎡의 대지면적에 본관은 지하1층, 지상 6층으로 길이 404m, 

최고높이 43.08m 건물이 지어짐

 30만여 점(2012년 1월 기준)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6개의 상설전시

관에서 1만 5천여 점의 유물을 전시

다양한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문화상품점과 도서관, 식당, 카페, 그리고 

클래식, 무용,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이 개최되는 전문공연장 극장시설을 

갖추고 있음

국립한글박물관

 2008년 대통령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으로 한글문화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추진에 따라 박물관 건립

한글 모음의 제작 원리인 천지인을 형상화하여 하늘의 켜, 사람의 켜, 땅의 

켜를 켜켜이 쌓아올린 공간에 소통의 매개체인 한글을 담고, 한국 전통가옥의 

처마와 단청의 멋을 현대적으로 구현

총면적 11,322㎡이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상설·기획 전시실, 체험·

교육 등 전시공간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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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가족공원

▲ 노들섬

용산가족공원

 8.15광복 이후 주한미군사령부의 골프장으로 쓰이던 부지(29만 7,520㎡)를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조성

 1997년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계획에 따라 규모(8만 9,256㎡) 축소

골프장의 잔디와 숲·연못 등은 그대로 보존하고 4.6km의 산책로와 조깅

코스, 80만종 1만 5,000그루의 나무와 원두막을 갖춘 자연학습장, 태극기

공원, 잔디광장 등을 조성

노들섬

한강대교가 건설된 1917년 당시 다리의 중앙에 있던 모래언덕에 둑을 

쌓으면서 중지도로 불렸으나 1987년 노들섬으로 지명 변경

섬의 대부분이 모래와 갈대숲으로 이루어져있고 테니스장으로 활용

 2005년 오페라극장 등 문화단지 조성계획이 있었으나, 공사비용의 문제로 

무산되었으며 2012년부터 노들섬 일부가 도시농장으로 조성되어 운영중

 2015년에 들어서 노들섬 시민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새로운 장소로 조성 

준비 중에 있음

▲ 이촌지구 주요공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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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구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
대상지는 아파트지구로 대부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학교, 

공원 등은 제1종일반주거지역(7.98%), 제2종일반주거지역(10.87%)으로 지정

대상지 중심을 가로지르는 이촌로와 동측 서빙고로 일부가로변으로 일반미

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한강변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지정

 토지이용

아파트지구의 특성상 공동주택이 전체의 52.1%이며, 대상지 중심을 가로

지르는 이촌로를 중심으로 근린생활시설(10.5%) 입지

대상지동측 서빙고역에 연접하여 일부 단독주택(21.25%)입지

이 외 지역은 공원·녹지, 학교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토지소유

전체면적 대비 38.3%가 사유지이며, 대부분 주거용도로 이용되고 있음

주구중심의 상가와 공원 등은 법인이 소유(5.6%)하고 있으며, 한강공원, 철도, 

공원, 학교 등은 국공유지, 시유지로 전체 구역면적 대비 55.1%를 차지

 건축물 노후도

전체 건축물의 대부분이 2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로 구성 (70.3%)

 3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가 6.0%이고, 그 외는 20년 미만 건축물(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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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지구 현황

 
▲ 도시계획 현황

▲ 토지소유 현황

 
▲ 건축물 노후도 현황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418

 교통

이촌지구 주변 도로망 현황을 살펴보면, 한강변과 경계를 이루는 강변북로를 

통해 동측으로 성수·자양·광장지역을 연결하며, 서측으로 상암·수색 광역

중심을 연결

지구북측경계와 연접한 서빙고로는 용산역과 한남동을 연결하며, 남북축으로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를 통해 도심지역과 여의도·강남지역을 연결

대중교통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지 주변으로 서빙고로를 따라 4호선과 경의중

앙선이 경유하고 있고, 서빙고로, 이촌로를 중심으로 지·간선버스들이 경유

특히, 경의중앙선은 수도권 전철로서 서울 강북지역의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과 수도권 동·서북부를 연결

▲ 이촌지구 교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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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련계획․사업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014)

남북녹지축 및 환상녹지축 조성

북한산~남산~용산공원~한강을 잇는 남북녹지축과 내사산과 서울성곽을 연

계한 환상녹지축 조성을 통해 다양한 시민활동의 중심지인 도심권에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

용산공원 조성추진에서의 이촌지구

남북녹지축과 동서수경축이 만나는 서울의 지리적 중심에 있는 용산공원 

개발과 함께 이촌지구의 계획적 관리 필요

▲ 도심권역 발전구상

 서울시 기본경관계획(2009)

한강축 경관기본관리구역

한강 경계로부터 약 500m 내외 범위에서 도로, 공동주택단지 및 대규모 

계획구역을 기준으로 경계설정

조망 및 개방감,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을 위해 배치 및 규모·높이 강조

한강변 경관기본관리구역에 한하여 16층 이상 건축물 시뮬레이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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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역 경관관리방안

단절된 녹지 연결 등 기존 녹지의 보존 및 적극적인 확충

북한산~북악산~창덕궁~종묘~세운녹지축~남산~용산공원~동작대교~국립현충원에 이르는

남북녹지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성

녹지축 복원 대상구간에 대해 대상지 주변지역을 포함한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사업 추진

한강·청계천 등 하천 연접지역 경관관리

정비사업 추진 시 실행력 있는 경관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다양하고 활력 있는 도심 수변

경관을 형성

▲ 도심권역 경관관리방안

 서울시 수변경관계획(2010)

높이유도구역

중소규모의 점적·면적인 개발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을 통합 계획할 

수 있는 지역과 대규모 아파트 지구와 같이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함으로

써 매력 있는 수변경관 형성이 가능한 구역을 대상으로 함

계획구역 내에 다양한 층수가 도입될 수 있도록 높이계획을 수립하고 체계

적 개발방식을 유도함으로써 디자인된 복합용도를 도입하여 활력 있는 수

변경관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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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2014)

용산공원 비전과 목표

비전 : 민족성, 역사성, 문화성을 갖춘 자연생태 및 국민휴식공간인 국가공

원을 지향

목표 : 공원부지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승화하고 생태적 가치를 복원하며  

녹색국토환경과 미래 도시문화를 선도하는 공원으로 조성

용산공원 실행계획

 1단계(‘19~’21년): 부분조성, 임시개방 확대 및 자연생태 회복 유도

 2단계(‘22~’24년): 공원내 녹지·수체계 복원 등 본격 조성

 3단계(‘25~’27년): 남산~용산공원~한강의 녹지축 연결 등 마무리

공원주변지역 관리방향 및 구상

남산그린웨이, 용산링크 등 용산공원과 조화되는 개발 유도

인접지역 내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시 공원친화적인 용도개발 지향

서빙고 아파트지구 내 근린공원 등을 이용하여 용산공원과 한강공원을 연결

용산공원으로 보행교를 통한 직접적인 접근방법 제안

한강과 남산을 연결하는 통경축 확보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2006)

남산조망과 한강인접지의 지구특성을 고려한 한강과 남산, 용산가족공원을 

연계한 녹지축과 통경축 확보

학교 및 공원과 연계한 보행축 조성을 위해 기존 도로의 기능 전환 및 

인접한 한강과 용산가족공원과 연계를 위한 보행접근성 개선

한강시민공원 및 용산가족공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거점 녹지축 조성 및 

기존도로의 기능전환을 통한 녹지축 조성

▲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계획

▲ 용산공원 기본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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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심권역 관리방안

역사·문화 복원을 통해 도심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도심에 주거기능을 확보

하여 도심부의 활력 증진

주요전략

 4대문안 역사도심의 장소적 특성 주거지

역사적 장소성을 보유한 특성주거지 보전 및 관리

도심(CBD)과 연접한 주변지역의 기능혼재 주거지

주거·산업(봉제, 인쇄) 혼재지역 주거지의 관리

도심 상업지역(계획대상 제외) 인접 주거지

도심 상업·업무기능 확산에 따른 주변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관리

대규모 개발(용산지역)주변 및 외국인 밀집 주거지

용산공원, 남산 주변 주거지의 관리방안 마련

외국인 밀집주거지(이태원 등)의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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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지구 관리방안(2014)

아파트지구 관리원칙

아파트지구는 ‘도시정비법’의 정비계획 체계로 전환하거나 ‘국계법’의 지구

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서빙고(고밀)지구 가이드라인

공통사항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기준 유지

주택용지

정비계획 변경 시 주택법상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허용용도로 하되, 지역여건 및 공간

체계 등을 고려하여 커뮤니티시설과 병합 설치

높이는 한강변 관리기준을 준용

건폐율 50%이하, 공공기여 15% 원칙

용적률 초과 공동주택은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재편입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노후 건축물 정비방안의 현실적 대안

중심시설용지

인접 주택용지와 통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한강변 접근성 강화, 가로활성화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위치 조정 허용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시장 및 운동장은 주민제안 시 일반도시계획시설 관리기준을 준용

개발 잔여지

연접하여 있는 신동아 아파트 및 한강맨션의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시 통합하여 개발 유도

▲ 서빙고아파트지구 관리방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424

2. 지구 기본구상

 토지이용 부문 

녹지 및 한강공원과 어우러진 “국가적 문화·여가 권역”

이촌지구 주변 생태·문화전시시설(용산공원, 국립중앙박물관 등), 한강공원 

등과 연계하여 국가상징녹지축 강화

물리적·시각적으로 이촌과 한남, 용산, 반포지구가 연계를 이루는 토지이용

계획 실현

재건축사업 시 전략용지 확보 및 국공유지 활용을 통해 한강변 활력 창출 

도모

동서간 배후지역과 연계된 도시구조 형성

장기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을 고려한 도시

공간구조 형성

동서축 연결도로(서빙고로, 이촌로)를 중심으로 가로변 활력을 유도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된 토지이용계획 유도

▲ 반포~한남권의 권역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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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부문

한강으로의 녹색교통체계 구축

역세권~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한강변 접근편의성 

강화

장기적으로 한강 양안(이촌~반포)을 연결하기 위해 보행 및 수상교통체계 

확충

한강변으로 접근하는 가로변으로 자전거도로 신설 및 확충을 통하여 한강

중심의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한강으로의 접근편의성 개선

국가상징녹지축의 물리적 연계를 위해 공원·녹지 조성 및 정비사업과 연계

하여 점진적으로 강변북로 입체화 검토(용산가족공원~이촌지구~한강공원 

연계)

차량·보행·자전거 접근 편의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접근시설 정비 및 신설

지역자산을 연계하는 탐방로 조성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화·여가권역으로 특화하기 위해 한강 교각을 활용

하여 반포, 흑석지구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는 코스 구축

지구 북측으로 용산가족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 한강공원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탐방로 신설

 도시경관 부문

배후 주요산으로의 경관관리

이촌지구 배후로는 남산, 북악산 등 서울 주요산 조망이 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으로 열린 경관 형성

계획구역 내 다양한 층수가 도입될 수 있도록 높이계획을 수립하고, 한강

굴곡부로서 디자인된 건축물 계획을 통해 활력있는 수변경관 연출

한강접근로를 중심으로 가로경관 및 개방감 확보

배후지역으로부터 한강까지 연결되는 주요가로를 대상으로 광역통경축,  

지구통경축 설정

국가상징녹지축(북한산~용산공원~현충원)으로 연계되는 지구통경축 확보를 

위해 주변 건축물 중저층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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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성 부문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자연하안 기반을 형성하여 자연의 복원력에 의한 하안 안정화를 추진

둔치 내 기능이 중복되는 시설물을 집중화하고 기존 포장지역은 녹지로 복원

구조적 연결성 및 기능상 장애요인을 검토하고, 탐방로를 연계하여 환경

교육공간으로 활용을 구상

한강변 녹지축 확보를 위해 한강 수변, 인접지역 도시개발 및 정비 시 

녹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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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이슈 및 관리방향

3.1. 지구 현안이슈

(1) 토지이용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기 도래

이촌지구는 1970년대 말에 조성되어 재건축시기 도래로 이미 상당부분 재건축이 

완료된 상태

대부분 점적위주의 개발로 인해 주변과의 단절된 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추후 

재건축사업 추진 시 계획적 관리 필요

정우(1972), 장미아파트(1975), 코스모스(1974), 한강제일(1976), 골드맨션(1971), 미주

(A)(1975), 미주(B)(1976), 노들(1974), 리버뷰(1970), 두산위브트리지움(1976), 로얄

(1972), 한강맨션(1971), 한강삼익(1979), 왕궁(1974), 점보(1974), 현대(1974), 반도

(1977), 신동아(1984) 총 18개 단지

일부 주택용지, 주구중심에 법정용적률(300%)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입지

하여 정비사업이 어려운 실정

노후화가 상당부분 진행(70년대 초·중반에 건축)되어 정비가 필요하나, 사업성 부재로 

인해 대안마련 필요

구 분 단지명 용적률 세대수 준공년도 비고

주택용지

리버뷰맨션 569.23% 56 70.10.20

정우맨션 474.68% 24 72.05.01

점보맨션 469.24% 114 74.07.08

지구중심 로얄맨션 443.18% 84 72.09.19

주구중심 노들맨션 321.03% 19 74.06.25

▼ 서빙고 아파트지구 내 상한용적률 초과 건축물

 이촌로를 중심으로 지구중심 내 상업시설 입지

이촌로를 중심으로 아파트지구 내 지구중심이 집중 배치되었음에 따라 추후 

아파트 재건축 시 가로를 중심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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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내 입체적 교차시설, 담장 등으로 인해 공간 단절 야기

이촌지구 남측의 강변북로와 북측 서빙고로, 철로(경의중앙선), 대교 등으로 

인해 주변과의 연계성 결여

지하차도, 고가차도, 교차로 등 복잡한 입체교차시설로 인해 주변과 연계되지 

못한 토지이용구조 형성

남북축으로 차량중심의 가로계획과 가로변 소음방지벽, 담장 등의 설치로 

인해 한강으로 접근하는 활력 부재

동작대교 하부공간 이촌역 주변 이촌지하차도 주변

▲ 이촌지구 토지이용부문 현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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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성

 한강접근로 보행환경 개선 필요

지구 북측의 이촌로 및 역세권(이촌역, 서빙고역), 박물관 등의 주요 거점에서 

한강공원으로 접근하기 위한 가로환경 개선 필요

이촌로 65길, 이촌로 72길, 이촌로88길, 동작대교 하부도로, 이촌로

이촌지구는 철도로 인해 남북측이 단절되어 한강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로가 한정되어 있으며, 기존 접근가로의 정비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 필요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를 통해 접근로 및 공공보행통로 

신설 필요

 한강 접근시설 정비 및 신설 필요

이촌지구와 연접한 한강변 길이는 약 3.2km에 대상지 내 접근시설은 4개

소로 접근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특히 이촌나들목에서 동작대교의 간격이 

1.1km로 신규 접근시설 설치 필요

대부분의 접근로(3개소)가 차량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동작대교를 통해 

연결되는 접근로(1개소)는 고가차도 밑에서 계단으로 접근

남북축 도로는 강변북로로 차량접근만을 고려한 구조로 조성되어 보행을 

통한 한강접근 가로환경이 매우 불량한 실정

아파트단지 개별적 입지로 인해 한강으로 접근하기 위해 우회가 필요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내시스템 마련 필요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를 통해 접근시설 신규 설치 필요

이촌나들목 동작대교 접근로(계단) 서빙고로62길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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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촌지구 접근성부문 현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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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경관

 급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경관차폐 발생

수변을 따라 판상형으로 건설된 고층 아파트 단지로 인해 수변으로의 조망차폐

대안부에서 조망되는 배후 주요산을 차폐함에 따라 수변경관의 매력 훼손 

발생

효사정에서 바라본 이촌지구 전경(1993)

효사정에서 바라본 이촌지구 전경(2014)

▲ 이촌지구 일대 스카이라인 변화

(4) 자연성

 2011년경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일부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으나, 이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동작대교 상류 둔치 및 하안지역이 일부만 개선된 실정

도로와 시설지, 습지자생초지, 자생목본식재지 등 다양한 공간이 산재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자주 방문

현재 이용행태에 무리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투수기능 개선 등의 둔치 

자연성 회복이 필요

인공호안이 조성되어 있어 수면~둔치간 생태계 단절

서울 남북녹지축 상에 입지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남산~용산공원~이촌

지구~현충원으로 이어지는 축에 대한 고려 필요

과거 지형의 흔적을 고려하여 경관 조망을 위한 조망공간 조성을 통해 과

거와 현재의 아름다운 한강경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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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방향

 목표

국제업무지구 배후지역으로 녹지·문화공간과 어우러진

“수변문화중심의 복합주거공간 조성”

 
 부문별 중점관리원칙

토지이용

주변 지역자산과 연계된 토지이용구조를 통해 문화·여가공간에 특화된 

주거지 조성

접근성

접근체계 개선을 통해 용산공원, 한강 등 지역자산과의 연계성 강화

도시경관

국가상징녹지축과 배후 주요산을 고려한 통경축 확보 및 수변경관 형성

자연성

서울을 관통하는 남북녹지축의 연계를 위한 생태축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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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촌지구 관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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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 및 가이드라인

4.1. 부문별 계획

(1) 토지이용

 지속되는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

이촌지구 내 아파트단지 일부는 재건축사업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 추진 검토

 수변공공용지 등의 확충 및 이용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를 통한 수변공공용지 확보

재건축사업 시 한강변으로 커뮤니티시설 및 문화 공간 등을 조성하여 한강변 

활성화 유도

중소형단지의 경우 수변공공용지 확보 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계획 수립

동작대교 동측 공원부지 활용

용산가족공원과 한강으로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한강접근로를 중심으로 

가로녹지 조성

동작대교 동측부지 도시계획시설 확보 등을 통한 대규모 녹지조성

녹지공간 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야구장, 축구장 등) 조성 검토

 이촌로 생활가로 조성(가로활성화용도 도입 유도)

이촌로 양측변으로 중심시설용지가 집적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가로 조성 및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재건축사업시 이촌로를 중심으로 연도형상가 배치를 통해 보행 및 상가

이용자에게 열린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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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대교 하부공간 활용을 통한 공간연계

하부공간 내 디자인 개선, 공간이용성 제고를 위한 구조 변경, 시설하부 또는 

주변공간의 활용 등을 통해 수변활성화 도모

동작대교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도입

도입권장시설 : 쌈지공원, 주민체육시설, 가로공원 등

하부공간과 동작대교 동측의 도시계획시설과 통합개발 검토

▲ 이촌지구 토지이용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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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성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한강변 접근시설 정비 및 신설

남북녹지축의 연계성 강화 및 용산공원~이촌역~한강공원으로 연계하기 

위해 입체화시설 설치 검토

용산가족공원~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한강으로 연결되는 입체보행 브릿지 신설 검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강변으로 연계되는 이촌88길 나들목 추가 신설 검토

(왕궁맨션 재건축사업과 연계)

한강나들목 및 접근로 정비를 통해 보행안전성을 개선하며, 버스 등 대중교

통이 한강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확장

이촌/서빙고나들목 :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확장 검토

동작대교 : 하부공간개발과 연계하여 엘리베이터 신설 검토

반포대교 북단 접근로 : 보행환경 개선

한강접근로 보행환경 개선

철로로 인해 단절된 북측 배후지역, 문화·여가시설에서 대상지로 유입하기 

용이하도록 가로구조개선 및 보행공간 확장

주요 철길 횡단로, 지하보도 보행공간 조성 및 정비

역세권에서 한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로 신설 및 정비

보행로 정비 : 이촌로51길, 이촌로65길, 이촌로71길(한강맨션 정비사업 연계), 이촌로88길

보행로 신설 :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시 공공보행통로 지정

 한강접근(동작대교 양안) 자전거도로 및 시설 확충

역세권 등 주요거점에서 한강변 접근가능한 공공자전거 시설 도입 검토

장기적으로 동작역~동작대교~서빙고역간 자전거도로 구축을 통해 흑석, 

반포지구와 이촌지구 간 자전거 연계 및 이용 활성화 도모

 한강 양안의 지역자산 연계성 강화

지역자산을 연결하는 녹색교통 순환체계 구축

한강을 중심으로 이촌과 반포지구를 국가적 문화·여가권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녹색교통 순환체계 구축(순환버스 운영 검토)

순환버스정류장과 연계하여 페리노선 운영하여 한강을 중심으로 양안이 

통합되고 지역자산을 방문할 수 있는 노선 구축 

국제관광 및 전시·문화 탐방로 조성

이촌, 흑석, 반포지구가 하나로 연계되는 국제관광 및 전시·문화탐방로 조성

한강양안의 다양한 전시시설(국립중앙박물관, 한글박물관 등), 문화시설(세

빛섬 등), 한강공원(이촌, 반포한강공원) 등과 한강나들길을 연계

▲ 철도횡단로 개선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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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촌지구 접근성부문 계획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438

(3) 도시경관

 국가상징녹지축, 주요 자연자원으로의 열린 경관 관리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국가상징축으로써 북한산~남산~국립현충원~관악산으로 열린 경관형성을 위해 

건축물 높이관리 및 통경축 확보

한강변 대안부에서 남산 조망 확보를 위해 재건축사업 추진 시 경관시뮬레

이션 의무화(동작대교 남단 서측, 서래섬 전면 운영)

▲ 주요산 시뮬레이션 기준점(동작대교 남단 서측)에서 바라본 남산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한강변으로의 열린 경관 창출 및 지구 내 주요가로의 통경축 확보를 통하여 

도시 내부에서 한강으로의 시각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광역․지구통경축을 지
정하고 경관형성기준을 마련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1.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광역통경축의 지정 및 관리

동작대로(동작대교)를 광역통경축으로 지정, 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마련

하여 향후 도시관리 및 개발계획 수립 

지구통경축의 지정 및 관리

이촌로71, 72길, 이촌로87, 88길, 공공보행통로(신규)를 지구통경축으로 지정

하며 가로변으로 경관형성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도시관리 및 개발계획 수립

광역·지구통경축변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권장

저층부의 도입용도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리테일, 카페, 레스토

랑, 서점, 음반매장, 식음시설, 일반판매점 등), 공연장(스튜디오, 복합체험

관 등), 전시장(갤러리, 공공에게 개방가능한 기업홍보관 등), 정보안내소,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스트리트몰 등 가로활성화에 기여하는 용도 계획

가로에 활기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와 시설이 일정 면적 이상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

가로환경과 건축물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과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저층부의 투시성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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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촌지구 도시경관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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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성

 자연하안 복원(퇴적구간)

시설지 및 포장지에  습지조성, 하천변 식생인 버드나무림 보완 식재, 천변

습지 생물서식처 및 환경교육 공간 필요

한강 수변부의 콘크리트 인공호안 조성으로 퇴적지의 야생동물 서식 기능이 

미흡함에 따라 자연하안으로의 복원

 둔치자연성 회복

음수대 및 배수로 주변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17개소), 주차장 투수 

포장개선, 운동시설 다기능화 계획

과거 시민들의 활동공간이었던 이촌한강공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

민들의 새로운 수변복합 여가거점으로 조성 검토

 한강숲 조성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올림픽대로와 인접한 사면부 3개소에 완충기능 역할 수행을 위한 폭 

30~50m의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조성

 생태축 설정(이촌지구~용산공원)

한강을 통과하는 서울의 주녹지축인 남북녹지축(남산~용산~현충원)에 대한 

연계

용산 가족공원 일대와 이촌지구간의 녹지축 확보 및 연결

용산가족공원 남측 폭 50m, 길이 100m의 이촌 녹도(오버브릿지)

▲ 1980년대 이촌백사장

▲ 서울시 녹지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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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촌지구 자연성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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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획 가이드라인

 토지이용부문

1-1.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를 통한 수변공공용지 확보

1-2. 동작대교 동측 공원부지 활용

1-3. 이촌로 생활가로 조성(가로활성화용도 도입 유도)

1-4. 동작대교 하부공간 활용을 통한 공간연계

쌈지공원, 주민체육시설, 가로공원 등 도입 권장

▲ 이촌지구 토지이용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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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부문

2-1. 한강변 접근시설 정비 및 신설

입체보행브릿지 및 엘리베이터, 나들목 추가 신설 검토

2-2. 한강접근로 보행환경 개선

주요 철길 횡단로, 지하보도 보행공간 조성 및 정비

2-3. 한강접근(동작대교 양안) 자전거도로 및 시설 확충

2-4. 지역자산을 연결하는 녹색교통 순환체계 구축

순환버스 운영 검토

2-5. 국제관광 및 전시·문화 탐방로 조성

▲ 이촌지구 접근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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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부문

3-1.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 동작대교 남단 서측

반포 서래섬 전면

3-2.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광역통경축 : 동작대로(동작대교)

지구통경축 : 이촌로64길, 이촌로71,72길, 이촌로87,88길, 공공보행

통로(신규)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1.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 이촌지구 도시경관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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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성부문

4-1. 자연하안 복원

4-2. 둔치자연성 회복

4-3. 한강숲 조성

4-4. 생태축 설정(이촌지구~용산공원)

4-5. 역사문화경관 복원

▲ 이촌지구 자연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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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부문 연번 계획내용 실행주체 기간 추진사항

토지이용

1-1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를 

통한 수변공공용지 확보
공공 중기

∙용산구, 주택건축국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재건축사업 시 공공기여를 통해 조성

1-2 동작대교 동측 공원부지 활용 민간·공공 단기
∙용산구, 푸른도시국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1-3
이촌로 생활가로 조성(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유도)
민간·공공 중기

∙용산구, 주택건축국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이촌로변 정비사업, 관리방안 등과 
연계하여 시행

1-4
동작대교 하부공간 활용을 통한 

공간연계
공공 단기

∙용산구, 도시교통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접근성

2-1 한강변 접근시설 정비 및 신설 민간·공공 중기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 공공기여를 
통해 조성

∙용산구, 주택건축국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2-2 한강접근로 보행환경 개선 민간·공공 단기 ∙용산구, 도시교통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2-3
한강접근(동작대교 양안) 자전거

도로 및 시설 확충
공공 단기

2-4
지역자산을 연결하는 녹색교통 

순환체계 구축
공공 단기

∙용산구, 도시교통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2-5 국제관광 및 전시·문화 탐방로 조성 공공 장기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도시경관

3-1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공공 단기 ∙서울시 경관계획 내용에 반영, 지구 

내 개발사업 미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시 반영 3-2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공공 단기

자연성

4-1 자연하안 복원 공공

자연성부문에 관한 사항은

자연성회복기본계획에 따라 실행

4-2 둔치 자연성 회복 공공

4-3 한강숲 조성 공공

4-4 생태축 설정(이촌지구~용산공원) 공공

4-5 역사문화경관 복원 공공







14
한남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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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관련계획

1.1. 지구 개요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 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

한남대로와 녹사평대로 사이의 한강변에 인접한 한강변 대표적인 구릉지역으로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한남지구 면적 : 약 1.6㎢ (약 36만평)

▲ 한남지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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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지명유래

보광동은 신라 진흥왕때의 보광국사가 세운 사찰이 있던 것에서 유래

한남동은 남쪽에 한강이 흐르고 서북쪽으로 남산이 있으므로 한강의 ‘한’자

와 남산의 ‘남’자를 합성하여 유래

이태원은 임진왜란 당시 침입한 왜병들이 이 마을에 있던 운종사에 머물면서 

여승들을 겁탈하여 다른 씨앗이 잉태되었다고 속되게 불렀다고 한 것에서 유래

동빙고동은 조선시대에 국가의 여러 제향에 사용하는 얼음을 저장하던 

창고가 있어 유래되었으며, 현재의 동빙고동은 서빙고동의 동쪽에 위치

한데서 유래

 지구 특성

다국적 문화활력 중심지역

주한외국공관, 이태원관광명소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및 젊은 층의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 거점

다국적, 다민족, 다정체성의 문화적 정서를 수용하고 교감할 수 있는 대표적 

퓨전 문화 지역

남산 능선을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구릉지형 주거지

한남지구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특성을 보이는 주거지로 북측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남산과 남측에는 한강이 인접해 자연경관 조망이 양호한 지역

남산 능선을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이며, 대상지 내부 해발 

고도가 12~85m로 고저차가 매우 심한 지형적 특성을 지님

한강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관문지역

한양도성과 강남을 연결하는 축선 상에 위치하며 강남에서 한양도성으로 

향하는 관문지역

한남대로, 서빙고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과 연결되는 한남오거리는 

교통의 요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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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주변 주요공간 및 시설

한강진나루터

한강진 나루터는 한남동과 사평나루(지금의 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나루터로 

한강도, 사수도, 사리진도, 사평도라 불림

신라시대 이곳에서 큰 제사를 지내기도 했으며, 고려시대에는 이곳을 사평

도라 하고 나룻배를 배치하여 교통의 편의를 도모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말기까지 중요한 나루터로서 송파, 노량과 더불어 

삼진(三津)의 하나

서빙고 부군당(서울시 민속자료 제2호)

조선시대 이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수호와 주민의 안녕을 위해 세운 제당

으로 인조 13년에 중수하였으며, 당을 처음 세운 시기는 15세기 말 또는 

16세기 초로 추정

 80여평의 대지 위에 3평 내외의 맞배지붕으로 된 한옥으로 정면에는 한칸 규모의 

본당이 있고 왼쪽에는 하주청이라고 부르는 150평 정도의 제물청이 있음

동빙고부군당

옛 동빙고동 나루터 근처로 동빙고동 62번지에 위치하며, 30여평의 부지위에 

4간 정도의 맞배지붕의 당집이 있음

윗당은 마을의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아랫당은 산중턱에 있었으나 윗당이 

1950년 6.25때 훼손되고 1972년에 아랫당이 현 위치로 옮겨져 다시 지어

졌음

김유신장군 사당

보광동 155번지에 있는 사당으로 대지 182평에 3평 내외의 제당과 5평여 

크기의 제실로 이루어짐

제당 안에는 15전의 신상이 있으며 앞에 제단이 있고 대문옆에는 김유신장군 

명화전 연혁비가 있음

고구려를 공격할 때 이 쪽의 물이 얕아서 배수의 진을 치고 전행을 하였는

데 전쟁에 이긴 후 김유신장군이 동민들을 잘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모셨

다고 전해짐

제천정터

조선 초기 세조 2년에 지어진 정자가 있었던 곳으로 한강변의 정자들 중 

왕들이 가장 자주 찾은 곳

제천정은 지금의 서울시 보광동 강가 언덕으로 용산구 한남동 541번지 일

대에 위치

▲ 제천정 터의 현재 모습

▲ 김유신장군 사당

▲ 동빙고 부군당(아랫당)

▲ 서빙고 부군당

▲ 한강진나루터의 현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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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정은 성종이 특히 좋아하던 곳으로 ‘제천완월’이라 하여 한성십영(성종 

때 한성을 대표하던 열가지 볼거리)에 꼽힘

 1624년(인조2년) ‘이괄의 난’때 임금이 밤에 피난을 가는 도중 한강을 건

너기 위하여 제천정을 태워 불빛을 이용함에 따라 소실되었다고 전해짐

이태원앤틱가구거리

 1960년대 인근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사용하던 가구들을 팔려고 내놓은 것에서 시작

이후 점차 시장으로 활성화되면서 아시아는 물론 유럽, 미주 등지의 다양한 

고가구 상들이 모여 앤틱가구거리로 자리잡음

보광로변을 따라 오래된 골동품에서 진귀한 물품, 가구 외에 시계, 찻잔, 

각종 장식품 등을 판매

이태원관광특구

 1997년 관광특구 지정이래 서울에서 유일하게 이국적이며 활기넘치는 

쇼핑문화의 거리로 자리매김

외국인거주 및 대사관밀집 등 관련 외국적 정서와 함께 세계음식을 접할 수 

있는 관광명소

이태원 관광특구는 길이 1.4km 도로 양측에 2,500여개의 점포에서 저렴

하고 다양한 상품을 판매

 2009년까지 이태원로 지역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이태원 디자인 서울거

리를 계획하여 쾌적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이태원관광특구

▲ 이태원엔틱가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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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지구 주요공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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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구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

이태원로와 한남대로를 중심으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한강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대상지 내부는 대부분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음

 토지이용

한남지구의 북측 이태원로와 보광로의 교차점인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상업지

역이 발달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

한강변으로 일부 고층의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으며, 이 외 대부분 지역은 

저층노후주택지가 분포하고 있음

한남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향후 토지이용에 대한 시설용도 변화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

 토지소유

지구 내 대부분의 토지가 법인 및 사유지로 구성, 국공유지 등  활용가능한 

공공부지가 부족

오산중·고교, 한강변 아파트(현대하이페리온, 힐스테이트), 종교시설(이슬람 

중앙성원, 천주교회 등)이 주로 법인소유

공공부지는 도로가 대부분이며, 일부 주차장, 교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음 

이 외 지구 내 주거지는 대부분 사유지(약 56%)로 구성

 건축물 노후도

지구 내 대부분 저층주택들은 대부분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

학교 및 존치관리구역 내의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은 20년이상 노

후건축물이며, 전체의 86.8%를 차지

한강변으로 삼성리버빌아파트(2000년, 2개동, 15층),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1992년, 2개동, 15층), 현대하이페리온아파트(2002년, 2개동, 17층)이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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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지구 현황

 
▲ 도시계획 현황

▲ 토지소유 현황

 
▲ 건축물 노후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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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지구남측 한강변으로 강변북로가 위치하고 있고 경부축 진입지점인 한남대

로(경부고속도로)가 있어 서울 및 수도권의 동서와 남북의 주요 지역으로 

접근하기 편리

이태원로, 서빙고로, 강변북로가 동서축을 연결하고 있으며, 남북축으로 

한남대로와 녹사평대로가 도심과 강남을 연결

한남지구내부에서는 이태원역에서 한강변으로 연결되는 보광로가 지구의 중

심을 가로지르고 있음

상암·수색, 용산 등 광역거점지역을 연결하는 6호선 이태원역이 대상지 

북측에 입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경의중앙선 한남역이 

대상지 동남측에 위치

지구내부는 보광로를 중심으로 간선버스 3개 노선이 주요 지역을 연결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1개 노선이 대상지 내부를 순환하고 있음

▲ 한남지구 교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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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련계획․사업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014)

도심권 한남지역

주거지관리 : 구릉지, 철도역 배후지, 도심부 연접지역, 주거·상업 또는 주

거·산업기능 혼재지 등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교통체계 개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을 통해 한양도성, 강남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도심부 정체성 강화

내사산, 한강, 청계천 등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재 주변지역의 경관관리 강화

북촌길, 인사동길, 대학로, 명동길, 이태원로, 삼청동길과 같이 특색있는 가로의 경관을 

증진하는 방안 마련

 서울시 기본경관계획(2009)

한남·옥수 경관중점관리구역

한강으로의 양호한 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중점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한강변 지형인식 및 조망에 영향을 미치는 구릉지(표고40m 이상) 중 특히 

중점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높이보존구역 : 자연지형에 순응하며 조화되는 경관 형성

도심권역 : 고유의 자연경관 골격 보존 및 녹지축 회복

녹지축 복원 대상구간에 대해 대상지 주변지역을 포함한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사업 추진

한강청계천 등 하천 연접지역 경관관리

시가지내 주요 조망점에서 내사산(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을 향한 양호한 조망경관 

관리: 반포로(남산조망축)

보행밀집 특화가로에 대한 가로활력 및 보행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층부 가로경관을 

중심으로 경관사업 추진

▲ 도심권역 경관관리방안

▲ 도심권 계획

▲ 경관중점관리구역



Ⅱ.지구별 가이드라인_14.한남지구

❙459

 한남재정비촉진계획(2009)

위치 및 면적

위치 : 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

면적 : 1,110,205㎡(촉진지구 : 5개구역, 존치관리구역 : 3개구역)

추진경위 및 현황

03.11.18 2차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06.10.19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지정

09.08.03 한남지구 공공관리 시범사업대상 선정

09.10.01 한남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구 분 면적(㎡)
용적률(%) 높이계획

추진현황
기준 최대 평균/최대층수 최고높이(m)

한남1구역 116,513 197 274 10/15 48 추진위원회승인 (11.08.26)

한남2구역 162,321 178 214 8/15 48 조합설립인가 (12.06.01)

한남3구역 393,729 190 235 9/29 95 조합설립인가 (12.09.04)

한남4구역 162,030 170 210 10/29 95 조합설립인가 (15.01.06)

한남5구역 186,781 170 233 10/50 170 조합설립인가 (12.08.22)

존치관리구역 존치관리1(56,788㎡), 존치관리2(28,996㎡), 존치관리3(3,047㎡)

▼ 촉진구역 용적률, 높이계획 및 추진현황

기본방향

도시공간구조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기본골격 구성

미군기지 이전 및 용산공원 조성에 따른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축 및 이태원 관광특구와 

더불어 글로벌 거점 조성

주택, 도로 등에 단절된 남산에서 한강에 이르는 지세의 회복 및 구릉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환경·경관 조성

토지이용구상

수용인구, 역세권 등을 고려한 3개의 소생활권 및 각 생활권의 중심에 지구중심 기능 배치

이태원 관광특구와 용산공원을 연계하는 글로벌 거점과 지구중심도로인 보광로를 중심으로 

한 T자형의 중심축 형성

▲ 촉진지구 구역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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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및 교통처리구상

보광로를 확장하여 보조간선기능 부여하여 지구 내 중심가로로 설정

한남지구 내 동서교통체계 연결

용산공원 조성과 용산공원의 메인도로로써의 반포로의 성격 재조명

 이태원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 유도, 외국인 지원센터 등을 도입

하여 관광특구로서의 지역 활력 도모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미군기지이전에 따라 생태/경관축 형성 및 유연한 경계와 도시로 확산되는 

열린 국가공원조성계획

용산공원조성지구, 복합시설조성지구, 공원주변지역 중 한남지구는 공원주

변지역에 해당하여 용산공원 계획 고려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심권역 관리방안

역사·문화 복원을 통해 도심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도심에 주거기능을 확보

하여 도심부의 활력 증진

주요전략

 4대문 안 역사도심의 장소적 특성 주거지

역사적 장소성을 보유한 특성주거지 보전 및 관리

도심(CBD)과 연접한 주변지역의 기능혼재 주거지

주거·산업(봉제, 인쇄) 혼재지역 주거지의 관리

▲ 한남지구 주변관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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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상업지역(계획대상 제외) 인접 주거지

도심 상업·업무기능 확산에 따른 주변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관리

대규모 개발(용산지역)주변 및 외국인 밀집 주거지

용산공원, 남산 주변 주거지의 관리방안 마련

외국인 밀집주거지(이태원 등)의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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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 기본구상

 토지이용 부문

이태원 문화활력이 한강수변으로 연계된 도시구조

한남지구는 주한외국공관(40여개)과 이태원 관광특구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및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이태원로~한강변으로 접근하는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상업, 문화, 오픈스

페이스 집적을 통해 시설 간 연계 유도 강화

한강변으로 수변공공용지 확보와 역세권 기능강화 등 사람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집객 거점 조성

한양도성과 강남도심의 배후주거지로서의 기능수행

한양도성과 강남도심의 발전축 상에 입지하여 도심과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향후 도심의 배후주거지 기능 수행

한남재정비촉진계획과 연계하여 한강과 통합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로 

재편

▲ 반포~한남권의 권역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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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부문

한강 및 지역자산으로의 보행접근성 강화

이태원로에서 한강변으로 연결되는 주요가로변의 보행환경 개선

용산공원 조성 및 신규 역세권 조성과 연계하여 동서축의 차량 및 보행

접근성 강화 

한남지구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자산을 연결하는 탐방 네트워크 구축

남산, 용산공원과의 녹지 연결성 강화

서울둘레길, 자락길, 녹음길과 한강길과의 단절구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 구축

 도시경관 부문

배후 주요산으로의 경관관리

한남지구 배후로는 남산, 북한산 등 서울 주요산 조망이 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으로 열린 경관 형성

관악산으로 조망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강변으로 조망과 문화, 휴식이 복합된 

조망명소로 조성

역사적으로 빼어난 경치로 알려진 남산~한강 간 구릉지축 경관 보존

한강접근로를 중심으로 가로경관 및 개방감 확보

배후지역으로부터 한강까지 연결되는 주요가로를 대상으로 광역 통경축, 

지구통경축 설정

건축선 후퇴 등을 통해 도시내부~한강으로의 열린 조망 및 개방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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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이슈 및 관리방향

3.1. 지구 현안이슈

(1) 토지이용

 한강으로의 이태원 상업·문화 활력 단절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원로변의 상업지역 활력이 이태원 엔틱거리까지 

이어지다가 아파트담장, 대학교부지로 인해 활력이 단절

한남재정비촉진계획상에서 보광로변은 공동주택으로 계획됨에 따라 한강으로 

활력을 유도하기 위해 가로변으로 근생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 필요

AA1~AA20: 일반 공동주택(타워, 판상형, 클러스터형)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계획

 한강변 저이용 국공유지 활용 미흡

한남재정비촉진계획(한남4구역)에서 공공부지로 용도 변경된 부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지구 동측의 한남역주변에 입지한 한남주차장 및 유수지가 공영주차장으로만 

이용되고 있어 수변공간과의 연계활용 가능성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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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한강변 구릉지축과 역사자원이 있던 장소

과거 남산으로부터 한강변으로 뻗어 나오는 구릉지축이 있으나, 현재 구릉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낙후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남아있는 실정

1861년 경조오부도상 남산에서 한강으로 뻗어 내려오는 구릉

1920년 경성부공원 계획지도상에서 한남동 일대가 공원으로 계획

경부오부도(1861년) 경성부 공원계획지도(1920년) 한남동일대(2015년)

역사적으로 빼어난 주변 경치로 고려시대부터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정자인 

제천정이 있던 장소(현재 유실)

조선 초기 세조 2년에 지어진 정자로 한강변의 정자들 중 왕들이 가장 자주 찾았던 곳

(한성십영 중 하나)

‘이괄의 난’때 임금의 피난길을 위해 제천정을 태워 소실됨

▲ 과거 제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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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지구 토지이용부문 현안이슈

(2) 접근성

 한강변 접근시설 환경 개선 필요

한강변 접근시설은 총 4개소이며, 지구서측의 나들목 간 간격(반포대교북단~

보광나들목)이 1.5km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실정

반포대교 북단 접근로는 차량접근이 가능한 나들목으로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고, 철도건널목을 건너야만 한강 접근이 가능

 동서축 연결 교통체계 필요 

추후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용산공원 조성에 따른 동서축을 연계하는 가로망

체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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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산 간 연계성 결여

한남지구는 용산공원, 이슬람사원, 사당, 앤틱거리 등 지역만의 정체성이 

담긴 자산이 연계되지 못하고 산재되어 있는 실정

한남재정비촉진계획에서도 지역자산의 보전 및 활용방안에 대해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추후 지역자산을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

▲ 한남지구 접근성부문 현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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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경관

 한강변 및 구릉지축 일부 건축물에 의해 경관차폐

서울의 역사축 선상에 위치하며, 강남·북을 잇는 관문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한남지구의 경관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구릉지형으로 남산, 한강에 대한 조망경관이 형성되어 있으나, 일부 건축물에 

인해 경관 훼손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에서 남산을 조망함에 있어서는 한남지구의 한강변 고층공동주택이 

남산 조망권 차폐

① 한남대교 전망대(남산 조망)

② 한강공원 잠원지구(남산 조망)

③ 반포대교(남산 조망)

▲ 한남지구 대안부에서 바라본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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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방향

 목표

서울의 관광명소인 이태원의 활력이 수변과 만나는

“다국적 수변문화관광지구 조성”

 
 부문별 중점관리원칙

토지이용

도심의 배후주거기능 강화 및 이태원의 활력이 수변으로 확장되는 도시

공간구조

접근성

용산공원, 한강 등과의 보행·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자산 간 연계성 강화

도시경관

한강 조망명소 확충 및 역사적 구릉지 경관 창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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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지구 관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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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 및 가이드라인

4.1. 부문별 계획

(1) 토지이용

 수변 공공용지 등의 확충 및 이용

국공유지(한남주차장) 지역문화시설 복합 활용 검토

한남유수지 주차장부지 복합화(체육공원, 커뮤니티시설 등)하고, 한남역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환승주차장으로 활용 검토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를 통한 수변공공용지 확보

한남재정비촉진계획(한남4구역) 내 공공부지 복합화를 통한 한강변 거점공

간 조성

저층부 :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상층부 : 한강변 연계 입체 보행데크, 상부 녹지공원, 조망카페 등

 구릉지 특성에 맞는 주거지 조성 및 역사적 장소 복원

구릉지 특성을 고려한 지역 순응형 계획 유도

한남재정비촉진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구릉지형에 순응하며 지형의 경사를 

극복하기 위해 저층저밀중심으로 건축물 배치 유도

구릉지축으로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 배치 유도

▲ 테라스형 유형 예시(한남재정비촉진계획)

제천정(역사적 장소성) 복원 검토

한남재정비촉진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역사적 장소성 복원을 위해 구릉지 내 

제천정 정자 복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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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지구 토지이용부문 계획

(2) 접근성

 남북축(이태원역~한강공원) 지구중심가로 조성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보광로 폭원확장 및 가로시설물 정비를 통해 한남

지구의 중심가로로써 기능 강화

 지역자산 연계 탐방코스 구축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남산에서 흘러들어오는 자락길, 계절길을 한강변까지 

연계하는 탐방코스 구축

추후 한남지구 내외의 개발로 인해 조성되는 지역자산(용산공원, 우사단로, 

제천정 등)의 연계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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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지구 접근성부문 계획

(3) 도시경관

 한강 및 관악산 등 조망을 위한 조망명소 조성

공공부지 복합화와 연계하여 한강, 관악산 등 강남지역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다양한 편의시설(안내판, 벤치, 파고라 등), 조망권 확보, 장소성 형성

 남산 등 배후 자연자원으로의 열린 경관 관리

주요 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서 한강변 대안부에서 남산 조망 확보를 위해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주요 산 경관시뮬레이션 의무화

반포대교 남단 동측, 한남대교 남단 동·서측 운영

획일적 건축계획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조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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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한강변으로의 열린 경관 창출 및 지구 내 주요가로의 통경축 확보를 통하여 

도시 내부에서 한강으로의 시각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광역․지구통경축을 지
정하고 경관형성기준을 마련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1.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광역통경축의 지정 및 관리

녹사평대로(반포대교), 한남대로(한남대교)를 광역통경축으로 지정하며, 통경

축변 경관형성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도시관리 및 개발계획 수립

지구통경축의 지정 및 관리 

보광로를 지구통경축으로 지정, 가로변 경관형성기준을 마련

광역·지구통경축변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권장

저층부의 도입용도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리테일, 카페, 레스토랑, 

서점, 음반매장, 식음시설, 일반판매점 등), 공연장(스튜디오, 복합체험관 

등), 전시장(갤러리, 공공에게 개방가능한 기업홍보관 등), 정보안내소,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스트리트몰 등을 통경축변으로 유도하여 가로활성화 유도

가로에 활기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와 시설이 일정 면적 이상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

저층부 투시성 증진을 위해 쇼윈도 등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가로환경과 

건축물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이용자의 활동 및 가로활력 창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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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지구 도시경관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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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획 가이드라인

 토지이용부문

1-1. 국공유지(한남주차장) 지역문화시설 복합 활용 검토

체육공원 및 커뮤니티시설 등 도입

1-2.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를 통한 수변공공용지 확보

1-3. 제천정(역사적 장소성) 복원 검토

재정비촉진계획과 연계하여 구릉지 내 제천정 정자(역사적 장소성) 

복원 검토

▲ 한남지구 토지이용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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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부문

2-1. 남북축(이태원역~한강공원) 지구중심가로 조성

보광로 폭원확장 및 가로시설물 정비

2-2. 한강변 접근시설 정비 검토

2-3. 지역자산 연계 탐방코스 구축

▲ 한남지구 접근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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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부문

3-1. 한강 및 관악산 등 조망을 위한 조망명소 조성

공공부지 복합화

3-2.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 반포대교 남단, 한남대교 남단

3-3.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광역통경축 : 녹사평대로(반포대교), 한남대로(한남대교)

지구통경축 : 보광로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1.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 한남지구 도시경관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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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부문 연번 계획내용 실행주체 기간 추진사항

토지이용

1-1
국공유지(한남주차장) 지역문화시설 

복합 활용 검토
공공 중기

∙용산구, 안전총괄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1-2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를 

통한 수변공공용지 확보
민간·공공 중기

∙한남재정비촉진지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1-3 제천정(역사적 장소성) 복원 검토 민간·공공 단기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푸른도시국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한남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접근성

2-1
남북축(이태원역~한강공원) 지구

중심가로 조성
민간·공공 중기

∙용산구, 도시교통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시 조성

2-2 한강변 접근시설 정비 검토 민간·공공 단기
∙용산구, 도시교통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2-3 지역자산 연계 탐방코스 구축 민간·공공 단기

∙문화체육관광부, 푸른도시국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시 조성

도시경관

2-1
한강 및 관악산 조망을 위한 조

망명소 조성
민간·공공 중기

∙용산구, 도시교통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시 조성

3-2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민간·공공 단기

∙ 서울시 경관계획에 반영, 지구 내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시 반영

3-3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공공 단기









15
흑석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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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관련계획

1.1. 지구 개요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 동작구 흑석동 일원 

양녕로(한강대교)와 현충원을 경계로 하는 한강연접 지역으로 대상지의 대부분이 흑석재

정비촉진지구로 지정

흑석지구 면적 : 약 3.3㎢

▲ 흑석지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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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고분석

 대상지 지명유래

흑석제1동사무소 남쪽 일대에서 나오는 돌의 빛이 검은 색을 띠므로 검은 

돌 마을이라 하고 이를 한자로 바꿔 흑석(黑石)으로 표기한 데서 유래됨

동작구의 모태가 된 한강나루터

한강은 일찍부터 나루가 발달하였는데 사람의 왕래를 위한 교통로, 물자의 

운반을 위한 수송로,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초소로서의 기능 담당

특히 동작나루·노들나루·양화나루·삼밭나루·광나루는 한강의 5대 나루로 

손꼽혀 일찍부터 각종 물품과 사람들의 집합 장소로 유명, 조선 후기에 전

국에서 올라오는 물류의 집산지

 지구 특성

풍부한 녹지를 지닌 구릉지 주거지역

한강변과 녹지대로 둘러싸인 주거지로서 한강 이남에 위치하여 한강과 

남산의 조망이 양호한 지역

현충원, 서달산, 달마공원, 노량진 근린공원 등 주거지 주변으로 녹지자원이 다수 분포

관악산 산맥의 흐름이 서울국립현충원까지 이어져 있고, 표고 23~121m의 

구릉지형으로 녹지축 주변으로 급경사지 형성

▲ 국립서울현충원 ▲ 노량진 근린공원 ▲ 서달산

대학가의 활력을 한강으로 연계하는 활성화가로 조성 가능

대학(중앙대학교)가를 중심으로 주택지, 역세권이 연결되는 가로로 활발한 

상권 형성

반경 1km내 중앙대, 숭실대 등 대학교 2개소가 입지하고 있어 대학생과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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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서울현충원

▲ 흑석나루(1890년대)

흑석지구 주변부로 역사·문화자원이 다수 분포

흑석지구 주변으로 국립서울현충원과 사육신묘, 정조임금이 현륭원 참배길에 

잠시 쉬어간 용양봉저정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분포

▲ 흑석지구 전경

 지구주변 주요공간 및 시설

노들나루(노량진)

한강 남안, 지금의 한강철교와 한강대교 사이 강변에 있던 나루

한양에서 시흥, 수원 방면을 거쳐 충청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길목에 있어 

조선시대에는 군대가 주둔하는 진(鎭)이 설치

흑석나루(흑석진)

현재의 흑석동 강변(원불교 서울회관 부근)에 있던 나루

도성에서 수원이나 과천 방향으로 왕래하려면 노량진이나 한강도를 이용하

여야 하는데 통행량이 많고 기찰이 심하여 민간인들은 사선으로 운행되는 

이곳을 이용

동재기나루(동작진)

흑석동에서 현재 국립현충원으로 넘어오는 강변 일대에 검붉은 구리빛 

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서 붙여진 이름

조선시대 서울에서 과천, 수원, 평택을 거쳐 호남으로 내려가거나 서울로 

들어오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넜던 교통의 요지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에 위치

대지면적은 142만㎡에 이르며 경내에는 약 17만 2,000여 위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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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양봉저정

▲ 명수대(1920년대)

▲ 효사정

▲ 한강인도교(1925년)

국가유공자의 유골 또는 유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유훈을 추앙하기 위해 

설립

용양봉저정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수원의 현륭원 참배길에 노량진 주교를 건

너 잠시 휴식을 하며 점심식사를 하던 곳

용이 뛰어놀고 봉황이 높이 난다는 의미의 이 정자는 처음에는 정문과 누정 

등 두세 채의 건물이 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정자 한 채만 남음

명수대

서달산 꼭대기에 있던 건축물로서, 1920년 일본인 목하영이란 사람이 이곳

에 별장과 놀이터를 만들고, 맑은 한강물이 흐르는 경치 좋은 곳이라고 하여 

명수대란 이름을 붙였다고 함

효사정

조선 초기의 문신인 노한이 모친 사후 3년간 시묘를 했던 자리에 효사정을 

지음. 그는 이곳에 때때로 올라 어머니를 그리워했는데, 이를 기리어 당시 

이조판서 강석덕이 효사정이라 이름을 불림

한강대교

한강대교는 한강에 가설된 최초의 인도교로써 한강인도교·제1한강교 등으로 

불리다가 1984년 11월에 한강대교로 개칭

서달산자락길·동작충효길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아름다운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걷기코스인 서울두드림길 선정

흑석지구 내에는 서달산 자락길, 동작충효길(한강나들길 포함)이 위치

서달산 자락길 : 서달로, 서달로 2길

동작충효길 : 고구동산길(노량진근린공원~서달산자연생태탐방로~달마사), 현충원길(국

립현충원~사당출들길~사육신공원~노량진배수지시민공원~효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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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석지구 주요공간 및 시설



Ⅱ.지구별 가이드라인_15.흑석지구

❙489

1.2. 지구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
전체면적의 약 93.7%가 주거지역이고, 이 중 대부분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으로 저층주택이 다수 분포

흑석역을 중심으로 준주거지역(2.7%)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강변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14.1%)으로 지정

용봉정근린공원과 노량진근린공원에 면해있는 경사지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강변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 현충로변으로 중심지미관

지구 지정

 토지이용

자연발생주거지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아파트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구 내 추진사업은 3개 구역이 완료, 7개 구역이 

사업 예정 중에 있음

한강변으로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충로와 흑석로를 중심으로 상업

용도 입지

그 외는 대부분 4층 이하 규모의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밀집

 토지소유

지구내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61.5%)로 구성, 국공유지 등 공공소유 

토지가 거의 없음

은로초, 흑석초 등 학교부지는 시(市)소유, 빗물펌프장 등 유수지는 구(區)

소유, 중앙대학교 병원, 중앙사대부속중학교 등 대규모부지는 법인소유

▲ 흑석초등학교 ▲ 흑석빗물펌프장

▲ 현충로변

▲ 흑석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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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현황

 건축물 노후도

 20년을 경과한 건축물이 85.6%를 차지해 노후건축물의 비중이 높은 편

한강현대아파트(1988년, 13개동, 15층), 명수대현대아파트(1988년, 8개동, 

15층) 등 한강변 노후건축물(2018년 노후도 충족)

▲ 용도지역지구 현황

 

▲ 토지소유 현황

 

▲ 건축물 노후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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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흑석지구 주변 도로망 현황을 살펴보면, 한강변과 경계를 이루는 올림픽대로를 

통해 여의도와 강남지역을 연결하며, 한강대교를 통해 한양도성과 연결

대상지 내부로는 동서축으로 현충로가 올림픽대로와 나란히 연결되어 있으며, 

남북축으로는 흑석로, 서달로, 흑석한강로를 통해 상도동, 관악구와 연결

대중교통현황을 살펴보면 지하철 9호선 노들역, 동작역, 7호선 상도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지구 내부에 현충로변으로 9호선 흑석역이 대상지 내 위치

버스노선은 현충로를 중심으로 광역·간선·지선버스가 경유하며, 흑석로, 

서달로, 흑석한강로를 따라 지선·마을버스가 경유

▲ 흑석지구 교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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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흑석 경관중점관리구역

1.3. 관련계획․사업
 서울시 기본경관계획(2009)

노량진·흑석 경관중점관리구역

한강변 구릉지형 및 조망 등을 위해 서강·마포, 한남·옥수, 노량진·흑석 

지역을 중점적인 경관관리 구역으로 설정

노량진·흑석 경관중점관리구역은 한강철교-한강대교-동작대교 남단의 한강

연접지역으로 관악산의 산맥 흐름이 국립묘지까지 이어져 다양한 지형변화를 

연출하는 구릉 지역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구릉지에 형성된 저층 단독주택지 경관개선이 필요한 

지역

남북녹지축 주변 경관관리

북악산~종묘~세운상가~남산~현충원~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 주변 

지역으로 경관관리 필요 

도심녹지축의 시각적 연결을 통해 남북녹지축 복원 및 회복

녹시율 증대를 위하여 외부 공간 및 옥상 또는 벽면녹화 유도

 서울시 수변경관계획(2010)

높이보존구역

구릉지형과 한강의 굴곡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강변 지형특성을 보유하고, 

주요 조망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추후 개발 시 조망을 고려한 높이계획이 중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지역

자연지형과 조화되는 경관형성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저층으로 유도하고 

구릉지를 보호하기 위한 표고별 높이계획 필요

수변 공간 연출을 위해 주동유형의 다양화 도모

경관특성지역

수변의 굴곡부(또는 돌출부)는 수상 또는 한강공원과 강변도로 등에서 이동시 

가장 눈에 띄는 지역으로 경관 상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분류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서남권역 관리방안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를 보호 및 육성하고, 외사산~내사산~한강을 연결하는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조성

▲ 남북녹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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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전략

용도혼재지 주거기능에 부합하는 건축물 유형 유도

산업종사자를 위한 주거유형의 도입(1인 가구, soho 등)

1인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시설 확보

리모델링 시 기초생활권에 필요한 부대복리시설 유도

기초생활권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또는 커뮤니티시설 유도

변화된 생활양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거환경 개선

자연환경을 고려한 특성주거 및 하천변 여가 문화 공간 확보

구릉지, 하천과 연접한 개발지역 관리를 통해 자연경관을 고려한 특성 개발을 유도

주요 공원 및 하천을 중심으로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 커뮤니티를 도모하는 친

환경적인 주거지를 조성

대규모 개발지 관리 및 외국인 밀집주거지 관리

대규모 개발지, 주거환경 개선지역에 대한 개발수요 관리·대응하고 외국인 밀집주거지역

에 커뮤니티 시설 확보

 흑석재정비촉진지구(흑석뉴타운)

사업개요

위치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원

유형 : 주거지형

면적 : 약 89.5만㎡

사업기간 : 2006년 ~ 2015년

건립규모 : 10,631세대, 29,026명

기본방향

서남생활권의 주거중심지 및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유형 도입으로,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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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빌리지 조성

구역별 사업 추진현황

현재 흑석 4, 5, 6구역 사업이 완료되어 입주한 상태이며, 흑석 7, 8구역은 

관리처분 중임

흑석 10구역은 최근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별도의 관리 방안 마련 필요

구 분 사업유형 진행단계

흑석1 주택재개발 추진위승인

흑석2 도시환경정비 추진위승인

흑석3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흑석4 주택재개발 준공

흑석5 주택재개발 준공

흑석6 주택재개발 준공

흑석7 주택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흑석8 주택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흑석9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흑석10 존치관리 구역해제

흑석11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 흑석뉴타운 사업구역별 추진현황

 용봉정 근린공원 조성구상

용봉정 근린공원은 근처에 건립 중인 ‘서울시민천문대’와 연계하여 ‘별’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 조성 계획 추진 중(2016년 사업시행 예정)

계획개요

위치 : 서울시 동작구 본동 산 3-9번지 일대

면적 : 80,890㎡

시설 : 체육관, 자전거테마관, 테마공원 등

 효사정 주변 힐링공간 조성구상

효사정 공유의 가치와 미관을 되살릴 수 있는 정비계획 및 힐링공간 조성

계획 수립 중

전망공간과 보행연결로뿐만 아니라 접근로 및 주변건물을 포함한 종합정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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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 기본구상

 토지이용 부문 

국가상징녹지축과 연계된 “국가적 문화·여가권역”

국가상징녹지축, 국가차원의 시설이 입지한 이촌·반포지구가 한강을 중심으로 

흑석지구와 통합되는 도시구조로 재편

한강과 구릉지가 어우러진 주거지 조성

대상지를 둘러싸고 있는 녹지자원(국립현충원, 효사정 등)과 전면부로 한강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주거지 조성

대학과 역세권 중심의 상권개발

대상지내 중앙대학교, 흑석역세권이 입지함에 따라 대학생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권 개발

역세권 주변 국공유지 활용을 통해 기능강화 및 활성화 도모

▲ 반포~한남권의 권역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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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부문

지구주변 지역자산간 네트워크 구축

동측으로 반포지구의 여가·문화자원들과 한강대안부 이촌지구의 문화·전시

시설을 연계하는 보행 및 수상교통체계 확충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공원·녹지와 역세권·주거지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주거지와 역세권, 한강접근성 강화

기존 흑석지구내 한강접근시설 및 가로 정비를 통해 보행안전성 및 접근

편의성 강화

역세권과 주거지 사이의 보행접근환경 개선

 도시경관 부문

배후 주요산으로의 경관관리

국가상징녹지축상의 현충원, 관악산을 고려한 축 주변 경관관리

한강변으로 높이관리 및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관 연출 고려

강북경관 및 남산으로 조망이 가능한 지역으로 조망과 문화, 휴식이 복합된 

조망명소로 조성

한강접근로를 중심으로 가로경관 및 개방감 확보

배후지역으로부터 한강까지 연결되는 주요가로를 대상으로 광역통경축, 지

구통경축 설정

 자연성 부문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반포천에서 한강으로의 수생생물 이동성 확보

현재 조성된 인공호안 구조물을 제거하고 자연하안 기반을 형성하여 자연의 

복원력에 의한 하안 안정화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사행하천이 형성되도록 

구상

둔치 내 기능이 중복되는 시설물을 집중화하고 기존 포장지역은 녹지로 

복원하며, 저이용되고 있는 운동시설 다기능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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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이슈 및 관리방향

3.1. 지구 현안이슈

(1) 토지이용

 흑석역세권 주변 국공유지 활용도 미흡

흑석역세권과 한강변 주변으로 저이용되고 있는 빗물펌프장, 취수장부지, 

청소차고지 등의 국공유지가 입지함에 따라 역세권 활력 저하

▲ 흑석역 주변 국공유지 현황

 한강 연접부 아파트의 재건축시기 도래

한강 연접부에 위치한 한강현대아파트, 명수대현대아파트의 재건축 시기 도래

(1988년 준공)

한강현대아파트 : 1988년 준공, 최고 15층, 총 13개동, 960세대

명수대현대아파트 : 1988년, 최고 15층, 총 8개동, 660세대

 지역 내 노후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필요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저층주택 밀집주거지는 

자연발생형 주거지로 주택 노후화 및 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

존치관리구역 내 양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별도의 관리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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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석지구 토지이용부문 현안이슈

(2) 접근성

 옹벽, 경사로 인해 한강변 및 공원으로의 접근 불편

용봉정근린공원과 효사정근린공원은 한강 북측의 경관 조망이 가능한 장소

이나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음

한강변과 연접한 대부분의 구간이 옹벽 및 가파른 경사로로 인해 수변과 

공간적 단절 및 한강접근 장애 유발

현충로와 한강변간 지형단차가 약 6~16m 발생하고 있어 대중교통 정류장

에서 한강으로의 보행접근성 불편

흑석역에서 한강까지 거리는 약 130m로 가까운 편이며, 보행접근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협소하고 경사가 있어 교통약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이용에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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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지구의 한강변 길이는 약 1.7km 구간 내 한강나들목은 총 4개소로 

평균 45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이 중 2개소는 아파트단지에서만 

진입이 가능

 역세권~노후주거지 등의 접근 보행환경 열악

흑석, 노들역세권(현충로)에서 노후주거지, 지역자산(효사정, 요양봉저정, 

용봉정근린공원 등)으로 연결되는 가로 보행폭원 협소, 통과교통 다수 등 

보행환경 열악

대학가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위주의 가로환경, 불법주

차, 보행로 협소 등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

흑석지구 내 동~서간(노들역~중앙대~현충원) 가로환경 개선 필요

▲ 흑석지구 접근성부문 현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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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경관

 구릉지 특성을 활용한 한강 조망공간 조성 가능

흑석지구 내 용봉정 근린공원과 주변 도시계획사업(천문대, 유스호스텔 

설치 등)과 연계하여 기존 전망대 및 주변 환경 정비 등을 통한 지역의 

대표적 공간으로 조성 가능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시기 도래

배후의 관악산, 서달산 등은 구릉지와의 조화 및 조망을 위한 건축물 높이 

관리가 중요한 지역

한강 연접부 아파트단지(명수대현대아파트, 한강현대아파트) 재건축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배후 주요산 및 한강변 차폐경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수립시 고려

 흑석역 주변 가로경관정비 필요

흑석역과 중앙대학교, 주거지를 연결하는 흑석로와 서달로 일대는 지구를 

대표하는 근린생활가로로 가로경관 개선

옥외광고물 및 전신주 난립, 보행로, 건축선 침범 등

(4) 자연성

흑석지구 한강변은 둔치가 부재하며,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만 설치할 

정도로 폭이 매우 좁고 인공호안으로 조성된 실정

자연하안 기반을 형성하여 자연의 복원력에 의한 하안 안정화 추진 필요

또한 반포천 합수부는 콘크리트 단일 구조 낙차공으로 인해 수생생물 이동이 

단절되고 있는 실정

과거 지형의 흔적을 고려하여 경관 조망을 위한 조망공간 조성을 통해 과

거와 현재의 아름다운 한강경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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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방향

 목표

국가상징녹지축과 구릉지 내 다양한 지역자원과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조성”

 부문별 중점관리원칙

토지이용

주변 지역자산과 연계된 토지이용구조를 통해 문화·여가공간에 특화된 

주거지 조성

접근성

접근체계 개선을 통해 용산공원, 한강 등 지역자산과의 연계성 강화

도시경관

국가상징녹지축과 배후 주요산을 고려한 통경축 확보 및 수변경관 형성

자연성

서울을 관통하는 남북녹지축의 연계를 위한 생태축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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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석지구 관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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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 및 가이드라인

4.1. 부문별 계획

(1) 토지이용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지구활성화 도모

흑석역 주변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역세권 기능 강화

흑석역세권 주변 정비를 통해 대학가상권과 한강수변문화가 통합되는 토지

이용구조 조성

흑석역세권 주변 국공유지(유수지 부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공원과 문화

거점시설 복합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

흑석2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흑석역 배후 상권기능 유지 및 

강화

현충로 남측에 면해 있는 흑석 1, 2, 11구역 재개발사업 시 현충로 가로변

으로 부대시설, 커뮤니티시설 집중배치를 통해 한강변으로 연계 유도

용양봉저정, 용봉정 근린공원 등 주요 역사문화자원 일대 환경정비

지구 내 역사자원인 용양봉저정을 공공시설 및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역사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용양봉저정(기정), 현장민원실 및 역사체험공간, 공원시설 등

상수도 사업본부 취수장부지를 활용,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

한강변에 위치한 노후 취수장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조성

전망데크, 카페, 전시실, 편의점, 주차장, 화장실 등

 수변 공공용지 등의 확충 및 이용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를 통한 수변공공용지 확보

한강현대아파트, 명수대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 한강공원에 연접하여 문

화 및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고 접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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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치관리지역 등 노후주택밀집지역 관리방안 수립 검토

존치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흑석 10구역은 주택정비,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도모

주택개량, 공용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도로정비 등

지구 서측 노들역 주변 노후주택밀집지역 정비 필요

향후 저층주택밀집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검토

▲ 흑석지구 토지이용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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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성

 한강공원 및 지역자산간 연계성 강화

전시·문화시설 탐방로 코스 구축

흑석지구내 풍부한 공원·녹지자원과 이촌, 반포지구의 전시·문화관련 시설을 

연계하는 탐방코스 구축

주요코스 : 흑석지구(사육신묘~용양봉저정~효사정)~반포지구(동작구름카페~서래섬~세빛

섬)~이촌지구(이촌한강공원~국립중앙박물관~용산공원)

기존 흑석지구에 구축되어 있는 서달산자락길과 동작충효길(3코스:한강나들길)

과 연계

흑석역세권 주변, 동서간 연결가로 보행환경 개선

흑석역세권에서 주거지 및 학교, 주민센터 등으로 접근편의를 위해 보행

환경 정비

아파트재개발구역 외 존치관리구역 내 진입 및 골격이 되는 가로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개선 검토

노량진로 26길, 노량진로 32길, 현충로 10길

아파트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보행통로 지정 검토

기존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기존에 접근이 제한된 접근로 

2개소 정비(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지정 유도)

 한강접근시설 정비 및 신설 검토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연계하여 한강접근시설 정비

아파트재건축사업 시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된 접근시설 정비를 통해 보행자가 

접근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노면정비, 이용자간 분리, 접근로 확장 등

효사정~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접근시설 신설 검토

효사정근린공원~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접근시설 신설 검토

현충원~동작주차공원(동작역)~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접근시설 및 

보행로 확충

한강 접근성 개선 및 현충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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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석지구 접근성부문 계획

(3) 도시경관

 용봉정근린공원, 효사정 조망명소 정비

용봉정근린공원 주변환경정비와 연계하여 조망공간 내 산책로, 조망데크 등 

시설 정비

우수한 한강의 조망권과 지형적 이점을 활용한 힐링공간 조성

효사정 전망공간 조성, 효사정 연결로, 산책로, 포켓파크 조성 등

 흑석역 주변 가로경관 개선 유도

역세권~중앙대학교로 연결되는 흑석로, 서달로를 중심으로 경관개선사업

(경관상세계획 등) 검토를 통해 대학가 상권에 대한 경관관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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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 및 구릉지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관리

한강현대아파트, 명수대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 한강변 및 구릉지경관에 

순응하는 높이관리 및 공공성 있는 배치계획 유도

한강변 및 지구통경축변으로 커뮤니티시설 등의 배치를 통한 중저층 유도

추후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 용봉정, 노량진근린공원과 현충원변

(국가상징녹지축)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관리 유도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한강변으로의 열린 경관 창출 및 지구 내 주요가로의 통경축 확보를 통하여 

도시 내부에서 한강으로의 시각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광역․지구통경축을 지
정하고 경관형성기준을 마련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1.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광역통경축의 지정 및 관리

한강대로(한강대교)를 광역통경축으로 지정, 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마련

하여 향후 도시관리 및 개발계획 수립 

지구통경축의 지정 및 관리 

현충로4길, 흑석로, 서달로, 흑석한강로를 지구통경축으로 지정하며 가로변

으로 경관형성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도시관리 및 개발계획 수립

광역·지구통경축변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권장

저층부의 도입용도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리테일, 카페, 레스토랑, 

서점, 음반매장, 식음시설, 일반판매점 등), 공연장(스튜디오, 복합체험관 

등), 전시장(갤러리, 공공에게 개방가능한 기업홍보관 등), 정보안내소,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스트리트몰 등을 통경축변으로 유도하여 가로활성화 유도

가로에 활기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와 시설이 일정 면적 이상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

저층부 투시성 증진을 위해 쇼윈도 등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가로환경과 

건축물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이용자의 활동 및 가로활력 창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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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석지구 도시경관부문 계획

(4) 자연성

 반포천 낙차공 구조개선

반포천 콘크리트 단일구조 낙차공을 자연형 다단계 낙차공으로 구조개선하여 

유속을 조정함으로써 하상 퇴적구조 안정화 유도

 자연하안 복원(퇴적구간)

퇴적 우세지역으로 인공호안과 자연형 호안을 중심으로 자연하안 복원

하천 본래의 흐름을 회복하며 자연스러운 퇴적지 확보

 둔치자연성 회복(운동시설 다기능화)

흑석지구 서측 올림픽도로 하부공간 내 기존 운동시설 다기능화



Ⅱ.지구별 가이드라인_15.흑석지구

❙509

 한강숲 조성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올림픽대로 완충기능 역할 수행을 위한 폭 30~50m의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 흑석지구 자연성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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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획 가이드라인

 토지이용부문

1-1. 흑석역 주변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역세권 기능 강화

1-2. 용양봉저정, 용봉정 근린공원 전망대 등 주요 역사문화자원 

일대 환경정비

1-3. 상수도 사업본부 취수장부지를 활용,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

1-4.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를 통한 수변공공용지 

확보

1-5. 존치관리지역 등 노후주택밀집지역 관리방안 수립 검토

▲ 흑석지구 토지이용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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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부문

2-1. 전시·문화시설 탐방로 코스 구축

2-2. 흑석역세권 주변, 동서간 연결가로 보행환경 개선

2-3.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보행통로 지정 및 나들목 

정비

2-4. 효사정~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접근시설 신설 검토

2-5. 현충원~동작주차공원(동작역)~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접근시설 및 

보행로 확충

▲ 흑석지구 접근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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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 부문

3-1. 용봉정 근린공원, 효사정 조망명소 정비

조망공간 내 산책로, 조망데크 등 시설정비

3-2. 흑석역 주변 가로경관 개선 유도

흑석역세권 가로에 대한 경관개선사업 검토

3-3. 수변 및 구릉지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관리

3-4.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광역통경축 : 한강대로(한강대교)

지구통경축 : 현충로4길, 흑석로, 서달로, 흑석한강로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1.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 흑석지구 도시경관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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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성부문

4-1. 반포천 낙차공 구조개선

4-2. 자연하안 복원

4-3.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4-4. 둔치자연성 회복

▲ 흑석지구 자연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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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부문 연번 계획내용 실행주체 기간 추진사항

토지이용

1-1
흑석역 주변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역세권 기능 강화
공공 중기

∙동작구, 도시안전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1-2

용양봉저정, 용봉정 근린공원 전

망대 등 주요 역사문화자원 일대 

환경정비

공공 단기
∙동작구, 문화체육관광부, 푸른도시국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1-3
상수도 사업본부 취수장부지를 

활용,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
공공 중기

∙동작구, 상수도 사업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1-4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를 통한 수변공공용지 

확보

민간·공공 중기

∙향후 명수대현대, 한강현대아파트 
정비사업 추진과 연계

∙동작구, 주택건축국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1-5
존치관리지역 등 노후주택밀집지

역 관리방안 수립 검토
공공 단기

∙구체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계획 수립 검토

접근성

2-1 전시·문화시설 탐방로 코스 구축 공공 중기
∙동작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2-2
흑석역세권 주변, 동서간 연결가

로 보행환경 개선
공공 단기 ∙도시교통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2-3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

공보행통로 지정 및 나들목 정비 
민간·공공 중기

∙향후 명수대현대, 한강현대아파트 
정비사업 추진과 연계

∙동작구, 주택건축국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2-4
효사정~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접

근시설 신설 검토
공공 중기

∙동작구, 도시교통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2-5
현충원~동작주차공원~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접근시설 및 보행로 확충
공공 장기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도시경관

3-1
용봉정 근린공원, 효사정 조망명

소 정비
공공 중기

∙동작구, 문화체육관광부, 푸른도시국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3-2 흑석역 주변 가로경관 개선 유도 민간·공공 단기
∙구체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계획 수립 검토

3-3
수변 및 구릉지경관을 고려한 건

축물 높이관리
공공 중기 ∙서울시 경관계획 내용에 반영, 지구 

내 개발사업 미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시 반영 3-4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

성기준 적용
공공 단기

자연성

4-1 반포천 낙차공 구조개선 공공

자연성부문에 관한 사항은

자연성회복기본계획에 따라 실행

4-2 자연하안 복원 공공

4-3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공공

4-4 둔치자연성 회복 공공







16
반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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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관련계획

1.1. 지구 개요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원 

동작대로, 신반포로,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한강변 지역

반포지구 면적 : 약 3.3㎢ (약 99만평)

▲ 반포지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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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지명유래

마을로 흐르는 개울이 서리서리 굽이쳐 흐른다고 하여 서릿개라 하고 한자명

으로 표기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뒤에 한자표기가 반포(盤浦)로 

바뀜

 지구 특성

공공에서 개발된 최초의 아파트 단지

 1963년 서울시에 편입되어 부도심으로 계획된 지역

동작대교 남단의 한강유수지에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강남개발

계획안(1963)」, 「남서울신도시계획안(1966)」에 의해 영동지구 개발구상

반포지구는 영동1지구로(영동2지구는 압구정 일대) 1968년 영동1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시가지개발

현재의 서래섬은 1986년 한강종합개발과 올림픽대로 건설 때 인공섬으로 

조성

북한산~남산~관악산을 연결하는 남북녹지축에 위치

북한산에서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상에 위치

주변으로 현충원, 서리풀·서리골 공원과 한강, 반포천의 자연자원이 풍부

한 친환경 주거지 형성

한강공원 내 우수한 시민이용 프로그램을 다수 보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한강공원에 다양한 이용시설 도입으로, 

시민들의 여가 및 레저스포츠, 다양한 소규모 이벤트가 열리는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

서래섬,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달빛광장, 세빛섬, 생태공원, 물방울 

놀이터, 전망카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등 다양한 수변시설 설치 운영

특히 반포대교 분수쇼, 세빛섬 건축물 야경 등 야간경관을 즐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보유

 지구주변 주요공간 및 시설

반포 한강공원

반포대교(잠수교)를 중심으로 상류는 한남대교, 하류는 동작대교 사이 강변 남

단에 위치해 있고, 길이는 약 7.2km로 서초구 반포동, 동작구 흑석동에 인접

반포대교 교량 양쪽에 설치된 달빛 무지개분수, 놀이터, 인라인허브, 축구장 

등 체육시설이 위치

▲ 2030 서울플랜 녹지축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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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섬

한강둔치 반포지구에 있는 ‘서래섬’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올림픽대로 건설 

및 한강 종합개발 시 조성한 인공섬으로서 3개의 다리가 연결되어 있음

물길을 따라 수양버들이 잘 드리워져 있고 철새도래지, 화훼단지, 수상스키장 

등이 조성되어 있음

세빛섬

반포대교 남쪽 하류의 한강 수상에 복합문화공간으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조성

한강 수상에 띄운 부체 위에 건물을 지어 도교로 연결한 3개의 섬과 별도로 

조성된 미디어 아트갤러리로 이루어져 있음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컨벤션홀과 레스토랑, 공연·전시공간, 수상레포

츠 공간 등 복합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음

강남고속버스터미널

 1975년 고속버스업계 9개사가 공동출자하여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주)를 

설립하여 1976년 9월 준공하여 영업 시작

 1970년대 후반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남부터미널로 이전하고 호남선이 바로 

옆의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옮겨 운행하면서 현재 영업 노선은 경부선·

구마선·영동선 운영 중

센트럴시티는 1970년대부터 터미널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주관 기업의 

사정으로 건축이 지연되다가 2000년에야 지금의 건물이 신축됨

터미널은 호남고속버스 45개 노선 외 시외버스도 운행 중이며, 백화점·호텔·

컨벤션센터·영화관 등이 복합화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에 위치

대지면적은 142만㎡에 이르며 경내에는 약 17만 2,000여 위 안장

국가유공자의 유골 또는 유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유훈을 추앙하기 위해 

설립

반포천

한강의 제1지류로 서초구 우면산에서 발원하여 서초동, 논현동을 거쳐 

지류인 사당천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하천

대부분 복개되어 있으며, 고속터미널 남쪽에 한강으로 흘러가는 물길은 

이수교 부근만 복개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천 좌우를 정비하여 노출

▲ 반포천

▲ 국립서울현충원

▲ 강남고속버스터미널

▲ 세빛섬

▲ 서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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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지구 주요공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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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구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

대상지는 아파트지구로 대부분 제3종일반주거지역(58.74%)으로 지정되어 

있고, 학교, 공원 등은 제2종일반주거지역(6.99%)으로 지정

대상지 북측 한강변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 반포로 및 신반포변은 중심지

미관지구, 사평대로 및 경부고속도로변으로 일반미관지구 지정

 토지이용

아파트지구의 특성상 공동주택이 전체의 66.16%이며, 잠원역 인근은 일부 

저층의 단독주택(7.41%) 입지

신반포로 주변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일부 업무시설(1.35%), 상업시설

(3.37%) 입지

 토지소유

전체면적 대비 47.91%가 사유지이며, 기타 학교 및 대형 백화점 부지는 

법인 소유

국공유지, 시유지는 대부분 도로, 공원 및 학교로 전체 구역면적 대비 

49.08%를 차지

 건축물 노후도

전체 건축물의 65.71%가 3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로 구성

고속터미널역 인근과 잠원동 일대에 10년 미만의 소규모 단지로 입지

(2.68%)

대부분의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있어 재건축사업의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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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지구 현황

 

▲ 도시계획 현황

▲ 토지소유 현황

 

▲ 건축물 노후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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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반포지구 주변 도로망 현황을 살펴보면, 동측경계로 경부고속도로가 연결

되어 수도권 및 전국으로 진출하기 용이

한강변과 경계를 이루는 올림픽대로를 통해 강남, 여의도지역을 연결하며, 

남북을 연결하는 3개의 대교(동작, 반포, 한남대교)를 통해 한양도성으로 

접근용이

대중교통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지 주변으로 3·4·7·9호선이 경유하고 있고, 

신반포로를 중심으로 지하철 9호선과 지·간선버스 정류장이 경유하고 있음

특히, 지구남측으로 영동, 호남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터미널이 입지하고 

있어 광역적 대중교통 여건이 우수

▲ 반포지구 교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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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련계획․사업
 서울시 기본경관계획(2009)

한강축 경관기본관리구역

한강 경계로부터 약 500m 내외 범위에서 도로, 공동주택단지 및 대규모 

계획구역을 기준으로 경계설정

조망 및 개방감, 변화 있는 스카이라인을 위해 배치 및 규모·높이 강조

남북녹지축 주변 경관관리

북악산~종묘~세운상가~남산~현충원~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 주변 

경관관리 

도심녹지축의 시각적 연결을 통해 남북녹지축 복원 및 회복

녹시율 증대를 위하여 외부 공간 및 옥상 또는 벽면녹화 유도

 서울시 수변경관계획(2010)

높이유도구역

대규모 개발가능지 등을 대상으로 도시경관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높이유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계획 수립 시 검토

다양한 층수가 도입될 수 있도록 높이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개발방식을 유

도함으로써 복합용도 도입 및 디자인 특화로 활력 있는 수변경관형성 도모

권역별 통경축(단지내 통경축 확보 포함)

조망과 바람길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시각적 개방감을 제고하고 수변경관 

창출 도모

수변축 경관관리구역을 계획범위로 설정하고, 구역 내 교량 및 도로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경축과 개발사업 시 단지 내 통경축 계획 유도

▲ 남북녹지축 경관관리 ▲ 높이유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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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동남권역 관리방안

한강~탄천~양재천 및 성내천 등을 연계하는 수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상

업·업무·산업과 조화를 이루는 양호하고 쾌적한 주거지 조성

주요전략

용도지역, 주거유형별 관리방안 제시

각 용도지역에 적합한 관리방안 및 다양한 주거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주거와 상업 

혼재지 및 주거와 업무 혼재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인구특성에 맞는 주거유형 도입

역세권 특화주택, 소형주택, 저렴주택, 쉐어하우스 등의 20대 및 1인 가구에 적합한 

새롭고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 유도

단계별 재건축 및 개발사업 유도

노후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유도 및 재건축의 단계적 시행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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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지구 관리방안(2014)

아파트지구 관리원칙

아파트지구는 ‘도시정비법’의 정비계획 체계로 전환하거나 ‘국계법’의 지구

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아파트지구 관리원칙

반포(저밀·고밀)지구 가이드라인

공통사항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기준 유지

주택용지

정비계획 변경 시 주택법상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허용용도로 하되, 지역여건 및 공간

체계 등을 고려하여 커뮤니티시설과 병합 설치

높이는 한강변 관리기준을 준용

건폐율 50%이하, 공공기여 15% 원칙

중심시설용지

사업지역 연계, 한강변 접근성 강화, 가로활성화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위치 조정 허용

기반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경우 일반도시계획시설 변경기준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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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아파트지구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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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 기본구상

 토지이용 부문 

국가상징녹지축과 연계된 “국가적 문화·여가 권역”

국가상징 남북녹지축, 국가차원의 시설이 입지한 이촌·흑석지구가 한강을 

중심으로 반포지구와 통합되는 도시구조로 재편

반포한강공원과 강남도심이 연계된 도시구조 형성

강남도심에서 흘러들어오는 공원·녹지등과 한강을 연계하기 위해 반포아파트

지구 내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녹지 공간 확보

한강변 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 추진 시 수변으로 공공기여 집적을 통해 

한강변 활성화 도모

주요 활동중심지의 전략용지를 활용하여 한강변 활력창출을 위한 문화·

여가시설 등 확충 도모

▲ 반포~한남권의 권역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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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부문

한강으로의 녹색교통체계 구축

역세권~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한강변 접근편의성 

강화

장기적으로 한강 양안(이촌~반포)을 연결하기 위해 보행 및 수상교통체계 

확충

한강변으로 접근하는 가로변으로 자전거도로 신설 및 확충을 통하여 한강

중심의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산을 연계하는 탐방로 조성

지구 서측으로 흑석지구 기존 탐방코스와 반포지구의 여가·문화자원들을 

연계하는 탐방로 조성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화·여가권역으로 특화하기 위해 이촌지구의 용산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연계하는 코스 구축

지구주변 서리풀공원, 국립서울현충원, 반포천과 연계하여 한강으로 접근하는 

녹지축 확보

한강접근성 확보를 위해 강변도로 입체화 및 나들목 개선

한강자연성회복 기본계획상 이용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강변도로 일부구간 

입체화(지하화, 덮개공원 등) 검토

일부 한강변으로 접근하기 불편한 나들목 및 접근로 개선

 도시경관 부문

배후 주요산으로의 경관관리

반포지구 배후로는 관악산과 우면산 등 서울 주요산 조망이 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으로 열린 경관 형성

반포지구는 강북경관 및 남산으로 조망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강변으로 

조망과 문화, 휴식이 복합된 조망명소 조성

한강접근로를 중심으로 가로경관 및 개방감 확보

배후지역으로부터 한강까지 연결되는 주요가로를 대상으로 광역통경축, 지

구통경축 설정

국가상징녹지축변(국립서울현충원)과 서리풀공원에서 서래섬으로 연계되는 

지구중심의 통경축 확보를 위해 축변으로 건축물 중저층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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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성 부문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반포천 합류부에서 한강으로의 수생생물 이동성 확보

현재 조성된 인공호안 구조물을 제거하고 자연하안 기반을 형성하여 자연의 

복원력에 의한 하안 안정화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사행하천이 형성되도록 

구상

둔치 내 기능이 중복되는 시설물을 집중화하고 기존 포장지역은 녹지로 복원

한강변 녹지축 확보를 위해 한강 수변, 인접지역 도시개발 및 정비 시 

녹지 연결

치수 안전성이 확보되고 습지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천변습지

조성, 식생여과대 및 식생완충대 조성, 둔치 저습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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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이슈 및 관리방향

3.1. 지구 현안이슈

(1) 토지이용

 주변지역과 대응하지 못하는 자기완결적인 단지

 1963년 서울시에 편입, 부도심으로 계획되어 1968년 영동지구 1차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통해 공공에서 개발된 최초의 아파트 단지

단지중심의 공공시설(공원, 커뮤니티시설 등) 배치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시설이용에 대한 불편 초래

단지와 주변 자원(한강공원, 반포종합운동장, 국립현충원, 서리풀공원 등)과의 

통합된 도시구조 형성 필요

▲ 반포주공아파트단지의 계획과 현재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기 도래

 1976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70년대 후반~80년대 초반 개발되어 지

구 내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 사업 완료구간이 상당부분 존재(신반포

로 남측부분)

재건축사업의 산발적이고, 점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주변과의 관계성 고려 

미흡

이에 따라, 향후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변 지역과의 조화, 스카이라인 형성 

유도 등 계획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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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반포로변 현황

 간선도로(고가차도)로 인한 공간적 단절

반포대교~서리풀공원으로 연결되는 구간 내 위치한 반포고가차도로 인해 차량

의 이동성은 양호하나, 단지 간의 단절초래, 고속터미널 주변 활력 저하

 신반포로변 및 역세권 주변 활력 부재

동작구와 강남구를 연결하고 고속터미널이 입지한 신반포로변으로 아파트 

담장, 학교, 노후 상가들이 배치되어 있어 가로변 활력 부재

신반포로 내 4개의 역세권이 입지하고 다양한 버스노선이 경유함에도 불구

하고 활력이 부재한 실정이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활성화 필요

▲ 반포지구 토지이용부문 현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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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성

 한강접근로 보행환경 개선 필요

지구 북측의 신반포로 및 역세권(구반포역, 신반포역, 고속터미널, 반포역, 

잠원역)에서 주요 거점에서 한강공원으로 접근하기 위한 가로환경 개선 필요

 한강변 접근시설 정비 필요

한강변 길이는 약 4km이며, 한강나들목 8개소, 약 530m 간격으로 설치

되어 있음

이 중 차량접근이 가능한 곳은 2개소이며, 한강공원(서래섬, 세빛섬 등)으로 

접근하는 차량접근시설 추가 설치 고려 필요

접근하기 불편한 한강나들목에 대하여 접근환경 개선 및 보행안전성 확보 

필요

 한강공원 접근 녹색교통체계 구축 미비

한강공원에 인접한 지하철 역사는 총 5개소가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한강 접근 불편하며 자전거도로 연결성 부재

한강나들목까지 차로를 따라 접근하여 보행안전성 결여

한강공원에 위치하는 버스정류장은 단 2개소(잠수교 남단, 동작대교 남단)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한강공원 접근 불량

 주변의 다양한 지역자산과의 연계성 미비

반포지구 주변으로 반포한강공원, 잠원한강공원, 서리풀공원, 세빛섬 등 

다양한 지역자산 등이 입지함에 따라 이를 연계하고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적

이고 특화된 탐방로 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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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지구 접근성부문 현안이슈

(3) 도시경관

 기존 저층 아파트의 고층 개발로 인한 경관차폐 우려

반포지구는 서울 남북녹지축 상 동측에 입지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현충원변으로 이어지는 축변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관리 필요

배후로 서리풀공원, 관악산 등이 조망 가능한 지역으로 재건축사업시 획일적·

일률적인 경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적 관리 도모

지구동측은 소규모 단지가 다수 입지하고 있어 재건축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

신반포로 남측으로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3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반포자이, 

반포래미안 아파트 등) 장벽을 이루어 경관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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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지구(저밀) 일대 스카이라인 현황

 강북지역으로 우수한 경관 조망가능

반포지구는 서울야경 10경, 서울조망명소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경관계획에서는 조망명소로 미운영

추후 신규 조망명소 조성을 통해 우수한 경관조망 유도

▲ 반포지구에서 바라본 경관(좌: 주간, 우: 야간)

(4) 자연성

반포지구는 2009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의해 재조성하면서 반포대교 

상류부 수변의 하안개선 등 인공호안을 철거하였으나, 둔치에 불투수 이용

공간이 넓게 조성되어 있는 실정

현재 이용행태에 무리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투수기능 개선 등의 둔치 

자연성 회복 필요

수생동물의 이동을 위해 반포천의 낙차공과 수중보의 철거 및 구조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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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방향

 목표

공공성 확보 및 다양한 경관창출을 통해

“한강변 대표 수변문화 주거지 조성”

 부문별 중점관리원칙

토지이용

주변에 열린 토지이용 재편을 통해 한강과 배후주거지간 공유하고 소통하는 

주거지 조성

접근성

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자산과 연계성 강화 도모

도시경관

국가상징녹지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관 창출

자연성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주차장 투수 포장 개선, 운동시설 다기능화 등 

둔치 자연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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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지구 관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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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 및 가이드라인

4.1. 부문별 계획

(1) 토지이용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

반포지구 내 아파트단지 일부는 재건축사업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 추진

반포지구 내 81개 아파트단지 중 35개 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아파트의 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수변공공용지 등의 확충 및 이용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를 통한 수변공공용지 확보

반포 1,2,4주구 이외에 재건축사업시 한강변으로 공공기여를 통해 전략용

지 확보

수변공간에 인접한 동서축 가로변으로 전략적 유보지를 확보하여 커뮤니티

시설 및 문화거점 조성

기존 완충녹지와 재건축시 건축선 후퇴를 활용하여 가로공원 조성

중·소형단지의 경우 수변공공용지 확보 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계획 수립

반포주공 아파트 재건축 시 공공에서 개발한 최초의 아파트단지의 상징성 

부여

현재 반포 1,2,4주구 통합개발 추진 중

덮개공원 내 지역문화시설 설치를 통한 공공성 확보 유도

 역사적 흔적 복원을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

과거 잠원나루가 있던 지역에 대한 상징적 복원

선착장 주변으로 과거 잠원나루 관련 안내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 방문객 등이 인지

하도록 하여 지역정체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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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지구 토지이용부문 계획

(2) 접근성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한강변 접근시설 정비 및 신설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반포한강공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덮개공원 및 

지하차도 조성(정비사업과 연계) 검토

덮개공원 외 접근이 불편한 나들목 및 접근로에 대해서는 환경 정비를 통

해 보행자,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버스 등 대중교통이 한강으로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확장 검토

한강접근로 보행환경 개선

주요 거점에서 한강으로 접근하는 보행환경개선 및 자전거이용활성화 연결

성 강화를 위한 도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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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보행로 지정을 통해 나들목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로 공간 조성

 한강접근로 자전거도로 및 시설 확충

역세권 등 주요거점에서 한강변 접근가능한 공공자전거 시설 도입 검토

주변지역에서 접근하는 자전거도로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확충

신반포로3길, 신반포로15길, 신반포로16길, 신반포로23길 일부구간, 신반포로33길, 신

반포로, 사평대로

 한강 양안의 지역자산 연계성 강화

지역자산을 연결하는 녹색교통 순환체계 구축

한강을 중심으로 이촌과 반포지구를 국가적 문화·여가권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녹색교통 순환체계 구축(순환버스 운영 검토)

페리노선을 운영하여 한강을 중심으로 양안이 통합되고 지역자산을 방문할 

수 있는 노선 구축 

국제관광 및 전시·문화 탐방로 조성

이촌, 흑석, 반포지구가 하나로 연계되는 국제관광 및 전시·문화탐방로 조성

한강양안의 다양한 전시시설(국립중앙박물관, 한글박물관 등), 문화시설(세

빛섬 등), 한강공원(이촌, 반포한강공원) 등과 한강나들길 연계

기존 서리골 서리풀 나들길 코스(고속터미널 시종점)와 지역자산, 한강길을 

연계하는 탐방 네트워크 구축

서리골 서리풀 나들길코스 : 서래공원 ~ 서리골 공원 ~ 누에다리~몽마르뜨 공원 ~ 서리

풀공원 ~ 서울국립중앙도서관 ~ 효령대군 이보묘역 ~ 고속터미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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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지구 접근성부문 계획

(3) 도시경관

 한강 및 남산 등 조망을 위한 명소 조성

올림픽대로 상부 덮개공원 설치와 연계하여 한강, 남산 등 강북지역의 경

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다양한 편의시설(안내판, 벤치, 파고라 등), 조망권 확보, 장소성 형성

문화시설 등 도입을 통해 대표적 조망명소로서 차별화 및 장소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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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산 등 배후 주요산으로의 열린 경관 관리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한강변 대안부에서 관악산 조망 확보를 위해 재건축사업 추진 시 경관시뮬

레이션 의무화(반포대교 북단 서측 운영)

획일적 건축계획을 지양하고 건축물의 조형성 강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장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한강변으로의 열린 경관 창출 및 지구 내 주요가로의 통경축 확보를 통하여 

도시 내부에서 한강으로의 시각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광역․지구통경축을 지
정하고 경관형성기준을 마련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1.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광역통경축의 지정 및 관리

동작대로(동작대교), 반포대로(반포대교), 강남대로(한남대교)를 광역통경축

으로 지정하며, 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도시관리 및 개발

계획 수립 

지구통경축의 지정 및 관리

신반포3길, 신반포15길, 신반포19길, 신반포23길, 잠원로, 공공보행통로

(신규)를 지구통경축으로 지정하며 가로변으로 경관형성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도시관리 및 개발계획 수립

광역·지구통경축변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권장

저층부의 도입용도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리테일, 카페, 레스토랑, 

서점, 음반매장, 식음시설, 일반판매점 등), 공연장(스튜디오, 복합체험관 

등), 전시장(갤러리, 공공에게 개방가능한 기업홍보관 등), 정보안내소,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스트리트몰 등을 통경축변으로 유도하여 가로활성화 유도

가로에 활기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와 시설이 일정 면적 이상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

저층부 투시성 증진을 위해 쇼윈도 등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가로환경과 

건축물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이용자의 활동 및 가로활력 창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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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지구 도시경관부문 계획

(4) 자연성

 반포천 낙차공 구조개선

반포천 콘크리트 단일구조 낙차공을 자연형 다단계 낙차공으로 구조개선하여 

유속을 조정함으로써 하상 퇴적구조 안정화 유도

 둔치자연성 회복

음수대 및 배수로 주변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주차장 투수 포장개선, 

운동시설 다기능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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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숲 조성

거점 한강숲 조성

인공호안 철거 및 수변 숲 복원을 통한 생물서식처 및 경관 개선이 필요하며, 

시설물 집중화 및 불투수포장 개선을 통한 녹지 조성

강변도로변 완충숲 조성

올림픽대로와 인접한 사면부 3개소에 완충기능 역할 수행을 위한 폭 

30~50m의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조성

 생물서식처 복원

천변습지 조성

동작대로 남단 동측에 이용이 저조한 공간을 철거하고 기존 배수로와 연계한 

천변습지 조성

 생태축 설정

한강변 도시 녹지축 확보

남북 녹지축(남산~용산~현충원)을 고려하여 공원 녹지 조성 시 주 녹지축 

단절지 내부 우선 조성 및 도시녹화 계획

수변 대규모 개발 등과 연계 및 배후도시의 정비와 병행, 인접공원 등 

공공시설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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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지구 자연성부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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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획 가이드라인

 토지이용부문

1-1.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 검토

1-2.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를 통한 수변공공용지 확보 

수변공간에 인접한 동서축 가로변으로 전략적 유보지를 확보하여 

커뮤니티시설 및 문화거점 조성

1-3. 역사적 흔적 복원을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

▲ 반포지구 토지이용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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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부문

2-1. 한강변 접근시설 정비 및 신설

덮개공원 및 지하차도 조성 검토

2-2. 한강접근로 보행환경 개선

반포대로변 공공보행로 확보 권장

2-3. 한강접근로 자전거도로 및 시설 확충

2-4. 지역자산을 연결하는 녹색교통 순환체계 구축

순환버스노선 및 페리노선 운영 검토

2-5. 국제관광 및 전시·문화 탐방로 조성

2-6. 아파트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보행통로 지정 검토

▲ 반포지구 접근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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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부문

3-1. 한강 및 남산 등 조망을 위한 명소 조성

덮개공원 상부 조망명소화

3-2.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 반포대교 북단 서측

3-3.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형성기준 적용

광역통경축 : 동작대로(동작대교), 반포대로(반포대교), 강남대로(한남

대교)

지구통경축 : 신반포3길, 신반포15, 19, 23길, 잠원로, 잠원로8길, 

공공보행통로(신규)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은 본보고서2권 지구별가이드라인Ⅰ(9p) ‘2.1. 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 중 ‘광역․지구통경축변 경관형성기준’을 참고

▲ 반포지구 도시경관부문 가이드라인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 Seoul Riverfront Vision 2030

❙550

 자연성부문

4-1. 반포천 낙차공 구조개선

4-2. 둔치자연성 회복

4-3. 한강숲 조성

4-4. 생물서식처 조성

4-5. 한강변 도시 녹지축 확보

▲ 반포지구 자연성부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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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부문 연번 계획내용 실행주체 기간 추진사항

토지이용

1-1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 검토
민간·공공 중기 ∙주택건축국 둥 관련부서 협의 시행

1-2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를 

통한 수변공공용지 확보
민간·공공 중기

∙향후 재건축사업 연한 도래시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주택건축국 둥 관련부서 협의 시행
1-3

역사적 흔적 복원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공공 단기

∙서초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강사업본부 둥 관련부서 협의 시행

접근성

2-1 한강변 접근시설 정비 및 신설 공공 중기
∙서초구, 도시교통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2-2 한강접근로 보행환경 개선 공공 단기
∙서초구, 한강사업본부, 도시교통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2-3
한강접근로 자전거도로 및 시설 

확충
공공 단기 ∙서초구, 도시교통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2-4

지역자산을 연결하는 녹색교통 

순환체계 구축
공공 단기

2-5 국제관광 및 전시·문화 탐방로 조성 공공 단기
∙서초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2-6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

보행통로 지정 검토
공공 단기

∙서초구, 도시교통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도시경관

3-1
한강 및 남산 등 조망을 위한 명소 

조성
민간·공공 중기

∙향후 재건축사업 연한 도래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서초구, 푸른도시국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

3-2
주요산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 

설정·운영
공공 단기 ∙서울시 경관계획 내용에 반영, 지구 내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시 반영3-3
광역·지구통경축 설정 및 경관

형성기준 적용
공공 단기

자연성

4-1 반포천 낙차공 구조개선 공공

자연성부문에 관한 사항은

자연성회복기본계획에 따라 실행

4-2 둔치자연성 회복 공공

4-3 한강숲 조성 공공

4-4 생물서식처 조성 공공

4-5 한강변 도시 녹지축 확보 공공









□ 참여기관 및 연구진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부시장 이제원 이건기(전) 김병하(전) 문승국(전)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류  훈(전) 이제원(전)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이정화(전) 한제현(전)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양병현(전) 임창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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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자문단

총괄MP 강병근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도시계획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도로․교통 노관섭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경․생태 최정권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부동산개발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계획수행기관

대표사 ㈜인토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

조원호 여춘동 변영진 정영재 김남곤 백복수 이준익 김재윤

강석형 조희정 조원경 김희정 박혜민

건축부문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윤혁경 김진욱 유욱종 이수형 이수민 전완재 최윤정 김종호

김고은 박유정

도시계획부문 ㈜도시디자인公場

장대원 장경철 홍승후 이근오 류근성 지영현

교통부문 홍익대학교 / ㈜교우엔지니어링

강준모 추상호 류승환 이연수 이종석

김정환 이승섭 신현웅 정창기

경관사진촬영 이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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