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상트페테르부르크·모스크바) 요약
부서 : 도시공간연구실
과제코드 :

2019-ER-15

과제명 : 도시계획시설 광장의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연구책임 : 임희지
자료제공 : 임희지
작성일 : 2020년 1월 17일
게시요망일 : 2020년 1월 17일

제목 : [해외출장노트] 해외 대도시 유형별 광장 사례 조사
※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출장배경
- 현재 수탁과제로 수행중인 「도시계획시설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 연구」와 관련하
여 공공공간에 대한 조성과 관리가 잘되어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유
형별 주요 광장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유형별 광장 조성 및 활용방안
을 마련하고자 함.
· 중심대광장(궁전광장, 붉은광장, 혁명광장 등)
· 근린광장(Voskeresenskiy Skver, Khitrov Square 등)
· 가로형 광장(Malaya Konyushennaya Ulitsa, 마네즈나야 광장 등)
· 역전광장(세나야 광장, Pushkinskaya 광장 등)
· 건축물 부속광장(성이삭광장, 카잔성당 전면광장, 그리스도 구세주 성당 전면광장 등)
○ 주요 현장사진
상트페테르부르크 유형별 광장

■ 중심대광장 (좌: 미하일롭스키광장, 궁전광장)

■ 근린광장 (좌: Voskeresenskiy 광장, 우: Pokrovskiy 광장)

■ 역전광장 (좌: 세나야광장, 우: Moskovsky 역전광장)

■ 가로형광장 (좌: Bol. Konyushennaya Ul., 우: Mal. Konyushennaya Ul.)

■ 건축물 부속광장 (좌: 성이삭 광장, 우: 카잔성당 부속광장)

모스크바 유형별 광장

■ 중심지대광장 (좌: 붉은광장, 우: 혁명광장)

■ 근린광장 (좌: Khitrovka 광장, 우: 비르제바야 광장)

■ 역전광장 (좌: Kropotkinskaya 역전광장, 우: 푸쉬킨 광장)

■ 가로형 광장 (좌: 트베르코이 환상녹지축 진입부 광장, 우: 마네즈나야 광장)

■ 건축물 부속광장 (좌: 그리스도 구세주 성당 부속광장, 우: 볼쇼이극장 전면 극장광장)

○ 시사점

(1) 중심대광장
◦ 중심대광장은 역사 도심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시설들을 드러내는 시각적

중심

지점에 위치하여 도시의 상징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역사적 사
건과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 시민들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도 수행함.
◦ 따라서, 도시를 상징하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워져 있는 것
이 특징이며, 전승탑이나 주요 인물의 동상 등 기념물이 들어서 있고, 식재나 벤
치 등 시설은 도로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임.
(2) 근린광장
◦ 근린광장은 대체로 주택지의 한가운데 중저층 주택군에 의하여 위요된 형태로 조
성되며, 주변 건축물의 저층부에는 세탁소, 약국, 편의점 등이 들어서 커뮤니티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중심지 광장과는 다르게 주민들의 산책 및 휴식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잔디와
식재 비율을 높여 공원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며, 광장은 중심부 비워진 공간
을 중심으로 어린이놀이터, 휴식공간 등이 적절하게 배치함.
(3) 역전광장
◦ 역전광장은 대륙횡단철도 역사나 지하철 환승역 등 교통의 요충지에 조성되어 있
으며, 차량 및 대중교통·보행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 교통의
중심역할을 수행함.
◦ 광장은 전체적으로 다중을 위해 비워져 있는 역사 진입공간과 이용자가 접근하는
대중교통 역과 주변 보행로를 연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도로 진입로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차량 접근을 수용하고, 경계부를 중심으로 식재와 벤치 등 휴
식공간을 배치하고 있음.

(4) 가로형 광장
◦ 가로형 광장은 보행전용도로의 성격이 강하지만, 진입부와 문화시설 등 보행의 결
점지점에 광장을 두어 보행자들이 머무르고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광장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 단순히 보행자의 이동과 산책이 가능한 선형의 보행자전용도로로 조성된 것이 아
니라, 가로의 진출입, 주요 시설 전면, 가로의 중심부 공간은 중심을 비워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기념물이나 분수, 벤치 등을 배치하여 이용자
가 머무를 수 있도록 광장의 형태로 계획함.
(5) 건축물 부속광장
◦ 건축물 부속광장은 도시를 상징하는 종교시설, 문화시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부각시켜주면서, 반독립적으로 조성해 방문객들과 야외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광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함.
◦ 주인공인 건축물을 잘 드러내고 다양한 행사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중심이 개방된
형태로 조성되며, 주변으로 식재와 벤치 등 휴식시설들을 배치하고 있음.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도시공간연구실 임희지 연구위원 (2149-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