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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4.

양재섭 (도시공간연구실장)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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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 과제는?

2부 외국은 저성장에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3부 저성장시대, 서울의 대응 전략과
부문별 도시정책 방향은?

4부 저성장을 넘어서

1.   저성장이란 무엇인가?

2.   한국의 저성장 징후와 양상

3.   저성장기 서울의 도시 이슈와 정책 과제

4.   저성장에 대응한 런던의 도시정책 경험과 교훈

5.   저성장에 대응한 도쿄의 도시정책 경험과 교훈

6.   저성장에 대응한 베를린의 도시정책 경험과 교훈

7.   저성장기 주택시장의 변화와 서울의 정책 과제

8.   서울의 재개발 변화 전망과 대응 방향

9.   서울의 공공 인프라 수급 변화 전망과 대응 과제

10. 저성장기 서울의 도시공간 변화와 과제

11. 저성장기 서울의 도시공간정책 방향

‘늙어가는 서울’에 제시하는 냉철한 진단 보고서.....

국내의 도시정책 관련 전문가 11인이 저성장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책 한 권에 담았다.
_ 한울엠플러스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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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 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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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감지되고 있는 저성장의 징후와 양상은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암울한 미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

고도성장기의 메커니즘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필자들의 문제 인식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_ 책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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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사회 ‘인구 변곡점’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사회 진입(고령화율 14%), 인구 역전 (유소년인구 < 고령인구)

1970~2040년 한국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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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서울인구 916만 명, 고령인구 30% 전망

서울시 자치구별 고령화율 전망(2030)

자료 : 서울시, 2016, 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자료

서울시 저소득 노인 독신가구 비중(2014)

주 : 65세 이상독신가구중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기준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

서울 인구 : 1990년(1,061만 명) 이후 2040년(916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서울 고령인구 : 119만 명(2015) → 222만 명(2030), 강남구 제외 모든 자치구의 고령화율 20% 상회

저소득 노인 독신가구 : 동북권과 서남권에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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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고령화가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행

경제뿐만 아니라 인구, 사회 등 도시 전반에 걸친 활력 둔화

민간과 부동산을 통한 고도성장기 경기부양 방식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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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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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90.2%는 ‘이미 저성장에 진입했다’고 응답

• 저성장기에 진입 : 90.2%(‘그렇다’ 56%, ‘매우 그렇다’ 34.2%)

• 진입 시점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7.8%, ‘최근(2015년 전후)’ 29.4%, ‘1997년 IMF 이후’ 12.9% 순

전체응답자 (N=1,034)

저성장기 진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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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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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에 따른 문제 : 소득격차 심화(37.6%), 고용 불안(23.3%), 부동산 시장 침체(14.7%) 순

중점대응 과제 : 일자리 창출(46.2%), 저렴주택 공급(26.4%), 사회복지 확대(9.6%) 등

소득격차

심화

37.6%

고용불안정

23.3%

주택부동산

시장침체

14.7%

국제경쟁력

약화

10.2%

소비시장위축

10.0%

생활수준저하

3.1%

사회복지

수요증가

1.2%

10년 후 서울의 사회경제적 문제

전체응답자 (N=1,034)

저성장기 서울이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도시정책 과제

전체응답자 (N=1,034)

(1순위 응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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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기 도시 메커니즘과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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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다 먼저 저성장을 경험한 외국의 대응 전략

• 공간적·사회적 격차 완화

• 세계도시로서 도시경쟁력 강화

런던
뉴딜커뮤니티(NDC)

런던 플랜

• 지방과의 공생·공영

• 도시공간구조재편을통한경쟁력강화

• 생활밀착형 ‘삶의 질’ 향상

도쿄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

도쿄 도 종합전략

• 사회통합을 위한 낙후지역 개선

• 통합유럽 대도시로서 경쟁력 강화

베를린
사회통합도시프로그램, 도시개조사업

2030 베를린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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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은 위기이자 기회다!

고도성장기에 맞추어져 있는 도시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정책을 연착륙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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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사회에 대응하여 수요자(시민)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

• 지역생활서비스를 생활권 단위에서 공급,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지향점

사회통합을 위한 생활도시

• 역세권 중심의 효율적인 도시공간 구조

• 서울-인천-경기의 협력 거버넌스, 통합 비전과 계획 수립

• 서울만이 갖는 장점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강남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별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

•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확보를 위한 사회통합

• 민간-공공 협력을 통한 다양한 임대주택, 복지인프라 공급 등

포용적 성장 서울 대도시권 차원의 경쟁력

콤팩트·네트워크 도시

“앞으로 남은 과제는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우리의 도시정책과 제도를

저성장기에 맞게 연착륙시키면서 다양한 극복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_책 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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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단위 정비모델의 개발과 저층주거지

관리체계 마련

소득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주거지원과

재고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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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중심의 토지이용과

서울 대도시권 차원의 협치 모델 구축

‘공공 인프라 100년 계획’ 수립과

성숙형 생활 인프라의 공급

1960 1980 2000 20101970 1990

도시인프라 생활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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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 인프라 노후화 등

‘늙어가는 서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자

서울 대도시권 차원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자

개발

(Development)

재개발

(Redevelopment)

재생

(Regeneration)

포스트 재생

(Post-Regeneration)

서울

인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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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공간복지정책을

추진하자

사회복지

주거복지
노동복지

건강복지

필요한 곳에, 통합적으로

개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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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서울,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서울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삽화 : 이정문 화백



[서울의 미래, 서울의 선택] 
출간기념회 발표 자료(2017.2.24) 

서울, 글로벌 다문화 도시로의 전환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shpark@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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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S의 세 도시 이야기  

• 2008년 TIMES는 런던, 뉴욕, 홍콩 세 
도시가 왜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논의  

• 30~40%에 이르는 이주민들이 도시
의 경제적, 문화적 활력을 제공 

• 오늘날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는 이주
민의 도시(immigrant gateway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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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도시는 이주민의 도시 

 다문화ㆍ다인종화는 위기이자   
기회 



 서울의 외국인 주민은 45만 8천명, 
그 중 한국계 중국인인 57%인 26
만명 

• 전국과 비교해 볼 때 서울의 외국인 주민
은 한국계 중국인과 미국인의 비중이 높
고 아시아 출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체류유형은 근로자와 외국국적 동포가 높
게 나타남 

3 

• 서울의 현재 : 이주민의 구성과 분포 

구분 
서울 

인구 비중(%) 

계 457,806 100.0 

중국(한국계) 262,545 57.3 

중국(한국계 제외) 67,340 14.7 

미국 32,699 7.1 

베트남 13,596 3.0 

일본 12,172 2.7 

남부아시아 7,175 1.6 

필리핀 6,139 1.3 

몽골 4,378 1.0 

중앙아시아 4,132 0.9 

태국 1,559 0.3 

캄보디아 1,443 0.3 

인도네시아 1,148 0.3 자료: 행정자치부 2015년 외국인주민실태조사 

 외국인 주민은 한국계 중국인의 비
중이 높은 서남권에 집중 분포 

• 영등포구 대림
동에 국내 최대
의 이주민 밀집
지역이 형성 



 2040년 서울의 외국인 주민은 총 인구의 10~13% 

•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민은 7.3%에 이르며 서울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보건사회연구언, 2011) 

• 서구의 주요도시의 이주배경인구(foreign born population)과 비교하면 적
지만 동북아의 대표적인 이주공간으로 부상 예정 [런던 36.7%(2011), 베를린 
25.7%(2012), 파리 20.3(2011), 뉴욕 3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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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미래 : 2040 글로벌 다문화 도시 

 향후 한국계 중국인의 비중은 줄어들며, 유학생과 전문인력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한국계 중국인의 수는 중국체재 동포수의 절대적인 한계로 향후 일정 정도 
증가하다가 정체 

 이주민 밀집지역의 증가, 관련 사회문제의 심화 

• 이주민이 도시경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부상 

• 이주민 밀집지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대를 거쳐서 이주민 공동체가 
재생산되면서 사회경제적 고립과 같은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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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사회적, 공간적 영향 

 인종에 의한 노동시장 분절, 사회적 양극화 심화 예상 

• 서울의 건설업, 공장노동, 청소, 간병 등의 저차 서비스업의 상당 부분은 한
국계 중국인과 동남아시아인이 담당 

• 이주민 자녀들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이 높을 경우 인종-계층의 고착화 진행 

 이주민의 증가는 기존의 계층별 주거지 분리를 심화시킴 

• 서울은 현재 문화적 이질성 보다는 주택시장에서의 위치에 의해 분화 진행 

한국계 중국인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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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다문화 서울, 이렇게 준비하자(1) 

2016 

2025 

2040 

• 외국인 주민 4% 

• 이주민 정책 인프라 구축 

• 이주민 정책기조 정립  

이주민 정책  

인프라 구축  

이주민 정책  

사회통합 기반 확충 

포용적  

글로벌 도시 구현 

• 외국인 주민 10% 

• 이주민의 시정참여, 역량강화 

• 이주민 중심의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활성화 

• 교육, 고용 등 부문별 이주민 
정책 확충 

• 외국인 주민 13% 

• 이주민에 대한 고려가 모
든 정책에 반영 

• 별도의 이주민 정책이 존
재하지 않는 글로벌 다문
화 도시 실현 



 ‘서울 포용계획’의 수립 추진 

• 이주민 사회통합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 
계획으로 서울 포용계획 수립, 기존의 
단편적 이주민 지원계획을 대체하여 5
년 계획으로 추진 

• 사회통합의 추진 정도를 지표화하여 모
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베를린은 ｢베를린 통합계획｣을 통해 지
역관리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이주민 
통합 문제를 도시정책 전 분야로 확대  

7 

• 글로벌 다문화 서울, 이렇게 준비하자(2) 

베를린 사회통합도시프로그램 

 이주민 시정참여 확대 

• 현재 운영중인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의 위상을 강화하여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자문할 수 있는 기구로 설치 

• 국적별, 지역별로 이주민 공동체를 육성하여 이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행
정과의 소통채널 구축  



8 

• 글로벌 다문화 서울, 이렇게 준비하자(3) 

 이주민 친화형 행정 체계 확립 

• 중앙정부의 부처별 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강
화하고 기초구의 이주민정책 관련 역량 강화 지원  

• 장기적으로 ‘글로벌 빌리지’와 같은 이주민에 특화된 행정에서 벗어
나 일반 구청에서 이주민 담당 업무를 처리하고 주택, 산업, 교통 등 
부문별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담당하는 형태로 전환 

 이주민 밀집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 낙후도와 외국인 비중을 함께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물리적 
환경개선과 사회적 포용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정책적 도시재생 추진  

• 밀집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외국인대표, 주민조직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축 

• 대림동을 중심으로 신차이나타운을 조성하는 [서남권 다문화 거점도
시] 프로젝트 추진 



서울연구원 세미나
2017.02.2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박소현

Sohyunp@snu.ac.kr

2040 서울노인의 동네보행, 희망시나리오



나는 80세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바라는 2040 서울 노인의
삶은?

희망시나리오 써보기

2040년 서울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높은 노인자살률, 높은 노인빈곤률,         
낮은 고령사회대비율

대비 없는 초고령사회 노인 뿐만 아니라
모두가 빈곤(소득), 질병(건강), 고립(관계) 
등 제반 사회문제 직면 예정

초고령사회 대비 공동노력 절실

그런데, 

초고령사회의 무엇을 우리는 문제로 보나?

여러 각도에서 조명 가능.

대다수가 원하는 Aging in Place + 
Active Living

AAIP : Active Aging in Place

노인자살률-OECD 2011

노인빈곤률-OECD 2010



서울시
이미, 국제인증 고령친화도시

제1기(2013-2015) 실행 계획 평가

• 서울시 노인복지정책 패러다임 변화 내용



‘락희거리’ 서울시의 최초 노인중심거리 조성 사례, 2016.



그런데, 
우리는 왜 체감하지 못할까?

복지, 보건, 체육.. 여러 분야

그리고,

도시계획, 건축, 조경 분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노인문제의 3대 요인:
- 고립, 
- 신체활동부족, 
- 영양불량

이에 대한 현실적 개선 점 하나:
- 노인이 기꺼이 집밖으로 나와
동네에서 걸어 다니며 활동도
하고 밥도 함께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 공간-이동-활동-서비스



밥 동네에서 노인이

밥먹기

장보기

공원가기

도서관, 주민센터……

은행, 의원, 우체국…….



근린환경 공간계획, 참고자료

고령인구일상생활
시설-계획-사업
현황 분석, 이로부터
AAIP 계획기법
서비스 -공간 -참여
요소로 융합
AAIP 근린공간계획
모형 제시

보행행태 및
보행환경 연구
근린환경 및
생활권계획 연구



희망시나리오 1

테스트베드 설정, 보행포인트 활용
노인 보행기반의 근린단위 공간계획모델 및
공간복지 사회서비스 시스템 제시

지역 활성화에 포인트가
화폐처럼 공공인센티브처럼
사용된다

지역
가게

상권
인센
티브

서울
AAIP
공간계획모델

공간복지
사회서비스
모델



두려운 책들, 고마운 책들 (부분)

NHK 스페셜제작팀, 김정환 역,『장수의 악몽: 노후파산』 다산북스, 2016.

후지타 다카노리, 홍성민 역,『2020 하류노인이 온다』 청림, 2016.

마가렛크룩생크, 이경미역 , 『나이듦을 배우다』, 동녘, 2016.

아툴 가완디, 이희정 역,『어떻게 죽을 것인가』 부키, 2쇄, 2016.

오시카와 마키코, 남기훈 역,『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다』 세움과 비움, 개정, 2016.

이경신,『죽음연습: 잘 늙고 잘 죽는 것을 넘어 잘 사는 것에 대한 사색』 동녘, 2016.

김열규, 『노년의 즐거움』 비아, 2009.

니카노 고지, 장미화역, 『행복한 노년의 삶』 문예출판사, 2003.

대니얼 클라인, 김유신역, 『철학자처럼 느긋하게 나이드는 법』 책읽는 수요일, 2013. 

도야마 시게히고, 김정환역, 『자네 늙어봤나, 나는 젊어봤네』 예담, 2011.

사노 오코, 이지수역, 『사는게 뭐라고?』 갤리온, 2013.

이근후,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갤리온, 2013.

츠바타 슈이치, 츠바타 히데코, 오나영역, 『내일도 따뜻한 햇살에서』 청림, 2012.

콜레트 메나주, 심아영역, 『노년예찬』 정은문고, 2013

시쥬모 사키코, 오희욱 역. 『즐거운 노년』 지혜의 나무, 2006.



주거에 대한 상상력, 
전환이 시작된다 

한겨레 미래팀 음성원 기자 



아파트에 갇혀버린 상상력 

http://likeitgirl.com/7-ways-to-stay-healthy-in-winter/7-ways-to-stay-healthy-in-winter/ 

“춥지 않니?” 



1~2인 가구의 시대 

출처=뉴스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267076 



밀레니얼 세대 

 

출처=골드먼삭스 http://www.goldmansachs.com/our-thinking/pages/millennials/ 



밀레니얼 세대 

• 밀레니얼 세대 4명 중 3명(78%), 갖고 싶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원하는 경험 더 큰 비중 

• 2008년 금융위기. 현재의 행복에 더욱 집중                                          Eventbrite 온라인 설문조사 

출처=골드먼삭스 http://www.goldmansachs.com/our-thinking/pages/millennials/ 



밀레니얼 세대 

출처=골드먼삭스 http://www.goldmansachs.com/our-thinking/pages/millennials/ 



뉴욕 카멜플레이스 

“최소주거 기준
(400제곱피트, 

11.2평)보다 작은 

집 설계해보라” 

7~10.3평 55채 



올리, MIT미디어랩 시티홈 



영국 올드오크 



무인양품의 집  유연함의 가치 



모듈러 

유연함의 가치 



모듈러 유연함의 가치 



모듈러 유연함의 가치 

22개월 

“가장 큰 장점은 현장 시공기간
이 짧다는 점＂ 



에어비앤비 신혼부부 유연함의 가치 



미래 서울의 100년 교통축 구상

이 청 원



Mobilities, John Urry, 2007

 In 1800, people in US,  travelled 50 m/day, on foot, by horse, by carriage. 

 50Km/day, by car, bus, rail, air, …

 1hr+

 World citizens move 3billion km/yr  4 times by 2050

 Transportation: GDP 10.3% (worldwide)

2



2030 서울플랜, 서울도시기본계획

3

 3 도심

 7 광역중심

 12 지역중심



미래서울 도심·중심부: 수직도시화 및 Open Space 확보

4



미래교통수단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

지능화

 자율주행차량

 Connected Vehicle

 ...

초고속

 Hyperloop

 초고속 elevator

 ...

5

서울 한강공원 이용자(2013년)

 1인당 연 평균 6.6회 방문



미래 수직도시 교통체계

6

통행거리별

속도차별화

단거리
&

수직이동

장거리
(광역도시간)
100‐500Km

중거리
(도심, 중심간)

50Km



미래 수직도시 교통체계

7

통행거리별

속도차별화

단거리
&

수직이동

장거리
(광역도시간)
100‐500Km

중거리
(도심, 중심간)

50Km
200Km/hr
 15분대

1000~2000Km/hr
서울~부산 15~30분



광역도시도심들 타광역도시

지상부(친환경ㆍ자율주행 차량)

중거리: 고속도시철도ㆍ지하도로

장거리: 미래초고속교통수단초
고
속
엘
리
베
이
터

해외광역도시

단거리: 기존도시철도ㆍ지하철



9

단계별 개발 및 상징성



감사합니다.

chungwon@snu.ac.kr

10



도로, 자율주행차를 품다

한국교통연구원 강경표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시스템

자율주행차의 한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확대 필요

2

Level 1 Level 2Level 0

자율주행차
AV

(Automated

Vehicle)

Level 4 Level 5

커넥티드카
CV

(Connected 

Vehicle)

SAE

Levels

Level 1 Level 2 Level 3+Level 0

자율주행시스템(ADS)

Automated Driving Systems 

디지털
인프라

ITS         C-ITS(V2V+V2I)      C-ITS(V2E)

정밀도로지도, 정밀GPS, 통신(WAVE/DSRC+LTE/5G) 등

자율주행
시스템

Level 3



자가 운전 기능, 응급 시 운전자 조작

운전자 조작이 없이(Mind off) 주행 시간에 여가/업무 가능

20202016···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서비스

자율주행차의 ‘Maker’보다 ‘자율주행서비스’

3

nuTonomy: 자율주행택시(‘16.8)
Uber: AV기반 공유서비스(‘16.9)

Otto: 자율주행트럭(‘16.10)

Waymo: Google의 Self-driving Vehicle 공로시험 since 2009

Level 1 Level 2 Level 3Level 0 Level 4 Level 5

??? ???

운전자의 autopilot 작동·제어의 책임

Tesla: Model S with autopilot(’16.5)

SAE

Levels



자가 운전 기능, 응급 시 운전자 조작

20202016···

자율주행서비스 상용화

자율주행차의 ‘Maker’보다 ‘자율주행서비스’ 비즈니스모델

4

nuTonomy: 자율주행택시(‘16.8)
Uber: AV기반 공유서비스(‘16.9)

Otto: 자율주행트럭(‘16.10)

Level 1 Level 2Level 0 Level 4 Level 5SAE

Levels

??? ???

 다양한기술수준(Levels) 자동차및도로환경이혼재

 필요한인프라구축범위및기술수준이광범위

 개인이차량소유및운영관리책임

 개인책임에따른수용성결여가능

일반인의자율차구입및이용
(Something  Everywhere)

 특정(동일한)기술수준자동차및해당도로환경에만
대응하여운영가능

 특정운행구간에한하여요구되는기술수준의인프라
구축가능

 회사(transp. network company)가차량소유권, 
운영관리책임

 회사책임에따른수용성제고가능

일반인의자율차사용료지불및서비스이용
(Everything  Somewhere)

Level 3



서울시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서비스

서울시 첨단대중교통인프라를 활용한 자율주행시스템

5

기존 간선중심 대중교통시스템(도시철도, BRT)을 연계지원

신대중교통시스템(예: BRT, 트램)의 기능과 인프라의 효율성 제고

기존 대중교통수단의 한계(예: door-to-door 서비스 불가) 극복

기존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성과 효율성 혁신

서울시 교통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자율주행서비스

교통약자 우선의 안전혁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

기존 대중교통의 한계극복과 승용차의 접근기능을 대체할
자율주행시스템



서울시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서비스

Frist & Last miles 솔루션을 위한 지선대중교통 중심 자율주행시스템

6

 첨두시승용차의접근교통집중으
로인한교통혼잡

 국지도로/이면도로노상주차로
인한도로점용및용량감소

 국지도로/이면도로보차혼용으로
인한교통사고

 자율주행버스서비스로대체

 차대사람, 고령자사고제로

 보행공간및친환경도로공간조성

서울시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주행서비스: 교통사고제로, 차량공유경제, 교통량감소, 환경친화적 설계 등



서울시 자율주행정책(제언)

세계 도시화 급증: Compact/Mega City

7

세계인구의 54%(’14)  66%(‘50)(출처: UN, ‘14)

모빌리티 체계의 전환(transformation)

MaaS 선순환구조: 도시교통체계 파괴

Compact City & 모빌리티를 위한 CAS

공유(Sharing)/연결(Connectivity)/자동(Automation)

CAS는 현재진행형, 하지만

자율주행정책 vs. 대중교통정책 vs.차량공유정책의 엇박자(예: 자전거)



감사합니다



교통시스템 지하로 확장하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서울의 교통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

2

시민의 다양한요구, 지상공간에모두 담아내기 어려워

보행자, 승용차이용자, 대중교통이용자의다양한요구사항수용하려면교통시설확충필요

도심의 교통혼잡문제 해결 필요

도심출도착통행과통과 통행분리필요

환승이 불편한대중교통

환승체계개선으로환승저항줄여야

지상공간변화 물결

사람중심교통체계로패러다임전환에따라 지상의도로공간개편

이제는 지하공간의적극적 활용이 필요한때

지상은친환경교통체계로, 지하환승센터구축, 승용차는지하로



지하공간의 활용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

3

지하 복합공간조성으로시민 삶의 공간 확대

도심의교통문제해결, 주차공간확대, 지상 보행자공간및 휴식공간확보

지하도로건설로지상교통흡수, 도시 환경 개선

도심의교통문제해결, 지역 간 이동성확보를위해도심통과통행처리

지하 환승센터로대중교통서비스 업그레이드

환승거리단축 등 환승편의개선, 지상 도로 교통소통원활화



지하공간에서의 교통 네트워크 구축

4

지하도로망구축

지하 환승센터구축

지하도로, 환승센터, 주변 건물 주차장 연결

승용차 이용시

지하도로로서울 도심 진입, 지하 주차장에 주차, 
지하환승센터를통해도시철도이용

광역버스 이용시

외곽환승센터에서광역버스회차, 이용자는
도시철도로환승하여도심으로이동



지하도로망 구축

5

도심 통과 노선 우선 도입

녹색교통진흥지역지정, 지상도로공간재편과연계



지하도로망 구축

6

도심 통과 노선 우선 도입

녹색교통진흥지역지정, 지상도로공간재편과연계

향후 지하도로네트워크로확대

제물포로, 동부간선도로와연결



지하도로망 구축

7

도심 통과 노선 우선 도입

녹색교통진흥지역지정, 지상도로공간재편과연계

향후 지하도로네트워크로확대

제물포로, 동부간선도로와연결

서울 도심 소순환 지하도로망구축

서울도심소순환지하도로



수단간 환승은동일 평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환승도지원

지하 환승센터 구축

8

직결통과형 외곽회차형



- 서울역, 양재역, 혜화역, 상암DMC역 등

직결 통과형

서울내부통행의결절점에구축

지하 환승센터 구축

- 사당역, 청량리역, 잠실역, 당산역, 가양역 등

외곽 회차형

광역통행의결절점에구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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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사고의 전환

도시민 3차원 공간을 걷다

목원대학교 성이용



2

100년 동안 도시 발전의 속도

미래에도 대중교통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

일본, 도쿄

영화와 매거진 속에서 나타난 미래도시 대중교통

중국, 홍콩 아랍에메레이트, 두바이



3

서울의 발전 ???



4

압구정동의 발전

1972년 1977년 1985년 2013년

http://blog.naver.com/dospace/220599354403

양 >질



5

도시재생의 핵심은 보행공간 확보

http://blog.naver.com/jungjang/220673820723

프랑스 파리의 과거와 현재

- 보행중심
- 마차중심
- 자동차 중심 보행단절

차없는거리 (도쿄긴자, 서울세종대로)



6

미래의 도시 공간

다양한 보행 공간 확보

자동차 공간과 인간 공간의

이벤트의 보행로가 아닌



7

3차원 공간 보행로 확보

공중공간 지상공간 지하공간



서울시 3차원 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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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도심 3차원 보행 현황

서울시 3차원 보행 현황
- 지상 도로는 모두 연결
- 공중공간은 서울역 주변으로 집중
- 지하공간은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연결 단절 (서울시청, 을지로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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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도심 지하공간 보행 계획

서울 원도심 지하 공간 현황 서울 원도심 지하 공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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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도심 지하공간 계획

서울역-충정로-서울시청 지하공간
(기존의 공간 리노베이션 및 쾌적성을 위한 조경 공간 및 휴게 공간 확보/조명 조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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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도심 지하공간 계획

서울시청-을지로-남대문
(자연광이 들어 오는 채광창 설치 및 수공간 공간 및 휴게 공간 확보하며 많은 지하철 역과 연결 내부 공간 인테리어 역 같은 형태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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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도심 공중공간 보행 계획

서울 원도심 공중 공간 현황 서울 원도심 공중 공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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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도심 공중공간 계획

서울역-충정로-서울시청 지하공간
(서소문 고가도로를 보행전용가로화 하고 서울 7017 사업의 고가와 연결, 새로이 시울시청 광장위에 공중가로를 두어 연결함)



15

서울시 원도심 공중공간 계획

서울시청-을지로-남대문
(공중 공간을 두어 전시 및 서울광장과 연계, 지상의 차도를 지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브리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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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도심 지상공간 보행 계획

서울 원도심 지상 공간 현황 서울 원도심 지상 공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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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도심 지상공간 계획

서울역-충정로-서울시청 지하공간
(특히 서소문 역사문화공원과 같은 기존의 공원과 공중, 지상, 지하를 이어주는 수직 동선의 중심으로 보행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환경조형물 등 거리에 다양한 볼거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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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도심 지상공간 계획

(지상 가로의 사람의 이용이 적어짐에 따라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여 포켓 공원 등의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 서울 광장은 다양한 이벤트를
가지는 이벤트 광장으로써 겨울에 일루미네이션 등의 공간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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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도심 3차원 보행 종합 계획안

서울시 3차원 보행 종합계획안

- 지상 도로는 공중 및 지하공간 보행로

확보로 인한 공원 및 휴게시설 증가

- 공중공간은 서울역, 충정로역, 남대문

에서 서울시청 광장 연결

- 지하공간은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단절 된 구역 연결 (서울시청, 을지로, 

남대문, 충무로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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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도심 3차원 보행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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