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도시연구 제11권 제2호 2010. 6, 논문 pp. 119～13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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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연구는 1950년  이후 개발된 규모 입체복합 건축물 부지설계의 변화 특성을 공공환경을 

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는 표 인 수퍼블록형 입체복합 건축물인 보스턴 루

덴셜 센터, 런던 바비칸 콤 스, 오사카 남바 크, 도쿄 록본기 힐즈에서 찰되는 공공환경의 배치, 

형태, 기능 변화의 특성을 문헌조사, 도면분석, 장답사를 통해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찰된 입체복

합 건축물 부지 내 공공환경의 변화 특성은 ① 심부에서 경계부로, 도로층에서 공 층으로의 심

치 이동, ② 칭배치와 정형형태에서 비 칭배치와 부정형으로의 형태 변화와 녹지  수변요소의 면

 확장, ③ 공공기능과 비공공기능의 선택  연계와 분리를 한 공공환경의 계구조 분화이다. 본 

연구는 수퍼블록형 부지 내 공공환경의 배치, 형태, 크기, 디자인 요소들의 부지설계 근으로 입체복합 

건축물의 도시  기능 수행을 한 보행 심의 공공환경과 가로환경 개선이라는 부지설계의 목표 설정

과 안 도출에 효과 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복합 콤 스, 공공환경, 부지설계, 수퍼블록, 보행순환

ABSTRACT：This study examines the changing aspects of site plans for large mixed-use complexes 
during the past decades. It conducted in-depth case studies of the structure, form and function of 
public realms in Boston Prudential Center, London Barbican Complex, Tokyo Roppongi Hills and 
Osaka Namba Parks along with site visits and cartographic observation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① Shifting centrality of public space from center towards the edge of the site with 
the elevated platform from the street; ② grid layout of public space with symmetrical design to 
organic layout with asymmetrical expression with the extended use of green and water feature; ③ 
structural diversification of public spaces for selective conne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uses. 
The study suggests the designing of public realm in the site plans based on the three design elements 
effectively help set alternative design strategies for site planning for a large mixed-use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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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목

본 연구는 1950년  이후 최근까지 개발된 일

련의 수퍼블록형 입체복합 건축물에서 찰되는 

부지설계의 변화 특성을 공공환경의 형태 변화를 

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는 

표 인 입체복합 건축물로서 1950년  후반부

터 개발된 입체복합 건축물인 보스턴 루덴셜 센

터(Prudential Center), 런던 바비칸 콤 스

(Barbican Complex)와 1980년  후반부터 개발

된 오사카 남바 크(Namba Parks), 도쿄 록본기 

힐즈(Roppongi Hills)의 부지에서 찰되는 공공

환경의 치, 크기, 형태, 디자인, 계구조의 변화

방향과 변화 특성을 문헌조사, 도면분석, 장답

사를 통해 비교 분석하 다.

최근 진행되어 온 형 입체복합 건축물에 

한 국내 선행연구는 도시기능과 공공성, 개발자 

입장의 사업성, 로그램 구성, 로그램 배치, 보

행환경과 물리  환경의 질 등의 다음 네 가지 

을 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 입체복합 건

축물 개발이 도시공간구조에 미치는 향과 시설

의 공간구성  공공성을 고찰한 연구이다(김희

철ㆍ정재용, 2007; 이효창 외, 2008). 둘째, 개발에 

따른 방문자 확보를 한 앵커 로그램 구성에 

한 연구이다(하성주ㆍ하미경, 2009; 김윤희ㆍ이상

호, 2007). 셋째, 부지 내 사용자의 이용 빈도와 공

간 계를 통한 로그램의 배치와 공간구조의 분

석이다(김찬주ㆍ김 욱, 2007; 정지희 외, 2008). 

넷째, 부지 내 매개공간과 보행환경의 물리  환

경의 질과 사용자의 만족도에 한 상 계의 고

찰이다(박 근ㆍ정재용, 2008; 문하늬ㆍ이유미, 2009).

이러한 일련의 선행연구는 민간 개발자와 계획

자 측면의 사업성 검토나 방문자  유동인구 확

보를 한 정량  로그램의 구성  조합에 집

된 한계 이 있다. 한 시설 내 물리  환경의 

황 분석과 특정 사례의 건축공간 평가, 방문자

의 만족도 조사가 심이므로 실제 설계과정에 기

여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에 불충분하다. 따라서 

수퍼블록형 입체복합 건축물의 기 설계 단계의 

핵심 요소인 부지설계의 방향 설정과 안 검토를 

한 부지설계 기법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한 1980년  이후 수퍼블록형 형 입체복합 

건축물은 부지 내 다양한 공공환경의 조성으로 방

문자와 보행자를 한 일련의 도시기능을 수용하

고 있다. 이에 입체복합 건축물 부지 내 공공기능

과 민간기능의 조합과 보행동선의 선택 인 연계

ㆍ분리가 부지설계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나 

부지 내 공공환경의 입지와 형태에 한 연구는 부

재하다. 따라서 입체복합 건축물 부지 내 공공환경

에 하여 도시기능과 공공성의 향상과 방문자의 

쾌 한 보행  장소경험을 한 부지설계의 방향 

제시에 한 연구가 시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련의 수퍼블록형 입체복합 

건축물 부지설계의 심층  사례고찰을 통해 도시 

내 수퍼블록형 입체복합 건축물의 공공성 향상과 

보행환경의 조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

공환경 심의 부지설계와 안평가를 한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이라 단된다.

2. 연구방법과 연구범

본 연구는 표  수퍼블록형 입체복합 건축물 

사례로 평가되는 루덴셜 센터, 바비칸 콤 스, 

남바 크, 록본기 힐즈의 층부(지상층과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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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연결부) 부지환경에서 찰되는 변화 특성을 

공공환경과 보행환경을 심으로 비교 분석하

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도면분석, 장답사에서 

도출된 사진과 지도를 근거로 입체복합 건축물 부

지설계의 핵심요소인 블록 분할의 형태와 크기, 

타워와 랜드마크, 부지 통가로의 치, 스트릿

월과 포디움-공공환경의 연결, 부지 내 로그램 

배치를 평면ㆍ단면공간을 심으로 분석하 다. 

특히 본 연구는 공공성을 가지는 공간으로서 

공공환경을 진입부, 라자, 녹지형 오  스페이

스, 코트야드, 릿지로 한정하며, 각 사례의 보행 

심층에서 조성된 공공환경의 치, 크기, 형태

를 찰하여 배치구조, 부지 내 보행동선, 부지분

할, 수직  공간배치와 이를 연결하는 수직 이동

시설 배치, 건축  특성을 찰하 다. 입체복합 

건축물의 부지도면과 단면도면으로 구  항공사

진과 각종 디지털 도면 자료를 이용하 으며, 연

구목 에 따라 보완  재구성하 다. 본 연구의 

사례고찰을 한 입체복합 건축물 사례 그룹의 시

간   공간  범 는 다음과 같다. 우선 

1950~1960년 의 사례는 보스턴 루덴셜 센터

와 런던 바비칸 콤 스이다. 이들은 후 개발 

과도기의 모더니즘 그리드형 부지설계의 특성을 

보여주며, 두 차례 이상의 시설확장으로 부지 내 

공공환경의 배치구조  기능변화를 보여 다. 

한 1980~2000년 의 사례는 오사카 남바 크와 

도쿄 록본기 힐즈이다.  도시의 심 기능을 

가지며, 특히 1980~2000년  부지설계의 공공환

경 조성경향과 보행동선  공공환경의 배치특성

을 명확히 보여 다. 

상기 사례는 상업, 주거, 문화, 호텔, 컨벤션 등

의  도시 기능의 수용 목 과 쇠퇴한 지역

의 활성화라는 도심 재개발 목 으로 진행된 형  

입체복합 건축물이다. 한  도시의 심부에 

입지하는 입체복합 건축물 부지설계에서 추구하는 

지하철  철도 교통연계, 보행자 심의 부지분

할, 보행순환동선의 배치, 보행공간과 상업 로그

램 심의 용도 복합화를 모두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상기 입체복합 건축물의 사례는 그간의 형 

입체복합 건축물 부지설계 특성의 변화를 비교 고

찰하기 한 사례로 합하다고 단하 다. 

한편 본 연구는 수퍼블록형 입체복합 건축물 

부지설계요소들과 공공환경의 계, 공공환경의 

크기와 형태, 배치, 계구조, 기능의 변화 특성을 

악하기 하여 아래의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첫째, 1950~1960년 와 1980~2000년

의 입체복합 건축물 부지설계 요소들의 비교분석

을 통해 공공환경의 배치, 형태, 기능변화 특성과 

원인을 찰하 다. 둘째, 이 두 그룹의 비교분석

을 통해 공공환경의 크기, 형태, 디자인 변화 특성

과 원인을 찰하 다. 셋째, 이 두 그룹의 비교분

석을 통해 부지 내 공공환경의 배치와 계구조 

 기능분화의 특성과 원인을 찰하 다.

Ⅱ. 입체복합 건축물 공공환경의 사례 소개

보스턴의 루덴셜 센터와 런던의 바비칸 콤

스는 1950년  후반부터 도심 재개발을 목 으

로 계획되어 개발된 표 인 기 입체복합 건축

물의 사례이다. 루덴셜 센터의 부지는 동서 장

변이 530m, 남북 장변이 250m, 총 부지 면 은 

93,100m²이다. 루덴셜 센터의 건축 연면 은 

650,000m²이며, 부지 내 가장 높은 건물은 지상 52

층 높이의 루덴셜 타워(Prudential Tower)로 

부지 심에 치한다. 부지에는 총 13개의 건물

이 입지하며, 부지는 수용 규모 약 3,800 인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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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과 지상의 오  스페이스를 포함한다. 이들

은 부지 체에 배치된 폭 10m, 총길이 934m인 

십자형의 쇼핑몰 아 이드를 심으로 도시의 복

합 쇼핑센터를 구성하며, 보스턴의 상징  심지

인 부지 동남쪽의 카 리 이스(Copley Place)

와도 연결된다. 루덴셜 센터 부지 내 공공환경

은 부지를 통하는 매스 턴 이크(Mas. Turnpike)

보다 5.5m 높은 2층에 치한다. 

바비칸 콤 스의 부지는 부정형 수퍼블록으

로 동서 장변이 500m, 남북 장변이 450m, 총 부지 

면 은 252,000m²이며 부지는 골든 래인부

(Golden Lane Area, 50,000m²), 앙부(100,000 

m²), 남쪽부(40,000m²)로 나 어진다. 바비칸 콤

스의 지하공간으로 런던 지하철이 동서로 통

과한다. 바비칸 콤 스는 부지 내 주거, 술, 문

화 등 복합용도를 수용하며, 크게 장방형으로 배

치된 바비칸 에스테이트(Barbican Estate)와 

앙에 배치된 바비칸 센터(Barbican Arts Centre)

로 구분된다. 부지 내 최고 건물은 지상 43층 높이

인 세 개의 타워형 주거건물로 북쪽 부지경계에 

치한다. 부지 내에는 랜드마크인 세인트 자일스 

교회(St. Giles Church)와 런던월(London Wall)

이 심에 치하며 공용주차장, 오  스페이스, 

상업시설이 있다. 부지 지상부에는 바비칸 에스테

이트 건물이 고리형으로 배치되었으며, 보행동선

은 필로티 상부층인 3층 높이의 보행데크와 발코

니를 통해 공공환경 주변을 순환한다. 1962년

a. 보스턴 프루덴셜 센터 b. 런던 바비칸 콤플렉스

 

c. 오사카 남바 파크 d. 도쿄 록본기 힐즈 

  

<그림 1> 입체복합 건축물 사례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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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개발된 부지 내 공공환경은 네 개이며 보행 

기 층인 3층보다 낮은 1층에 치한다. 

오사카의 남바 크와 도교의 록본기 힐즈는 

1980년  후반부터 계획되어 개발된 표 인 입

체복합 건축물이다. 남바 크의 체 부지는 인

한 남바 시티를 포함해 동서 단변이 180m, 남북 

장변이 500m, 총 부지면 은 34,000㎡이다. 남바 

크의 건축 연면 은 총 216,000m²이며, 부지에

는 총 두 개의 고층 건물과 두 개의 포디움형 건물

이 입지한다. 부지 내 가장 높은 건물은 30층 높이

의 크 타워(Parks Tower)로 서쪽 부지경계에 

치하며, 주변에 티-테라스 건물(T-Terrace), 쇼

핑센터, 지하 주차장이 배치되었다. 남바 크 부

지 내 공공환경은 인 블록의 보행 기 층인 1층

보다 한 개 층 상승된 부지의 2층부터 8층까지 계

단식으로 치한다. 특히 부지의 심 공공환경으

로 2~8층에 걸친 루  테라스형 오  스페이스가 

조성되어 있으며, 부지 내 약 200m 길이의 보행동

선인 캐년 스트릿(Canyon Street)을 심으로 건

물과 인 블록과의 보행동선이 연결된다. 

록본기 힐즈는 도쿄도 미나토구(Minato-Gu, 

港区)의 문화공공구역 심부인 록본기역을 심

으로 개발된 입체복합 건축물 개발사례이다. 록본

기 힐즈의 체 부지규모는 동서 장변이 370m, 남

북 장변이 370m, 총 부지면 이 115,742㎡이다. 

록본기 힐즈 부지의 건축 연면 은 728,250㎡이

며, 부지에는 총 14개의 건물이 입지한다. 부지 내 

가장 높은 건물은 높이 238m의 모리타워(Mori 

Tower)로 부지 심에 치하며, 주변에 노스 타

워(North Tower), 그랜드 하야트 도쿄 호텔(Grand 

Hyatt Tokyo Hotel), TV 아사히(TV Asahi), 네 

개의 지던스 빌딩, 힐 사이드(Hill Side)와 웨스

트 워크(West Walk) 쇼핑몰, 12개의 개별 지하주

차장이 배치되었다. 부지 내 공공환경은 2.5층

(11m)의 높이차로 인하여 세 개 층에 조성되었다. 

앙블록 북쪽의 공공환경은 인 블록의 보행 기

층인 1층보다 한 개 층 높은 2층에 치하고, 남

쪽의 공공환경은 인 블록의 보행 기 층 B 2층

과 동일한 높이에 치하며, 주거 블록 내 공공환

경은 1층 높이에 치한다(<그림 1>, <표 1> 참조).

구분 공공환경요소

a.

루덴셜 

센터

보일스턴 라자(Boylston Plaza) ①

옥외

공간

노스 테라스(North Terrace) ②

페어필드 테라스(Fairfield Terrace) ③

사우스 가든(South Garden)과 
터가든(Winter Garden)

④

센터 코트(Center Court) ⑤

실내

공간

하인즈 코트(Hynes Court) ⑥

테라스 푸드 코트
(Terrace Food Court)

⑦

릿지 코트(Bridge Court) ⑧

b.

바비칸 

콤 스

앙블록
(내부에 St. Giles Church 입지)

①

옥외

공간 

부지 동쪽의 녹지 ②

부지 서쪽의 녹지 ③

워터 론트 앳 더 바비칸
(Waterfront at the Barbican)

④

c.

남바 

크

북쪽 진입부 연결 릿지
(Namba Parks Bridge)

①

옥외 

공간

미도리 진입부(Entrance of Midori)와 
근부 녹지(Approach Greenspace) 

②

캐년 코트(Canyon Court) ③

래비 원 남바 릿지
(Labi 1 Namba Bridge)

④

크 가든(Parks Garden)과 
여섯 개의 라자

⑤

네 곳의 공  릿지(실내/실외) ⑥

d.

록본기 

힐즈

로쿠-로쿠 라자(Roku-Roku Plaza) ①

옥외 

공간

록본기 힐즈 아 나
(Roppongi Hills Arena)

②

오-야네 라자(O-Yane Plaza) ③

모리 가든(Mori Garden) ④

커넥션 릿지(Connection Bridge) ⑤

야키자카 옥상가든
(Keyakizaka Complex Roof Garden)

⑥

TV 아사히 옥상가든
(TV Asahi Roof Garden)

⑦

이스트 코트(East Court)와
웨스트 코트(West Court)

⑧

<표 1> 입체복합 건축물 내 공공환경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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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체복합 건축물 부지 내 공공환경 치변화

1. 평면에서 공공환경의 치변화

본 연구에서 찰한 입체복합 건축물 부지 내 

공공환경의 형태 변화의 첫 번째 특성은 평면공간

에서 부지 심부에서 경계부로의 치변화와 수

퍼블록을 통하는 보행 통가로의 도입이다. 부

지와 도로 경계부에는 공공환경을 이용하여 이

공간의 성격을 갖는 진입부를 조성하 고, 부지 

내에는 보행 심의 통가로를 도입하여 가로의 

보행환경을 부지내부로 끌어들이고 보행활동을 

활성화한 것이 찰되었다(<그림 2> 참조).

이러한 입체복합 건축물 부지 내 공공환경 

치변화의 원인은 무엇보다 외부 방문자의 부지진

입을 극 으로 유도하려는 목 으로 악된다. 

한 수퍼블록 내 보행 심의 옥외공간 확장과 도

시 경 경험의 극 화는 방문자의 공간인지와 보

행활동의 쾌 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찰된다.

1950년  개발된 루덴셜 센터와 바비칸 콤

스의 부지설계는 입체복합 건축물 내 부지 심

부에 집 된 공공환경의 배치를 보여 다(<그림 

3> 참조). 한 두 사례는 보행 심인 통가로의 

기능이 미흡하 음을 보여 다. 한편 1단계 개발

의 부지설계와는 달리 2단계 개발에서는 부지 내 

아 이드 시스템의 도입 후 수퍼블록 통 보행시

스템으로의 진 인 변화를 보여 다. 

먼  루덴셜 센터는 1953년의 부지계획에서 

지하 주차장과 지상의 컨벤션 센터, 사무실, 호텔, 

아 트 등 여덟 개의 신축건물을 심으로 공공환

경의 앙집  배치형태가 계획되었다. 실제로 1

단계 개발 당시의 부지설계에는 네 개의 공공환경

이 루덴셜 타워의 동서남북에 배치된 네 개의 

보행로 상에서 보자르(Beaux-Arts) 식의 칭형 

공간배치를 보여주었다. 당시 조성된 루덴셜 타

워의 남쪽과 북쪽에 치한 공공환경은 폭× 비

의 크기가 65× 70m인 장방형으로 칭구조이며, 

동쪽과 서쪽에 치한 공공환경은 폭× 비의 크

기가 50× 35m인 장방형으로 칭구조이다. 

이러한 기 부지 내 공공환경은 인 블록보다 

한 개 층 상승된 보행동선으로 인해 근성이 낮아

1950~
1960년대

부지 중심부의 공공환경 관통가로의 부재 도로층에서 상승된 공공환경

1980~
2000년대

부지 경계부의 공공환경 관통가로의 도입 공중층과 루프층의 공공환경

<그림 2> 공공환경의 평면  단면공간에서의 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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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60년대 프루덴셜 센터 1955년 바비칸 콤플렉스 4차 부지 계획안 1980~2000년대 남바 파크

 

1980년대 2단계 확장의 프루덴셜 센터 1959년 바비칸 콤플렉스 최종안 1980~2000년대 록본기 힐즈

<그림 3> 공공환경의 부지 주변부 확장과 통가로

외부 방문자의 근이 매우 제한되었으며, 결국 

공공환경이 제 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특히 고층건물 사이에 발생하는 기류는 여

성 방문객의 유입을 감소시키고 겨울철에 불쾌

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1984년 이후 2단계 개발의 핵심 이슈는 

이러한 1단계 개발의 문제를 개선하고 부지 내 보

행활동을 활성화하기 한 것으로, 공공환경은 부

지 앙부에서 부지경계의 도로변으로 이동되었

으며 비 칭 구조로 변화하 다. 먼  부지 경계

부에 새롭게 조성된 공공환경은 북쪽 진입부의 보

일스턴 라자이며, 부지 내 건물 배치 경계선을 

북쪽의 보일스턴 스트릿까지 약 30m 확장함으로

써 조성된 65× 30m 크기의 공간으로 시설 내ㆍ외

부의 이공간의 기능을 갖는다. 한편, 기의 북

쪽 진입부는 2층의 포디움에 치한 노스 테라스

로 1층 도로 벨에서 5.5m 높이까지 계단을 통해 

연결되어 방문자의 근성을 해하 다. 이 진입

부의 계단은 2단계 개발에서 아 이드와 에스컬

이터로 교체되어 근성이 보완되었다. 

한 부지 통가로의 기능은 보행활동을 높이

도록 보완되었으며 공공공간은 통가로에 연결

되는 동시에 부지 경계부로 확장 분포하도록 변화

되었다. 새롭게 조성된 통가로는 가로 높이보다 

상승된 부지의 루 층에 치한 십자형의 아 이

드 시스템이며, 이는 보일스턴 스트릿 출입구의 

에스컬 이터에서 시작되어 약 5.5m 수직 상승한 

뒤 부지 심을 통하여 인 블록인 카 리 



126   서울도시연구 제11권 제2호 2010. 6

이스에서 종료되는 115m 길이의 보행공간이다. 

이러한 아 이드는 포디움의 루 층의 실내와 야

외에 분산 배치된 공공환경1)들을 직간 으로 

연결하고 있다. 실내형 공공환경은 아 이드의 보

행거 으로 센터 코트, 하인즈 코트, 테라스 푸드 

코트, 릿지 코트, 터 가든이며, 아 이드에서 

부보행 동선을 통해 연결되는 야외 공공환경은 노

스 테라스, 페어필드 테라스, 사우스 가든이다. 

바비칸 콤 스는 기 계획기간이었던 1954~ 

1959년 6년 동안 부지 설계안이 7차례 변경된 독

특한 부지설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1955

년에 제작된 4차안은 부지 내 세인트 자일스 교회

를 심으로 앙집 형의 공공환경을 제안하

다. 한 건물의 격자형 배치에 따라 부지 내 복수

의 정 조성을 제안하 으나 보행 통가로는 

찰되지 않는다. 당시 4차안은 부지 내 형 오  

스페이스 공간이 소하다는 이유로 런던시의회

로부터 거 되었다. 이후 바비칸 콤 스 부지설

계는 1959년의 7차안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먼  

부지의 앙블록을 심으로 앙집  형태를 갖

던 공공환경이 부지 동쪽과 서쪽으로 분리되었으

며, 주거동인 바비칸 에스테이트 포디움의 경계부

까지 확장되어 배치되었다. 이러한 부지 내 공공

환경의 치 조정은 부지 진입의 보행 근과 보행

활동의 활성화를 반 하는 기의 공공환경의 

진 인 배치 변화로 단된다.

한편, 바비칸 콤 스에서는 인 블록과 직  

연결되는 부지 내 통가로가 찰되지 않으며 바

비칸 에스테이트의 필로티 상부인 3층에 보행자 

순환동선만이 조성되었음을 찰하 다. 3층의 순

환동선상의 보행공간은 바비칸 에스테이트가 둘

러싸고 있는 1층의 공공환경인 동ㆍ서쪽 녹지의 

조망이 가능하나, 보행동선을 통해 분리된다.

남바 크는 1989년 이후 부지계획이 시작되어 

2003년에 1단계 개발 완료되었으며, 2단계 개발은 

2007년에 완료되어 재의 모습으로 개장하 다. 

남바 크의 공공환경은 부지 경계부의 서쪽에 

치한 고가도로인 한신고속 1호 도로에 인 하는 

서쪽 진입부의 가든과 동쪽의 난카이 혼센(Nankai 

Honsen) 철로와 카니발 스트릿에 인 하여 조성

된 동쪽의 녹지이다.2) 서쪽 진입부의 가든은 서로 

상이한 보행층 벨, 즉 도로 높이인 1층과 부지 

내 기 층인 2층을 연결하는 이공간이다. 방문

자는 남바 크의 서쪽 진입부의 녹지공간  수

변요소와 연계된 계단, 에스컬 이터, 엘리베이터 

등 수직 이동시설을 통해 주보행 동선인 캐년 스

트릿으로 유도된다. 동쪽의 녹지 역시 부지외부의 

카니발 스트릿의 보행층인 1층과 부지 내 기 층

인 2층을 연결하는 이공간이다. 방문자는 녹지

공간과 곡선형 계단을 통해 부지내부의 테라스형 

쇼핑몰과 녹지공간인 크 가든으로 유도된다. 

한편 남바 크의 부지에서는 수퍼블록을 통

하는 보행가로가 명확히 찰된다. 남바 크의 

통가로는 캐년 스트릿이며, 부지 앙을 통과하

는 길이 200m의 곡선형 주보행 동선이다. 캐년 스

트릿은 부지 내 심 공공환경인 캐년 코트,3) 부

1) 실내형 공공 공간은 센터 코트는 28× 28m의 정방형, 테라스 푸드 코트는 45× 45m의 장방형, 릿지 코트는 지름 28m의 원형의 공간이며, 

터 가든은 사우스 가든에 면하는 17× 90m의 긴 통로형 공간이다. 노스 테라스와 페어필드 테라스는 각각 40× 30m, 70× 20m의 장방형태

의 공간이다. 한 사우스 가든은 루덴셜 아 이드, 벨비디어 아 이드, 터 가든의 보행동선을 따라 외기에 조성된 삼각형의 녹지공간이

며, 면 은 5,250㎡이다. 

2) 서쪽 진입부의 가든은 부지의 서쪽 진입부상에 치하는 녹지형 공공환경이며, 약 60× 20m 크기의 장방형 공간으로 면 은 900㎡이다. 

동쪽의 녹지는 부지 동쪽 진입부상에 치하여 카니발 스트릿과 부지를 연결하는 부정형, 600㎡ 면 의 녹지형 공간이다. 

3) 캐년 코트는 장지름 약 17m의 타원형 형태로 2~8층의 공간이 수직 개방된 라자로 외기에 개방되어 있으며 자연채 과 자연통풍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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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공공환경인 2~8층의 루 에 치한 크 가든

과 직  연결된다. 특히 크가든은 캐년 스트릿

이 시작되는 2층의 북쪽 진입부에서부터 각 층의 

녹지공간으로 연결된다.

록본기 힐즈는 1992년 이후 부지계획이 본격

으로 시작되었으며, 1996년에 완공되어 재의 모

습으로 개장하 다. 록본기 힐즈에서 부지 경계부

에 조성된 공공환경은 모리 가든과 록본기 힐즈 

아 나이다. 모리 가든은 부지 동쪽의 진입부에 

치하는 공공환경으로 도로변과 부지내부를 연

결하는 이공간의 기능을 갖는다. 방문자는 부지 

진입부에서 산책로를 통해 부지내부의 공간으로 

유도된다. 록본기 힐즈 아 나는 앙블록 남쪽의 

진입부의 B 2층 높이에 치하는 타원형 공공환

경이며, 야키자카 도리(Keyakizaka Dori)의 도

로변과 부지내부를 연결하는 이공간이다.

록본기 힐즈 역시 부지 내에 보행 통가로를 

도입한 사례이다. 통가로는 부지 북쪽 진입부에 

치한 메트로 햇에서 부지 남쪽의 B 2층에 치

하는 TV 아사히까지 연결되는 폭 10~20m인 곡

선형의 주보행동선이다. 이 통가로는 부지 내의 

모리타워 면부의 2층에 치하는 주요 공공환

경인 로쿠-로쿠 라자와 2층에서 B 2층으로 연

결되는 계단 앞의 아 나4)를 직  연결한다.

2. 단면에서의 공공환경의 치변화

입체복합 건축물 부지 내에서 찰된 두 번째 

공공환경 치변화의 특성은 단면공간에서 공공

환경의 치변화이다(<그림 2> 참조). 입체복합 

사례들의 경우, 부지 내 공공환경이 인 블록과의 

보행 심층인 도로층에서 부지 내의 공   루

층인 1~5층으로 변화함을 찰하 다. 이러한 

보행 심층의 변화는 1950년  기 사례에서부

터 진 으로 시작되어, 1980년  사례에는 다층

형의 교통과의 연계가 보편 으로 찰되고 

있다. 특히 단면공간에서 부지의 물리  문제 인 

열악한 보행 근과 내부 보행동선의 연결을 목

으로 입체복합 건축물 내 포디움을 조성하여 해결

하는 부지설계 경향이 찰된다(<그림 4> 참조).

루덴셜 센터의 1단계 개발 시 부지의 보행 기

층은 부지의 지하층을 통하는 고속도로와 철

도에 의해 인 블록의 도로층 높이인 1층보다 한 

개 층 높은 2층(5.5m)의 랫폼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부지 내 공공환경과 보행환경도 지상층에

서 상승된 2층 높이에 조성되었다. 1단계 개발에

서 인 블록과 부지를 연결하는 남쪽과 북쪽의 부

지 주진입부에는 수직 이동시설로서 계단이 배치

되었으나 1984년 이후 부지 내 보행동선의 활성화

를 해 에스컬 이터로 체되었다. 

재 루덴셜 센터의 에스컬 이터는 인 블

록의 지상층에서 포디움이 루 층으로 유도되는 

부지 북쪽의 보일스턴 아 이드, 남쪽의 헌 턴 

아 이드, 동쪽의 백베이 아 이드 진입부의 릿

지 코트 등 총 세 곳에 치한다. 한편, 이스트 링 

로드(East Ring Road)에 치하는 링 로드 릿

지는 앙블록 동쪽 주거건물들과 동쪽의 리틀 

루 블록(Little Pru. Block)의 보행동선을 공 에

다. 캐년 코트의 동쪽에는 각 층의 휴식공간에서 내려다보이는 분수 가 있어서 남바 크 내 요한 이벤트 로그램을 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한편, 크 가든은 통가로인 캐년 스트릿의 양쪽에 치한 포디움의 루 층에 계단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4) 로쿠-로쿠 라자의 크기는 85× 70m이며, 면  6,000㎡의 반타원의 공공환경이다. 로쿠-로쿠 라자는 벤치와 조경환경이 조성된 휴식공간

으로 방문자의 쾌 성을 높인다. 록본기 힐즈 아 나는 장지름이 약 70m인 타원형이며, 면 은 약 1,700㎡인 공공환경이다. 록본기 힐즈 

아 나는 힐 사이드의 B 2F에 치하며 카페, 분수, 무 가 설치되어 야외 퍼포먼스와 이벤트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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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2단계 확장의 프루덴셜 센터 1959년 바비칸 콤플렉스 최종안

<그림 4> 공 층  루 층의 공공환경

서 직  연결한다. 한 카 리 릿지는 2층 높이

의 릿지 코트와 남동쪽에 인 한 카 리 이

스까지 82m 길이의 보행동선을 직  연결한다. 

바비칸 콤 스 부지의 보행 기 층은 인 블

록의 보행 기 층인 1층보다 두 개 층 높은 공

층인 3층에 치하며 바비칸 에스테이트 필로티 

상부의 릿지나 데크를 통해 상호 연결된다. 이

러한 바비칸 콤 스의 공  데크형 보행동선은 

부지 북서쪽 바비칸 역의 릿지로부터 부지진입 

보행동선을 유도하며 주거 건물의 진입동선을 인

블록과 선택 으로 연결ㆍ분리시킨다. 따라서 바

비칸 에스테이트가 둘러싸고 있는 공공환경인 워

터사이드 카페(Waterside Cafe at the Barbican), 

동쪽 녹지, 서쪽 녹지, 세인트 자일스 교회 블록의 

야드 공간은 인 블록과 동일한 1층에 치하나 

보행동선으로 직  연결되지 않는다. 결국 인 블

록으로부터의 근동선은 1층에 치하는 공공환

경과 공간 으로 단 되며 계단, 램  등의 수직 

이동시설을 통해 연결되는 문제 을 갖는다. 

남바 크 부지 내 심 건물의 2~8층은 남쪽

에서 북쪽으로 낮아지는 계단식의 테라스 형태의 

포디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 층  루 층

에 배치된 공공환경의 사례는 테라스형 상업공간

의 루 층에 치한 녹지공간인 크 가든, 부지

의 보행 기 층인 2층에서 인 블록의 건물과 부

지를 연결해주는 남바 크 릿지와 래비 원 남

바 릿지, 캐니언 스트릿의 상부에 배치되어 남

바 크 몰을 연결하는 네 개의 릿지이다. 

남바 크 릿지는 부지 북쪽의 남바역 서측 

장(Namba Station West Square)과 캐년 스트

릿의 보행이동을 보행 기 층인 2층에서 연결하

며, 래비 원 남바 릿지 역시 부지 남쪽의 인 블

록에 치한 래비 원 남바 자상가와 부지 내 캐

년 스트릿의 보행이동을 보행 기 층인 2층에서 

연결한다. 네 개의 연결 릿지는 캐년 스트릿 좌

우의 두 개의 포디움 공간 내 보행이동을 2~7층

의 각 벨에서 입체 으로 연결한다. 크 가든

은 남바 크의 2~8층의 테라스형 포디움의 루

층에 배치된 부정형의 녹지형 공공환경이다. 보행

자는 크 가든의 각 벨을 램 와 계단으로 이

동하며 카페테리아, 야외 공연장, 휴식공간, 조경

공간을 수용하는 여섯 개의 야외 라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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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쇼핑몰의 각 벨로도 직  연결된다. 

록본기 힐즈의 보행 기 층은 부지 북쪽에 인

블록의 보행 기 층인 1층보다 한 개 층 높은 2층

에 치하며 이로 인해 부지와 공공환경인 로쿠-

로쿠 라자와 오-야네 라자5)는 포디움 루 층

에 조성되었다. 한편 공   건물 루 층에 배치

된 공공환경의 사례는 야키자카 도리의 커넥션 

릿지와 야키자카 콤 스의 루  가든6)이다. 

Ⅳ. 공공환경의 크기, 형태, 디자인의 변화

1. 공공환경의 배치와 형태 변화

본 연구는 입체복합 건축물 부지 내 공공환경

의 크기, 형태, 디자인의 변화 특성을 부지 체와 

개별 공공환경 에서 분석하 다. 먼 , 부지 

체의 에서는 칭형에서 비 칭형 배치구

조로의 변화가 찰되었고, 개별 인 공공환경의 

에서는 원, 정방형, 장방형 등의 정형에서 부

정형 형태로의 변화가 찰되었다(<그림 5> 참조).

이러한 입체복합 건축물 부지 내 공공환경의 

배치변화와 개별 공공환경의 형태 변화는 기존 단

일건물 심의 건물 설계와 그리드형 건물 배치방

식에 근거한 건축 개념형 부지설계로부터 부지의 

물리  조건과 주변환경에 응하며 보행환경과 

연계된 공공환경을 극 조성하려는 부지설계 

근방법의 변화로 단된다. 

본 연구는 루덴셜 센터와 바비칸 콤 스를 부

지 내 공공환경의 칭형 배치구조와 정형 형태를 보

여주는 표 인 사례로 단하 다. 반면 루덴셜

1950~1960
년대

대칭형 배치구조와 정형 형태 보행 기준층의 공공환경
1955년 바비칸 콤플렉스의 

4차 부지 계획안

1980~2000
년대

비대칭형 배치구조와 부정형 형태 테라스 형태의 공공환경과 보행환경 1959년 바비칸 콤플렉스의 최종안

<그림 5> 공공환경의 배치와 형태의 변화

5) 오-야네 라자는 힐 사이드 구역 2층의 야키자카 콤 스와 모리 빌딩 사이에 치하는 외부공간으로 가로×세로 규모는 20×30m이다. 

6) 커넥션 릿지는 공 층인 1층 높이에서 힐 사이드의 야키자카 콤 스와 지던스 블록을 연결하며, 폭×길이는 10× 40m로 보행 기

층인 B 2층보다 약 두 개 층 높은 곳에 치한다. 야키자카 콤 스의 루  가든은 앙블록 포디움에 연결된 높이 47m의 야키자카 

콤 스의 옥상부에 치하며, 면 은 1,3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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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60년대 프루덴셜 센터 1950~1960년대 바비칸 콤플렉스

1980~2000년대 남바 파크 1980~2000년대 록본기 힐즈  

  

<그림 6> 공공환경의 배치와 형태의 변화

센터의 2단계 개발, 남바 크와 록본기 힐즈는 부

지 내 공공환경의 비 칭 배치와 부정형태를 보여

주는 사례로 단하 다(<그림 6> 참조).

루덴셜 센터의 1단계 개발(1953~1972년)에

서 부지 내에는 네 개의 공공환경이 동서 칭, 남

북 칭의 배치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

치의 특성은 수퍼블록 부지의 공간 배치를 해 

모더니즘 양식의 격자형 그리드를 공공환경과 건

물 배치의 기본 형태로 사용한 것이다. 부지 체

의 상징  심부는 루덴셜 타워이며 이를 심

으로 도면상 상징성을 갖는 십자형이 배치되었다. 

부지설계에 사용된 격자형 그리드의 북남과 동서 

방향의 배치는 보일스턴 스트릿을 기 으로 하며, 

크기는 가로 200m와 세로 125m 간격으로 직각 

교차한다. 따라서 루덴셜 센터의 1단계 개발에

서 조성된 각 공공환경은 모두 장방형이며 동서 

칭, 남북 칭으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1단계 공공환경의 배치형태는 2단계 확

장개발을 통해 크게 변화하 다. 기존의 공공환경

의 배치는 부지 내 루덴셜 타워 심에서 탈피

하여, 신축된 십자형 아 이드 통가로를 심으

로 재배치되었다. 특히 보행동선의 심을 구성하

는 아 이드의 심부는 센터 코트를 심으로 다

섯 개의 공공환경인 릿지 코트, 하인즈 코트, 사

우스 가든, 터 가든, 테라스 푸드 코트가 각각 

동, 서, 남, 북에 비정형 비 칭으로 배치되었다. 



입체복합 건축물 내 공공환경의 배치와 형태 변화에 한 연구   131

바비칸 콤 스의 경우, 1962년 이후 1959년의 

제7차 설계안이 실 화되어 부지 내 네 개의 공공

환경은 동서 칭의 배치구조와 장방 형태를 갖도

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공공환경과 건물 배치는 

루덴셜 센터와 동일하게 건축  개념의 격자형 

모던 그리드에 근거한 것이다. 부지설계에 사용된 

그리드의 북남과 동서 배치는 인 가로와 불일치

하며, 그리드의 크기는 120× 60m인 장방형이다. 

부지 내 공공환경의 배치기 은 부지 체의 

상징  심부로 부지 앙에 치하는 랜드마크

인 세인트 자일스 교회이며, 동서 칭의 배치구

조의 녹지형 공공환경의 심에 치한다. 한편, 

세인트 자일스 교회 양쪽에 배치된 녹지형 공공환

경인 동쪽 녹지와 서쪽 녹지는 부지상의 그리드 

배치에 근거한 주거용도의 바비칸 에스테이트 포

디움에 둘러싸인 변형된 장방 형태이다. 

남바 크의 경우, 테라스형 루  가든인 크 

가든은 부지의 북남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보행 

통가로인 캐년 스트릿을 기 으로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비정형 공간으로 양분되었다. 캐년 스트릿

은 부지 북쪽에 치한 2층 높이의 남바 크 릿

지에서 연결되는 보행동선을 부지 남쪽 경계까지 

유도한다. 한편 이러한 캐년 스트릿의 북남 배치는 

부지 서쪽의 한신고속 1호 도로와 동쪽의 난카이 

혼센의 철도방향과 평행하게 놓여졌다.

캐년 스트릿으로 동쪽과 서쪽에 두 개로 나

어진 녹지공간인 크가든은 평면상에서 곡선형 

테라스를 따라 부정형 형태를 갖는다. 특히 내부

에 배치된 여섯 개의 야외 라자는 지름 7~10m

인 공공환경으로 크 가든 내 테라스형 상업공간

을 연결하는 곡선형 보행동선을 따라 비 칭 배치

구조를 가지며, 2~8층의 크 가든과 테라스형 

상업기능인 남바 크 몰이 만나는 지 에 지그재

그 형태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공공환경의 비 칭 

배치구조의 원인은 보행자의 경 경험과 건물로

의 연결을 고려한 비정형 보행동선의 흐름에 따라 

공공환경이 배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록본기 힐즈의 경우, 부지 내 두 개의 심 공공

환경은 로쿠-로쿠 라자와 아 나이며 부지의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가로지르는 곡선형의 보

행 통가로상에 치하며 부속 공공환경을 연결

하고 있다. 이러한 보행 통가로는 록본기 힐즈 

역에 인 한 북서쪽의 부지 진입부와 야키자카 

도리에 인 한 남쪽의 부지 진입부를 연결하며, 

부지 내 2층부터 B 2층까지 세 개 층 높이의 경사

를 따라 완만한 곡선 형태를 갖는다. 로쿠-로쿠 

라자와 록본기 힐즈 아 나를 심으로 부속 공공

환경들인 오-야네 라자, 모리 가든, TV 아사히

의 루  가든, 야키자카 콤 스의 루  가든, 

주거 블록의 이스트 코트, 웨스트 코트가 벨이 

다른 두 블록에 비 칭 배치구조로 분산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록본기 힐즈 내 공공환경의 비 칭 

배치구조의 원인은 무엇보다 부정형의 경사지로 

인한 곡선형 보행동선의 흐름을 공공환경의 배치

기 으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2. 경사 의 공공환경과 녹지  수변 요소

본 연구는 입체복합 건축물 부지 내 공공환경

의 크기, 형태, 디자인 변화의 두 번째 특성으로 

수퍼블록 부지의 경사를 이용한 테라스 공공환경

의 조성과 녹지공간  수변요소의 공간분포 확장

을 찰하 다(<그림 5> 참조). 

이러한 공공환경과 보행환경의 형태 변화는 부

지의 자연 경사지  인공 경사공간을 이용한 포

디움 는 랫폼의 조성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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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복합 건축물 부지 내 포디움의 다층공간을 연

결하는 수직 이동시설로서 에스컬 이터는 이러

한 경사지 내 포디움  루 층의 공공환경  상

업기능과 연계되어 보행동선의 거 으로 활용되

는 것이 찰되었으며, 한 녹지공간의 면  확장

과 수변요소의 극 인 활용은 부지 내 자연친화

 도시경 을 조성하며, 내부 수변요소는 부지 내 

방문자의 유입 진과 장소의 체험 환경을 통한 장

소만들기를 유도함이 악된다(<그림 6> 참조).

루덴셜 센터와 바비칸 콤 스는 부지에 인

공 보행 심층을 조성하여 테라스 형태의 공공환

경과 보행환경을 구성한 표  사례이며 부지 내 

녹지공간과 수변요소의 소규모 면 과 기능을 보

여주는 기 시도를 보여 다. 반면 남바 크와 

록본기 힐즈는 부지의 자연경사를 이용하거나 부

지에 인공 포디움을 형성하여 테라스 형태의 공공

환경과 보행환경을 극 으로 활용한 사례로 녹

지형 공공환경과 수변요소의 상  면 증가와 

분포확장을 보여 다.

루덴셜 센터의 경우, 1단계 개발에는 인공

인 공  랫폼으로 부지를 덮어 부지에 테라스 

형태의 공공환경과 보행환경을 조성하 다. 1단계 

개발에서 인 블록보다 한 개 층 상승된 루 층에

는 큰 녹지공간이나 수변요소가 존재하지 않았으

며, 단지 남쪽의 라자형 공공환경 내에 16그루

의 나무가 두 열로 식재되었다. 한편 2단계 확장개

발에서는 부지내부의 녹지공간이 확장되기 시작

하 다. 루덴셜 센터의 상승된 루 층에 새롭게 

조성된 녹지형 공공환경은 보일스턴 라자, 루

층인 노스 테라스에 조성된 녹지, 부지 북쪽의 페

어필드 가든, 사우스 가든, 아 이드 내부의 터 

가든이다. 특히 루덴셜 센터 부지의 남서쪽에 

치하는 사우스 가든은 부지에서 가장 넓은 녹지

공간과 수변공간을 수용하며, 곡선 램 형태의 산

책로와 벤치 등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공간체험 환

경을 조성하 다. 녹지공간의 앙에 약 1m의 경

사를 이용한 지름 7m의 원형 분수와 폭 2m, 길이 

76m인 수로가 치하며, 부지 남쪽에 넓이 150㎡

인 부채꼴 형태의 무 가 연결된다. 

바비칸 콤 스의 경우, 1955년 이후 일련의 

계획안에서 찰되는 변화는 녹지공간과 수변요

소가 부지 심부에서 부지 주변부로 확장 배치된 

것이다. 컨  1955년의 계획안에서 녹지형 공공

환경과 수변공간은 세인트 자일스 교회가 입지하

는 앙블록을 심으로 집  배치되었다. 그러나 

1959년의 계획안에서 녹지형 공공환경은 두 개로 

나뉘어, 교회의 동쪽과 서쪽에 치한 바비칸 에

스테이트 포디움 경계까지 그 면 이 증가되었다. 

결국 바비칸 콤 스 부지 내 치한 녹지  

라자형 공공환경은 세인트 자일스 교회 주변부

의 야드공간(Churchyard), 바비칸 센터의 남쪽의

워터사이드 카페, 바비칸 에스테이트 내 동쪽 녹지, 

서쪽 녹지이다. 특히 부지의 핵심 녹지형 공공공간

인 야드 공간은 부지 그리드의 앙에서 녹지공간

과 주변에 배치된 수변공간을 수용하여, 3층 높이

의 보행코리더에서의 시각  경 경험을 제공하고 

보행환경의 쾌 성을 높인다. 야드 공간은 블록을 

둘러싸는 북쪽, 서쪽, 남쪽의 인공 연못과 동쪽의 

에스테이트 포디움으로 정의되며 가로×세로가 

110×70m, 면 은 7,700㎡인 장방형 공간이다. 

남바 크는 2~8층의 포디움형 상업공간의 루

층을 극 활용하여 입체  공공환경과 보행환

경을 조성한 사례이다. 크 가든은 최상층인 8층

에서 부지 기 층인 2층까지 북쪽으로 갈수록 낮

아지는 계단형태의 녹지공간이며, 크기는 50×

260m이고 면 은 약 28,000㎡이다. 크 가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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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덴셜 센터 바비칸 콤플렉스 남바 파크 록본기 힐즈

<표 2> 공공환경의 녹지  수변요소

시작되는 2층은 미도리 진입부  근부 녹지를 

통해 보행동선을 유도하며, 크 가든의 내부에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화단이 치한다. 크 가

든에서 일곱 개 층의 외부공간을 연결하는 수직 

이동시설은 계단, 램 이며 조경공간의 경 경험

을 목 으로 배치되었다. 한편 테라스 형태의 쇼

핑몰 내부보행동선을 따라 일곱 개 층을 기능 으

로 연결하는 수직 이동시설은 에스컬 이터와 엘

리베이터이다. 한편, 남바 크의 핵심  수변요

소는 부지 기 층의 캐년 코트의 분수이며 각 층

에서 조망가능하고 남바 크 내 요 이벤트를 

수용한다. 

록본기 힐즈는 자연 경사와 인공 테라스를 이

용하여 입체  공공환경과 보행환경을 구성하며 

부지 내 형의 녹지형 공공환경을 연계한 표  

사례이다. 부지 북동쪽의 최고 과 부지 남서쪽의 

최  사이에는 건물 2.5개 층 높이의 자연경사

가 존재한다. 북쪽 록본기 도리로부터 인 한 북

쪽부 부지 기 층은 부지의 경사차를 극 활용하

려는 부지설계 의도로 2층에 조성되었으며, 야

키자카 도리에 인 한 남쪽부 부지의 기 층은 인

블록의 높이와 동일한 B 2층에 조성되었다. 따

라서 부지 내 주요 공공환경과 보행환경은 2층과 

B 2층에 치하며, 녹지형 공공환경은 B 2층의 옥

외공간과 부지 내 층 건물의 루 층에 집  배

치되었다.

록본기 힐즈의 부지 내 형 녹지형 공공환경

은 B 2층 높이에 치하는 모리 가든, TV 아사히 

와 야키자카 콤 스 루  가든이다. 이러한 

부지 내 녹지 공간의 확장은 자연친화  도시경

을 조성하여 부지 내 방문자의 유입을 진하며, 

수변요소는 보행자의 체험환경을 조성한다. 한 

B 2~2층의 포디움 경계부인 힐 사이드에는 에스

컬 이터, 계단, 램  등의 수직 이동시설이 배치

되었으며 경  경험을 한 포디움 내 공공환경의 

심 보행동선을 구성한다. 부지 내 표 인 공

공환경인 모리 가든은 4,300㎡ 면 의 녹지공간과 

47× 27m 크기의 부정형 연못을 수용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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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60년대

건물 또는 관통가로에 의한 공공환경과 
보행동선과의 분리

민간기능과 공공기능의 공간분리

1980~2000년대

공공기능과 보행동선과의 관계
민간기능과 공공기능의 선택적 공간분리와 

전이완충기능

<그림 7> 공공환경의 기능 분화

보행환경은 방문자 쾌 성을 높이고 부지 동쪽 외

부로부터의 진입동선과 심 공공기능인 아 나

로부터의 근동선을 연결하여 보행 근성을 높

인다(<표 2> 참조).

앞에서 찰한 네 개의 입체복합 건축물 부지 

내 공공환경의 배치, 크기, 형태의 변화 특성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지 내 공공환경의 배

치방식은 그리드형의 부지 내 칭 배치에서 부지

와 주변 블록을 연결하는 보행동선과 부지의 물리

인 경사에 반응하여 비 칭 배치로 변화하 다. 

둘째, 공공환경의 형태는 정형 형태(정방형, 장방

형, 원형)에서 비정형 형태(부정형, 변형된 사다

리꼴)로 변화하 다. 셋째, 공공환경의 크기의 경

우, 라자형 공공환경은 그 크기가 최  1,750㎡

에서 230~250㎡ 미만까지 감소하 으며, 녹지형 

공공환경의 크기는 최  크기가 10,450㎡에서 

28,000㎡까지 증가해 상반된 특성을 보여 다. 넷

째, 공공환경의 디자인 특성은 평면 인 정형 형

태를 가지는 라자와 녹지형 공공환경에서 입체

 부정형 형태를 가지는 라자, 녹지공간, 릿

지, 아 이드 내부 코트, 실내 아트리움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 다. 한 라자형 공공환경 내에

는 조경과 녹지면 이 증가하 으며, 다양한 보행

경험을 유도하기 한 다양한 바닥 패턴과 분수, 

연못 등의 수변요소가 극 도입되었다.

Ⅴ. 공공환경의 계와 기능의 분화

1. 심 공공환경의 기능

본 연구는 입체복합 건축물 부지 내 공공환경

의 세 번째 형태 변화 특성으로 공공환경의 기능

분화와 이로 인한 계 조성( 심 공공환경과 부

속 공공환경)을 찰하 다(<그림 7> 참조).

특히 부지 내 심 공공환경은 부지 내 공공기

능인 컨벤션 센터, 극장, 뮤지엄, 갤러리, 쇼핑  

교통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부지 내 보행거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심 공공환경은 인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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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심 공공환경과 공공기능의 연계

으로부터 수퍼블록 내부의 보행 통가로와 부지

의 순환동선으로 방문자를 유도하며 반경이 약 

350~500m인 보행환경을 구축한다. 루덴셜 센

터와 바비칸 콤 스는 이러한 부지 내 공공환경

이 쇼핑, 문화, 집회 기능의 공공기능을 연결하는 

기 사례로 찰된다. 한편, 루덴셜 센터의 2단

계 개발, 남바 크, 록본기 힐즈는 부지 내 심 

공공환경의 공공기능을 연결하는 보행거  기능

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찰된다

(<그림 8> 참조).

루덴셜 센터의 1단계 개발에서 부지 내 심 

공공환경은 루덴셜 타워의 남쪽 라자이며, 

루덴셜 타워를 심으로 동쪽, 서쪽, 북쪽의 라

자가 병렬의 배치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남

쪽 라자는 보행동선을 헌 턴 애비뉴의 남쪽 진

입부와 북쪽의 보일스턴 애비뉴와 서쪽부의 하인

즈 컨벤션 센터를 직각으로 연결하 다. 그러나 

보행동선을 인 블록에서 상승된 부지로 연결하

는 수직 이동시설의 부재와 루덴셜 타워에 의해 

분 된 통가로로 인해 보행 연계가 활성화되지

는 못했다. 2단계 개발과정에서는 부지 내 공공환

경이 보다 명확한 계구조를 갖도록 변화되었다. 

먼  부지 내 심 공공환경은 남쪽 라자에서 

센터 코트로 이동되었고, 부속 공공환경으로 노스 

테라스, 보일스턴 라자, 릿지 코트, 하인즈 코

트, 터 가든, 테라스 푸드 코트, 사우스 가든, 페

어필드 테라스가 조성되었다. 특히 센터 코트는 

아 이드의 교차 으로서 선형으로 배치된 약 200

개의 소매 인 샵스 앳 더 루덴셜(Shops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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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udential), 삭스 5th 애비뉴 백화 , 하인즈 컨벤

션 센터, 루덴셜역을 연결하는 보행거 이다. 

바비칸 콤 스에서 수퍼블록 부지 내 심 

공공환경은 세인트 자일스 교회 주변부의 야드 공

간이며, 부지 외부의 교통인 바비칸역, 무어

게이트역과는 보행동선이 입체 으로 분리되며, 

필로티 상부인 3층 높이에 치한 주보행 동선인 

보행 순환동선으로 연결된다. 바비칸 콤 스의 

심 공공환경인 세인트 자일스 교회의 야드 공간

은 부지 내 그리드의 심으로 1층에 입지한다. 한

편 바비칸 콤 스의 문화기능인 바비칸 센터 내

부의 런던 박물 (Museum of London), 런던 심

포니 오 스트라(London Symphony Orchestra), 

길드홀 음악연극 학교(Guildhall School of Music 

and Drama), 바비칸 공공도서 (Barbican Public 

Library)도 부지의 1층에 입지하며 보행 순환동선

을 통해 연결된다. 특히 세인트 자일스 교회의 야

드공간은 부지 내 3층의 보행 순환동선을 통해 1층

에 인 하여 입지하는 공공시설, 런던 시립 여학교

(City of London School for Girls) 등과 연결된다. 

남바 크의 부지 내 심 공공환경은 캐년 코

트이며 부속 공공환경은 남바 크 릿지, 서쪽

진입부 가든, 캐년 코트, 크 가든과 여섯 개 

라자, 래비 원 남바 연결 릿지이다. 이는 상

으로 계구조가 명확히 분화된 특성을 보여 다. 

남바 크의 심 공공환경인 캐년 코트는 통가

로인 캐년 스트릿의 심에 치하며 부지 북쪽의 

남바 크 릿지, 통가로인 캐년 스트릿, 포디

움 내 수직 이동시설인 엘리베이터와 에스컬 이

터를 통해 캐년 스트릿의 몰, 크 가든과 6~10층

의 남바 크 시네마(Namba Parks Cinema), 남바 

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보행거 이다.

 록본기 힐즈의 수퍼블록 부지 내 심 공공환

경은 로쿠-로쿠 라자와 록본기 힐즈 아 나로 

정의되며 부지 내 부속 공공환경은 오-야네 라

자, 모리 가든, TV 아사히 루  가든, 야키자카 

콤 스 루  가든, 이스트 코트, 웨스트 코트, 커

넥션 릿지로 계구조가 부지 내 보행동선을 따

라 명확히 분화되어 있다. 록본기 힐즈의 심 공

공환경인 로쿠-로쿠 라자와 아 나는 각각 부

지의 북쪽 진입부의 2층과 앙블록의 남쪽 진입

부의 B 2층에 치한다. 특히 아 나는 부지 남쪽

에 치하여 인 한 수직 이동시설인 계단, 에스

컬 이터를 통해 포디움의 세 개 층의 벨 차를 

연결하며, 남쪽으로 110m 거리에 입지한 록본기 

역과 문화기능인 야키자카 콤 스, 힐 사이드, 

웨스트 워크를 연결하는 보행거 이다. 

2. 부속 공공환경의 기능

본 연구는 입체복합 건축물의 수퍼블록 부지 내 

부속 공공환경( 는 심 공공환경)이 공공기능인 

컨벤션 센터, 극장, 박물 , 갤러리, 쇼핑 등과 비공

공기능인 주거, 호텔, 사무실 등의 보행동선을 선

택 으로 연결ㆍ분리하며 부지 내ㆍ외부의 완충  

이공간 기능을 가지는 것을 찰하 다(<그림 7> 

참조). 이러한 부속 공공환경의 기능은 특히 1980년

 이후 부지 내 호텔, 아 트(콘도미니엄) 등 민간

기능의 속한 수용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루덴셜 센터와 바비칸 콤 스는 입체복합 

건축물 내 공공환경과 민간기능의 선택  연결기

능이 상 으로 미약함을 보여주는 기 사례이

다. 실제로 이들 부지 내에 복합 인 기능이 수용

되었지만 민간기능인 주거, 호텔, 사무실 등과 공

공기능은 격자형 그리드를 따라 공간상 분리되었

고, 공공기능은 상업기능과 공간 으로 분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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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부속 공공환경의 보행 연계  분리기능

다. 한편, 남바 크와 록본기 힐즈에서는 규모

의 주거, 호텔, 사무실의 수용으로 인해 부속 공공

환경을 이용한 기능간의 선택  공간 분리가 부지

설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그림 9> 참조).

루덴셜 센터의 1단계 개발에서 부지 내 공공

환경은 루덴셜 타워의 동쪽, 서쪽, 북쪽의 라

자이다. 당시 이들 라자는 공공기능인 뉴잉 랜

드 상인은행(New England Merchants National 

Bank), 하인즈 컨벤션 센터, 소매상 과 식당이 

입지하는 건물의 심에 치하여 민간기능인 보

일스턴 아 트, 페어필드 아 트, 쉐라톤 호텔, 

루덴셜 타워, 101 헌 턴 애비뉴 등으로의 부지 내 

보행을 분리하고 있었으나 그 기능이 미약하 다. 

한편 2단계 확장에서는 표 인 부속 공공환경

인 보일스턴 라자, 노스 테라스, 사우스 가든, 페

어필드 테라스, 테라스 푸드 코트, 터 가든, 하인

즈 코트, 릿지 코트 등이 조성되었다. 이들 부속 

공공환경은 아 이드를 따라 부지 체로 확장되

어 분포하며, 기존의 공공기능과 민간기능의 보행

을 분리하고 있다. 실제로 2단계 개발에서 사무실

(111 헌 턴 애비뉴)와 주거/호텔 기능(벨비디어 

앳 더 루, 만다린 호텔) 등의 민간기능이 추가되

어 루 층의 녹지형 부속 공공환경인 페어필드 테

라스, 사우스 가든은 아 이드에 연결되며 부지 

내 보행동선을 선택 으로 연결ㆍ분리한다. 

바비칸 콤 스의 경우 부지 내 부속 공공환경

은 바비칸 센터 후면에 치한 워터사이드 카페, 동

쪽 녹지, 서쪽 녹지이다. 부지는 두 개의 바비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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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트 포디움 블록과 교회 블록으로 분리되며, 

두 개 층의 의도  벨 차를 활용한 부속 공공환

경의 조성으로 주거와 문화기능 간 보행동선의 선

택  연결ㆍ분리기능을 강화하 다. 실제로 바비칸 

콤 스의 보행 기 층은 3층에, 세 개의 부속 공

공환경은 두 개 층 낮은 1층에 조성되었다. 따라서 

워터사이드 카페는 주거기능인 바비칸 에스테이트

의 보행 기 층인 3층과 분리되어 바비칸 센터의 

방문자 주로 이용되며 동쪽 녹지와 서쪽 녹지는 

바비칸 에스테이트 포디움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

로 주민을 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된다. 

남바 크의 경우 부지 내 부속 공공환경은 남바 

크 릿지, 서쪽 진입부 가든, 캐년 코트, 크 가

든과 여섯 개의 라자, 래비 원 남바 연결 릿지

이다. 한편 부지 안에는 공공기능인 문화기능의 남

바 크 시네마, 비공공기능인 쇼핑기능의 캐년 스

트릿 몰, 티 테라스, 형 쇼핑몰, 사무실 기능의 

크 타워가 복합 으로 수용되었다. 결국 부지 내 부

속 공공환경은 이들 기능간의 보행동선의 연결ㆍ

분리를 조정하도록 배치되었으며 이 특성이 가장 

뚜렷한 곳은 포디움 2~8층의 크 가든의 층고를 

이용해 조성된 여섯 개의 옥외 라자이다. 

록본기 힐즈에서 부속 공공환경은 오-야네 

라자, 모리 가든, TV 아사히 루  가든, 야키자

카 콤 스 루  가든, 이스트 코트, 웨스트 코트, 

커넥션 릿지이다. 특히 부지의 앙에는 그랜드 

하야트 도쿄 호텔, 모리 타워 사무실, TV 아사히

와 공공기능인 서비스/쇼핑 기능의 할리우드 뷰

티 라자, 힐 사이드, 웨스트 워크, 야키자카 콤

스 등의 기능이 복합 으로 수용되었다. 따라

서 이들 간의 보행동선의 선택  연결ㆍ분리를 조

정하는 부속 공공환경과 심 공공환경의 기능은 

두 개 층의 벨 차를 이용해 조성된 부속 공공환

경인 2층의 오-야네 라자, 1층의 커넥션 릿지, 

B 2층의 록본기 힐즈 아 나와 모리 가든을 통해 

최 화된다. 특히 오-야네 라자, 커넥션 릿지, 

모리 가든, 록본기 힐즈 아 나는 비공공기능인 

모리 타워, TV 아사히, 지던스와 쇼핑기능의 할

리우드 뷰티 라자, 야키자카 콤 스, 힐 사

이드, 웨스트 워크를 선택 으로 연결ㆍ분리한다.

Ⅵ. 결론

본 연구는 1950년  이후 2000년 까지 개발된 

일련의 수퍼블록형 입체복합 건축물에서 찰되는 

부지설계의 변화 특성을 루덴셜 센터, 바비칸 콤

스, 남바 크, 록본기 힐즈의 부지 내 공공환

경을 심으로 고찰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입체

복합 건축물 부지설계가 단일건물 주의 공간배

치에서 보행환경과 장소경  등 도시  기능을 고

려한 공간배치로 환되고 있음을 보여 다.

특히 연구결과로서 공공환경의 배치, 형태, 기

능, 디자인 변화에 근거하는 변화 특성을 요약하

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부지 내 공공환경의 치변

화특성은 평면 공간상 부지 심부로부터 부지 경

계부와 인  도로변으로의 이동이며, 단면 공간상 

인 블록의 도로층에서 부지 내의 공   루 층

으로의 이동이다. 이에 부지 경계부에 조성되는 

이공간은 가로의 보행환경 연장공간으로 외부

방문자의 부지 진입동선  통가로와 일체화되

어야 하며, 특히 부지의 물리 인 개발 문제  해

결을 한 보행 심층의 상승, 포디움, 수직 이동

시설의 극  사용으로 공   루 층의 공공환

경과 보행동선이 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환경의 배치, 크기, 형태 변화의 특성

은 칭배치와 정형 형태에서 비 칭 배치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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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형태로의 변화이며, 부지의 경사를 이용한 녹

지  수변요소의 면 과 공간 분포의 확장이다. 

이러한 변화특성은 공공환경의 도시  기능과 보

행환경의 질  향상을 해 자연 친화 인 장소성 

 시각  경  경험을 제공해야 함을 암시한다.

셋째, 부지 내 민간용도의 극 인 수용으로 

인한 부지 내 공공환경의 변화 특성은 심 공공

환경과 부속 공공환경으로의 기능과 계 분화이

다. 이에 심 공공환경은 공공기능(쇼핑, 문화시

설, 교통)과 보행동선의 연계를 통해 보행거

을 구축하며, 부속 공공환경은 공공기능과 비공

공기능(호텔, 주거, 사무실, 쇼핑몰)을 선택 으로 

연결ㆍ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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