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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cities need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based on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space and resource.

Especially a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needs the activation of community in the urban underground space as

urban development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elements and factors of spatial planning of

community in urban underground space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and to propose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planning of community in urban underground space according to strategies of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The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used to conduct research include precedent study reviews and

survey.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various factors related to spatial

planning aspect of communication, supportive cultural facilities, accessibility and nature is needed for creating a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Especially, in urban underground space, the application of spatial planning for

community activation considered strategies of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should be necessary. And

introduction of cultural facilities, multi-dimensional pedestrian network for accessibility and natural elements for

activating community in urban underground space are needed for making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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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의 여러 도시들은 한정된 공간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다양한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여 적용하

고 있다. 특히 도시의 친인간적, 친환경적 측면을 강조하

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현대 도시

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성공적인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도시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

능성에 대한 제고가 집중되어야 한다. 한편 개발을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이 빈약한 국내 도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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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한 도시재생’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도시의 거점이 필요

하다. 이를 통해 도시 ‘지상공간’의 자연생태 자원의 보

존과 보호, 기존 도시 시설의 연계와 활용, 다양한 도시

자원 활용, 도시민의 생활 욕구 충족 등이 가능해야 하

며, 사회, 경제, 산업, 문화적 파급효과 유발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의 거점으

로서 도심 ‘지하공간’의 개발은 ‘도시공간의 이용 효율화’

및 ‘친환경적 도시 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

고 도시 기능의 재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도

시공간의 개발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이며 미래지

향적인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속가능한 도

시재생’을 위해서는 도시민이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친인간적 지하공간’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

히 도시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하공간’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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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도시재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하공간’의 커뮤니티1) 활성화는 도시의 친환경성 기

반의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하공간’을 도시민의 교

류 중심지로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증진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하공

간’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도시민의

교류를 바탕으로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자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도

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계획

요소 및 유형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에 따른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의 특성을 제시하

는 것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의 역할과 필요성을 제시하

고, 이에 따른 공간계획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1) 조사대상 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전문가 설문조사이다. 본 연구

에서 설문조사의 목적은 전문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

시재생’ 전략에 따른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즉, 전문가를 대상

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과 도심 ‘지하공간’의 커

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에 대한 중요도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각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를 파

악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공간계획 요소를 도출

하기 위함이다.

전반적인 연구방법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및 ‘지하공간’ 선행 연구문헌 고찰

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계획전략 및 목표와 ‘지

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지하공간’ 커뮤니티 활성화

를 위한 공간계획 요소를 도출하였다. 둘째, 선행 연구문

헌 고찰 결과, 도출된 사항을 설문조사를 위한 평가항목

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작성된 설문조사서로 2012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

조사 결과, 수정된 설문조사서를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

를 대상으로 10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4년제 대학과 대학원에서 건축,

공간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사, 석사, 박사 및 건축, 도

시 등 공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1)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지하공간’의 커뮤니티는 도시의 공공공간

중 ‘지하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

로 지역주민, 방문자 등 다양한 공간 이용자들의 상호교류를 통해

획득하는 지역사회의 공동 유대감 및 사회적 공동체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 227명이다. 설문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비교, 요인분석 및

다중선형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항목

설문조사 항목은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과 선행

연구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

략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지하공간’의 커뮤니

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 등이며 이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항목의 수는 조사대상자 일반사항

6개 항목,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10개 항목,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

성화 공간계획 34개 항목 등 총 50개 항목이다. 본 연구

는 중요도 최대 5점, 최저 1점 범위 내에서 5점 척도의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분 항목

‘지속가능한 도시재

생’ 전략

도시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

통합

역사문화 자원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보

지역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도시 경제 기능 활성화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균형개발

도시 안전 및 방재 기능의

강화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지속가능한 자원 및 에너지

사용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

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환

경 복원

‘ 지 속 가 능 한

도 시 재 생 ’ 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 ’의

커뮤니티 활

성화 공간

계획 요소

휴식

공간

도입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휴식, 만남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

동이 가능한 시설 설치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이용자의 체류

를 위한 벤치 및 보조벤치 등 가구 계획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상징물, 이벤트 홀 등 지역의 이미

지를 나타내는 휴식공간 계획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이용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휴식공간 계획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휴게, 만남의 공간을 설치하고 연결

보행로와 접하는 집약적 상업용도공간 확보

휴게공간 주변에는 음료 및 스낵점을 배치하여 구역별 공

간적 특성 확보

지하 오픈스페이스와 연결된 보행로와 접하는 교통용도공

간 확보

지하 휴식공간에 빛, 특징적 디자인, 안내 표지 등을 통해

용이한 길찾기 환경 조성

이용자의 접근 안전성과 신체적 건강을 고려한 휴식시설

계획

지하 휴식공간을 지하 및 지상의 각 시설과 연계하여 용

이한 접근성 확보

지하 휴식공간은 충분한 수의 보행로, 최단동선거리, 다양

한 출입시설 등을 확보하여 접근성 증대

지하 휴식공간에 분수 등의 수공간, 조경 등의 자연요소

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지하 휴식공간을 아트리움, 선큰공간으로 구성하여 자연

채광을 도입하거나 자연채광을 연출하는 인공조명 디자인

지하 휴식공간을 지상공간의 녹지 및 광장 등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

지하공간에 아트리움, 선큰공간을 계획하여 상하부 조망,

시야확보 등을 통해 공간의 개방성 확보

문화

복합

시설

도입

지하공간에 수영장, 아이스링크, 스포츠센터 등 생활복합

체육시설 등을 계획

지하공간에 전시관, 영화관 등의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복합화하여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계획

전시, 공연 등의 지하문화시설과 문화 관련 교육 및 연구

시설을 복합화여 문화 연구시설의 네트워크 계획

<표 1> 설문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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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도시재생 전략체계와 실행전략에 관한 연구 박근철, 주범, 김홍기, 김세용 2011. 03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접근체계 및 방법에 관한 연구 엄나너, 이광영 2011. 08

국내외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방향에 대한 연구 오민준, 정재용 2011. 12

수변 재생을 통한 도시 재생의 사례도시 비교분석 정규식, 김영, 서익진 2011. 12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재생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이일희, 이주형 2011. 12

도시 수변공간의 활용 실태와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수변 도시개발 방안 김항집 2012. 02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고려한 창조도시 접근쳬계에 관한 연구 김민석, 이우형 2012. 04

<표 2> 조사항목 추출을 위한 조사대상 연구문헌

구분 항목

‘ 지 속 가 능 한

도 시 재 생 ’ 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 ’의

커뮤니티 활

성화 공간

계획 요소

문화

복합

시설

도입

지하공간에 문화커뮤니티시설[청소년, 주민, 관광객 대상

역사문화정보 교류 시설] 계획

지하공간에 도서관[도서, 영상자료 등 역사 문화적 자료

비치, 관람시설] 계획

지하공간에 역사문화원[지역의 역사 및 문화자료의 안내

및 정보 제공 시설] 계획

지하공간에 이벤트 홀[단기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활

동 지원을 위한 시설] 계획

지하공간에 전시장[다양한 문화 작품의 전시를 위한 상설,

기획 전시 시설] 계획

지하공간에 문화예술거리[문화예술작품의 제작, 전시, 판

매 등을 통합한 공용공간] 계획

지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축제, 문화,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공간 계획

지하공간에 공연장[연극, 음악, 영화, 기타 소규모 공연시

설] 계획

지하공간의 다양한 문화적 행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문화

시설 계획

지하공간의 보행로는 다양한 문화적 테마를 통해 자연스

러운 문화 정보 교류의 공간으로 계획

지하공간에 커뮤니케이션 촉진을 위해 문화 및 사회복지

시설 등 공공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

지상공간의 문화시설과 문화공간 및 자연요소 연계를 통

한 지하 문화복합시설 계획

지하문화시설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지하공간의 대중교통

시설 연계 계획

공간

연계

계획

지하철, 지상 대중교통 연계를 통해 지상 및 지하공간의

접근성 확보

지하보행로 계획 시 지상가로와의 특성과 연계 등을 적극

고려하여 테마가 있는 도시의 입체적 보행네트워크 구축

인접 지하가, 주변 건물의 지하층, 지하철 등과 유기적으

로 연결하여 지하 보행 네트워크 구성

<표 1> (계속)

2. 문헌고찰

2.1. 조사항목 추출을 위한 문헌조사

본 연구는 조사항목 추출을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했으

며 조사대상 연구문헌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는 ‘지

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전략을 추출하기 위해 2000년 이

후 국내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관련 분야 선행 연구문헌

중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 개발’, ‘지속가능한 도시재

생’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선행 연구문헌 21편을 선정

하였다. 전반적으로 선정된 선행 연구문헌의 연구 방법

은 사례조사 및 설문조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으며 사례조사 대상 국가는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프

랑스, 캐나다, 브라질 등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문헌에

나타난 이들 국가의 사례조사 대상 지역은 총 3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계획 요소를 추출하

기 위해 관련 분야 선행 연구문헌 중 2000년 이후 국내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총 19편의 선행 연구문헌을 선정하

였다. 본 연구의 ‘지하공간’ 관련 선행 연구문헌 선정 기

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하공간’, ‘지하도시’, ‘지하상업

공간’, ‘지하도 상가’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선행 연구

문헌이며, 둘째, 2000년 이후 국내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문헌, 셋째, ‘지하공간’에 대한 공학적 해석을 배제하

고, ‘지하공간’의 공간계획 또는 공간디자인 측면에서 결

론을 도출한 선행 연구문헌을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문헌을 통해 도출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계

획 요소는 ‘도시의 전반적인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하공

간’ 이용자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상공간’ 및 ‘지하공

간’ 상호 간의 교류를 위한 가로공간 활성화와 관련된

물리적 공간계획 요소’로 정의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도출된 공간계획 요소 중 유사하거나 동일한 공

간계획 요소는 통합, 정리하여 조사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선정된 연구문헌 고찰 결과, 전반적으로 ‘지하공

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하공간’ 보행공간에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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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연구자 연도

도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하공간’ 관련

연구문헌

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디자인 구성개념 및 요소특성에 관한 연구 이영수, 김민경 2001.12

대규모 지하 상업공간에서의 보행자의 움직임과 경로선택 특성에 관한 연구 안은희, 강석진, 이경훈 2004. 09

지하공간 건축가이드라인 설정에 관한 연구 이강주, 서충원 2006. 04

토론토 지하보행몰시스템 형성과정 및 요인 이강주 2006. 05

지하공간의 구성요소 및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김완준, 이상호 2006.06

지하철 정거장 내부공간의 색채계획과 적용에 관한 비교 연구 우신구, 조연경 2007. 04

지하상업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명계획에 관한 연구 이효창, 하미경 2007. 12

경남지역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시설현황 조사 분석 이강주 2008. 02

지하도상가 광장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이용자 의식에 관한 연구 이효창, 하미경 2008. 04

몬트리올 도시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분석적 고찰 이강주 2008. 05

문화기반 도시재생을 위한 지하도시공간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김성준, 이효창, 하미경 2009. 11

대구 역세권 지하상가 공간분석을 통한 이용자 보행특성에 관한 연구 나현숙, 이상홍 2009. 12

도심부 보행활성화를 위한 기존 지하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김효경, 민들레, 정성원 2010. 01

지하공간의 문화적 활성화를 위한 실내 환경계획요소의 분석에 관한 연구 이효창, 한정호, 하미경 2010. 10

지속가능한 친환경 지하캠퍼스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정재희, 이상윤 2010. 11

복합용도건축물 지하 및 실내 오픈스페이스의 ‘건축적 공공성’ 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 이효창, 하미경 2010. 12

도시공공 지하공간의 시설현황 조사 분석 이강주, 정성환 2011. 11

지하철역사 유휴공간의 유형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연구 김영우, 최재필 2011. 12

지하문화시설의 배치유형 및 실내계획요소의 중요도에 관한 연구 이효창, 하미경 2012. 05

<표 2> (계속)

시각적 자극과 행위를 지원하는 휴식공간의 배치, 도시

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전용 시설 및 문화복합

시설의 도입, ‘지하공간’의 접근성 및 편의성 확보를 위

한 환경 지원 계획 등의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개념 및 전략

‘도시재생’은 단지 특정 공간의 물리적 재편만이 아니

라 도시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의 경제・사
회・환경 전반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개념을 구체화하면 ‘도시재생’은 첫째, 건축

물 및 기반시설의 입체화를 통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전

환, 둘째, 주거, 상업, 문화, 업무 등 각종 도시기능의 복

합화를 통한 도시 커뮤니티의 부활, 셋째, 건축물 및 기

반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의 활력 및 매력 창출 등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반적인 ‘도시재생’의 주요 유형

은 ‘성장관리형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커뮤니

티 이론의 도시재생’의 3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지속가

능한 도시재생’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물리적으로 확

대되어 도시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개

발방식이자 통합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의미와 같이 국외의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도 낙후된 도시를 정비 사업을 통

하여 도시의 환경, 산업・경제, 사회・문화적 측면 등 도

시의 모든 분야를 부흥시킨다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도시재생’은 ‘커뮤니티 운동’과 연계되어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은

2) 김민석․이우형,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고려한 창조도시 접근체계

에 관한 연구, Journal of Digital Interaction 60 Design Vol.11

No.1., 2012.03, p.63

‘마치츠쿠리(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근린지역재생 운동(New

Deal for Communities)’과 연계되어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 도시정비

사업이 물리 환경의 개선에 치중되던 것에서 벗어나 ‘지

속가능한 도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분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의 개

념이라 할 수 있다.3) 이와 같이 ‘도시재생’은 지역에 따

라 각기 다른 이유에 의해 실행되는 계획임에도 통합적

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지향이라는 비교적

유사한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 도시들에서 시행

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공통적인 특성들은 친인간

적 커뮤니티 재현, 공공성의 확보, 공공 및 민간 파트너

십, 주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 등이다. 따라서 ‘지속가능

한 도시재생’은 도시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

적인 접근 아래, 도시민의 커뮤니티 및 공공, 민간의 파

트너십을 통해 인간중심의 경제, 사회, 환경, 문화, 예술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통합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4)

본 연구는 선행 연구문헌에 나타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의 세부 목표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10개 항목5)을 도출, 정의하였으며 이는 <표 3>과 같다.

3) 이일희․이주영,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재생 계획요소에 관한 연

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2권 제6호, 2011.12, p.102

4) 엄나너․이광영,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접근체계

및 방법에 관한 연구, 인포디자인이슈 제29호, 2011.08, p.39 재정리

5) 본 연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과 세부목표는 이규인, 이장

욱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추진전략수립 연구’에 나타난 ‘지속가

능한 도시재생’의 주요과제 및 계획목표의 내용(p.143)과 본 연구

의 선행 연구문헌 20편에 나타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및

세부사항 586개 항목을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항을 정리,

보완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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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정의 세부목표

도시 커뮤니

티를 통한

사회통합

도시 커뮤니티를 바탕

으로 다양한 사회 주체

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

통합

도시민의 커뮤니티 재활성화

사회혼합 및 다양성 확보

다양한 주체의 참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마을 만들기 협정

역사문화 자

원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

는 역사, 문화 자원의

보존을 통한 지역 정체

성 확보

역사유산의 보존 및 보수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보

역사문화 특화 거리 조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디자인

지역 공공서

비스 기능

강화

도시민의 생활요구 지

원을 위한 지역 공공서

비스 기능 강화

휴식과 만남의 공간 조성

도시 커뮤니티 시설의 확충 및 연계

친환경 오픈스페이스의 집약적 개발

의료 및 복지 시설 확충

지역 공공서비스 강화

공공공간, 공공시설의 질 개선

자연과 연계된 문화 및 교육시설 계획

도시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 수립

도시 경제

기능 활성화

도시 마케팅 전략에 기

반한 산업 생산성 증대

를 통해 지역 경제 활

성화

지역 산업지원 시설 확충

지역경제 재활성화

지역의 생산적 고용창출

체계적인 도시마케팅

환경을 고려

한 지속가능

한 균형개발

도시 환경 및 자원 보

존과 개발 간의 균형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공

간 창출

도시 생태환경 복원

환경보존과 개발간의 균형 계획

친환경 미래개발 공간 계획

도시의 소음 관리 계획

도심 미기후 조절계획

도시 환경을 고려한 단계적 개발

도시 안전

및 방재 기

능의 강화

도시의 방범 및 방재

기능 향상을 통한 안전

성 확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도시방범 및 안전성 확보

도시방재 및 신속한 재해복구 능력 확보

지 속 가 능 한

토지 이용

토지의 지속가능한 이

용을 위해 재활용 및

입체, 집약, 복합적 활

용

도시 공간의 녹화 계획

지속가능한 밀도 분배

입체 복합용도 개발계획

수요와 특성에 따른 다양한 주거 개발

기존 자원을 고려한 토지 이용

지 속 가 능 한

자원 및 에

너지 사용

자원 및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 효

율적인 에너지 활용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자연 에너지 활용 및 재생

효율적 폐기물 처리

지 속 가 능 한

도시 교통

시스템

도시 시설의 통합적 연

계와 접근성 확보를 통

해 지속가능한 도시 교

통 시스템 구축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구축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

대중교통 중심의 통합적 교통체계 구축

환경친화적인 주차계획

체계적 보행교통 연결 계획

보행교통을 위한 가로망 확충

보행친화적 교통 시스템 구축

친환경 도로구축을 통한 보행환경 계획

도시 주요시설의 접근성 강화

유비쿼터스 교통 통신시스템 구축

지 속 가 능 하

고 건강한

도시환경 복

원

도시 생태 환경 복원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쾌

적하며 건강한 도시환

경 복원

도시생태환경복원

도시의 녹지 복원 및 확충

도시 경관 개선

자연을 고려한 예술적 도시경관 계획

쾌적한 지역환경관리

가로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도시경관을 고려한 시설배치 계획

<표 3>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및 목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은 ‘도

시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통합’, ‘역사문화 자원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보’, ‘지역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도시

경제 기능 활성화’,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균형개

발’, ‘도시 안전 및 방재 기능의 강화’,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지속가능한 자원 및 에너지 사용’, ‘지속가능한 도

시 교통 시스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복원’

등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각 전략 별 세부

목표의 수는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템’(10개 항목),

‘지역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8개 항목),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복원’(7개 항목),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

능한 균형개발’(6개 항목) ‘도시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통

합’,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각 5개 항목) 등이다.

연구문헌 조사결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

해 도시교통 시스템, 공공서비스, 도시 환경의 복원. 지

속가능한 균형개발 등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관련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지하공간’의 커뮤니

티 활성화 공간계획 연구는 도시 공간과 자원의 효율적

인 활용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3. 조사결과

3.1.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4>

와 같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총 227명 중 ‘여

성’(56.5%), ‘30세 이상 40세 미만’(35.6%), ‘대학교 졸

업’(62.8%), ‘건축계획’(30.2%), ‘설계사무소’(52.3%) 근무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42.8%) 등의 응답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항목 f % 항목 f %

성별
남성 99 43.5 여성 128 56.5

합계 227 100.0

연령

20세 이상 30세 미만 73 32.1 30세 이상 40세 미만 81 35.6

40세 이상 50세 미만 34 14.8 50세 이상 60세 미만 24 10.5

60세 이상 16 7.0

합계 227 100.0

학력

대학교 졸업 143 62.8 대학원(석사) 재학 13 5.6

대학원(석사) 졸업 65 28.5 대학원(박사) 재학 5 2.1

대학원(박사) 졸업 2 1.0

합계 227 100.0

직업

분야

도시계획 57 25.3 건축계획 69 30.2

실내건축계획 45 19.9 조경계획 37 16.1

기타 19 8.5

합계 227 100.0

소속

직장

건설회사 60 26.4 설계사무소 119 52.3

연구소 28 12.5 대학(교육기관) 19 8.2

기타 1 0.6

합계 227 100.0

근무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97 42.8 10년 이상 15년 미만 64 28.4

15년 이상 20년 미만 41 18.0 20년 이상 25 10.8

합계 227 100.0

<표 4>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3.2. 중요도 평가

본 연구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지속가능

한 도시재생’ 전략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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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중요도 평균 항목 중요도 평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도시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통합 3.92 역사문화 자원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보 4.13

지역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4.08 도시 경제 기능 활성화 3.82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균형개발 4.05 도시 안전 및 방재 기능의 강화 3.98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4.21 지속가능한 자원 및 에너지 사용 3.99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템 4.12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복원 4.32

전체 평균 4.06

구분 항목 중요도 평균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

니티 활성화 공간

계획 요소

휴식공간

도입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휴식, 만남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시설 설치 4.11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이용자의 체류를 위한 벤치 및 보조벤치 등 가구 계획 3.93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상징물, 이벤트 홀 등 지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휴식공간 계획 4.18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이용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휴식공간 계획 4.25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휴게, 만남의 공간을 설치하고 연결 보행로와 접하는 집약적 상업용도공간 확보 3.95

휴게공간 주변에는 음료 및 스낵점을 배치하여 구역별 공간적 특성 확보 3.82

지하 오픈스페이스와 연결된 보행로와 접하는 교통용도공간 확보 3.78

지하 휴식공간에 빛, 특징적 디자인, 안내 표지 등을 통해 용이한 길찾기 환경 조성 3.78

이용자의 접근 안전성과 신체적 건강을 고려한 휴식시설 계획 3.91

지하 휴식공간을 지하 및 지상의 각 시설과 연계하여 용이한 접근성 확보 3.87

지하 휴식공간은 충분한 수의 보행로, 최단동선거리, 다양한 출입시설 등을 확보하여 접근성 증대 3.88

지하 휴식공간에 분수 등의 수공간, 조경 등의 자연요소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4.03

지하 휴식공간을 아트리움, 선큰공간으로 구성하여 자연채광을 도입하거나 자연채광을 연출하는 인공조명 디자인 3.95

지하 휴식공간을 지상공간의 녹지 및 광장 등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 4.08

지하공간에 아트리움, 선큰공간을 계획하여 상하부 조망, 시야확보 등을 통해 공간의 개방성 확보 4.06

평균 3.97

문화복합

시설 도입

지하공간에 수영장, 아이스링크, 스포츠센터 등 생활복합 체육시설 등을 계획 3.68

지하공간에 전시관, 영화관 등의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복합화하여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계획 3.93

전시, 공연 등의 지하문화시설과 문화 관련 교육 및 연구시설을 복합화여 문화 연구시설의 네트워크 계획 3.65

지하공간에 문화커뮤니티시설[청소년, 주민, 관광객 대상 역사문화정보 교류 시설] 계획 4.00

지하공간에 도서관[도서, 영상자료 등 역사 문화적 자료 비치, 관람시설] 계획 3.78

지하공간에 역사문화원[지역의 역사 및 문화자료의 안내 및 정보 제공 시설] 계획 3.82

지하공간에 이벤트 홀[단기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계획 3.91

지하공간에 전시장[다양한 문화 작품의 전시를 위한 상설, 기획 전시 시설] 계획 3.98

지하공간에 문화예술거리[문화예술작품의 제작, 전시, 판매 등을 통합한 공용공간] 계획 3.75

지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축제, 문화,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공간 계획 4.13

지하공간에 공연장[연극, 음악, 영화, 기타 소규모 공연시설] 계획 4.05

지하공간의 다양한 문화적 행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 계획 4.06

지하공간의 보행로는 다양한 문화적 테마를 통해 자연스러운 문화 정보 교류의 공간으로 계획 4.12

지하공간에 커뮤니케이션 촉진을 위해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 4.15

지상공간의 문화시설과 문화공간 및 자연요소 연계를 통한 지하 문화복합시설 계획 4.08

지하문화시설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지하공간의 대중교통 시설 연계 계획 3.90

평균 3.94

공간연계

계획

지하철, 지상 대중교통 연계를 통해 지상 및 지하공간의 접근성 확보 3.92

지하보행로 계획 시 지상가로와의 특성과 연계 등을 적극 고려하여 테마가 있는 도시의 입체적 보행네트워크 구축 4.18

인접 지하가, 주변 건물의 지하층, 지하철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하 보행 네트워크 구성 4.01

평균 4.04

전체 평균 3.98

* 1점-전혀 중요하지 않음, 2점-중요하지 않음, 3점-보통, 4점-중요함, 5점-매우 중요함 등의 점수를 부과

<표 5> 중요도 평가 결과
*

n=227

평가 결과는 <표 5>와 같다.

(1)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의 중요도 평가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의

중요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지속가능한 도시재

생’ 전략의 중요도 전체 평균은 4.06이며 중요도 평균 4.0

이상의 전략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복원’(4.32),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4.21), ‘역사문화 자원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보’ (4.13),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템’(4.12),

‘지역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4.08),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

능한 균형개발’(4.0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에서 도시 생태

환경 복원과 지역 역사문화 자원 보존을 위한 토지의 입

체복합적 활용, 시설의 통합적 연계와 접근성 확보를 위

한 도시 교통 시스템 구축 등의 특성을 가진 전략이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

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의 중요도 평가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

획 요소의 중요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지속가

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

화 공간계획 요소의 중요도 전체 평균은 3.98로 나타났

다. 각 요소 별 중요도 평균은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이

용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휴식공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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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 성분량
중요도

평균

요인별

중요도

평균

커뮤니케이션

지원계획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휴식, 만남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시설 설치 0.842 4.11

4.11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이용자의 체류를 위한 벤치 및 보조벤치 등 가구 계획 0.802 3.93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이용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휴식공간 계획 0.756 4.25

지하공간에 커뮤니케이션 촉진을 위해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 0.702 4.15

지하 보행로

공간계획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휴게, 만남의 공간을 설치하고 연결 보행로와 접하는 집약적 상업용도공간 확보 0.833 3.95

3.90

지하 오픈스페이스와 연결된 보행로와 접하는 교통용도공간 확보 0.801 3.78

지하 휴식공간에 빛, 특징적 디자인, 안내 표지 등을 통해 용이한 길찾기 환경 조성 0.744 3.78

지하 휴식공간을 지하 및 지상의 각 시설과 연계하여 용이한 접근성 확보 0.706 3.87

지하 휴식공간은 충분한 수의 보행로, 최단동선거리, 다양한 출입시설 등을 확보하여 접근성 증대 0.668 3.88

지하공간의 보행로는 다양한 문화적 테마를 통해 자연스러운 문화 정보 교류의 공간으로 계획 0.645 4.12

지원시설 도입

계획

이용자의 접근 안전성과 신체적 건강을 고려한 휴식시설 계획 0.854 3.91

3.89

지하공간에 수영장, 아이스링크, 스포츠센터 등 생활복합 체육시설 등을 계획 0.832 3.68

전시, 공연 등의 지하문화시설과 문화 관련 교육 및 연구시설을 복합화여 문화 연구시설의 네트워크 계획 0.815 3.65

지하공간에 문화커뮤니티시설[청소년, 주민, 관광객 대상 역사문화정보 교류 시설] 계획 0.794 4.00

지하공간에 도서관[도서, 영상자료 등 역사 문화적 자료 비치, 관람시설] 계획 0.766 3.78

지하공간에 역사문화원[지역의 역사 및 문화자료의 안내 및 정보 제공 시설] 계획 0.742 3.82

지하공간에 이벤트 홀[단기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계획 0.725 3.91

지하공간에 전시장[다양한 문화 작품의 전시를 위한 상설, 기획 전시 시설] 계획 0.698 3.98

지하공간에 문화예술거리[문화예술작품의 제작, 전시, 판매 등을 통합한 공용공간] 계획 0.664 3.75

지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축제, 문화,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공간 계획 0.650 4.13

지하공간에 공연장[연극, 음악, 영화, 기타 소규모 공연시설] 계획 0.632 4.05

지하공간의 다양한 문화적 행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 계획 0.618 4.06

지역 이미지 및

시설 연계계획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상징물, 이벤트 홀 등 지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휴식공간 계획 0.745 4.18
4.13

지상공간의 문화시설과 문화공간 및 자연요소 연계를 통한 지하 문화복합시설 계획 0.698 4.08

지상교통 및 보

행로 연계계획

지하문화시설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지하공간의 대중교통 시설 연계 계획 0.828 3.90

4.00
지하철, 지상 대중교통 연계를 통해 지상 및 지하공간의 접근성 확보 0.801 3.92

지하보행로 계획 시 지상가로와의 특성과 연계 등을 적극 고려하여 테마가 있는 도시의 입체적 보행네트워크 구축 0.784 4.18

인접 지하가, 주변 건물의 지하층, 지하철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하 보행 네트워크 구성 0.765 4.01

자연요소 이용

계획

지하 휴식공간에 분수 등의 수공간, 조경 등의 자연요소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0.795 4.03

4.03
지하 휴식공간을 아트리움, 선큰공간으로 구성하여 자연채광을 도입하거나 자연채광을 연출하는 인공조명 디자인 0.761 3.95

지하 휴식공간을 지상공간의 녹지 및 광장 등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 0.732 4.08

지하공간에 아트리움, 선큰공간을 계획하여 상하부 조망, 시야확보 등을 통해 공간의 개방성확보 0.697 4.06

상업공간 계획
휴게공간 주변에는 음료 및 스낵점을 배치하여 구역별 공간적 특성 확보 0.802 3.82

3.88
지하공간에 전시관, 영화관 등의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복합화하여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계획 0.754 3.93

*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15번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 수렴

<표 6> 요인분석 결과
*

n=227

획’(4.25),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상징물, 이벤트 홀 등 지

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휴식공간 계획’, ‘지하보행로 계

획 시 지상가로와의 특성과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

하여 테마가 있는 도시의 입체적 보행네트워크 구축’(각

4.18), ‘지하공간에 커뮤니케이션 촉진을 위해 문화 및 사

회복지시설 등 공공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4.15), ‘지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축제, 문화,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공간 계획’(4.13), ‘지하공간의 보행로는

다양한 문화적 테마를 통해 자연스러운 문화 정보 교류

의 공간으로 계획’(4.12),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휴식, 만

남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시설 설치’(4.11),

‘지하 휴식공간을 지상공간의 녹지 및 광장 등과 연계하

여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 ‘지상공간의 문화

시설과 문화공간 및 자연요소 연계를 통한 지하 문화복

합시설 계획’(각 4.0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에서 지상공

간의 시설과 보행로가 연계되어 있으며 다양한 도시민의

교류 및 문화적 활동이 가능하며 지역의 이미지 또는 자

연적 요소가 적용된 지하 휴식공간 및 문화복합시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

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의 유형

본 연구는 중요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

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

화 공간계획 요소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 의해 7가지로 분류된 요소는

<표 6>과 같다.

각 요소에 대한 요인추출 기준은 요인의 설명력 중 초

기 고유값(eigenvalue) 1.0 이상의 요인으로 정하였다. 요

인분석 결과, 전체 요소에 대해 총 7가지 요인으로 분류

되었고, 전체 요인에 대한 설명력(회전 제곱합 적재값 :

누적 %)은 76.486%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제 1 요인은 ‘커뮤니케이션 지원 계획’,

제 2 요인은 ‘지하 보행로 공간계획’, 제 3 요인은 ‘지원

시설 도입계획’, 제 4 요인은 ‘지역 이미지 및 시설 연계

계획’, 제 5 요인은 ‘지상교통 및 보행로 연계계획’, 제 6

요인은 ‘자연요소 이용계획’, 제 7 요인은 ‘상업공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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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지 속 가 능 하

고 건강한 도

시환경 복원

(상수) 1.596 0.268 　 5.947 0.000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상징물, 이벤트 홀 등 지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휴식공간 계획 0.174 0.027 0.181 6.497 0.000

지하 휴식공간에 분수 등의 수공간, 조경 등의 자연요소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0.227 0.032 0.200 7.123 0.000

지하 휴식공간을 지상공간의 녹지 및 광장 등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 0.185 0.035 0.163 5.284 0.000

지상공간의 문화시설과 문화공간 및 자연요소 연계를 통한 지하 문화복합시설 계획 0.258 0.029 0.253 8.928 0.000

지하보행로 계획 시 지상가로와의 특성과 연계 등을 적극 고려하여 테마가 있는 도시의 입체적 보행네트워크

구축
0.238 0.032 0.205 7.359 0.000

R : 0.756, R square : 0.576, Modified R square : 0.559

지 속 가 능 한

토지 이용

(상수) 0.987 0.283 　 3.489 0.001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휴식, 만남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시설 설치 0.287 0.034 0.272 8.447 0.000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이용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휴식공간 계획 0.260 0.034 0.228 7.701 0.000

지하 휴식공간을 지하 및 지상의 각 시설과 연계하여 용이한 접근성 확보 0.214 0.034 0.194 6.310 0.000

지하 휴식공간은 충분한 수의 보행로, 최단동선거리, 다양한 출입시설 등을 확보하여 접근성 증대 0.149 0.033 0.137 4.582 0.000

지하공간에 전시관, 영화관 등의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복합화하여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계획 0.152 0.032 0.133 4.712 0.000

전시, 공연 등의 지하문화시설과 문화 관련 교육 및 연구시설을 복합화여 문화 연구시설의 네트워크 계획 0.196 0.036 0.164 5.442 0.000

지하보행로 계획 시 지상가로와의 특성과 연계 등을 적극 고려하여 테마가 있는 도시의 입체적 보행네트워크

구축
0.192 0.036 0.166 5.378 0.000

인접 지하가, 주변 건물의 지하층, 지하철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하 보행 네트워크 구성 0.143 0.034 0.127 4.225 0.000

R : 0.709, R square : 0.502, Modified R square : 0.488

역사문화 자

원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보

(상수) 0.134 0.235 　 0.568 0.570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상징물, 이벤트 홀 등 지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휴식공간 계획 0.404 0.030 0.383 13.408 0.000

지하 휴식공간에 빛, 특징적 디자인, 안내 표지 등을 통해 용이한 길찾기 환경 조성 0.234 0.029 0.231 7.995 0.000

지하 휴식공간에 분수 등의 수공간, 조경 등의 자연요소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0.151 0.029 0.149 5.209 0.000

지하공간에 문화커뮤니티시설[청소년, 주민, 관광객 대상 역사문화정보 교류 시설] 계획 0.178 0.032 0.167 5.491 0.000

지하 휴식공간을 지상공간의 녹지 및 광장 등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 0.168 0.028 0.170 6.089 0.000

지하공간에 역사문화원[지역의 역사 및 문화자료의 안내 및 정보 제공 시설] 계획 0.148 0.027 0.147 5.449 0.000

지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축제, 문화,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공간 계획 0.251 0.029 0.262 8.612 0.000

지하공간의 보행로는 다양한 문화적 테마를 통해 자연스러운 문화 정보 교류의 공간으로 계획 0.096 0.030 0.089 3.229 0.001

지상공간의 문화시설과 문화공간 및 자연요소 연계를 통한 지하 문화복합시설 계획 0.147 0.033 0.128 4.445 0.000

R : 0.756, R square : 0.572, Modified R square : 0.559

지 속 가 능 한

도시 교통

시스템

(상수) 2.031 0.290 　 6.996 0.000

지하 휴식공간을 지하 및 지상의 각 시설과 연계하여 용이한 접근성 확보 0.262 0.033 0.275 7.829 0.000

지하철, 지상 대중교통 연계를 통해 지상 및 지하공간의 접근성 확보 0.225 0.034 0.212 6.694 0.000

지하보행로 계획 시 지상가로와의 특성과 연계 등을 적극 고려하여 테마가 있는 도시의 입체적 보행네트워크

구축
0.121 0.038 0.115 3.173 0.002

인접 지하가, 주변 건물의 지하층, 지하철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하 보행 네트워크 구성 0.196 0.034 0.210 5.744 0.000

R : 0.621, R square : 0.386, Modified R square : 0.366

지역 공공서

비스 기능

강화

(상수) 0.873 0.217 　 4.015 0.000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휴식, 만남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시설 설치 0.394 0.029 0.401 13.585 0.000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이용자의 체류를 위한 벤치 및 보조벤치 등 가구 계획 0.386 0.027 0.407 14.044 0.000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휴게, 만남의 공간을 설치하고 연결 보행로와 접하는 집약적 상업용도공간 확보 0.168 0.028 0.178 5.994 0.000

휴게공간 주변에는 음료 및 스낵점을 배치하여 구역별 공간적 특성 확보 0.179 0.031 0.180 5.810 0.000

이용자의 접근 안전성과 신체적 건강을 고려한 휴식시설 계획 0.123 0.026 0.123 4.706 0.000

지하 휴식공간에 분수 등의 수공간, 조경 등의 자연요소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0.054 0.027 0.054 2.017 0.044

지하공간에 수영장, 아이스링크, 스포츠센터 등 생활복합 체육시설 등을 계획 0.104 0.030 0.112 3.456 0.001

지하공간에 전시관, 영화관 등의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복합화하여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계획 0.100 0.028 0.096 3.501 0.000

지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축제, 문화,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공간 계획 0.078 0.028 0.082 2.785 0.005

R : 0.735, R square : 0.541, Modified R square : 0.529

<표 7>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n=227

획’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 별 중요도 평균은

‘지상공간 시설, 이미지 연계계획’(4.13), ‘커뮤니케이션

지원계획’(4.11), ‘자연요소 이용계획’(4.03), ‘지상교통 및

보행로 연계계획’(4.00), ‘지하 보행로 공간계획’(3.90), ‘지

원시설 도입계획’(3.89), ‘상업공간 계획’(3.88) 등의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3.4.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에 영향을 미치

는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종속변수, 도

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선택 방식의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전

반적인 회귀식의 설명력(Modified R square)은 36.6∼

59.3%(0.366∼0.593)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중요도가 높게 나

타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4개 전략, 즉, ‘지속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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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환경을 고려

한 지속가능

한 균형개발

(상수) 0.950 0.254 　 3.743 0.000

지하 휴식공간을 지상공간의 녹지 및 광장 등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 0.263 0.028 0.280 9.360 0.000

지하보행로 계획 시 지상가로와의 특성과 연계 등을 적극 고려하여 테마가 있는 도시의 입체적 보행네트워크

구축
0.170 0.029 0.172 5.841 0.000

인접 지하가, 주변 건물의 지하층, 지하철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하 보행 네트워크 구성 0.274 0.034 0.245 7.970 0.000

지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축제, 문화,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공간 계획 0.133 0.029 0.129 4.529 0.000

지하 휴식공간을 지하 및 지상의 각 시설과 연계하여 용이한 접근성 확보 0.193 0.032 0.169 6.043 0.000

R : 0.735, R square : 0.540, Modified R square : 0.527

　

도시 안전

및 방재 기

능의 강화

(상수) 0.104 0.234 　 0.445 0.656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휴식, 만남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시설 설치 0.487 0.032 0.451 15.322 0.000

지하 휴식공간에 빛, 특징적 디자인, 안내 표지 등을 통해 용이한 길찾기 환경 조성 0.110 0.028 0.125 3.895 0.000

이용자의 접근 안전성과 신체적 건강을 고려한 휴식시설 계획 0.107 0.027 0.119 4.000 0.000

지하 휴식공간을 지하 및 지상의 각 시설과 연계하여 용이한 접근성 확보 0.076 0.026 0.083 2.892 0.004

지하공간에 아트리움, 선큰공간을 계획하여 상하부 조망, 시야확보 등을 통해 공간의 개방성 확보 0.123 0.029 0.118 4.221 0.000

지하철, 지상 대중교통 연계를 통해 지상 및 지하공간의 접근성 확보 0.067 0.025 0.071 2.649 0.008

지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축제, 문화,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공간 계획 0.154 0.026 0.160 5.825 0.000

R : 0.734, R square : 0.539, Modified R square : 0.527

도시 커뮤니

티를 통한

사회통합

(상수) 0.082 0.229 　 0.358 0.720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휴식, 만남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시설 설치 0.341 0.029 0.343 11.778 0.000

지하 휴식공간에 분수 등의 수공간, 조경 등의 자연요소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0.184 0.026 0.194 7.085 0.000

지하공간에 문화커뮤니티시설[청소년, 주민, 관광객 대상 역사문화정보 교류 시설] 계획 0.192 0.031 0.193 6.149 0.000

지하공간에 이벤트 홀[단기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계획 0.106 0.031 0.105 3.381 0.001

지하공간의 다양한 문화적 행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 계획 0.144 0.031 0.152 4.703 0.000

지하공간의 보행로는 다양한 문화적 테마를 통해 자연스러운 문화 정보 교류의 공간으로 계획 0.092 0.029 0.097 3.157 0.002

지하공간에 커뮤니케이션 촉진을 위해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 0.171 0.029 0.156 5.955 0.000

지하문화시설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지하공간의 대중교통 시설 연계 계획 0.179 0.028 0.171 6.354 0.000

R : 0.777, R square : 0.604, Modified R square : 0.593

<표 7> (계속) n=227

고 건강한 도시환경 복원’,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역사

문화 자원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보’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템’ 등의 전략에 다중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

는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를 기준

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 중 표준화계수 베타 수

치가 높은 상위 요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중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복원’에 다중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지하

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는 ‘지상공간의

문화시설과 문화공간 및 자연요소 연계를 통한 지하 문

화복합시설 계획’, ‘지하보행로 계획 시 지상가로와의 특

성과 연계 등을 적극 고려하여 테마가 있는 도시의 입체

적 보행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이는 도시의 지속가능하

고 건강한 도시환경의 복원 및 구축을 위해서는 ‘지하공

간’에 문화복합시설을 계획할 때 ‘지상공간’의 문화시설

및 자연요소와의 연계가 필요하고, 이와 연결되는 가로

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테마가 있는 도시

보행 네트워크로의 조성 계획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전략에 다중적으로 높은 영향

을 미치는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

는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휴식, 만남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시설 설치’,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이용자

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휴식공간 계획’ 등이

다. 이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휴식,

만남의 공간 조성 계획을 통해 도시 공간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가치 증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역사문화 자원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보’ 전략에 다중

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

화 공간계획 요소는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상징물, 이벤

트 홀 등 지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휴식공간 계획’, ‘지

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축제, 문화,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공간 계획’ 등이다. 이는 도시의 ‘지

속가능한 도시재생’에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통한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지역의 이

미지와 특색 있는 축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

간계획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템’ 전략에 다중적으로 높

은 영향을 미치는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

획 요소는 ‘지하 휴식공간을 지하 및 지상의 각 시설과

연계하여 용이한 접근성 확보’, ‘지하철, 지상 대중교통

연계를 통해 지상 및 지하공간의 접근성 확보’ 등이다.

이는 ‘지하공간’의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 공간이 도시의

각 시설과의 연계성과 접근성 확보가 필요함을 의미한

다. 한편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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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커뮤니케이션

지원 계획

지하 보행로

공간계획

지원시설

도입계획

지역 이미지 및

시설 연계계획

지상교통 및

보행로 연계계획

자연요소

이용 계획

상업공간

계획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복원 0 0 0 2 1 2 0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2 2 1 0 2 0 1

역사문화 자원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보 0 2 3 2 0 2 0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템 0 1 0 0 3 0 0

지역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3 0 3 0 0 1 2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균형개발 0 1 1 0 2 1 0

도시 안전 및 방재 기능의 강화 1 1 3 0 1 1 0

도시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통합 2 1 3 0 1 1 0

합계 8 8 14 4 10 8 3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의 유형을 빈도로 산정한 결과임

<표 8>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인 별 요소의 유형 빈도
*

<그림 1>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인 별 요소의 전체 빈도

<그림 2>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인 별 요소

을 미치는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유형(요인)별 요소의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

귀분석 결과와 요인분석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이는 <표

8>,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의

유형은 ‘지원시설 도입 계획’(14회), ‘지상 교통 및 보행

로 연결 계획’(10회), ‘커뮤니케이션 지원 계획’, ‘지하보행

로 공간계획’, ‘자연요소 이용계획’(각 8회) 등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각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에 중복

하여 영향을 미치는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표 9>와 같다.

요인명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

f
중요도

평균

지상교통 및

보행로 연계

계획

지하보행로 계획 시 지상가로와의 특성과 연계

등을 적극 고려하여 테마가 있는 도시의 입체

적 보행네트워크 구축

4 4.18

인접 지하가, 주변 건물의 지하층, 지하철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하 보행 네트워크 구성
3 4.01

지하철, 지상 대중교통 연계를 통해 지상 및 지

하공간의 접근성 확보
2 3.92

지원시설 도

입계획

지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축제, 문화, 예

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공간 계획
4 4.13

커뮤니케이션

지원계획

지하 오픈스페이스에 휴식, 만남 등 다양한 커

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시설 설치
4 4.11

자연요소 이용

계획

지하 휴식공간에 분수 등의 수공간, 조경 등의

자연요소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4 4.03

지하 휴식공간을 지상공간의 녹지 및 광장 등

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
3 4.08

지 하 보 행 로

공간계획

지하 휴식공간을 지하 및 지상의 각 시설과 연

계하여 용이한 접근성 확보
4 3.87

<표 9>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도심 ‘지하공간’

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의 빈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에

높은 빈도로 영향을 미치고, 4.0 이상의 높은 중요도 평

균을 나타낸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

획 요소는 ‘지하보행로 계획 시 지상가로와의 특성과 연

계 등을 적극 고려하여 테마가 있는 도시의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 구축’, ‘지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축제, 문

화,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공간 계획’, ‘지

하 오픈스페이스에 휴식, 만남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이 가능한 시설 설치’, ‘지하 휴식공간에 분수 등의 수공

간, 조경 등의 자연요소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지하

휴식공간을 지상공간의 녹지 및 광장 등과 연계하여 자

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 ‘인접 지하가, 주변 건

물의 지하층, 지하철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하 보

행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각 요소와 요인 등의 분석을 통해 나

타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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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 공간계획 방안은 다음과 같다. 즉,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은 ‘지상공간과의 연계 계획’과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시설 계획’, ‘자연요소를 이용한 쾌

적한 공간계획’ 등이다.

‘지상공간과의 연계 계획’ 측면에서 지상교통 및 보행

로 연계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의 공간계획 요소

에서 나타난 지상가로와의 특성과 연계성을 반영한 테마

가 있는 도시의 입체보행 네트워크의 계획이 가장 중요

하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시설은 물론 인접 도시 지상

및 지하공간의 다양한 시설을 연계하여 접근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지하 보행 네트워크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

다. 특히 테마가 있는 도시의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 구

축을 위해 주변 지역의 지상 가로와 문화 기반 커뮤니티

지원 시설의 접근 편의성의 확보,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지원 시설 상호간의 연계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시설 계획’ 측면에서 도시의 보

행 네트워크의 단위 공간으로서 구역 별 지하 보행로의

경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성 강화를 위해 지하

보행로에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설치하여 공간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지하공간’의 보행로와 오픈

스페이스 등을 활용하여 축제, 문화, 예술 향유 등 다양

한 문화기반 커뮤니티 행태 지원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지상공간’ 및 ‘지하공간’ 상호간의 연계가 용

이한 ‘지하공간’ 보행로에 지역별 특색 있는 테마를 기반

으로하는 문화 예술 등의 커뮤니티 지원 시설계획을 적

용하고 이와 연계된 ‘지하공간’의 오픈스페이스에 문화예

술작품, 지역 역사자료 등의 전시 또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가능한 시설 및 휴식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다.

‘자연요소를 이용한 쾌적한 공간계획’ 측면에서 ‘지하

공간’의 휴식공간에 조경, 수공간 등의 도입 등 다양한

자연요소를 이용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자연요소

의 도입을 통한 ‘지하공간’의 쾌적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상공간’ 자연환경과의 연계 계획도 적극 고려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지원 시설과

‘지상공간’ 녹지, 광장 등과의 연계, 아트리움, 선큰 스페

이스 도입 등을 통한 개방적 환경의 조성을 통해 자연채

광의 적극적인 도입이나 자연채광을 연출하는 인공조명

의 계획이 필요하다. 이는 ‘지하공간’의 이용 극대화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지하공간’의 자연친화적이

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4. 결론

조사결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

간’의 커뮤니티 공간계획 연구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에 대한 중

요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요인분석 결과, 총 7

가지 유형(요인)으로 분류 되었으며 이는 ‘커뮤니케이션

지원 계획’, ‘지하 보행로 공간계획’, ‘지원시설 도입계획’,

‘지역 이미지 및 시설 연계계획’, ‘지상교통 및 보행로 연

계계획’, ‘자연요소 이용계획’, ‘상업공간 계획’ 등이다. 이

유형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공간계획

분야이며 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에서 ‘지상공간’ 및 ‘지하

공간’의 공간구성, 공간이용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

한 공간계획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특정 환경의 ‘지하공간’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

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의 커

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의 복합적이고 차별화 된 적용의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에 다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을 위한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

소들이 나타났으며 각 전략 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났다.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각 전략 별로 차별화

된 도심 ‘지하공간’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이 필요함

을 의미하며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사회, 문화, 환경적 특

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별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공간계획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에 대해 가장 높은

빈도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형, 즉 ‘지상교통 및 보

행로 연계 계획’, ‘커뮤니케이션 지원 계획’ 및 ‘지원시설

도입계획’, ‘자연요소 이용계획’에 관련된 다양한 도심

‘지하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 요소가 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지상교통 및 보행로 연계 계획’

은 이를 구성하는 해당 요소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

하공간’의 커뮤니티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

시설의 유기적 연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테마형 보

행 네트워크의 조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지속가

능한 도시재생’ 전략에서 ‘지하공간’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계획에 연계성을 바탕으로 한 접근성 확보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계

획’ 및 ‘지원시설 도입계획’의 구성 요소들에 따르면 도

시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시설 및 휴식 공간 등을

자연요소와 연계하여 ‘지하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계획을 의미한다. 즉 도시 시설 연

계에 따른 접근성과 도시 자연요소의 활용을 통한 쾌적

성을 바탕으로 ‘지하공간에 ’역사, 예술, 전시, 공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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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과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휴식시설 등

복합 커뮤니티 지원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

요소 이용계획’은 해당 유형의 요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하공간’의 환경적 특성으로 인한 공간 이용자의 부정

적 심리를 완화하고 쾌적한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계획을

위한 것으로 ‘지하공간’의 보행로 및 오픈스페이스 등에

위치하 커뮤니티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수공간, 조경 등

자연요소의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각 전

략 별 도심 ‘지하공간’의 다양한 공간계획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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