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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규모 개발사업은 도시계획 Master Plan 에 개별 건축물을 설계, 시공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 사

업을 바라보는 도시계획가와 건축가의 시각은 그들이 다루는 계획의 범 만큼이나 큰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의 목 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국제설계경기에 지명응모한 회사(SOM, Jerde Partnership, Studio 

Daniel Libeskind, Foster+Partners and Asymptote Architecture)의 작품에 한 건축가와 도시계획가

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평가방법은 계층분석법을 사용하 으며, 평가기 은 마스터 랜과 랜드

마크타워 부문으로 설정되었다. 마스터 랜의 계획요소는 개념, 토지이용, 교통, 사업성이며, 랜드마크타워

는 개념, 입지, 기능효율성, 조형미이다. 두 그룹별로 각각의 요소에 한 요도를 도출함으로써 각각의 

그룹이 가지는 시각 차이를 정량화하고자 하 다.

분석결과 규모 개발사업에 한 건축가와 도시계획가의 시작차이는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가는 

랜드마크타워(0.505)에 을 두었지만, 도시계획가는 마스터 랜(0.642)에 을 두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한, 마스터 랜 계획요소는 토지이용, 사업성, 교통 등이 높게 평가되었고, 랜드마크타워 계획요소

로서는 입지, 기능효율성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 중심어 :∣건축가∣도시계획가∣시각차이∣국제설계경기∣계층분석법∣
Abstract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mega-project, individual buildings including skyscrapers 
are built following the master plan. It is not a difficult thing to see the gap of standpoint 
between the urban planners and architects on the proje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architect and urban planner's point of view in evaluating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works which the internationally distinguished honorable design companies(SOM, 
Jerde Partnership, Studio Daniel Libeskind, Foster+Partners and Asymptote Architecture) 
submitted as the ideas of Yongsan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Design. Furthermore, we made 
an attempt to quantify the weight of each factors of urban design by each group.
Architect and urban planner's viewpoint were revealed with seven architects and seven urban 

planners evaluating the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works through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structure was made of two step hierarchy in terms of  Master Plan 
and Landmark Tower. Eight evaluation criteria were set up such as the concept, land use, 
transportation, feasibility of Master Plan and the concept, location, functional efficiency and 
aesthetic beauty of  Landmark Tower.
Results show that Architect have different point of view from that of urban planner. While 

the architect's weight of evaluation criteria is on the Landmark Tower(0.505), urban planner's 
weight is on Master Plan(0.642). Feasibility, the location of Landmark Tower and land-use are 
very important evaluation criteria to architect and urban planner in common. Functional 
efficiency of Landmark Tower is in architect's favour and transportation is in urban pl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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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용산국제업무지구 로젝트는 2007년 8월 사업자를 

공모하고, 같은 해 11월 삼성물산-국민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듬해인 2008년 7월에 국제 설

계 경기 참여사 5개를 선정하여 국제 지명 설계 경기를 

실시하고,  2008년 11월에 국제심사를 실시하여 2009년 

4월에 당선작을 발표하 다. 공모과정에서 건축가와 도

시계획가가 참여하여 국제설계 경기 공모 설계지침을 

작성하고 당선작의 기술 검토를 실시하 다. 공모와 당

선작을 선정까지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규모 개발사업은 도시계획 Master Plan 에 개별 

건축물을 설계, 시공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 사업을 

바라보는 도시계획가와 건축가의 시각은 그들이 다루

는 계획의 범  만큼이나 큰 차이를 보인다. 본 사업의 

계획과정에서도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는 공모와 당선작 

발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작품을 두고 몇 가지 이견을 

보 다. 마스터 랜의 설계지침을 만들 때 ‘도입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제시할 것인가?’ 가 주요 논쟁 이었다. 

건축가는 ‘도입시설과 규모를 주지 않고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었다. 반면에 도시계획가는 ‘도

입시설의 종류와 규모의 설정은 설계가의 창의  설계

를 하여 제시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었다. ‘도

입기능의 종류와 시설을 주지 않으면 실 으로 설계

가 어렵다’는 건축가의 주장과 ‘도입기능의 종류와 규모

를 주는 것은 도시의 껍데기만 설계하는 것과 마찬가지

다’ 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다른 논쟁은 당선작을 평가할 때 마스터 랜이 

요한지, 아니면 랜드마크타워가 요한지에 한 평가 

가 치에 한 논쟁이었다. 건축가는 ‘단지의 핵심과 얼

굴은 랜드마크타워이므로 당연히 랜드마크타워가 평가

의 심이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에 도시계획가

는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편하고 기능 으로 연

계가 잘 되어야하므로 마스터 랜이 핵심이어야 한다’

는 주장이었다. 민자사업이 갖는 마 의 요성을 어

떻게 설계지침과 평가에 반 할 것인지 등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다른 시각과 해석의 차이를 

보 다.

본 연구의 목 은 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축가

와 도시계획가의 시각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

재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있는지를 계량 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평가방법은 계층분석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하 으며, 평가기

은 마스터 랜과 랜드마크타워 부문으로 설정되었

다. 마스터 랜의 계획요소는 개념, 토지이용, 교통, 사

업성이며, 랜드마크타워는 개념, 입지, 기능효율성, 조

형미이다. 두 그룹별로 각각의 요소에 한 요도를 

도출함으로써 각각의 그룹이 가지는 시각 차이를 정량

화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건축가와 도시계획가의 시각 차이를 분

석하기 하여 사용된 자료는 이미 논쟁이 되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국제 상공모 작품들을 그 로 사용하

다. 즉, SOM, Jerde Partnership, Studio Daniel 

Libeskind, Foster+Partners 그리고 Asymptote 

Architecture 등이 제시한 작품이다.

건축가와 도시계획가의 시각 차이를 계량 으로 분

석하기 하여 계층분석법이 사용되었다.  계층분석법

의 계층구조는 2단계이며, 상  평가기 은 마스터 랜

과 랜드마크타워로 나 어 평가기 이 제시되었다. 하

 평가기 은 마스터 랜의 경우 개념, 토지이용, 교

통, 사업성으로; 랜드마크타워의 경우는 개념, 입지, 기

능효율성, 조형미로  세분되었다. 

2. 문헌고찰
2.1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세

규모 개발사업(메가 로젝트)은 근  산업기반

으로부터 경제  활성화를 꾀하던 미국의 도시들이 

심이었다[5]. 기술개발에 한 자신감은 세계박람회 등 

일시  시회 형태로도 표 되었지만, 시멘트, 유리, 

철 등의 새로운 구조재료와 엘리베이터  스 링클러 

등 다양한 발명품을 한 곳에서 결합시킬 수 있는 고

층빌딩들로 구체화되었다. 뉴욕의 엠 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시작된 고층빌딩은 도시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경제  가치를 상승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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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공모형 복합개발사업 사례[9]

역할을 하 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우후죽순처럼 

고층빌딩이 건설되면서 심지어는 ‘ 고층빌딩의 

주’[14]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고, 규모 개발사업은 

규모 단일건물에서  넓은 토지에 다양한 종류의 건물들

이 입지하는 복합개발(Mixed Use Development)의 형

태로 진화하 다.

서구와는 달리 교외지역 복합개발이 활성화되지 않

았던 우리나라의 규모 복합개발 로젝트는 IMF 구

제 융 이후 한국토지공사 등의 공기업과 지방자치단

체를 심으로 개되었다[8]. 공공 개발주체들은 신도

시 개발시 주거시설에 비해 상업지역의 활성화가 늦어 

입주민의 불편이 가 되고 수익의 실화에 한 불안

감이 가 되어 이에 한 해결책이 필요한 반면, 민간 

건설업체들의 공사물량 확보가 시 해지면서 공사비에 

한 융조달(PF; Project Financing)을 매개로 한 

규모 복합개발 사업이 붐을 이루었다. 2000년 이후 주

요 공모형 복합개발사업 사례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 연구의 상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에도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주도한 공모형 복합개발사업

의 하나로서 택지개발사업지구나 지개발사업과 같

이 면 은 크지 않으나 서울 도심 한강변이라는 입지  

특성과 고층 업무용빌딩을 집 시키는 총 사업비 약 

31조원의  규모 복합개발사업이다. 

2.2 설계경기 평가에 있어서의 시각차이
그동안 설계작품에 한 평가는 그 기 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논란의 상이 되어 왔다. 이는 심사기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근본 으로는 심사자

의 주  단기 (시각)에 따라야 하는 평가의 특성 

때문이다. 특히, 단일 건물에 한 건축설계경기에 비해 

규모 개발사업 계획안에 한 평가는 더욱 복잡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해서 설계공모운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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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12. 7. 23)[1] 등 국가기  는 설계공모 발주기

별 기 이나 각 설계안의 평가기 을 수립하는 기법으

로서 다기  의사결정모형(MCDA;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등이 제시되기도 하 다[5]. 도시계

획과 건축계획이 혼재되어 있는 공모형 복합개발사업

에 한 평가는 개발계획, 재무계획  리계획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그  개발계획은 최소 

35%(동백 쥬네 )에서 최  57%(행당뉴타운)에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9] 건축가 는 도시계획가의 역할

은 그만큼 평가의 비 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설계경기의 평가 과정에서 부문별 평가기 을 살펴

보면 어떠한 요소에 해 얼마만큼의 요성을 부여하

는지를 알게 된다. 조자연과 최찬환[12]은 독일의 련 

문지에 게재된 공동주택 설계경기 당선작 심사평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LH공사의 설계경기평가기 과 

비교하 다. 그 결과, 독일에서는 공동주택에 한 평가

시 단지계획의 비 이 49.3%로 가장 높았고, 건축계획, 

사업성 그리고 심사항목의 평가기 이 각각 

24.6%, 3.4%  20.0%로 나타난 반면, LH공사의 평가

기 은 이들이 각각 40, 30, 20, 10%로서 사업성이 독일

에 비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    분
독일 LH공사

순 비 (%) 순 비 (%)
단지계획 1 49.3 1 40
건축계획 2 24.6 2 30
사업성 4 3.4 3 20
중점심사 3 20.0 4 10

표 2. 독일과 LH공사의 공동주택 설계평가기준

그러나 여기서, 독일의 평가기 은 심사평에 나타난 

단어 는 문장을 발췌함으로서 심사 원(장)의 주  

시각을 분석할 수 있었으나 LH공사의 경우에는 설계경

기를 주 하는 기 이 부여하는 의도( 요도)로 단되

기 때문에 직 인 비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자 집단에 따른 시각 차이를 알아보

고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상으로 각각의 평가요소에 

해 느끼는 요도를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규모 

개발사업을 바라보는 그룹간의 시각 차이를 정량화하

고자 하 다.

2.3 AHP를 이용한 계획안의 평가
계층분석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은 

주  요소가 포함되는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구조로 

정리하여 최  안을 도출하는 방법으로써 사티

(Satty, T.)에 의해 개발되었다[11]. 계층분석법은 논리

 일 성(consistency)을 통하여 안간의 상  

요성을 단할 수 있다는  때문에 정성  의사결정요

인이 포함된 사업의 안간 우선순 를 선정하는데 많

이 사용되어 왔다. 오세욱(2008)은 AHP를 이용하여 경

사지 아 트 단지계획의 평가지표를 구축하 다[7]. 박

태양(2010)은 인천항 워터 론트 개발에서 도입가능시

설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데 AHP를 사용하 다[4].

3. 국제현상 설계경기 작품(안)
3.1 마스터플랜 작품
용산국제업무지구 국제 상설계경기에서 제시된 설

계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5개 계획안 

체 연면 은 2,209,595㎡(D사)부터 2,252,716㎡(C사)이

다. 용 률은 최  603%(D사), 최고 623.8%(C사)이며, 

설계지침에서 주어진 용 률 기  608%이하를 과한 

계획이 있었다. 최고높이는 A사의 843.5m(122층)이고, 

최 높이는 D사의 485m(85층)이며, 높이 기 인 최소 

350m 이상을 충족하 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국제 상설계안의 마스터 랜의 

컨셉과 사업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우선 컨셉을 

살펴보면, 개념  컨셉과 메타포(Metaphor)  컨셉으

로 나  수 있다. 개념 컨셉은 A사, D사, E사가 있다. 

A사의 컨셉은 ‘행복과 풍요, 새로움을 원동력으로 하는 

도시문화 선도지’를 주요개념으로 자연  요소와 기술

이 결합된 로벌 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D사의 컨셉은 

한국의 삼태극을 모티 로 하여 Earth, Humanity, 

Heaven이 어울어진 공간이다. 삼태극은 랜드마크타워

의 컨셉인 나선형(Spiral)개념과 어울어지며 독특한 공

간배치를 이룬다. E사는 ‘사람과 자연, 미와 구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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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용산국제현상설계 5개안 개요

A사 B사 C사 D사 E사

표 4. 용산국제현상설계 5개안 마스터플랜 컨셉과 사업성

과 공간의 조화로운 화합’을 주제로 Elegance, Future, 

Green을 주요 컨셉으로 계획하 다. 

메타포(Metaphor)  컨셉은 B사와 C사이다. B사의 

컨셉은 연꽃을 형상화 하 다. 연꽃은 재생, 동경, 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Vol. 13 No. 7422

표 5. 용산국제현상설계 5개안 마스터플랜 토지이용

의 상징으로 유기  미학을 통한 속성을 마스터 랜

에 투 하 다. C사는 우리나라의 다도해를 형상화하

여 특색을 부여하 다. 한 입체 으로는 신라 을 

형상화하여 조화롭게 배치하 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상설계안들의 사업성을 살펴보

면, 총 건축비가 최 로 드는 설계안은 D사로 약 7조 9

천억원이다. 최고 높은 건축비는 C사로 9조 4천억원이 

소요된다. 5개안의 총건축비 평균은 8조 5천억원으로 

나머지 3개안의 건축비는 평균액과 근 한다. 

랜드마크타워의 건축비는 최고 1조 7천억원인 C사와 

B사가 최  1조 2천억원이다. D사의 경우 총 건축비가 

최 인데 비해 랜드마크타워의 건축비는 2 로 랜드마

크타워가 체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 이 다른 4개

안보다 높았다. 

마스터 랜의 건축비도 총건축비의 구성과 유사하며, 

최고 7조 7천억원인 C사의 설계안과 최  6조 4천억원

인 D사의 설계안이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국제 상설계안들의 토지이용계

획은 Zoning과 용도별배치로 구분하여 [표 5]에서와 같

이 살펴보았다. 5개안의 토지이용계획은 압축형과 분산

형으로 나  수 있다. 압축형은 건축물을 컴팩트

(Compact)하게 배치하여, 규모 Open Space를 확보

하고 이용효율을 높 고, 분산형은 지의 요소요소를 

컨셉(Concept)화 하여 고르게 배치하고 각 부문별 클러

스터링(Clustering)을 한 것이 특징이다. 

압축형 토지이용계획으로는 A사와 D사의 작품이 있

다. A사는 컴팩트하게 용도가 혼합된 지역과 형 

Open Space를 집 으로 구분하여 공공성을 높 다. 

랜드마크 타워를 한강변에 배치하여 임팩트(Impact)를 

남기고, 그 이어(Layer)를 따라 건축물들이 늘어선 

형태를 띄고 있다. 업무, 매 주거시설물이 도있게 

집  배치되었으나, 주거시설과 학교시설의 연계성이 

부족한 단 이 있다.

D사의 설계안은 삼태극 컨셉이 토지이용에 반 되어 

3개의 주요 건축물이 나선형으로 심부를 향해 모아

지는 형태를 띄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공간은 

Open Space로 계획되어 크고 작은 녹지공간이 확보되

었다. 단지 심에 3개의 랜드마크 타워를 배치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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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용산국제현상설계 5개안 마스터플랜 동선계획

주거시설 한강변 배치로 조망권을 확보하 다. 재미있

는 공간을 많이 창출한 반면 단지에서의 개방감이 취약

한 은 단 으로 지 된다. 

분산형 토지이용계획은 B사, C사 그리고 E사가 있다. 

B사는 연꽃의 컨셉을 형상화하여 마리나(Marina)를 

심으로 랜드마크타워와 업무, 주거, 상업, 숙박시설로 

구분하여 Zoning하 다. 랜드마크타워를 한강변에 배

치하고 업무시설들과 함께 고층화 집약화하 다. 마리

나와 선로공원 그리고 학교시설이 인 한 쾌 한 주거

단지를 조성한 이 특징이다. C사는 다도해

(Archipelago)의 컨셉을 형상화하여 7개의 조닝

(Zoning)으로 구분하고, 각 조닝(Zoning)별 특색을 부

여하 다. 랜드마크타워는 용산역에 인 하여 배치하

고, 한강변은 층 배치를 하여 입체감 있는 토지이용

계획을 하 다. 입체감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한강

으로의 개방감과 조망권을 확보하 다. 용산역에 인

하여 문화시설을 집 시켰고, 주거시설과 학교시설의 

연계성이 부족한 단 이 지 되었다. 

E사는 Space Syntax기법을 이용해 디자인을 하 다. 

이를 통해 효율 인 토지이용과 주변과의 연계를 시

하 다. 랜드마크타워는 단지 심에 배치하고, 입체  

계획을 통해 한강조망권을 릴 수 있고, 문화시설은 3

개시설로 분산배치하 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국제 상설계안들의 동선계획은 

[표 6]과 같다. 설계지침에 맞게 5개 설계안 모두 강변

북로와 이 동길 그리고 동서연결로는 지하연결로를 

통과  연계시켰다. A사는 터미  자상가 방면 근

로를 추가하여 사업부지의 근성을 향상시켰다. 내부

동선은 평면교차가 과다해지고 형태 으로 불안정해져 

교통혼잡과 안 성이 불량해졌다. 

B사는 용산 Center Drive 도로를 추가하여 내부의 

근의 특징과 어메니티를 향상시켰다. 동서연결로는 지

하연결로와 지상연결로 구분하여 설치하 다. 내부동

선의 단지내 주간선도로의 용량이 부족한 은 단 으

로 지 된다.

C사는 동서연결로를 지하와 지상으로 구분하고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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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용산국제현상설계 5개안 랜드마크타워의 컨셉과 조형미

를 연결하는 River Front Parkway를 신설하여 사업부

지 근성을 향상 시켰다. C사 계획안 역시 교통혼잡 

 안 성이 불량 해질것으로 지 되었다. 그러나 체

인 동선계획은 외부연결방안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D사는 토지이용계획상 3개의 나선형 건축물의 형태

에 맞추어 내부동선이 형성된다. 그리고 지상부에 차량 

최소화(Car Free Area)를 조성하여 보행자 심의 동

선계획을 하 으나, 이로인해 지상부 도로용량이 부족

해졌다. 

E사는 터미  자상가 방면 추가 진출입로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평면교차가 과다하여 형태 으로 불안

정하여 교통혼잡  안 성이 불량한 것으로 지 되었

다. 외부연계동선계획에 한 추가계획이 없고, 동선체

계가 매우 복잡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상되었다.

3.2 랜드마크타워 작품
용산국제 상설계안 5개안의 랜드마크타워 컨셉과 

조형미는 [표 7]과 같이 계획안별로 정체성과 개성을 

보여 다. A사의 랜드마크타워는 삼각뿔형태의 고층 

건축물이다. 높이 843m, 121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은 

한국의 발 과 기술력을 상징하고, 구조  안정성을 보

여 다. B사의 랜드마크타워는 마스터 랜의 컨셉인 

연꽃을 상징한다. 연꽃의 꽃잎과 같은 모양의 유려한 

곡선 형태로, 700m의 높이와 150층이다. 연꽃은 재생, 

동경, 번 을 상징한다. 

C사는 동양 인 철학이 녹아 있는 건축물이다. 음과 

양이 만나 솟구치는 모양을 상징하는 건축물은 역동

인 형태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연과 어울어짐을 상

징한다. C사의 랜드마크타워는 665m와 106층으로 이루

어진다. 

D사는 마스터 랜의 삼태극 컨셉이 랜드마크타워에 

녹아있는 형태이다. 삼태극  2개를 랜드마크타워로 

결정하여 높이에 따른 계(Hierachy)를 구축하 다. 

나선형태의 'Spiral'개념을 구 하고, 다이나믹한 형태

로 구성되는 독특한 모양의 건축물이다. 5개의 설계안 

 가장 낮은 층고를 보이며 85/63층과 485/350m로 이

루어진다.  

D사의 랜드마크타워는 3개의 건축물이 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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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용산국제현상설계 5개안 랜드마크타워의 입지

(Obsee)를 이루어, 기하학  모양으로 엮이는 형태를 

띄고있고, 이는 단일 타워와 차별성을 보인다. 한국의 

서 와 붓놀림에서 모티 를 얻은 E사의 작품은 동양

 세계 을 건축물에 투 하며, 충고는 135층과 750m

이다.

5개의 용산국제 상설계안의 랜드마크타워 입지는 3

개로 구분될 수 있다. 한강변에 입지, 단지 심부 입지, 

그 사이공간에 입지이다. 한강변에 입지하는 작품은 A

사이다. A사는 한강변에 고층(843m)의 건축물을 입

지시켜 한강과 함께 수직과 수평의 비를 보여 다. 

단지 심부에 입지하는 작품은 D사와 E사이다. 

D사는 삼태극의 컨셉형태로 3개의 나선형 축이 배치

의 기 이 되고, 1동의 업무시설과 1동의 업무와 숙박

시설로 구성된다. 동사이는 오 스페이스가 계획되어

있다. E사는 단지 심부에 배치되고, 단지 심 로터리

에 층 3개타워 로비가 분산배치 되며, 타워 정면도로

와 후면 오 스페이스에서 진출입한다. 

랜드마크 건물의 입지 특성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랜드마크 건물이 사이공간에 입지하는 작품은 B

사와 C사가 있다. B사는 단지 심과 한강변 사이에 입

지하며, 한강물을 끌어들여 조성한 마리나(Marina)

에 치하며, 이는 연못 에 떠있는 연꽃을 상징한다. 

B사의 배치공간은 유입된 수공간이 타워를 둘러싼 형

태이고, 동측으로 상업시설과 녹지를 연결시킨다. 차량

은 랜드마크 타워의 북측으로 연결된다. C사는 단지

심과 용산역사이에 배치된다. 한강으로부터의 기운과 

용산으로부터의 기운이 충돌하는 지 에 치하며, 용

산역 주변의 고 건축물과 어울어진다. 한강주변의 

Open space  건축물과 연계하여 용산역의 근

성과 한강의 조망을 품을 수 있는 치이다. 랜드마크

타워의 배치는 모든 면이 정면이 되는 배치이며, 모든 

향에서 상업시설로 근할 수 있는 배치이다. 

용산국제 상설계안의 랜드마크타워의 기능배치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5개의 설계안 모두 랜드마크타

워에 호텔과 오피스 그리고 층부에 Retail로 구성되

어 있다. 각 설계안의특징을 살펴보면, A사는 Serviced 

Apt가 고층부에 입지하고, 68층~70층에 Sky Garden  

스토랑(Restaurant)이 입지한다. 최상층부엔 드터

빈을 설치하여 풍력발 을 도모한다. B사는 호텔과 오

피스가 입지하며, 최상층엔 Sky 스토랑이 입지한다. 

C사는 최상층 망   Sky garden 100층 ～ 106층에

는 규모 공공시설이 입지한다. 규모 공공시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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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용산국제현상설계 5개안 랜드마크타워 기능배치

망 , Skygarden, 스토랑이 있다. D사는 최상층 

망   스카이가든이 입지하고, 드터빈을 설치하여 

풍력발 시설을 설치한것이 특징이다. E사는 최상층 

망   Sky Garden을 설치하고, 3개의 건축물이 연

결되는 부분에 4개의 환승로비  편의시설을 설치하

는 시설계획을 하 다.

4. 분석모형과 자료

4.1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chical 
Process)

본 연구에서는 건축가와 도시계획가의 시각 차이를 

분석하기 하여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chical Process)이 사용되었다. 계층분석법은 본 

연구와 같이 우선순 분석[3][4], 평가지표의 상  

요도 분석[9][14], 안의 선택[8]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

고 있다. 송복섭(2005)은 설계경기 심사방법으로 다기

 의사결정모형의 용을 극 으로 추천하고 있다.

계층분석법은 사티(Thomas L. Satty, 1980)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계층구조와 평가기 의 설정 → 설문조

사와 자료구축( 문가 설문조사-가 치산정-일 성검

정) → 종합평가(가 치산정- 안평가)의 단계로 진행

된다. 계층구조와 평가기 은 분석 주제에 따라 다양하

게 설정되며, 문헌조사나 문가의 인스토

(Brainstorming)을 통하여 완성된다. 설문조사와 자료

구축은 문가 설문과 일 성 검정을 통하여 구축된다. 

문가는 평가기 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기 의 

상  요도를 평가한다. 문가 설문 자료 에서 일

성검정을 통과한 자료만이 분석 자료로 사용된다. 설

문조사와 자료구축이 완료되면, 평가기 의 가 치분

석과 최종 안의 선택과 같은 종합분석이 진행된다. 

No
Yes

전략사업
평가기준

설문조사
가중치
선정

일관성
검정

종합평가

그림 1. 계층분석법 분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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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층구조와 평가기준
본 연구에서 설정된 계층분석법의 계층구조와 평가

기 은 [그림 2]와 같이 2단계, 8개 기 으로 설계되었

다. 평가 원간의 인스토 과 설계지침에 근거하

여 설정되었다. 상  평가기 은 마스터 랜과 랜드마

크타워 등 2개이며, 마스터 랜의 개념, 토지이용, 교통, 

사업성과 랜드마크타워의 개념, 입지, 기능효율성, 조형

미 등 총 8 개의 하  평가기 이 제시되었다. 이들 

AHP 분석을 한 계층구조의 설정과 이에 근거한 설

문은 국제설계경기지침과는 별도로 작성되었다. 

건축가와 도시계획가 그룹에 해서는 인스토

(Brainstorming)을 통하여 용산국제업무지구 국제설계

경기 지침을 마스터 랜과 랜드마크의 설계지침으로 

나 어 제시하 다. 마스터 랜의 설계 지침은 마스터

랜의 개념, 토지이용, 교통, 사업성 측면에서 제시되

었으며, 랜드마크타워의 설계지침도 개념, 입지, 기능효

율성, 조형미 측면에서 제안되었다.

용산역세권

마스터플랜 랜드마크타워

개

념

토
지
이
용

교

통

사

업

성

개

념

입

지

기
능
효
율
성

조

형

미

그림 2. 평가기준의 계층구조와 평가기준

마스터 랜의 개념은 계획개념과 략의 독창성에 

련한 제안이며, 토지이용은 많은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명소화와 장소 랜드를 만드는 배치를 요시하

다. 교통은 혼잡없는 근성과 걷고싶은 거리를, 사업

성은 비용을 이고 마 을 극 화 할 수 있는 설계

특화 방안이 요구되었다. 

랜드마크타워의 개념은 랜드마크 타워의 독창성과 

창조성을, 입지는 랜드마크 타워의 치의 정성과 주

변과의 조화에 한 제안 사항이다. 기능효율성은 층별 

용도배분과 이용효율을 요시 하 으며, 조형미는 형

태 인 독창성, 다양하고 재미있는 공간제시를 설계지

침으로 제시하 다.

마스터 랜

[개념] 계획 개념과 전략이 독창적이고 창조적인가 ?

[토지이용] 많은 국내외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어메니티가 높고, 단지의 
명소화/브랜드 배치가 이루어졌는가 ?

[교통] 교통과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걷고 싶은 거리를 제시되었는가?

[사업성] 비용(건설 및 운영 비용)을 줄이고 마케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설계 특화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랜드마크타워

[개념] 계획 개념과 전략이 독창적이고 창조적인가?

[입지] 랜드마크의 위치가 적정하며, 주변 건물과 조화로운가?

[기능효율성] 층별 용도 배분이 적절하고, 이용 효율(사계절 24시간/지
하공간/입체공간 활용)이 높으며, 안전한가?

[조형미] 형태적으로 독창적이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공간이 제시되었는
가?

표 10. 평가기준의 용어정의

4.3 설문조사와 자료구축
용산국제업무지구 국제설계경기(안)을 평가하기 

한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문은 상 평가기  

 하 평가기 간의 비교 문항과 용산역세권 국

제설계경기(안)의 평가로 구성되어있다. 설문항은 상

기 의 비교, 하 기 간의 비교 8개의 총 9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용산역세권 국제설계경기(안)

의 평가는 용산역세권 국제지명설계경기에 참여한 5개

의 해외공모참여사의 작품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

고, 5개의 작품별 11개의 문항을 1부터 9 까지의 

수를 기입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의 설문은 2010년 11월에 조사되었으며, 설문

에 참가한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는 7명씩 동수로 14명

이 문가 설문에 참여하 다. 여기서 도시계획가는 도

시계획  설계분야의 교수  연구원들이며, 건축가는 

건축설계를 공으로 하는 교수  설계사무소 표이

다. 14명의 문가는 2단계 계층구조를 가진 총 8개의 

평가기 에 따라 작품을 비교․검토하 다. 우선 문

가들은 설계사별로 제시된 작품을 검토하 고,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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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사의 작품을 8개의 평가기 에 맞게 정리한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작품 비교․검토가 가능하도록 하 다. 

한 5개사가 제안한 동 상을 시연하 다. 따라서 

문가는 3단계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작품의 장단 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문가 설문조사 후에 자료의 일 성CR(Consistency 

Ratio)을 검토하 다. 사티(Saaty)는 일 성 비율이 0.1 

미만이면 비교는 합리 인 일 성을 갖는 것으로 

단하고, 0.2 이내일 경우 용납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이

면 부족한 것으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CR(Consistency Ratio)이 0.2

이하의 자료만을 분석 자료로 구축하 다. 건축가와 도

시계획가  각각 2명은 일 성이 없는 것으로 별되

어, 분석에 참여한 문가는 총 10명으로 확정되었다.

표 11. 설문지 회수결과 

항목
조사 상

조사 상자
(명)

CR범  
과설문(매)*

최종분석 
설문(매)

건축가
그룹 7 2 5

도시계획가
그룹 7 2 5

합계 14 4 10
* 설문의 내용이 일관성이 없거나 분석에 이용할수 없는 설문지

5. 분석결과

5.1 건축가와 도시계획가의 평가기준 가중치 차이
건축가와 도시계획가의 시각 차이는 명확하게 나타

났다. 건축가는 [표 12]와 같이 설계 경기 작품을 평가

함에 있어 랜드마크타워(0.505)를 마스터 랜(0.495)보

다 약간 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반면에 도시계획가

는 [표 13]과 같이 마스터 랜(0.642)이 랜드마크타워

(0.358)보다 높은 평가 가 치를 용하고 있었다. 설계 

경기 지침의 인스토  과정에서 나타났던 상이 

그 로 반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건축가는 마스터 랜 에서 사업성(0.433)-토지이

용(0.293)-교통(0.181)-개념(0.093)순으로 평가기 을 

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랜드마크타워의 경우에는 

기능효율성(0.393)-입지(0.272)-조형미(0.178)-개념

(0.158) 순이었다. 건축가의 종합 요도는 사업성

(0.214), 랜드마크타워 기능효율성(0.198), 토지이용

(0.145), 랜드마크의 입지(0.137), 교통(0.090), 조형미

(0.090), 랜드마크타워의 개념(0.080), 마스터 랜 개념

(0.046)순이었다. 

분류 요도 분류 요도
종합 
요도

순

마스터
플랜 0.495

개념 0.093 0.046 8
토지이용 0.293 0.145 3
교통 0.181 0.090 5
사업성 0.433 0.214 1

랜드마크
타워 0.505

개념 0.158 0.080 7
입지 0.272 0.137 4

기능효율성 0.393 0.198 2
조형미 0.178 0.090 5

표 12. 건축가의 평가기준 가중치

분류 요도 분류 요도
종합 
요도

순

마스터
플랜 0.642

개념 0.170 0.109 5
토지이용 0.369 0.237 1
교통 0.213 0.136 3
사업성 0.248 0.159 2

랜드마크
타워 0.358

개념 0.177 0.063 8
입지 0.320 0.115 4

기능효율성 0.244 0.088 7
조형미 0.259 0.093 6

표 13. 도시계획가의 평가기준 가중치

이에 비해 도시계획가는 마스터 랜(0.642)이 랜드마

크타워(0.358)보다 요한 평가기  이었다. 마스터

랜은 토지이용(0.369)-사업성(0.248)-교통(0.213)-개념

(0.170) 순이고, 랜드마크타워는 입지(0.320)-조형미

(0.259)-기능효율성(0.244)-개념(0.177)순이다. 종합

요도는 토지이용(0.237), 사업성(0.159), 교통(0.136), 입

지(0.115), 마스터 랜개념(0.109), 조형미(0.093), 랜드

마크타워 기능효율성(0.088), 랜드마크타워 개념(0.063)

순이었다. 

건축가는 세부 이고 사업 인 요소가 더 요하

고, 도시계획가는 체 인 요소가 좀 더 요하 다. 

세부요소별로 살펴보면 마스터 랜에서 건축가는 사업

성이 토지이용보다 요하게 생각된 반면, 도시계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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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체 마스터 랜 랜드마크타워

합계마스터
랜

랜드마
크타워

총평가 개념
토지이
용

교통 사업성 소계 개념 입지
기능효
율성

조형미 소계

B사 32.6 26.8 68.0 2.5 9.3 5.7 13.9 31.5 4.9 8.8 12.1 5.8 31.6 63.1 
D사 26.2  24.8 49.0 2.7 7.4 4.3 11.3 25.7 4.4 7.1 10.9 5.0 27.5 53.2 
C사 25.7  26.8 53.0 2.3 8.0 5.0 10.3 25.6 4.4 8.0 9.7 4.6 26.7 52.3 
A사 23.2  23.3 46.0 2.1 6.9 5.0 10.3 24.3 3.7 6.7 9.9 4.0 24.4 48.7 
E사 17.8  24.3 41.0 2.0 7.2 4.1 8.6 22.0 4.9 7.8 9.7 4.3 26.7 48.7 

표 14. 건축가가 선호하는 설계경기 당선작

구    분

체 마스터 랜 랜드마크타워

합계마스터
랜

랜드마
크타워

총평가 개념
토지이
용

교통 사업성 소계 개념 입지
기능효
율성

조형미 소계

D사 56.5 32.6 91.0 10.1 19.9 11.2 16.4 57.7 5.9 10.4 7.5 8.4 32.3 90.0 
B사 61.6  29.0 101.0 8.9 20.4 12.7 12.4 54.4 6.1 10.9 8.2 9.2 34.4 88.9 
C사 53.9  29.0 77.0 8.8 20.6 12.6 13.2 55.2 5.1 9.2 7.3 7.2 28.7 84.0 
A사 43.6  20.8 69.0 6.9 16.4 10.8 12.7 46.8 3.7 7.6 6.2 6.0 23.5 70.2 
E사 41.1  25.4 67.0 8.1 15.9 8.7 9.9 42.6 5.1 8.8 6.6 6.8 27.3 69.8 

표 15. 도시계획가가 선호하는 설계경기 당선작

는 토지이용이 사업성보다 요하 다. 랜드마크타워

에서는 건축가는 기능효율성이 도시계획가는 입지가 

더 요하 다.

결과 으로 건축가는 마스터 랜보다는 랜드마크타

워가 약간 요하며, 설계시 사업성과 랜드마크의 기능

효율성, 토지이용 그리고 랜드마크타워의 입지가 요

하 고, 도시계획가는 마스터 랜이 랜드마크타워보다 

더 요하 고, 토지이용, 사업성, 교통 그리고 랜드마

크타워의 입지가 요하게 생각되었다. 

  

5.2 건축가와 도시계획가의 당선작 차이
건축가와 도시계획가가 선호하는 설계경기 작품도 

달랐다. 건축가의 체 수를 살펴보면 B사(63.1) - D

사(53.2) - C사(52.3) - A사(48.7) - E사(48.7) 순으로 

선호되었다. 도시계획가는 D사(90.0) - B사(88.9) - C

사(84.0) - A사(70.2) - E사(69.8)순으로 건축가와 작품 

선호의 차이를 보 다. 1등과 2등의 순서가 바 었다. 

각 요소별 수를 살펴보면 마스터 랜에서 개념의 

가장 높은 수를 받은 설계안은 건축가와 도시계획가 

모두 D사(2.5/10.1)의 설계경기 안을 선호하 다. 토지

이용은 건축가는 B사(9.3)를 도시계획가는 C사(20.6)가 

가장 선호하 다. 교통과 근성면에서는 도시계획가

와 건축가 모두 B사(5.7/12.7)를 높이 평가하 다. 사업

성면에서는 건축가는 B사(13.9)를 도시계획가는 D사

(16.4)를 높게 평가하 다. 

랜드마크타워요소를 살펴보면 건축가와 도시계획가 

모두 개념(4.9/6.1), 입지(8.8/10.9), 기능효율성(12.1/8.2), 

조형미(5.8/9.2)에서 가장 높은 수를 받은 B사의 설계

안을 선호하 다. 

도시계획가와 건축가의 작품 선호도 차이는 D사가 

마스터 랜  개념과 사업성부문에서 높은 수를 받

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시계획가의 요도 수가 사

업성이 두 번째로 큰 비 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크게 

부각되었다. 건축가의 마스터 랜 토지이용 수는 B

사(9.3) - C사(8.0) - D사(7.4)순인데 반해, 도시계획가

는 C사(20.6) - B사(20.4) - D사(19.9)순으로 선호하 다. 

사업성의 경우 건축가는 B사(13.9) - D사(11.3) - C

사(10.3)를 선호하 고, 도시계획가는 D사(16.4) - C사

(13.2) - B사(12.4)순으로 높게 평가하 다. 이 같은 결

과는 건축가와 도시계획가의 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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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는 SOM, Jerde Partnership, Studio Daniel 

Libeskind, Foster+Partners 그리고 Asymptote 

Architecture 등이 제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국제설계

경기 작품들을 상으로 건축가와 도시계획가의 시각

 차이가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하 다.

마스터 랜과 랜드마크타워의 2단계 계층구조를 가

진 총 8개의 평가지 으로 5개의 작품을 평가하 다. 

건축가와 도시계획가의 시각 차이는 평가 기 별 가

치를 통하여 분석되었으며, 선호하는 최종 당선작도 분

석되었다.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는 7명씩 동수로 14명이 문가 

설문에 참여하 다. 문가는 5개사 작품 검토, 평가기

별 5개사 작품 비교 검토, 동 상 검토 등 3단계의 비

교․검토를 통하여 작품의 장단 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문가의 설문 에서 일 성이 확보되

지 않은 문가의 평가 결과는 분석 상에서 제외되었다.

분석 결과, 건축가와 도시계획가의 시각 차이는 명확

하게 나타났다. 건축가는 랜드마크타워(0.505)를 마스

터 랜(0.495)보다 약간 요한 평가기 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반면에 도시계획가는 마스터 랜(0.642)에 랜

드마크타워(0.358)보다 높은 평가 가 치를 용하고 

있었다. 설계 경기 지침의 인스토  과정에서 나타

났던 상과 비슷한 결과를 보 다.

건축가는 사업성과 랜드마크의 기능효율성, 토지이

용 그리고 랜드마크타워의 입지를 요한 설계  평가 

요소로 고려하 고, 도시계획가는 토지이용, 사업성, 교

통 그리고 랜드마크타워의 입지가 요하게 평가되었

다.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는 공통 으로 사업성, 랜드마

크 입지, 토지이용을 요하게 고려하고 있었지만, 건축

가는 랜드마크의 효율성을 시한 반면에, 도시계획가

는 교통을 요시하 다. 

건축가와 도시계획가가 시하는 평가기 이 달랐기 

때문에 선호하는 설계경기 작품도 달랐다. 건축가의 

체 수를 살펴보면 B사(63.1) - D사(53.2) - C사(52.3) 

- A사(48.7) - E사(48.7) 순으로 선호되었다. 도시계획

가는 D사(90.0) - B사(88.9) - C사(84.0) - A사(70.2) - 

E사(69.8)순으로 건축가와 작품 선호의 차이를 보여 1

등과 2등의 순서가 바 었다. 

본 연구의 결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에 

한 건축가와 도시계획가 사이의 시각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건축가에게 도시계획  

안목을, 도시계획가에게 건축가들의 주안 을 알려주

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 향후 규모에 따른 개발사

업 계획안 공모시 마스터 랜의 기능성과 개별 건축물

의 조형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설계경기의 평가와 같이 설계안에 각 집단간

의 시각 차이는 평가 상 계획(안)의 규모와 입지, 구성

내용 등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며, 평가자별로 

주 인 평가항목간 비 의 차이 때문에 이의 표 화

나 객 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

만, 개발사업을 바라보는 그룹간의 시각차이를 반 함

으로써 사업의 성격에 따른 평가자의 선정 등에 본 연

구의 결과를 일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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