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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 Conversion Platform -
Changdong-Sanggye Start-up and Culture Industry Complex

윤  정   / (주)시아 랜건축사사무소 사장
Yoon, Jeong Hyun / SIAPLAN ARCHITECTS & PLANNERS, President
jeonghyun.yoon@siaplan.com 

1. 사업개요

1.1 사업배경

창동·상계 지역은 ｢2030서울 랜｣의 동북부 역 심지

로서, 그 상에 맞는 경제와 문화의 심지로 도약하기 

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본 사업은 도

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서 창동·상계 지역에 창업육

성  문화기능을 조성하기 해, ‘동북권 창업센터’에서 

육성한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서울아 나'와 연계한 

‘창동·상계 창업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

이다. 

그림 1. 창동·상계 창업  문화산업단지 배경

1.2 사업목적

1) 일자리 창출을 한 공공 창업인 라 조성

‘창동·상계 창업  문화산업단지’는 창업문화 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  고용 기반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창업시설 (청년창업오피스, 문화산업오피스, 

문화산업인 라)과 이에 부수되는 창업창작 지던스(오피

스텔)가 공간·기능 으로 연계되어 인 ·정보 공유가 활발

히 일어나는 아이디어 소통 공간으로의 조성이 필요하며, 

창업기업의 성장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2) 지역 주민을 한 커뮤니티 친화형 복합 문화공간으

로 생활·여가 인 라 조성

창동·상계 지역은 문화산업  생활·여가 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 문화·생활·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 라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창동·상계 창업  문화산업단

지’에 계획된 ‘문화집객시설’은 인 부지의 도입시설과 연

계되어야하며, 문화가 결합된 공간 계획과 구성이 필요하

다. 이를 통해 문화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

고 있는 문화시설 계획이 필수 이다.

3) 주변과의 연계  계 구축

주변에서 진행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려하여, ‘복

합환승센터~ 상지~서울아 나’ 연계에 한 장기 이고 

통합 인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지 주변으로 건립

정인 ‘복합환승센터’, 진행 인 ‘서울아 나’ 등은 공간

·기능  연계에 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 한, 동

북권의 문화 심지로서의 상징이 되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서도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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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의 개

2.1 설계 컨셉

그림 2. 수직  열린 공간 그림 3. 교류의 랫폼

그림 4. 자연의 경험 그림 5. 열린공간의 연계

1) 수직  열린 공간 (Vertical Open Space)

지속가능하고 창의 인 환경의 요한 요소는 자연친화

인 오 스페이스 공간감에 있다. 부지 내 최  오 스페

이스를 확보하기 해 수평  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수

직 으로 확장된 오 스페이스는 다면 으로 확장, 연계된다. 

2) 교류의 랫폼 (Interactive Platform)

다방향으로 개방된 수직  랫폼(Vertical Platform)은 

도시와 모든 방향에서 소통하며 을 만들어낸다. 다양

한 문화와 시민이 마주치며 만들어 내는 활동(Surrounded 

Activities)은 새로운 문화 창업 생태계를 형성한다.

3) 자연의 경험 (Green Pieces)

인간 심의 건축물은 건물과 가까이 있는 편안한 자연

의 경험을 목표로 한다. 각각의 시설은 최소한 한 면은 자

연에 하게 되며 녹의 공간들은 도시에서부터 건물 내부

까지 이어지며 시민 교류와 휴식의 공간을 형성한다.

4) 열린 공간의 연계 (Open Space Network)

4개의 거  오 스페이스를 심으로 연결된 연속 인 

오 공간은 복합환승센터 - 아 나 - 랑천까지 녹지의 

축을 형성한다. 각 부지내의 오 스페이스는 지속가능한 

창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아쇠(Trigger)가 된다.

2.2 계획의 주안점

진정한 4차 산업의 업무공간은 가상 온라인 세계이며 

‘내가 있는 곳이 곧 일터’, ‘사람이 사는 곳이 곧 일터’라는 

직주일체형 발상 환을 통해 도시의 자족성을 형성하려 

한다. 이러한 사고를 심으로 창업  문화산업단지는 동

북권 창업센터와 공간, 기능 으로 연계되어 인 ,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일어나는 창업문화의 소통공간이자 스타트

업 기업을 가속화하는 시설로 조성한다.

1) 수직  랫폼 (Vertical Platform)

문화창업시설이 공간, 기능 으로 연계되고 성장 단계별 

발 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수평 인 공간의 집약보다는 

수직  공간 조성을 통해 성장단계별 인 , 정보 공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구조로 계획했다. 한, 수직 동선으로 

동선이 단축되어 다양한 입체  공유공간들을 할 수 있

게 되고 수직  시설 집 화로 넓은 외부공간이 조성 가

능하다. 

그림 6. 

매스의 삭을 통한 

열린 공간 확보

(Intruding Open Space)

그림 7. 

수평  구성에서

수직  공간 확장

(Raise Wall Up)

그림 8. 

수직  매스에서

공간의 수평  인출

(Extrude Horizontally)

2) 열린 담장 (Open Wall)

지역에 기반하는 창업·문화 산업 생태계 구성을 해서 

다양한 로그램을 수직 으로 층하고 열린 공간을 통

해 이를 연결하 다. 랜드 스 이 를 통해 연결된 커뮤니

티 공간은 서로 다른 로그램 간의 마주침을 유도하고 

새로운 이벤트를 만든다. 

그림 9.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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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코어 내부 경

3) 수평  코어(Horizontal Core)

열린 담장(Open wall) 내

부의 수평  코어는 수직 동

선과 연계하여 장방형에 배

치된 공간들을 연결하는 수

직  랫폼(Vertical Plat-

form)의 심축이자 이 

공간이다. 한 내부 동선

의 기능 인 역할 뿐만 아

니라 커뮤니티가 일어나는 

회랑(Corridor)의 역할을 하

고, 친환경 입면시스템을 고

려해 서측의 일조량을 조

해주는 차양의 역할도 하는 복합 인 공간이다. 

3. 건축계획

3.1 개요

그림 11. 조감도

구    분 내   용

    치 서울특별시 도 구 마들로 17길 74 일원

용    도
문화창업오피스,

문화집객시설, 창업창작 지던스

지면 10,746.00㎡

건축면 5,697,46.00㎡

연 면 156,263.33㎡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규모 지하8층 / 지상17층/ 지상45층

주차개요 계획 : 1,440  (법정 : 1,341 )

표 1. 창동·상계 창업  문화산업단지 개요

3.2 배치 및 공간구성

지의 근성을 높인 수직  랫폼(Vertical platform)

을 통해 형성된 오 스페이스는 4개의 자연의 조각(Green 

Piece)으로 나뉘고, 선큰 공간(Sunken Corridor)과 함께 

거주자의 휴식공간과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의 명소가 될 것이다.

그림 12. 배치도

3.3 평면계획

그림 13. 4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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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12층 평면도 

그림 15. 14층 평면도

3.4 입면 및 경관 계획

그림 16. 동측 랑천변에서 바라본 모습

창동·상계 권역에서 보이는 건축물의 이미지는 독특한 

외 과 다양한 볼륨감을 통해 거  매스의 스 일감을 완

화하고, 리드미컬하고 새로운 도시경  이미지를 갖게한

다.. 북쪽의 도로에서 마주하는 경 은 열린 담장(Open 

wall) 면부의 틸 버 구조로 된 매스와 하부의 비움의 

공간으로 개방성을 극 화하고 지역의 명소화가 된다.

4. 에필로그

4.1 계획의 완성

그림 17. 창업 문화 생태계의 단면

본 당선안은 수평  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수직 으

로 확장된 오 스페이스가 연속 , 입체 으로 계획되어 

공유공간으로써 다양한 로그램을 담고 도시를 연결시키

게 될 것이다. 다방향으로 오 된 열린 담장(Open wall)은 

도시와 모든 방향에서 소통하며 을 만들고, 랑천변

에서의 모습은 창동 상계지역의 상징성과 더불어 삭된 

면들이 녹지로 채워지며 시민과 교감한다. 이 공간들은 편

안한 자연의 경험을 목표로 하며, 어떠한 층에서도 최소 

한면은 자연과 하는 녹지 공간, 휴식과 경험의 공간을 

형성한다. 내부에는 문화와 창업을 담은 다양한 공유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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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연속 으로 배치되어있다. 기존의 획일화된 분류 형

식의 로그램 분리에서 벗어나, 이용자 동선 심의 라이

 스타일과 연결된 로그램 재배치로 새로운 시 의 

로그램과 문화, 커뮤니티의 생성을 통해 새로운 창업 문화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

4.2 국제공모 심사평 

그림 18. 서측 복합환승센터 에서 바라본 모습

본 사업을 한 국제설계공모가 2018년 2월에서 5월동안 

2단계를 통해 개최되었다. 1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시아

랜 건축사사무소,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Nodo 17 Group, 

과 지명 청 업체인 Toyo Ito & Associates, 조병수건축연

구소, 건축사사무소 OCA, Steven Holl Architects, 총 7개 

참여자의 제출 작품을 심사하여 당선안 으로 본 시아 랜 

건축사사무소안이 선정되었다. 

심사 원들은 향후 건설될 복합환승센터와 서울아 나

를 잇는 지의 특징과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의 

복합성을 이해하고, 서울동북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

어넣을 수 있는 창의 이면서 완성도가 높은 안을 선정하

고자 하 다. 심사 원들은 각자의 평가 과 요소를 밝

히고 토론을 거쳐 최종 으로 ‘Conversion Platform’을 당

선작으로 선정했다.

7명의 심사 원이 당선작을 평가한 내용은 다음 세 가

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환승 센터와 서울아 나를 연

결하는 도시의 축선 상에 장을 배치하고, 층부의 문

화, 상업 공간과 연결하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

어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둘째, 서울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SH가 주도하는 공공사업이면

서도 민간 리츠(REIT)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의 복합성을 

고려하여, 창업공간, 주거공간, 문화상업공간의 매스와 동

선을 수평, 수직으로 명확히 분리하여 향후 여건에 유연하

게 응할 수 있도록 하 다. 셋째, 단순하면서도 정제된 

기하학  형태의 건축물은 주변 도시경 을 압도하지 않

으면서 시각  공간 으로 새로운 도시건축이 될 것으로 

보았다. 심사 원은 도시재생의 시 에 서울 동북부에 경

제, 문화, 상업, 주거의 명소가 들어설 것을 기 하면서 공

공성과 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Conversion Platform을 

당선작으로 선정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