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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선부지 재생을 위한 건축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

플랫폼

개념을 적용한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계획안
이병일1), 최동혁2)
A Study on the Applicable Architectural Regeneration plan of the
Derelict Railroad Line Based on the Concept of the Platform

Byung-il Lee1), Donghyeog Choi2)

요 약
본 연구는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도시재생의 대안으로서의 폐선부지
활용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그 대상은 공원화 사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경춘선 숲길공원이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폐선부지가 갖는 역사와 장소성의 속성을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적용, 건
축공간의 계획요소로 치환하여 새로운 도시재생의 대안으로서의 폐선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건축적
해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계획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춘선 숲길공원에 새
로운 기능과 형태의 공간을 계획하기 위하여 과거 경춘선의 철도시설로서의 흔적과 역사의 장소로서
의 플랫폼 개념을 적용한다. 둘째, 경춘선 숲길공원에 남아있는 다양한 철도관련시설을 과거와 현재
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적, 형태적 계획요소로 활용한다. 셋째, 계획되는 각각의 플랫폼 공간
은 옛 승강장이 갖는 모호한 경계의 속성과 유동적 경계의 속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본 연구의 계획
안은 기억의 장소로서의 폐선부지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건축공간계획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핵심어 : 플랫폼, 산업재생, 철도, 폐선부지, 경춘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architectural design plan to utilize the derelict railroad site
as an alternative of the urban regenerat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Gyeongchun Forest Park.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pplies the concept of the platform as the property of the history and place of the
proposed site and proposes an architectural solution of the derelict railroad line utilization plan as an
alternative to the new urban regeneration. The contents of the proposal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the platform as a place property is applied to the architectural design proposal of the
derelict railroad site. Second, various railway facilities in Gyeongchun Forest Park is utilized as functional
and morphological planning elements that can share the values of the past and the present. Third, each
platform space is planned to have the property of the obscure boundary and the property of the fl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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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of the old railroad station platform. The proposal of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erms of that it
is architectural design plan which can reveal the identity of the derelict railroad site as a place of memory.
Keywords : Platform, Industries Regeneration, Railroad, Derelict Railroad Site, Gyeongchun Railroad Line
1.

1.1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100여 년간의 급속한 근대화를 통해 산업사회는 빠르게 발전해 나갔다. 산업시설 중 철도
는 전국 각지에서 이용한 교통 및 수송수단이다. 산업시설로 우리나라 각지에 부설된 철도는 산
업발전의 원동력으로서 크게 이바지하였다. 하지만 철도의 일부구간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기
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사용되지 않는 철도는 점차 사라지거나 도시에 방치되게 되었다.[1]

역사

적, 문화적, 산업적 가치를 상실한 채 방치된 철도는 도시의 기능과 미관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
하였으며 도심 슬럼화 요인의 하나가 되어 철도 폐선부지는 도심 내 안전 사각지대로서의 문제점
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 일부 지역에서 이 폐선부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 의하여 자연
경관공원 혹은 지역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산업유산으
로서의 폐선부지가 갖는 장소성과 역사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폐선부지에 적합한
사업의 방식을 도출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일부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원화 사업
역시 폐선부지가 갖는 장소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폐선부지가 갖는 역사와 장소성의 속성을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적
용, 건축공간의 계획요소로 치환하여 새로운 도시재생의 대안으로서의 폐선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건축적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도시재생의 대안으로
서의 폐선부지 활용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그 대상은 공원화 계획에 의하여 생겨난 경
춘선 숲길공원이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폐선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도시
재생사업의 사례를 살펴보고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의 한계점과 시사점을 고찰한다. 둘째,
폐선부지의 장소성으로서의 플랫폼 개념의 속성을 바탕으로 건축공간계획에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
와 새로운 컨텐츠를 제안한다.

셋째, 플랫폼의 개념을 연구대상지에 적용, 폐선부지가 갖는 장소

성을 물리적 형태로 재구성하여 건축공간으로 구체화한 계획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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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폐선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계획

폐선부지 도시재생계획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기존의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함으로서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
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
는 일이다.[2] 도심 쇠퇴의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던 폐선부지 역시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위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지자체와 민간단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로 폐선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의한 도시의 양적, 질적 발전이 모색되고 있다.
[표 1] 국내/외 폐선부지의 재생 사례[3]
[Table 1]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eneration examples of the derelict railroad[3]

대상지
국
내

국
외

2.2

이름

구간

프로그램

재생방법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

군산역 ~
페이퍼코리아 공장

벽화, 의상대여점

과거 마을의 풍경을 테마로
한 재생

광주

푸른길 공원

광주역 ~ 효천역

공원, 열차도서관

주민 참여형 재생

뉴욕

하이라인파크

미트패킹 디스트릭트
~ 사이드야드

도심고가공원,
상점, 공방

녹지와 인공구조물의 조화

프랑스

베르시 빌라주

파리12구역
버려진 와인창고

산책로, 상점,
영화관, 서점

시설 개조를 통한 공간
재이용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계획

3구간 :

2구간 : 신공덕역

광운대역

1구간 : 공동주택

화랑대역

[그림 1] 경춘선 숲길공원 구간[4]
[Fig. 1] Gyeongchun Green Park Sectio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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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경춘선은 복선전철 개통으로 2010년 청량리발 춘천행 무궁화호
를 마지막으로 운행이 중단되었다.

이후 흉물로 방치되던 폐선부지는 도심재생의 일환으로 부지

를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화랑대역부터 옛 성북역 방향으로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경춘선

숲길공원은 길이 6.3km의 규모로 주변 사람들에게 넓은 산책로와 녹지공간을 제공해 삶의 질 향
상을 도모하고 지역 부흥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었다.[5] 그러나 2구간 옛 신공
덕역 대지에 계획되었던 공원과 연계한 행복주택사업이 주민과 서울시의 마찰로 중단되어 하나로
이어져야 하는 공원이 옛 신공덕역을 기점으로 둘로 나눠지게 되는 등, 기존 계획과는 다른 모습
으로 나타나는 사업시행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였다.[5] 무엇보다도 재생의 방법으로 제안된 경
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은 부실한 프로그램과 컨텐츠가 문제로 드러난 사업으로서, 이는 폐선
부지가 갖는 역사성과 장소성에 대한 인식부족에 의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
구는 폐선부지가 갖는 역사성과 장소성의 개념을 건축공간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플랫폼의 개념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3.

3.1

플랫폼 개념을 적용한 폐선부지 활용계획

플랫폼 개념

시대가 변하면서 플랫폼의 정의는 점점 변화해 왔다. 과거 철도의 승강장을 의미하던 플랫폼은

場

점점 그 의미가 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었다. 건축에서는 하나의 마당 혹은 장( )과 같
이 형태가 평평한 공간 등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그림 2] 플랫폼의 정의[6]
[Fig. 2] Definition of the platform[6]

場

본 연구에서의 플랫폼 개념은 옛 의미의 철도 승강장으로부터 현재의 의미의 건축의 장( )까지
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경춘선 폐선부지에 적용될 플랫폼 개념은 물리적 공
간으로서의 대지의 속성과 시간적 의미로서의 역사성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물리적 공간으로서

의 개념적 장소의 플랫폼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는 공간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경춘선 폐선부지
에 새로운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이제는 사라진 경춘선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는 기억의 플랫폼
(Memorial Platform)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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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플랫폼의 모듈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경계에 의하여 구획되는 사적인 공간을 인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최
소한의 사적공간의 거리를 플랫폼 모듈의 최소단위로 설정하였다. 한 사람이 만들어 내는 최소한
의 단위공간의 플랫폼으로부터 여러 사람이 만들어 내는 큰 공간의 플랫폼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플랫폼 모듈이 경춘선 숲길공원 전반에 걸쳐 구성되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담는 공간으로 계획되고 부지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와 특성으로 변형되어 적용된다.

[그림 3] 플랫폼 모듈[6]
[Fig. 3] Platform module[6]

3.3

경계공간으로서의 플랫폼

철도 역사의 옛 승강장은 내부도 외부도 아닌 공간의 모호성을 가진 장소로서 폐선부지가 지닌
공간정체성의 상징이다.[6]

철도 승강장은 시각적, 물리적으로 개방된 장소로서 모호한 경계공간

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공원화 사업으로 승강장과 옛 역사를 철거함에 따라 폐선부지에서 느낄
수 있는 경계공간으로서의 플랫폼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폐선부지의 공간

정체성으로서의 경계공간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여 옛 승강장이 갖는 모호한 경계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공간적으로 재 형상화할 것을 제안한다.
4.

4.1

계획안

계획개념

본 연구의 계획안은 서울시의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으로 만들어진 경춘선 숲길공원에
과거 경춘선의 흔적과 역사를 플랫폼의 개념을 적용하여 새로운 기능과 형태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경춘선 숲길공원은 행복주택사업 중단에 따른 물리적 단절로 인하여

공원 자체가 갖는 구심적 공간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결과 주변의 경제적 인프라의 배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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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용 행태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4]

이는 과거 산업, 상업 및 교통의 흐름만이 존재하

던 이 지역에 새로운 녹지의 흐름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춘선 폐선부지의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 따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화 사업으로 인하여 장소성의 본

질이 흐려진 경춘선 숲길공원에 산업유산으로서의 폐선부지의 명확한 가치를 부여하고 누구나 확
인할 수 있는 역사의 기억으로서의 장소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4.1.1

플랫폼을 이용한 경춘선 숲길공원 인프라 격차해소

[그림 4] 대지 분석
[Fig. 4] Site Analysis

경춘선 숲길공원은 약 120.000 의 넓은 녹지로 구성된 오픈 스페이스이다. 경춘선 숲길공원 주
변은 각 구간마다 주거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의 인프라 역시 구간에 따라
격차가 심한 편이다. 숲길공원 조성으로 주변상권이 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공원
주변의 인프라 격차는 해소되지 못하였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 휴식 공간의 부족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장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
정 규모의 플랫폼을 각 구간에 고르게 분산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계획되는 각각의 플랫폼은 커
머셜 플랫폼, 커뮤니티 플랫폼, 아트 플랫폼,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4.1.2

산업유산의 활용

[그림 5] 산업유산의 활용
[Fig. 5] Utilization of the industrial heritage

경춘선 숲길공원은 과거 경춘선 철도가 있었던 곳으로 철도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유산이 대지
전반에 남아있다. 지난 역사의 흔적을 담고 있는 철로, 신호등, 방음벽 및 블록담장 등은 그 기능
적 역할을 다함에 따라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산업유산의 가치는 경제적 효용성만으로

평가될 수는 없으며 산업유산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되살리는 것 역시 재생의 주요한 계획의 요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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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과거와 현재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숲길공원의 계획요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과거 철도로서의 경춘선은 움직임과 머무름이 공존하는 장소였다. 본 계획안에서 제안하는 플
랫폼 공간은 빠른 속도의 움직임에 의하여 상징되는 철도가 사라지고 만들어진 숲길공원에서 과거
의 움직임과 머무름을 기억할 수 있고 현재와 과거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건축적 장치이다.
4.2

배치 계획

[그림 6] 배치계획
[Fig. 6] Site Plan

경춘선 숲길공원은 6.3km 길이의 공원으로 각 구간에 따라 요구되는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경춘선 숲길공원의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행위를 기준으로 경춘선 숲길공원 3개 구간에 커뮤니티 플랫폼, 커머셜 플랫폼,
그리고 아트 플랫폼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갖는 공간을 계획할 것을 제안한다.

계획된 각각의

플랫폼 공간은 사람들의 움직임의 결절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각각의 플랫폼은 그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구조를 갖는다.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에 존재하는 산업유산으로서의 철도관련시설
들은 사람들의 동선을 유도하는 기능적 계획요소로서의 역할과 옛 철도시설의 역사적 흔적을 상징
적으로 드러내는 형태적 계획요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4.3

평면 계획

4.3.1

커뮤니티 플랫폼

[그림 7] 커뮤니티 플랫폼
[Fig. 7] Community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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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주거, 상업지역의 교차점에 위치한 옛 신공덕역 인근 부지에 계획되었던 행복주택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현재 경춘선 숲길공원은 이곳에서 공간적으로 단절되었다.

따라서 이곳의 공간

적 연속성의 회복을 위하여 이 공간에는 광장을 중심으로 옛 신공덕역의 형태를 복원한 과거의 흔
적과 현재의 공간이 공존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계획한다.

이 커뮤티니 플랫폼은 옛 승강장이

갖는 모호한 경계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공간적으로 재 형상화한 공간이다.
4.3.2

커머셜 플랫폼

[그림 8] 커머셜 플랫폼
[Fig. 8] Commercial platform

커머셜 플랫폼은 아파트와 주택 등의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경춘선 숲길공원 3구간에 계획된
다. 과거 경춘선이 운행될 당시에 이곳은 주거단지를 단절하는 경계의 장소였다. 따라서 이곳에
는 단절된 관계의 복원 개념으로서의 커머셜 플랫폼을 계획한다. 이 커머셜 플랫폼은 고정된 형

場

태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하여 완성되는 하나의 마당 혹은 장( )과 같은 형태의
공간으로 계획된다.
4.3.3

아트 플랫폼

[그림 9] 아트 플랫폼
[Fig. 9] Art platform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지역은 인구에 비해 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아트 플랫폼은

이 지역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문화를 담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경춘선 숲길공원 1
구간에 위치한 아트 플랫폼은 화랑대역 주변 문화공간의 연장이며 가장 작은 사적공간의 단위모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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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큰 공간의 모듈이 공존하는 공간의 플랫폼이다.
4.4

단면 계획

[그림 10] 단면도
[Fig. 10] Sections

경춘선 숲길공원에 계획되는 3개의 플랫폼은 물리적으로 구획된 공간이 아니라 경계공간으로서
의 모호함을 담을 수 있고 사람들의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유동적 경계를 갖는 공간으로 계획된
다. 또한 폐선부지 플랫폼의 공간적 속성으로 움직임과 머무름의 행위를 입체적으로 구분하여 머
무름의 행위를 담을 수 있는 장소로서의 지하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4.5

입면 계획

[그림 11] 입면도
[Fig. 11] Elevations

본 계획안에서 제안하는 플랫폼의 공간은 빠른 속도의 움직임에 의하여 상징되는 철도가 사라
지고 현재의 느린 속도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장소에 계획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획안
입면계획의 주요개념으로 상징적 표현의 의미로서의 속도의 변화를 형상화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과거의 물리적 실재로서의 열차 플랫폼 건축공간의 형태요소를 차용하여 건축물의 형태에서 과거
의 기억을 유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도시재생의 대안으로
서의 폐선부지 활용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폐선부
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사례를 살펴보았고 본 연구의 계획대상지인 경춘선 폐
선부지 공원화 사업의 한계점과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폐선부지의 장소성으로서의 플랫폼

개념의 속성을 건축공간계획에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로 치환하여 물리적 형태로 재구성한 계획안
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계획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경춘선 숲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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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행위를 기준으로 커뮤니티 플랫
폼, 커머셜 플랫폼, 그리고 아트 플랫폼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갖는 공간을 계획한다. 둘째, 경
춘선 숲길공원에 남아있는 다양한 철도관련시설을 과거와 현재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적,
형태적 계획요소로 활용한다. 셋째, 각각의 플랫폼 공간은 옛 승강장이 갖는 모호한 경계의 속성
과 유동적 경계의 속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계획안은 공원화 사업으로 인

하여 장소의 본질이 흐려진 경춘선 숲길공원에 폐선부지의 명확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기억의
장소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건축공간계획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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