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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건축사사무소아크바디를 통해 활동하며 홍익대학교 겸

임교수로 설계스튜디오를 진행하고 있다. 학위과정에서 주된 연구과

제인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로서 보바스기념병원, 노인주거복지시

설인 더헤리티지 외 중국화산재활중심의료센터 등 국내외 노인의료복

합시설들을 실현하였다. 

2014 마포석유비축기지 국제공모에 2등을 수상하며 시작된 공공건

축에 대한 제안은 최근 2017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2019 방화동 

행복주택, 2021 장지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등에 당선되

어 도시와 건축에서의 공공성과 일상성에 대한 제안들로, 공동주거, 

문화시설, 복합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Jangji, Seoul Compact City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건축주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건축가 ㈜건축사사무소아크바디 김성한

디자인팀 김형연 김새미 심은정

구조
 
CS구조기술사사무소

기계엔지니어 ㈜미래설비 엔지니어링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주요용도  공영차고지, 행복주택, S.O.C

대지면적 38,119.40㎡
 

건축면적 26,328.89㎡
 

연면적 116,182.49㎡
 

규모 지하1층 지상24층
 

높이 106.1m
 

주차 행복주택 282대, SOC 104대, 차고지 150대 버스 340대
 

건폐율 66.45%
 

용적률 191.12%

설계기간 2020. 05~ 2021. 12(예정)

시공기간 2015. 04~ 2016. 06
 

Architecture Overview Architect Profile_ 김성한(Sunghan Kim)

홍익대학교 겸임교수

㈜건축사사무소아크바디 대표

서울시 공공건축가

Adjunct Professor, Hongik University

Principal, Arcbody Architects Co.,Ltd.

Public Architect of Seoul City

iam@arcbo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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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 컴팩트시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차고지가 

주변 위례 신도시개발에 따라 주거지의 한복판에 들어오게 되면

서, 차고지를 복합화하여 공공주택문제와 SOC의 공급, 공원 녹

지의 확보 하면서 차고지를 현대화하고자 하는 기획으로부터 시

작된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미래에너지부지(수소 및 CNG충전소)

로 전체 대지면적의 20%에 해당하는 6,000제곱미터를 확보하도

록 되어있다. 

하나의 대지에 이질적인 기능을 복합하다 보니, 인근주민, 버스

차고지 등 여러 당사자간의 이해충돌에 있어서 쉽지 않은 프로젝

트이고, 현재도 복잡한 과정과 민원을 중재해가며 설계를 진행하

고 있다. 

특히 행정적으로 장지에 포함되지만, 장지지구로부터 외곽순환도

로 건너 위례신도시에 면하는 대지의 특성상, 같은 지역주민 중에

도 장지지역과 위례지역 주민간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심지어 SOC를 양쪽으로 나눠달라는 민원까지 공식석상에서 나

올 정도였다. 

한정된 도시자원을 복합화 집적화 하고 이질적인 프로그램을 적

층 시킨다는 구상은 컴팩트시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

재생의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340대의 시내, 공항버스가 24시간 

움직이는 차고지시설을 인공대지로 덮어서 공원을 만들고, 그 위

에 약 750세대의 행복주택과 SOC를 구성하는 것으로, 차고지 상

부에 조성되는 인공대지와 대지 동측을 흐르는 장지천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생각하였다. 

조성된 인공대지가 주거지의 영역과 공공의 공원영역으로 구분되

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동의 배치는 일반적인 주동 배치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대지 남서측으로 집적되도록 하였다. 

결국 SOC의 입면이 되는 장지천변의 램프형태의 테라스를 통해 

상부 공원의 개념이 장지천까지 확장되면서 최대한의 공원과 그 

가운데 SOC가 중심공간으로 도시의 풍경을 만들어내게 된다. 

SOC시설은 지역커뮤니티의 중심공간으로, 일상적으로 이용하기 

쉽고, 아름다우며, 공공성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복합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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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국교육시설학회학회지   제28권  제02호   (통권 141호)

차고지와 같은 다른 시설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거

주자의 영역과는 분리되어야 한다. 대지의 특성상 섬

과 같이 고립된 대지의 조건에서 다양한 접근방식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한 디자인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 

버스차고지로서 TOD의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버스차고지

의 소음,진동의 영향과, 화재위험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협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현상설계 단계에서 SOC시설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은 설계자가 제안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최초에 

도서관, 다목적 강당과 25m 4레인 규모의 수영장 및 

피트니스를 계획하였지만, 수영장규모의 확대. 또는 

50미터 경기용 수영장의 도입 등 지역주민을 포함한 

거버넌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25미터 7레인과 어린이 풀, 유아풀 설치. 실내골프연

습장을 포함한 피트니스를 계획하고, 최초 SOC수요

분석에서 부족하다고 제시되었던 도서관은 인근에 

새로이 공공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제외되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2배 정도로 확장하며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공공프로젝트에서와 같이 정확한 SOC의 수

요분석와 프로그램이 공모단계에서 제시되지 않고, 

설계 진행단계에서 운영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

각하기 시작하고, 심의의견이나 거버넌스의 의견을 

통해 변경되는 문제는 다른 여러 현상설계를 통해 실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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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는 SOC시설이나 공공건축들과 마찬가지로 숙

고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용자

가 원하는 시설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주민참여 거버

넌스는 분명 필요한 부분이지만, 시민의견수렴의 방

식에 대한 체계가 세워져야 하며, 시민의 의견을 참고

하여 전문가에 의해 정밀하게 기획된 프로그램이 성

공적으로 작동하는 SOC에 필수적일 것이다. 지금 

현재의 계획은 현상설계안의 외형은 유지하면서 내

부 계획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상설계안을 게

재하기로 하였다. 장지천으로 향하는 열린공간으로

서 다층의 공간을 다양한 경로로 연결하는 SOC를 

만들고자 한 것이 이 안의 주된 계획의 개념이었다. 

한정된 도시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존

의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도시인프라와 주거, 복지, 

문화시설을 복합화하는 시도는 고밀화 되는 도시에

서 하나의 건축적 실험으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학생 졸업작품으로 제안될 법한 주제가 현실에

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유래 없는 새로운 형식의 도시,건축적 실험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좀 더 유연한 사회적 지지

가 필요할 것이다.

⑫

⑪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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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⑭

⑬⑩  외부공간의 액티비티
⑪ 차고지 단면 개념도
⑫  투시도 (장지천변과 공원의 연결)

⑬ 현상설계안 평면도 (1층)

⑭ 현상설계안 평면도 (2층)

⑮ 현상설계안 평면도 (3층)

*이미지 출처 :건축사사무소아크바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