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광명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광명시 경관계획 수립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12.

㈜ 수 성
㈜ 휴다임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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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

내용적 범위



위치 : 광명시 행정구역 전 지역



경관계획 수립목표 설정



면적 : 38.5㎢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구상

시간적 범위



경관기본계획



기준년도 : 2014년



실행계획



목표연도 : 2020년



경관가이드라인

■

■

| 그림 1-1 | 광명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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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배경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법」 제정(2007.05) / 개정(2014.02)

- 「경관법」제정 및 개정에 의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
‧
위한 적용기준의 법적근거 마련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경관법」개정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권자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경관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 시설
사업 및 개발 사업의 범위를 정함


차별화된 광명시 이미지 형성

- 서울시와 인접한 베드타운 이미지가 강하여 광명시 개성을 살리는 지역 정체성 확보가 필요함
- 광명시의 급속한 개발변화를 반영한 도시이미지 형성이 필요함
-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됨


시민 삶의 질 향상

-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질 높은 경관 형성의 기본
틀이 되는 경관계획 수립이 필요함
-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관 보전관리형성
‧
‧
방안이 요구됨

■



계획의 목적
바람직한 광명시 도시경관 미래상 창출

- 경관관련 법제도를 연계한 경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통합적인 방향성을 제시함


지역의 잠재력 발굴, 개성을 살리는 정체성 확보

- 광명시 고유의 개성을 살리는 도시경관을 창출함


시민이 공감하는 경관 형성

-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관 형성관리유도
‧
‧
방안을 수립함

| 그림 1-2 | 배경 및 목적

4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



기대효과
광명시 경관의 큰 틀 정립

- 광명시 경관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명시의 도시이미지 형성
- 경관 보전관리형성을
‧
‧
위한 중장기적인
‧
기본계획 수립
- 경관 권역축거점
‧ ‧
계획 등을 통한 경관적 기틀 형성


체계적인 도시 디자인 정책 추진

-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색채, 야간경관 등 경관요소별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시
- 개발사업,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등의 심의기준 마련
-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공공공간, 공공건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


지속 가능한 경관실천수단 확보

-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별 실천계획 수립
- 경관행정 및 제도적인 연계방안 구축
- 시민과 함께 조성관리하는
‧
경관 형성관리유도
‧
‧
기반 마련

3. 계획의 성격 및 위상


「경관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 인구 10만 이상 의무 수립(광명시 현재 인구 : 349,912인1))


우수한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
‧
위한 정책의 방향 설정 및 도시의 경관구조에 대한 계획



경관 관련 계획 수립 시 참조되는 기본계획이며, 특정지역 개발에 대한 지침적 성격의 계획
| 표 1-1 | 계획의 성격 및 위상
구 분

내 용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
수립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 및 경관계획‧사업‧협정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경관관련 제도의 종합적인 관리(통합적, 지침적, 단계적 실천계획)

「경관법」에
따른 법정계획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경관기본계획의 골격 수립[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경관‧미관지구 지정 등)[제14조]
주요
실행수단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사업의 시행[제16조~제18조]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의 도입[제19조~제25조]
 경관 심의 강화(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제26조~제28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29조~제31조]

경관계획
수립지침

 관할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 제시
경관계획

 경관 권역‧축‧거점 등 경관관리단위 설정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제시

*자료 :「경관법」[제정(2007.5.17.), 개정(2013.8.6, 시행 2014.2.7.)], 경관계획 수립지침[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2014]

1) 광명시 인구 : 광명시 민원토지과, 2014년 8월말 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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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의 흐름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경관계획 수립단계를 경관계획 수립목표 설정,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실행계획, 경관가이드라인 등 6단계로 설정하여 진행함

- 경관계획의 수립목표 설정 : 광명시의 체계적효율적
‧
경관관리 보전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목표 설정
-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 경관자원 및 관련체계의 통합적인 검토
- 기본구상 : 광명시의 경관기본골격과 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 경관기본계획 :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
‧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지침 마련
- 실행계획 :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실천방안 제시
- 경관가이드라인 : 공간 및 경관요소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 그림 1-3 | 계획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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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관현황분석
1. 기본방향


광명시 및 주변 경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물리적 환경과 비물리적 환경을 모두 포함하여
경관 조사 대상으로 설정함

| 그림 2-1 | 조사 대상과 방법
| 표 2-1 | 조사 범위와 내용
조사 분야

물리적 조사

조사 항목
산림경관
수경관
공원녹지경관
역사문화재경관
주거지경관
상업지경관
도로 및 철도경관

조사 방법

조사 내용

경관 자원 분석









관련 법규 분석

 「경관법」(경관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계획조례)

 법률문헌조사

 제도적 시스템 파악
 경관적 규제사항 파악

관련 계획 분석

 상위계획
 관련계획

 보고서문헌조사

 상위계획검토
 경관구조 및 행정시스템 파악

도시 이미지

 도시 변천사
 도시 상징

 문헌조사
 설문조사

 도시의 골격변화
 도시의 미래상 파악

축제 및 행사

 축제‧문화행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사회적 경관요소 파악
 문화적 경관요소 파악

경관만족도
선호경관
저해경관
경관미래상

 설문조사

 전반적인 경관에 대한 평가 및
의식에 대한 조사

 인터뷰

 경관 보전‧관리‧형성 자원 파악

비물리적 조사







자원도출
항공사진분석
지도 분석
현장조사
사진촬영






경관자원파악
대표경관파악
잠재성과 문제점 파악
경관과제도출

심상적 조사

시민 의식 조사






읍면동별 인터뷰

 지역 경관자원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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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 경관현황
1) 광역 자연경관


광명시 남서측으로 한남정맥이 지나고 있고, 광명시 동측과 남측에 위치한 관악산과 수리산이 우수한
산지경관을 형성하며, 광명시로 한남정맥 지맥이 구룡산, 도덕산으로 연계됨



광명시 동측으로 안양천, 서측으로 목감천이 주요 수계축을 형성하여 한강으로 유입함



광명시를 중심으로 서측에는 한남정맥과 목감천, 동측에는 안양천이 둘러싸고 있어 근거리에 풍부한
자연경관과 접하고 있음

| 그림 2-2 | 광역 자연경관 현황도
| 표 2-2 | 주요 자연경관 요소

구 분
산림녹지경관
수경관

10

주요 경관요소
 한남정맥, 봉제산, 춘덕산, 소래산, 군자산, 운흥산, 수리산, 관악산 등
 한강, 안양천, 목감천, 학의천, 물왕저수지, 과림저수지 등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2) 광역 인문경관


서울과 인접하여 광역교통망(도로, 철도 등)이 분포하고 있고, 주요 역세권이 인접하고 있음



광명시 인근으로 개발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광명시 북측은 고척돔구장이 건립 중에 있음



광명역을 중심으로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유통단지 등으로 활력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함

| 그림 2-3 | 광역 인문경관 현황도
| 표 2-3 | 주요 인문경관 요소

구 분

주요 경관요소

광역교통망

 서울외곽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경인선,
신안안산선, 경부선(광명역) 지하철 1‧2‧5‧7호선, 등

뉴타운 지구
개발계획지

택지지구
공공주택사업

 신정뉴타운, 시흥뉴타운, 신길뉴타운, 노량진뉴타운 등
 신정3택지지구, 시흥장현택지지구, 목감택지지구, 관양택지지구 등
 부천옥길공공주택, 은계공공주택, 서창2공공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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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접 시 경관 관련계획
① 시흥시 기본경관계획


시흥시 기본경관계획의 북부정주권역
내 목감천 구간이 광명시와 인접하고
있음

■



북부정주권역 경관계획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 형성

- 하천 및 저수지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수변공간
조성
- 칠리저수지, 과림저수지 등 수변공간에
관찰데크, 산책로, 휴게 편의시설 등을
설치, 다양한 체험학습과 여가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수변공원 조성
- 목감천을 중심으로 신주거지와 연계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조성
- 목감천에 인접한 산업 시설 인공 경관
완화를 위한 차폐식재 및 완충녹지 공간
조성

시흥시 기본경관계획 내 북부정주권역

② 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


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의 서남권역
내 안양천과 목감천이 광명시와 인접
하고 있음

■



서남권역 경관계획
서남권역 중심축으로서 안양천 주변
지역의 경관관리

- 아파트 중심의 지천 연접지역에는 시각
회랑 및 조망축 계획 수립으로 아파트
재건축 등과 연계하여 조망축이 장기적
실현되도록 기반 마련
- 안양천 제방녹화 등 생태공원화를 추진
하고 주민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변 연계
계획 수립


안양천 생활공원 및 녹지 조성

- 하천 부지에 생활 공원 등을 조성하고
지천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여 주변 주거
지역의 생활 문화 공간 제공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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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 경관현황
1) 자연경관분석
① 산림경관


광명시 중앙의 구름산(240m)을 중심으로 북측으로 도덕산(201m), 남측으로 서독산(180m)에 이르는
저(低)산성 산맥이 도시를 동서로 분리하고 있음



도심에 자리한 구릉성 산지는 접근성이 양호하고 등산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여가활동 장소로
이용률이 높음

■



산림축
광명시 서남측 경계부 밖으로 한남정맥이 큰 골격을 형성하고 있고, 여기서 뻗어 나온 지맥이 광명시
주요 산맥을 형성하며, 주변으로 철망산, 왕재산, 터골산 등 구릉지가 분포하고 있음



도덕산에서 철산1동 사성마을까지 이어지던 산림 녹지 축이 주거지 개발로 인해 단절됨



가학산-구름산-도덕산을 연결하는 생태통로의 다양화 필요



도덕산 산림 축 능선에 위치한 광명3‧4동, 철산2‧3‧4동은 경사와 표고가 높아 외부에서 조망 대상이
되면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부감경 조망지역이 됨

■



산림경관
도덕산-구름산-가학산 능선은 광명시 서측에서 잘 조망되고, 북측과 동측은 구시가지 및 신시가지가
인접하여 산림경관과 도심경관이 혼재됨



도덕산 자락에 인접한 고층의 공동주택 단지가 도덕산 조망을 차폐하고 있고 도덕산공원에서 내려다
보는 전경도 일부 차폐되었음



산림 축을 따라 공원, 체육시설, 쉼터가 잘 조성되어 있고, 이를 연결하는 산책로와 등산로의 상태는
양호하며,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음
| 표 2-4 | 주요 산림경관 요소

구 분

표 고

포함시설

인접요소

도덕산

201m

 야생화단지, 송신탑, 도덕파크, 도덕산공원, 인공폭포,
도덕정, 향군회관, 베드민턴장, 약수터(2), 체력단련장,
배수지(2), 광명시립국궁장, 도덕산캠핑장 등

 광명뉴타운(구도심)
 광명중앙도서관
 밤일마을

구름산

240m

 광장쉼터(2), 전망대, 베드민턴장, 산불감시장, 금강정사,
운산정, 약수터(2), 영회원, 소하근린공원 등

 구름산산림욕장
 노온사저수지
 소하지구

가학산

220m

서독산

180m

 자원회수시설, 도고내마을, 약수터, 광명터널, 서독터널,
무의공이순신장군묘, 광명동굴 등

 광명역세권지구
 오리이원익묘

성채산

141m

 광명시립메모리얼파크, 도시철도1호선 등

 광명역세권지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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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경관
■



하천경관
광명시 동측 경계부를 흐르는 안양천과 서측 경계부를 흐르는 목감천이 주요 하천경관을 형성하고,
체육시설 및 자전거도로 등이 설치되어 시민들의 휴식장소로 이용됨



안양천

- 각종 문화운동휴게편익시설이
‧
‧
‧
위치하며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조성
- 야외무대,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의 주요 시설이 광명대교와 철산교 사이의 부지에 집중 위치
- 안양천 인근지역인 철산동, 하안동에 이용편의
‧
시설이 편중, 시흥대교 남쪽으로는 하천정비 미흡
- 왕복6차선인 안양천로에 의해 횡단보도나 육교를 통해 안양천으로 접근하기에 직접적 보행접근 불편
- 안양천 양측에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금천구와 광명시 벚나무의 수종 차이로 인한 통일성 저감


목감천

- 목감천은 안양천의 제1지류로서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의 서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안양천으로 합류
- 시흥시와 광명시 경계로 북쪽으로 흘러 광명시와 구로구 접점에서 안양천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유입
- 목감천 하단부는 잦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높은 차수벽이 설치되었고, 좁은 둔치 폭 형성
-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주민들의 다양한 이용욕구를 만족시켜 줄 만한 시설 부족

■

저수지경관



저수지 및 소류지는 안터저수지를 제외하면 주로 시가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



안터저수지

- 도덕산과 구름산 자락 사이에 위치한 도심권에서 보기 드문 저수지로 안정적인 습지 생태계 유지
- 보호종인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도심 내의 습지로서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생태학습장으로 활용
- 저수지가 주택가에 인접하고, 진출입로의 안내시설과 경관조성 미흡
- 안터저수지 주변으로 목재가구
‧
공장 등의 적치물, 불법주차 등 저수지경관 저해요인 분포


노온사저수지

- 저수지 내에는 애기부들과 갈대 등 정수식물과 수련, 물옥잠, 물질경이 등이 군집을 이루어 서식
- 동측으로 사적 제357호인 영회원과 조수보호지역이 있으며 남측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위치
- 범안로에 접하여 차량접근성이 좋으나 보행자 접근이 어렵고, 영회원 진입로 및 안내시설 관리 빈약


일직저수지

- 광명시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저수지로 서쪽으로 서독산과 가학산, 동쪽으로는 안양천 위치
- 광명역세권지구에 포함되고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어 조성계획 수립

안양천

목감천

안터저수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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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원녹지경관


광명시의 도시공원 125개소(3,060,955㎡)중 실제 조성된 공원은 69개소(2,035,320㎡)임



조성공원 기준 1인당 공원 면적은 5.8㎡로 도시계획구역 내 공원면적 기준(6㎡)에 못미치고, 조성된
공원 중 절반이상이 산림형태의 도시자연공원임

■



산림녹지 내 공원녹지경관
도덕산과 구름산이 시가지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등산로를 통해 산림에 조성된 공원시설을 이용
할 수 있음



등산로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능선 주변을 연결하는 둘레길의 연결성이 떨어짐



산림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조망이 우수하며, 부분적으로 고층건물에 의한 경관차폐가 발생함



안전을 위한 등산로를 밝히는 야간 조명이 필요함

■



도시 내 공원녹지경관
동별 도시공원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하안동이 20개소로 가장 많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가장 적은
공원이 조성된 지역은 철산동으로 12개소만이 조성된 상태임



광명동은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모두 이용하는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면적이 4개동 중 가장 녹지가
부족함



광명동 공원녹지경관

- 연립주택지와 재래시장이 밀집하고 있어 가로수 및 녹지공간이 부족하며, 인공적인 도시경관 형성
- 광명동에 하나뿐인 근린공원은 외곽에 떨어져 있으며 주거지에 혼재되어 있어 진입이 어려운 구조
-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이용성이 모호하고, 야간의 공원은 우범지역 우려


철산동 공원녹지경관

- 철산동에는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가 있으며 다른 시가지에 비해 어린이공원 부족
- 단지 사이의 근린공원과 단지 내 조성된 녹지 및 가로수식재로 인해 비교적 녹지경관 풍부
- 수목에 의해 가로등이 가리지 않도록 높이 조정을 고려한 식재계획 필요


하안동 공원녹지경관

- 광덕산근린공원-광명종합운동장-안터생태공원-도덕산을 연계하는 공원녹지 벨트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민들
만족도가 높음
- 공동주거 단지 내 녹지 및 가로수가 비교적 풍부


소하동 공원녹지경관

- 소하동은 가장 최근에 개발이 완료되어 단지 내 완충녹지가 풍부하고, 가로수 및 공원 등 조성 우수

도덕산 주변 둘레길

하안동 단지내 가로수길

소하동 완충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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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 공원녹지 현황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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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문경관분석
① 역사문화재경관


국가도
‧ ‧시로부터 지정받은 광명시 문화재는 총 28개이고, 이중 국가지정문화재는 4개, 도지정문화재
18개, 시지정문화재 6개가 존재함



광명시 문화재 중 건물 내에 보관되어 있거나 형태가 없는 비가시적 역사자원을 제외하고, 가시적인
역사자원은 9개소가 있음

| 표 2-5 | 광명시 문화재 현황
구 분

비가시적 역사자원
보물 (1)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 (2)

 이원익 초상

-

 갓(입자장,笠子匠), 서도소리

-

사적 (1)

-

유형문화재 (11)

 이원익영정, 오리이원익초상, 계해사궤장
연첩, 이원익인조묘정배향교서, 이원익유서,
이원익도망시, 이원익계자손서, 번역징비록,
이원익친필유묵, 이존도유서

무형문화재 (1)

 광명농악

기념물 (1)

문화재자료 (5)

시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 (6)

합 계

28

가시적 역사자원

 영회원

 오리이원익 영우

-

 오리이원익 묘소 및 신도비

 금오계첩, 이원익유묵목판인출본,
 오리선생집․오리선생속집

 오리이원익 종택과 관감당, 가학동 지석묘

 아방리농요, 설계조영정

 철산동지석묘, 정원용묘, 무의공이순신
장군묘, 영모재 및 분성군김응수가전
고문서

19

9

*자료 : 광명시 내부자료(2012)

■

산림 연계형 문화재경관



영회원, 오리이원익 묘소 및 신도비, 무의공이순신장군묘 등



산림녹지 내 위치하여 녹지경관이 풍부하고, 조망경관이 우수하나 방문객이 드물어 시설관리 및 조경
계획이 미흡함

■

도심부 연계형 문화재경관



철산동지석묘, 오리이원익 종택과 관감당 등



도시경관에 묻혀 역사경관자원으로서의 역할 미미함

■



전원 연계형 문화재경관
가학동 지석묘, 정원용묘, 영모재, 경모재 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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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 역사문화자원 현황분석도

A - 문화재지정구역(영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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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문화재보호구역1(충현서원지 일대)

C – 문화재보호구역2(가학동 지석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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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관광경관
■



광명8경
광명시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로 광명8경이 지정되어 있어, 현재 역사 및 문화적인 명소를 포함하여
광명동굴 등 주요 관광지로 부각되는 곳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경 도덕산 도덕정

제2경 KTX광명역의 낮과 밤

제3경 안터생태공원

제4경 오리이원익 종택, 관감당

제5경 광명동굴

제6경 광명시장

제7경 구름산 산림욕장

제8경 광명한내(안양천)의 사계

축제‧문화행사
광명시의 주요 축제로는 오리문화제, 구름산 예술제, 봄꽃축제, 농악대축제, 광명 등(燈)문화축제 등이
있으며, 개최시기는 주로 5월 및 9월에 집중되어 있음

| 표 2-6 | 광명시 주요 축제‧문화행사
축 제

주 최

주 관

개최시기

장 소

행사 내용

오리문화제

광명시

광명문화원

5월

 시민체육관 일대

 청백리백일장, 청백리상 시상 등

구름산예술제

광명시

(사)한국예총
광명지회

9월

 시민체육관, 시민
회관 등

 구름산국악제, 구름산합창제 등

봄꽃축제

광명시

(사)한국예총
광명지회

4월

 안양천 둔치

 예총 지부별 행사 등

 시민체육관, 광명
오픈아트홀

 농악경연대회, 아방리농요 발표회
및 광명농악 발표회 등

 시민체육관

 전통 등(燈) 전시, 문화마당, 문화
공연 등

농악대축제

(사)한국농악보존협회
광명시지부

9월

광명 등(燈)문화축제

광명전통문화연구회

4~5월

기타 마을 축제

 너부대문화축제(광명5동), 철망산철쭉축제(하안2동), 한내천축제(소하1동) 등

*광명시 내부자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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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 문화관광 현황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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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③ 주거지경관
■

공동주택단지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이 주로 공동주택단지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수가 풍부하게 식재되어 양호한 가로수경관을 형성함



노후된 저층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및 공원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음



고층 아파트단지가 산지조망을 해치고 위압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하안동 아파트단지의 비상급수탑이 돌출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연립주택단지



좁은 골목길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주차문제와 공공시설 부족문제가 발생함



가로수, 녹지 등의 자연요소가 주거지 내에 거의 없으며 옹벽과 노후한 벽면에 의한 부정적 경관이
나타남



구릉지에 형성된 연립주택단지는 경사도 있는 지형에 순응하여 특색있는 경관을 형성함



고층의 공동주택단지가 증가하여 산림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양호한 연립주택단지의 보존 계획이
필요함



소공원, 놀이터시설 같은 경우 경계가 모호하고 주변의 건물과 나무에 가려져 있어 야간에 우범지역
으로 우려됨

■



전원취락지
주로 가학동, 학온동, 일직동, 옥길동에 전원취락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이
주 경관을 이루고 있음



저층건축물 위주로 구름산, 가학산 서측 능선이 잘 조망됨



도로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취락지는 음식점을 비롯한 상업시설과 산업시설의 난립으로 혼잡한
경관이 야기되고 있음

광명시 공동주택 경관

광명시 연립주택경관

광명시 전원취락지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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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 주거지경관 현황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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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업지경관
■

광명동 상업경관



광명시장, 새마을시장 등 전통시장이 주변 상업시설과 함께 주요 상권을 형성함



광명사거리역 주변으로 저층 상업시설과 고층 빌딩이 혼재되어 조화롭지 못한 돌출경관이 형성됨



골목 안쪽으로 유흥업소, 숙박업소가 밀집하고 있어, 주거지 사이와의 완충공간 형성이 필요함



광명사거리역 북쪽으로 가구 문화의 거리가 형성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패션 문화의 거리가 있으나
가구 및 패션의 특화 요소가 부족함

■



철산 상업경관
철산역 주변에 대형 마트, 오피스 빌딩, 주상복합 건물들이 입주하여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권을
형성하고 있음



철산 문화의 거리는 5층 규모의 유흥상업시설이
‧
많으며 정리되지 않은 옥외광고물이 건축물 외관을
덮어 혼잡한 경관을 형성함



■



자동차경매장 주변으로 자동차관련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음

하안 상업경관
하안사거리 도로변 상업 시설은 최근 간판정리 사업이 진행되어 상업경관이 개선되었으나, 내부 상업
시설의 간판은 정비되지 않았음

■

소하 상업경관



주로 주상복합으로 외관이 잘 정비되어 있음



이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이 입점하고 있음

■



광명역세권 상업경관
KTX광명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복합단지가 형성되고 있음

- 교통업무상업문화시설이
‧
‧
‧
연계된 첨단 도시 형성


이케아, 코스트코 등 광명시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여줄 수 있는 중심기능이 입주함

광명사거리 상업가로

철산 문화의 거리

하안사거리 상업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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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0 | 상엄지경관 현황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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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로 및 철도경관
■

고속도로



광역교통망으로 제2경인고속도로(광명IC), 인근으로 서해안고속도로(광명역IC, 금천IC)가 있음



KTX광명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역세권 경관이 형성 중에 있음



수원광명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조성 시 경관적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상업특화 도로경관



스카이라인의 일관성 결여로 시가지경관이 저해됨



건물 전면을 뒤덮은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경관이 저해됨

■

시가지형 도로경관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수가 풍부하나 고층 아파트가 시각적으로 부각됨



광명시 주간선도로는 남북축으로 광명로, 오리로, 안양천로가 있고, 동서축으로 범안로가 있음



지하철역(광명사거리역, 철산역)을 중심으로 시가지경관이 형성됨



광명시 자전거도로는 안양천과 목감천변, 그 외 시가지에 분포하고 있음

■

전원형 도로경관



산지경관 조망이 가능한 개방감있는 도로경관을 형성함



정돈되지 않은 화훼단지, 비닐하우스, 창고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의 연속성이 단절됨

■

철도경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전철 정류시설 등이 철도경관을 형성함



지하노선이 대부분으로 역사와 정류시설을 제외한 시각적 노출노선은 없음



광명역세권지구 개발과 함께 광명시 이미지를 대표하는 진입경관이 마련됨

■

진입경관



국도진입부, IC, 교량 일대 등이 광명시 진입경관을 형성함



광명시 첫인상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부족함

오리로 전경

광명로 전원형 도로경관

제2경인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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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1 | 도로 및 철도경관 현황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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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상적 경관자원분석
① 광명시 역사와 연혁
| 표 2-7 | 광명시 역사와 연혁
구 분

내 용

 고구려 장수왕의 남정(南征)으로 고구려의 영토가 되면서 현재의 광명시를 비롯한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서울시 봉천동, 신림동, 독산동, 가리봉동, 시흥동, 당산동, 대림동, 문래동, 신길동, 양평동, 상도동, 대방동,
삼국시대

신대방동 일대를 잉벌노현(仍伐奴縣)이라고 칭함
 신라 진흥왕 14년(533년)에는 나제동맹(羅濟同盟)을 깨뜨리고 한강유역을 점령하여 이 지역은 신라 영토가
됨(新州)
 신라 경덕왕 16년(757년)에 곡양현(穀壤縣)으로 개칭되면서 율진군(栗津郡)의 영현이 됨

 고려시대에는 태조 23년(940년)에 곡양현을 금주현(衿州 또는 금州)으로 개칭
 중앙 집권체제가 확립된 시기는 성종대로서 성종 2년(983년)에 지방제도의 최초인 12목제(牧制)를 실시
 성종14년(995년)에 전국을 10도제(道制)로 하여 양주, 광주, 황해 등 여러 주현(州縣)을 통합하여 관내도
고려시대

(關內道)라 하였고, 이어 6개의 적현(赤縣)과 7개의 기현(畿縣)을 관할케 하여 모두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속시켜 경기(京畿)라 칭함
 현종때에 금주(衿州)는 양광도에 속하여 안남도호부의 예속하에 있었음
 문종23년(1069년)에 50개군으로 확장되어 금주도 처음으로 경기도 관할하에 예속
 공양왕 2년(1390년) 경기도를 좌우로 분정하자 경기좌도에 속하게 됨

 조선 태종 13년(1413년)에 8도제(道制)를 단행하였는데 금주(衿州)를 금천현(衿川縣)으로 개칭
 정조19년(1795년)에 금천현을 시흥현(始興縣)으로 개칭하였는데 본래 시흥은 고려 성종대에 금주현의 별호
조선시대 및
대한민국
이전 시대

였음
 고종 32년(1895년)에 시흥현이 시흥군으로 승격되어 인천부에 속하였고, 이듬해 경기도에 속하게 됨
 19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 안산, 과천 3개군이 시흥군으로 흡수,
통합되었으며 9개 면(面) 83개 리(里)로 편제

 해방후인 1949년 8월 14일에 시행된 대통령령 제159호에 따라 북면의 도림리, 구로리, 번대방리가 서울
특별시에 편입되어 시흥군에서 분리
 1962년 11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1172호에 따라 신동면 전역과 동면의 시흥리, 독산리, 신림리, 봉천리,
가리봉리가 서울특별시에 편입
 1970년 6월 10일에는 시흥군 조례 제199호에 의하여 서면 광명리와 철산리 2개 법정리를 관할구역으로
대한민국

하는 서면 광명출장소가 설치
 1973년 7월 1일에는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흥군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시흥군에서 분리
 1974년 6월 1일에는 시흥군 조례 제401호에 따라 서면 광명출장소가 시흥군 광명출장소로 승격
 1976년 4월 20일 7개의 분소(分所)가 설치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로 서면이 소하읍으로 승격
 1981년 7월 1일 법률 제3425호에 의하여 소하읍과 광명 출장소가 광명시로 승격되어 시흥군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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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별 지명 유래
■

광명동

| 그림 2-12 | 광명동 지명유래 분석도

■

철산동, 하안동

| 그림 2-13 | 철산동, 하안동 지명유래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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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동

| 그림 2-14 | 소하동 지명유래 분석도

■

학온동

| 그림 2-15 | 학온동 지명유래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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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광명시 이미지


광명시는 도시의 독창적 이미지 창출과 지역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심벌마크,
캐릭터, 시조, 시화, 시목 등을 사용하고 있음

| 표 2-8 | 광명시 이미지
구 분

내 용

 하늘로 날아올라 태양을 품으려 하는 날개의 형상은 더욱 더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의 도약을 나타내며, 광명시의 행복한 생활에서 비롯되는
희망과 꿈을 품고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표현
심벌마크

 간결한 형태의 태양은 광명시를 비추는 밝은 빛과 희망을 나타냄
 주황색 : 광명시의 빛을 상징
 파란색 : 광명시의 미래와 비전을 상징
 녹색 : 깨끗한 자연환경을 상징

 광명시의 푸르름과 미래를 상징하는 광이와 광명시민의 행복을 의미하는
캐릭터

명이로, 다채로운 색의 빛의 잔상이 모여 광이와 명이의 머리를 구성함
 서로 어울려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주변은 더 밝고 행복하며 조화로워짐

 까치는 야생으로 살지만 사람들이 사는 마을 가까이에 터를 잡음
시조(까치)

 예로부터 까치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길조로 여겨졌으며 시민 희망
상징

 종류가 다양한 장미꽃은 무궁한 지혜를 갖고 있음
시화(장미)

 따뜻하고 그윽한 향기는 우아하고 고귀한 기품을 갖고 있음
 줄기의 가시는 불의에 저항하는 시민의 용기를 상징

 한결같은 모습으로 꿋꿋하게 서있는 은행나무는 수명이 길고 많은 열매를
시목(은행나무)

맺으며 잎이 고움
 무성한 잎을 자랑하는 은행나무는 무궁한 번영을 의미하며, 시민의 화합을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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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소별 경관현황
1) 건축물 경관
① 민간 건축물 현황


주거시설은 직선형 배치, 일자형 지붕형태 등 주변경관과 조화되지 않음



상업건축물은 옥외광고물이 전면을 덮고 있고 박스형 건축물이 주를 이루고 있음



공공건축물은 좌우 대칭의 권위적인 형태의 건축물이 주를 이루고 있음



공업건축물은 노후 되고 창고형태의 건축물로 낙후한 공업시설이 그대로 노출됨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건축물

공업건축물

② 공공건축물 현황


현재 주요 공공건축물은 광명동이나 철산동처럼 시가지가 발달된 곳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



시가지에 분포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 대부분 노후하거나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건축 형태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하안동이나 소하동처럼 공동주거지가 조성된 곳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음



광명시민의 지형을 반영하고, 주변과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하여 쾌적한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 표 2-9 | 주요 공공건축물 현황
구 분

분 류

기초생활시설

 주민센터(18), 우체국(7), 소방서(4), 경찰서(8), 마을회관(6), 단체회관(6), 역(3), 사업소
(4), 보건소(1), 봉안당(1), 광명시청, 광명시의회, 시흥세무서광명지서, 광명등기소

교육시설

 교육청(1), 초등학교(24), 중학교(11), 고등학교(11)

여가생활시설

 도서관(5), 체육(4), 문화(4), 기념관 및 박물관(3), 청소년수련관(1)

사회복지시설

 복지관(6)

광명시보건소

광명소방서

광명파출소

광명노인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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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6 | 주요 공공건축물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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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광고물 경관
① 옥외광고물 현황


건축물의 전면을 뒤덮은 광고물로 시각적 안정감과 통일감이 결여됨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지주형 등 광고물의 수량이 과다함



과도한 크기 및 다양한 서체 등으로 가독성 떨어짐



고채도의 원색사용과 건축물과 어울리지 않는 재질 사용으로 도시경관을 훼손함



설치 위치의 부조화로 시각적 혼란을 야기함



비시가지의 경우 노후화되고 오염된 광고물로 가로경관을 저해함

②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시에서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으로 하안사거리 일대와 광명
사거리 일대, 광명소하도시개발구역, 광명역세권지구, 광명신촌주거환경개선지구,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 등이 설정되어 있음



적용범위는 지정구역 내 양쪽 및 한쪽에 접하는 모든 토지‧건물에 적용됨

| 표 2-10 | 광명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대상지역
연 번

가로명

구 간

폭 원

①
②
③
④
⑤
⑥

하안로

 안현사거리 ↔ 광명시범단지관리공단입구

25m

노안로

 하안우체국 ↔ 하안사거리 ↔ 금천교입구

30m

1.3km
0.84km
26,514㎡

 하안상업지역
 하안 9단지 상가

4,101㎡

 하안 1단지 상가

4,721㎡

 하안 3단지 상가

5,514㎡

⑦

광명로

 강서유치원 ↔ 광명사거리 ↔ 현대아이타워
 한진아파트 ↔ 광명사거리 ↔ 엔틱갤러리(142-2)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광덕로

 영주암(158-208) ↔ 광명사거리 ↔ 광명음악사(150-2)

25m
25m

1km
0.5km

 광명소하도시개발구역

1,050,358㎡

 광명역세권지구

1,957,181㎡

 광명신촌주거환경개선지구
 광명5동 주택재건축(광명동 776-49번지 일원)

광명로

연 장

112,120㎡
21,407㎡

 철산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철산동 373번지 일원)

139,592.5㎡

 철산주공 3단지 주택재건축(하안동 764번지 일원)

125,208.1㎡

 하안주공 본1단지 주택재건축(하안동 764번지 일원)

179,420.7㎡

 하안주공 본2단지 주택재건축(하안동 769번지 일원)

87,910.3㎡

 광육 주택재건축(광명동 354-24번지 일원)

74,192.9㎡

 하안2동 770~772번지

1,534㎡

 광명동 346-36(백석빌딩), 346-46(현대타운)

-

⑳

광명로

㉑

광덕로

㉒
㉓
㉔

광덕로

 광명동290-64, 290-35, 344(광명예식장), 290-23 / 293-13(연세병원),
289, 293-31, 290-79(광은교회)
 158-970(광명종합사회복지관), 158-857, 158-378(인터스프라자),
149-2(금반석시티타워)
 철산동 467-484(이즈맘산부인과/태릉빌딩) ↔ 철산동484-5(일청빌딩)

하안로

 아파트형 공장 앞 사거리↔ 신촌사거리

0.6km

중앙로

 철산동 중앙로 양방향(철산동 258번지 외 19필지)

0.7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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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7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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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색채 경관


단독주거지역은 적갈색 계열의 벽돌이 주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 중고채도의
‧
지붕색 사용으로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이룸



공동주거지역은 대체로 브라운 계열의 색상이 사용되었고, 면적에 대한 시각적 분절이 부족하여 고층
주거건물의 위압감이 증가됨



상업지역은 크기와 색채가 다양한 광고물이 부각되어 건물색이 보이지 않고 조화롭지 못하며, 강조색
및 보조색이 없고 평면적인 색채계획이 되어있음



공업지역은 주로 회색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였고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으로 주변 환경과 부조화되며,
거대면적에 대한 시각적 분절이 부족하여 대형 건축물의 위압감이 증가됨



시설물은 회색계열과 청색계열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고채도 색상으로 주변 환경과 부조화 되고, 스텐
재질은 별도의 도색 없이 사용되어 금속표면이 노출됨



옥외광고물의 주로 사용되는 색채는 적색, 황색, 청색 등 원색계열이 사용되고, 건축물 벽체의 색채와
무관하거나 대비되는 색채를 주로 사용함

단독주거지역 색채

공동주거지역 색채

상업지역 색채

공업지역 색채

시설물 색채

옥외광고물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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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간 경관
■



역사 문화재 보다는 공공시설 위주의 건축물이 주를 이룸



점적요소의 야간경관은 전반적으로 특색이 없으며, 야간조명 연출이 미비함

■

랜드마크

공공청사 및 교육시설

교량, 육교 및 터널

진입부 및 결절부

선(線)적요소



주요 도로 및 하천변 등 대체로 조도가 낮고 어두움



전반적으로 특색 없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능위주의 조명만으로 연출되고 있음

■

38

점(点)적요소

하천

광로 및 대로

중로

소로

면(面)적요소



상업지역은 각종 간판의 조명으로 인해 인공 빛공해를 유발함



주거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나트륨 가로등으로 조도가 낮고 산업단지는 조명연출이 미흡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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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별 경관현황
1) 면(面)적 경관요소


도덕산~서독산 산지축 중심으로 북동측은 시가지경관을 이루고, 서남측은 소규모 마을경관을 형성함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및 광명역세권지구 등 개발구역이 설정되어 있음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등이 주요 산업경관을 형성함

| 그림 2-18 | 면적 경관요소

시가지경관

산업경관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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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線)적 경관요소


한남정맥에서 갈라져 나온 도덕산까지의 지맥이 도시골격 및 도시 배경 스카이라인을 형성함



광명시 동서측
‧
경계를 형성하는 안양천과 목감천이 주요 수경관을 형성함



오리로, 광명로가 주요 가로경관축을 형성함

| 그림 2-19 | 선적 경관요소

산지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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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경관

도로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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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点)적 경관요소


산지 등 자연환경이 형성하는 시각적 초점요소들의 가치를 보전함



광명동굴, 충현박물관 등 각종 역사‧문화시설에 의한 장소성을 확보함



주요 역과 고속도로 나들목 등 진입경관을 관리함

| 그림 2-20 | 점적 경관요소

자연녹지경관

역사문화경관

공공시설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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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1) 관련법규 검토
■

관련법 체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간계획 위계에 따라 경관계획의 정합성을 고려함



「경관법」은 경관계획 수립, 경관사업 시행, 경관협정 체결,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규정함

- 자치적 법정계획 : 우수한 경관 보전관리형성하기
‧
‧
위한 정책 방향, 기본구상, 계획수립, 실행 방안 등 제시
- 자발적 법정계획 : 지역의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선택적으로 수립하는 계획
- 도시경관에 관한 기본지침 계획 : 다양한 도시개념과 관련계획 수립 시 참조되는 기본계획이며, 특정지역 개발
지침이 되는 계획


이외에「자연환경보전법」,「농산어촌개발촉진법」,「문화재보호법」등 에서도 경관계획과 정합성을
감안함

| 그림 2-21 | 관련 법규 및 체계

① 경관법
■



「경관법」제정(2007.05.17)
수립목적

-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
-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 및 경관계획사업협정의
‧
‧
법적제도적
‧
근거 마련, 경관 관련 제도의 종합적인 관리


주요 내용

-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
‧
위한 경관계획 수립,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사업의 시행
-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의 도입,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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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법」전부개정 및 시행령 시행(2014.02.07)
개정이유

-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 및 주체 시기 등 세부 시행 방안 마련
- 경관협정 등 경관사업의 승인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경관위원회 운영 기준 유연한 적용


주요 내용

- 경관사업의 승인 주체 명확화
- 주요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제 도입
-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기준 개선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경관계획의 근거를 확보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
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허가 등 위계와 함께 각각 경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계획의 위계별로 경관계획과 지침의 수립 및 활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판단의 근거가 대부분 ‘선언적 기준’에 국한됨에 따라 경관계획의 운용 및 집행을
위한 근거법으로는 미흡한 실정임

| 표 2-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위계별 경관계획
항 목

내 용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부문별 경관계획(관련지침 제3장4절7항)

도시기본계획

 필요한 경우 도시 기본계획 도서의 별책으로 작성 할 수 있음(시행령 제16조-8)

도시관리계획

 경관지구 세분 지정 - 자연, 수변, 시가지(시행령 제31조 ②-1)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
할 수 있음

지구단위계획

 필요 시 별도 경관 지구계획 수립(관련지침)

개발행위 허가 관련

 도시경관조례 운용에 의한 종합적 경관 관리(관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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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관련 법규


관련 제도는 도시미관 유지향상을
‧
목적으로 하는 제도와 도시의 자연경관이나 역사경관을 보전관리
‧
하기 위한 제도로 구분됨

| 표 2-12 | 관련법 종류 및 주요내용
항 목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옥외광고물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경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결정하는 내용을 규정

 미관유지와 도시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미관지구 등
에 대한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규정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규정

농어촌 정비법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환경 보존계획 수립 규정

군사시설보호법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 또는 기타 구조물 설치에 관한 허가‧승인 시 관계부처와
협의 규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휴식지 지정, 당해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생태‧자연도 정의, 경관적 가치
포함 규정
 신‧개‧증축 택지 조성, 형질변경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

산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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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토질변경 및 전용제한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대규모 개발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주위생태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자연경관 파괴를 예방하고 수려한 경관을 보호하도록 규정

관광진흥법

 관광지조성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시설물설치계획, 조경계획, 관광지
관리계획 등에 경관형성계획을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

문화재보호법

 국보, 보물 및 중요 민속자료, 사적, 천연기념물, 보호물 등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내용 규정

하천법

 하천 정비는 재해 방지, 지형, 지질, 관광 등 당해 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방침이 포함되도록 규정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2)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실현
경쟁력 있는 통합 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토, 품격있는
매력 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

■

수도권



동아시아 중심대도시권 육성을 위해 지식경제체제 형성



국제 교통물류
‧
인프라, 녹색성장‧문화관광 브랜드 구축



자율적 광역성장관리체제 구축, 권역간 연계협력 강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구상도

②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 지향

■

광명 관련 내용



다핵연계직주근접형
‧
구조 형성으로 교통환경부하
‧
저감



광명 등 주거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교외도시들에 대해서는
업무상업
‧
‧서비스‧문화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유치하여 자족적
복합기능 도시로의 재생



택지개발 사업은 가급적 대규모로 추진하여 서울에 의존하지
않고도 도시 내 취업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족적 신도시
형성 유도

수도권 공간구조의 미래상

③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간구조의 효율적인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자연환경보전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광명 관련 내용



수도권 서남지역 지식산업벨트 형성



서부지역의 주요 녹지축 보전 및 적극 조성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간선 교통망의 결절지역 등 물류 요충지에 대규모 물류유통
‧
단지 건설 및 복합기능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

수도권 공간구조 골격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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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기도 경관계획


아름답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기본경관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함



경기도 경관의 비전 및 방향제시를 통한 시군
‧ 경관계획수립을 지원함



경관 관리의 지속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함



경관기본구상

- 경관 단위는 동질한 경관적 특성을 지니거나 경관적 가치가 있도록 권역, 축, 거점으로 정하여 관리
- 동북 자연권역, 서북 자연권역, 도시화중심권역, 서남 해안평야권역
‧
, 동남 평야 권역으로 구분


도시화중심권역(광명시 해당권역)

- 중심시가지와 오픈스페이스의 정비 및 관리로 쾌적한 도시 공간의 조성
| 표 2-13 | 도시화 중심권역 단계별 계획 목표 및 중점과제
단 계

■

목 표

경관계획 중점과제

1단계

경관보전

 가치있는 자연 경관자원 보전을 통
한 지역의 정체성유지





거점 녹지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
수변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
개발제한구역 내 불량경관 및 시가지 경관관리 강화

2단계

경관관리

 체계적 경관관리를 통한 부적절한
경관 개선





획일적이고 무질서한 시가지 경관 정비 및 관리 강화
시가지 내 고가도로 등의 위압적 구조물 경관관리 강화
산업시설 주변과의 조화를 위한 경관관리 강화

3단계

경관형성

 수려한 경관 보호와 적극적 경관
형성을 통한 전원적 경관 창출





녹지경관 조망 확보를 위한 경관 형성
수변경관 조망 확보를 위한 경관 형성
수려한 자연경관을 여가, 휴식 공간으로의 활성화 방안과 연계

광명 관련 내용



녹지수변
‧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 및 조망을 확보함



수려한 자연경관을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연계 및 활성화함



개발제한구역 내 불량경관 및 무질서한 시가지경관 관리를 강화함

| 표 2-14 | 경기도 경관계획 광명 관련 내용
유 형
경관
권역

 수변경관자원에 대한 보전

 안양천

경관관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량경관 및 시가지 경관관리

 하안동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의 경관보전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경관보전
 수변 생태계 보전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 및 보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양천
 광명대교, 안양천교, 기아대교사거리 일대

 수변공간의 연속성 확보
 수변으로의 접근성 증대

 시흥대교~태양당인쇄
 안양천변

 주변 녹지자원과의 연계

 왕재산근린공원, 광덕산근린공원, 하안공원,
도덕산, 서산, 구름산, 성채산

 공장 밀집지역 경관관리
 주거지역 경관관리

 안양천변 공장밀집지역
 안양천변 주거지역

 교량경관 개선

 안양교, 광명대교, 철산교, 금천교, 안양천교,
독산교, 시흥대교, 기아대교

여가관광거점

 시군 독립적 계획 실시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역사문화거점

 시군 독립적 계획 실시

 가학동 지석묘

경관축
안양천 수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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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관리대상

경관보전

개발제한 녹지축

경관
거점

경관계획 과제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 그림 2-22 | 경기도 경관계획 내 광명 관련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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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광명비전2020」중기발전계획(2012.12.)


2020년대를 대비하여 광명의 중장기적
‧
발전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도시 발전 방향으로 유도함



광명의 특성과 개발 잠재력 도출로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서 중장기
‧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함



광명의 새로운 미래상 정립과 달성을 위한 도시개발‧교통경제사회문화관광
‧
‧
‧
‧
등 각 부문별 중장기적
‧
발전방향을 제시함



도시개발 및 보전 전략

- 산천을 매개로 한 통합적 도시개발 및 자연 보전 중점
- 도시 내외부
‧
교통체계 개선 및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산업 및 사회개발 전략

- 지역의 기반산업 육성 및 쇼핑환경 조성을 통해 도시활력 증진
-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증진

■



신‧구시가지 통합과 광역 개방형 공간구조 구상(안)
보행 친화적 녹지축과 녹색통합 – 주거‧녹지업무
‧
융복합도시

- 현 광명녹지기본계획상의 녹지축은 중앙녹지의 주요 봉우리를 연결하는 능선의 연결선으로 경관축과 근접
- 주민 접근성을 고려할 때 도덕산과 구름산 사이 완만한 구릉지와 도덕산 서측 완충녹지를 연결하여 보행 친화적
녹지축 형성

■

공원‧녹지이용 구상(안)



녹색망(Green Net)과 녹색둥지(Green Nest)를 컨셉으로 설정함



광명 녹색망(Green Net)의 기능

- 광역적 차원에서 중앙 오픈스페이스로 통합 및 양쪽 수계로의 연계
- 근린지역의 정체성 및 정주성을 부여하는 녹색둥지(green nest) 역할

새로운 녹지축 및 통합거점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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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Green Net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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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020 광명도시기본계획(2012.11. 변경)


국토 및 수도권 정책 변화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구체화하는 계획을 수립함



광명시 미래상 및 공간구조 재편하여 각종 여건변화에 대응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수립으로 자연친화적 도시정비 및 종합적인 도시 관리 방안을 제시함

■

도시축 설정



개발축 설정 : 주개발축(광명로, 오리로), 부개발축(서독로)



보전축 설정 : 녹지축(도덕산~구름산~서독산 연계), 수변축(동서 양안의 목감천과 안양천 연계)



개발축과 보전축 교차지점 정비방안

- 광명시 공간구조상 개발축(광명로)와 보전축(녹지축)이 교차되는 지점에 보전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공원, 생태
이동 통로 설치 등 정비방안 수립

■



생활권 설정
대생활권 구분

- 2개 대생활권(동부, 서부)으로 설정


중생활권 구분

- 동부 : 3개 중생활권(광명생활권, 철산하안생활권
‧
, 소하일직생활권
‧
)으로 설정
- 서부 : 2개 중생활권(노온사생활권, 가학생활권)으로 설정


소생활권 구분

- 고밀 주택지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적 생활권 규모보다 큰 5만인 내외를 적정규모로 설정
- 각각 2개의 소생활권으로 구분

| 그림 2-23 | 광명시 생활권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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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2015 광명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 광명시 도시지역 38.506㎢ 중 시가화지역은 주거지역 9.360㎢(24.2%), 상업지역 1.325㎢(3.5%), 공업지역
0.110㎢(0.3%) 구성
- 그 외 지역 27.711㎢(72.0%)는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대부분 차지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광명시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구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뿐이며, 면적은 24.691㎢로 도시지역면적의 64.1% 차지
- 광명시 도시지역 내에는 30개소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도지구결정

- 미관지구 18개소(총 218,680㎡) 중 중심지미관지구가 11개소, 일반미관지구가 7개소로 광명철산동의
‧
주요상업
가로 주변 집중
- 최고 고도지구는 광명, 철산, 하안, 독산동 일원에 1,949,740㎡ 설정(최소197m~최대332m 높이 제한)
- 보존지구는 충현서원 문화자원 보존지구 1개소(10,677㎡), 안터저수지 생태계보존지구 1개소(20,294㎡)가 지정
되어 도시개발의 확장에 의한 해당지역 훼손 방지
- 시설보호지구로 철산업무지구 85,858㎡가 설정되어 광명시청을 비롯한 공공업무 시설들 설치
| 표 2-15 | 용도지구 총괄표
구 분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 보호지구

면 적(㎡)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소 계
최고 고도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소 계
철산 업무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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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50
90,730
218,680
1,949,740
10,677
20,294
30,971
85,858

비 고
11개소
7개소
18개소
해발 197~332m 제한
충현서원
안터저수지
2개소
1개소

용도지구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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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계획의 기본구상
자연경관

- 아름다운 자연속에 환경 친화적인 전원공간
-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을 조화되도록 하고, 4계절의 변화를 연출하고 자연생태계를 소중히 생각


수변경관

- 삭막한 도시속의 신선한 공기청정기능의 공간
- 자연 생태계가 살아있어 삶의 활력소가 되는 장소 및 자연 친화적 친수공간으로 도시의 어메니티가 되는 장소


시가지경관

- 개성과 활력이 있는 매력적인 생활공간
- 도시진입부를 특성화하여 랜드마크로 발전하고, 도시 스카이라인을 보호하여 조망경관을 확보
- 주요 수변축과 구릉지주변 경관거점간의 상호 시인성 확보를 위한 주택단지 개발 시 통경축 설정 유도


전통경관

- 역사와 전통 그리고 미래가 결합하는 살기좋은 문화공간
-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주변경관을 정비하며,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역사문화유적지 부각


조망권경관

- 시야가 열리는 조망권 확보로 답답한 도시에서 탈피
- 광명시의 대표경관으로서 원경의 주축을 이루고, 사계의 변화를 수용하는 계절경관의 아름다움 표출

| 그림 2-24 |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경관기본구상도

51

GWANGMYEONG CITY LANDSCAPE PLANNING

⑧ 광명공원녹지계획


산(山)‧수(水)‧화(花)의 풍경이 어우러진 숲의 도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도시 Green e:um
(이음) 광명을 미래상으로 설정함



■

숲의 도시, 물의 도시, 공원의 도시를 기본개념 및 목표로 설정함

주요내용



보전체계 : Core, Hub, Spot, Corridor



도시자연공원 서비스 분포 : 도시자연공원서비스 영역에 중점



이용체계 구상 : 도시공원, 그린보행물류
‧
‧
네트워크, 역사문화경관 등으로 이용 구상



경관체계 구상 : 산림‧하천경관축을 중심으로 도로, 철도, 산림, 역사, 시가지, 조망 경관 설정



공원 녹지축 : 생태자연도 2급, 하천과 공원들을 서로 연계



녹지보전지구 : 주요산림자원 4개소, 법정녹지 4개소



생태통로계획 : 8개 구간에 육교형, 터널형 등으로 생태통로 구축



녹도 및 보행자전용도로계획 : 도심내 녹도, 하천변 녹도, 산림녹도(둘레길),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도로계획 : 기존시가지내 자전거 전용도로 4.5㎞, 겸용도로 21.2㎞



가로수 배치계획 : 중앙로, 범안로, 광명로, 철산로, 오리/시청로 등 특화가로 5개소



경관도로계획 : 오리로, 광명로, 노안로, 하천변 테마경관도로 등 4개 구간

광명시 공원녹지 미래상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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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광명재정비촉진사업


위치 및 면적 : 광명시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 2,281,110㎡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2007년), 목표연도(2020년)



경관 고려사항

- 도덕산으로 연계되는 녹지축 및 완충녹지 형성
- 목감천을 활용한 수변 친수공간 형성

⑩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위치 및 면적 : 광명시 일직동소하동
‧
(안양시 석수동박달동
‧
포함), 1,957,181㎡



사업기간 : 2004.11.26.(개발계획 승인일) ~ 2012.12.31.



경관 고려사항

-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서독산에서 성채산으로 연계되는 녹지축 형성
- 서독산 동측 주상복합 및 상업지역 배치에 따른 산지조망 차폐

⑪ 기타 관련 계획
| 표 2-16 | 기타 관련 계획
구 분

내 용

광명물류도시 계획

 밤일지구 유통단지 조성

융복합산업단지계획

 경기도가 일자리와 삶터가 함께하는 융복합도시개발의 첫 시범모델로 광명시 선택
(2012.3.)
 2012년 이후 경기 서남권과 서울 남부권을 묶는 IT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계획이
역점정책과제로 부상
 2020 광명도시기본계획‘첨단문화 산업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책변화
반영 요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2007~2026)

 광명시 관련계획
-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염창 IC~시흥~수서IC) : 광역순환축 보완
- 수도권서부고속국도(수원 호매실~광명 소하) : 과천/안양축 보완

 수도권 철도망 계획(전철)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
(2001~2020)

-

제2공항철도(기간망) : 신공항~인천~남서울
신안산선(급행열차운행) : 안산~광명역~영등포~청량리
수도권남부순환선 : 남서울역~분당
서울 외부순환선(수도권 남부순환축) : 녹번(3호선)~상암~목동~광명~과천~복정~하남

 수도권 철도망 계획(경전철)
- 안양시 : 남서울역~인덕원역~산본역
- 광명시 : 남서울역~관악역

 광명시 관련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06~2015)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1~2020, 제2차 수정 2010.12.)

- 대도시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송수요가 높은 광역철도망의 지속 확충
- 각 권역별 고속철도 접근 철도노선 확충
- 고속철도 접근 편의를 위해 광역직행버스, 리무진 버스, 셔틀버스 도입 및 확대

 KTX 중심 철도고속화 및 도로기능 효율화
 간선도로망 투자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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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5 | 광명시 주요 사업지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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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관의식조사
1) 개요
① 목적


경관의식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함



지역별 경관특성(역사 및 유래 등)을 반영한 정체성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함



심층적 경관자원조사를 통한 지역 실태파악으로 현실성 있는 계획지침을 마련함

② 시민의식조사 개요


조사 대상

- 일반인(300부 배포 / 210부 회수)


조사 기간

- 2012년 7월 26일 ~ 8월 2일


조사 지역

- 광명시 전체지역(각 동별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설문조사 실시)

③ 인터뷰(방문조사) 개요


방문 지역

- 총 18개 주민자치센터


방문조사 기간

- 2012년 5월 2일 ~ 5월 17일


인터뷰 대상

- 지역 주민대표(동장 등)


인터뷰(방문조사) 주요 내용

- 조망이 가장 좋은 지점
- 가장 자랑하고 싶은 장소,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주간, 야간)
-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소, 경관 개선이 필요한 장소나 대상
- 보전할 필요가 있는 대상
- 경관을 훼손하는 요소
- 진행 중 이거나 예정 중인 경관 관련 사업이나 각종 개발사업
-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
- 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점
- 주민이 동참 할 수 있는 사업과 참여도
- 경관계획 수립에 있어 제안하고 싶은 사항
- 경관조례 개정 시 반드시 포함 되었으면 하는 내용
- 경관과 관련한 주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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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의식조사
① 광명시의 대표적인 경관과 이미지
■



상징적 장소
광명시하면 떠오르는 상징적 장소에 대해서는 KTX광명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광명스피돔,
구름산, 도덕산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상징적 이미지
광명시의 상징적 이미지로는 아파트, 낙후된 시골의 이미지가 강하며, 서울과 인접, 혼잡함, 교통의
요지라는 이미지가 동일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상징적 장소

■



상징적 이미지

현재의 광명시를 대표하는 이름
광명시의 현재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친환경도시, 문화도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복지문화
교육도시, 경제도시, 자족도시가 동일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미래의 광명시를 대표하는 이름
광명시 미래를 대표하는 이름으로는 여유와 활력있는 문화도시를 가장 선호하며, 역사와 전통의 도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음

현재의 광명시를 대표하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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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명시의 경관개선방안
■



광명시를 대표하는 장소
광명시를 대표하는 장소로는 KTX광명역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광명스피돔, 구름산, 광명시장 등의
순으로 자연경관요소 보다는 인공적인 경관요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경관 개선이 시급한 장소
경관 개선이 시급한 장소로는 광명시장, KTX광명역, 안양천 등의 순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혼잡하고,
주변시설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광명시를 대표하는 장소

■



경관개선이 시급한 장소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장소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장소로는 KTX광명역, 안양천, 광명스피돔 순으로 총 67%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랜드마크 시설과 조화되는 야간경관, 산책 및 휴식을 하며 자연과 조화되는 야간경관 조망을 할 수
있어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장소로 선정함

■



야간경관설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장소
야간경관의 설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장소로는 안양천, 광명시장, KTX광명역 등으로 가로등이 노후화
되었거나, 너무 어두워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장소

야간경관 설치‧개선 필요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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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광명시의 훼손요인과 관리‧규제방안
■



광명시 경관훼손 요소
광명시의 경관훼손 요소로는 낙후된 건물, 불법 주정차
‧
, 개성 없는 건물 등이 다수 분포하며 구도심
지역의 경관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상업지역의 경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관계획이나 사업
상업지역 경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관계획이나 사업으로는 주차환경개선, 옥외광고물 개선 등 가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됨

광명시 경관훼손 요소

■



상업지역 경관향상 필요 대상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규제에 관한 생각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규제에 대한 생각으로는 매우찬성 21%, 찬성 38%로 59%가 공공규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경관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판단됨

■



개발지구 계획 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뉴타운 계획 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는 도덕산, 구름산 등 산지의 조망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공동주택의 색채 및 벽면 디자인, 높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석됨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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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관우선사업 및 의식에 관한 사항
■



경관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
경관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구시가지 등 환경 개선과 하천, 저수지
등 주변정비, 공동주택 색채 및 외관정비가 필요하다고 나타남

■



광명시의 역사자원
광명시의 역사자원 중 이원익선생묘와 무의공이순신장군묘가 가장 인지도가 높게 나왔으며, 모운재,
영모재, 경모재 등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광명시 역사자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경관개선 위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

■



광명시의 역사자원

광명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나 조형물의 적절한 형태
광명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나 조형물 형태로는 직선보다는 곡선적 형태, 화려함보다는 단순함, 전통
적인 형태보다는 현대적이고 미래적인 형태, 개성적인 형태보다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형태, 동물
및 마스코트 형식보다는 사물 혹은 추상적인 형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광명시 대표 상징물이나 조형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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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별 지역주민 대표 인터뷰
① 광명동
| 표 2-17 | 광명동 지역주민 대표 인터뷰 내용
구 분

내 용

문제점











파출소‧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부족, 고질적인 주차 및 쓰레기 문제(광명1동)
길이 좁고 가로수가 없음, 강설 시 언덕길 빙결 위험(광명1동)
필지 세장비가 안 좋고 일조권 부족, 주차문제 심각(광명2동)
건물이 밀집하여 빈 공간 부족(광명3동)
공원과 놀이터의 정체성 모호, 골목길 전봇대 밑에 쓰레기 문제(광명4동)
주차난과 쓰레기 적치 문제는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필요(광명5동)
야간조명이 어둡고 간판미관 불량, 광명시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족(광명6동)
영서전력소와 송전탑 등 경관훼손 요소로 작용(광명7동)
광명공고 옆 무허가건물 밀집, 산65번지 일대 90여 가구 등 산지변 무허가 가구 경관 저해(광명7동)

요청사항













옹벽이나 학교 담장 벽화 시행, 놀이터에 야간조명 추가, 밝은 분위기의 공원다운 환경 개선(광명2동)
도시 시설물에 디자인요소 추가, 하안동 간판정리사업 참고하여 가구거리 간판 정리(광명2동)
가학동 일대 활공장, 케이블카, 전망대, 굴절버스나 이층버스 등을 활용한 관광동선 확보 필요(광명2동)
가구거리 간판정리 및 상징물설치, 일관성 있는 형태로 보도포장 교체, 가구진열용 데크 조성(광명 3동)
목감천변에 아트휀스와 자전거를 위한 경사로 보강, 주민을 위한 너부대공원 진입로 개설( 광명3동)
숲이 아름다운 마을인 밤일마을은 안양예술공원처럼 주제공원화 필요(광명3동)
공원 바닥패턴 차별화 및 경계구분, 쓰레기가 자꾸 버려지는 전신주 지중화(광명4동)
LED 야간조명 정비, 간판 정리 및 디자인심의제도 도입, 재래시장 보존(광명6동)
가로수 수종을 은행나무 외 특색 있는 수종 선정, 화장실, 주차장, 청소년시설 등 공공시설 확보(광명6동)
건물 기둥내에 배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동을 설치하여 건축물 외관 개선(광명7동)
산지변 건축물은 지붕 형태가 배후 산지와의 조화를 고려, 청소년을 위한 공원 및 소공원 조성(광명7동)

| 그림 2-26 | 광명동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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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산동
| 표 2-18 | 철산동 지역주민 대표 인터뷰 내용
구 분

내 용

문제점







예전에는 상업이 발달했으나 현재는 상업지가 낙후되고 인구 유출(철산3동)
안양천으로 건너가는 육교 미관 저해(철산3동)
시내에 자전거 도로 조성은 어려우나 광명시내 일주도로 필요(철산3동)
공원, 공중화장실, 음수대,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공공시설 매우 부족(철산4동)
고층건물에 의해 광명시청 차폐(철산4동)

요청사항






















구일역으로 가는 보행환경 및 구조물 개선, 남부순환도로 하부 보차혼용통로 환경 개선( 철산1동)
노후화된 테크노타운 경관개선 및 구일역 일대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환경개선(철산1동)
도덕산, 구름산 능선을 연결하는 아파트 단지 사이 녹지도로 조성(철산2동)
현충근린공원 옆 광명동초등학교 지반 밑에 주차장 조성(철산2동)
철산3동 상업지역 면적을 확장하고 주상복합 추가, 하안동 상업지역과 연계하는 계획 필요(철산3동)
소하동의 상업지역은 한정적인 인구로는 침체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리대 일대 개발 필요( 철산3동)
서면초등학교 북측 단독주택지역까지 함께 개발하여 도로정형화 함께 유도(철산3동)
강남순환고속도로에서 광명역세권지구로 직접 진입하는 접근로 필요(철산3동)
고층아파트는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폭을 고려하여 높이계획(철산3동)
구릉지는 휴식시설은 개선하되 개발행위는 강력하게 규제(철산3동)
광명 전체를 순환하는 자전거 도로 필요(철산3동)
외래인을 위해 광명시 지명 유래에 대한 지식 보존 및 홍보(철산3동)
안양천변 벚나무 수종 산벚꽃에서 왕벚꽃으로 변경(철산3동)
근린공원, 왕재산, 구름산 등에 국산 소나무로 수종 갱신 필요 및 장기적인 식재계획 필요(철산3동)
도덕산 등 산지 임야 보존(철산4동)
가림터널에서 광명공고까지 이어지도록 산지도로 연결(철산4동)
구릉지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에는 우수처리시설 도입(철산4동)
도덕산 중턱 철산동 467-96번지 인근에 주차장 필요(철산4동)
광덕초와 가까이 위치한 철산4동 주민센터를 증축하여 문화시설로 활용(철산4동)
안양천로 일부구간을 지하화하여 안양천으로 보행친화구간 형성(철산4동)

| 그림 2-27 | 철산동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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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안동
| 표 2-19 | 하안동 지역주민 대표 인터뷰 내용
구 분

문제점

요청사항

내 용








아파트단지가 노후되어 난방비용, 주차문제 발생(하안2동)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 불편
수령이 오래된 나무로 인하여 야간에 어두운 보행환경 조성(하안3동)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 불편(하안3동)
키가 큰 나무에 의해 야간조명이 가림(하안4동)
어린이 놀이터 부족함(하안4동)

 광명시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조형물계획 필요, 특히 광명IC 녹지대 등 주요 진‧출입부에 설치 필요,
대표적 요소로 오리이원익 문화재, 광명동굴, KTX광명역 등(하안1동)
 산지 사면부를 활용한 도시이미지 형성(하안1동)
 광명시 진입관문인 대교에 조형물 설치를 통한 도시이미지 형성(하안1동)
 광명스피돔 일대 자전거를 테마로 지역 이미지 형상화(하안1동)
 철망산 정상에 정자 설치 및 둘레길 끊어진 구간 연결(하안2동)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단지 내 시설 주차장화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운동시설 유지 (하안3동)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우범화되지 않도록 시설의 개선과 지속적인 관리(하안3동)
 안양천변 운동 및 휴게시설 확충(하안3동)
 자동차학원, 유수지, 골프장 경계부 경관불량 개선(하안4동)
 안양천로 차량 중심의 가로로 보행환경이 어둡고 포장 개선 필요(하안4동)
 아파트 단지 내 야간조명 설치 시 나무에 가리지 않도록 가로등 높이 조절(하안4동)
 안앙천변과 광명교, 철산교 등의 교량에 야간조명 설치(하안4동)
 안양천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분수, 각종 휴게시설 등 시설 보강을 통한 관광자원화 추진 필요(하안4동)
 아이들 놀이터 확보, 바닥분수 설치(하안4동)
 낮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숲길 조성(하안4동)
 통행량이 많은 하안사거리 일대는 조형물이나 조경시설 개선 필요(하안4동)

| 그림 2-28 | 하안동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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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하동
| 표 2-20 | 소하동 지역주민 대표 인터뷰 내용
구 분

내 용

문제점

 전봇대 쓰레기 투기 문제(소하2동)
 기아단지 주변 소음과 냄새에 의한 공해 발생(소하2동)
 광명역세권지구에 접한 하수처리장 악취(소하2동)

요청사항

 기아자동차 인근 소음문제 발생으로 민원제기, 가리대‧설월리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연계한 개발
계획 필요(소하1동)
 신촌 1단지 도로 전면부, 안양천변 무허가건물촌 등 상습 침수지역 경관개선 필요(소하1동)
 상업지역 활성화방안 필요(소하1동)
 가로변 재래시장 형성 및 활성화 유도(소하1동)
 금당마을 경관 개선(소하1동)
 등산객에게 가학터널에서 들리는 소음이 심하므로 차폐방안 마련(소하2동)
 제2경인고속도로에 의해 단절된 성채산과 서독산 산맥 연결(소하2동)
 등산로, 둘레길에 가로등 및 조명 필요(소하2동)
 자경리(일직JC인근 마을) 과거엔 보기 좋은 마을이었으나 도로로 인해 비닐하우스나 공장 난립으로 경관
악화(소하2동)

| 그림 2-29 | 소하동 인터뷰 결과

⑤ 학온동
| 표 2-21 | 학온동 지역주민 대표 인터뷰 내용
구 분
문제점
요청사항

내 용
 변전소 및 송전탑 경관 저해
 예산소요가 커서 적용의 어려움 있지만 변전소 및 송전탑 지중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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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0 | 학온동 인터뷰 결과

⑥ 동별 인터뷰 종합
| 표 2-22 | 광명시 동별 인터뷰 종합
구 분

광명동

철산동

보 전

관 리

형 성

 전통시장 활성화
 녹지경관 보전
 산림‧녹지경관 보전

 기존시설‧신개발지의 경관적 조화
유도
 스피돔 주변 및 수변 경관 정비
 도덕산 도덕정 주변 경관 정비

 오리로 특화경관 형성 및 기반
시설 확보
 광명시 진입경관 개선
 도덕산 능선부 복원
 중앙도서관 주변 우수경관 형성

 역사문화재 보존
 양호한 연립주택 보존 요망

 녹지축과 연계되는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 수립
 합수부 정비







석축 안전‧미관 확보
도덕산–뱀수 연결 생태교 계획
뱀수 합수부 거점 조성
안양천 접근성 강화방안 강구
오리로 특화거리 조성

도덕산 도덕정(제1경) 경관 정비
광명시립국궁장 주변경관 정비
자연발생적 정주경관 개선
가로등 조명 개선
교량(금천대교) 개선
안양천(제8경) 수변경관 정비






쌈지공원 정비
등산주진입로 경관 개선
구름산산림욕장(제7경) 특화정비
기반시설 확충 필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주거정비구
역 경관 관리
 오리이원익 종택과 관감당(제4경)
주변경관 정비
 소하1동 취락지 경관 개선
 수변경관 개선
 산업경관 환경 개선






법면부 경관 개선
자연부락 경관 개선
주상복합경관 형성(예정)
하수처리장 경관 개선

하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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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동

 오리 이원익선생 문화 유적지
보전

학온동






수변경관 보전
역사문화자원 보전
역사문화공간 보전
산림경관자원 보전








 광명동굴(제5경) 주변 연계 정비
 자원회수시설 경관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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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합분석
1) 경관현황 종합분석
① 문제점 및 과제도출
■

자연경관



고층건축물의 밀집에 따른 산림 조망경관이 저해됨



인근 농업설비 설치로 인하여 저수지 경관이 훼손됨



농업설비 및 공장창고의
‧
난립으로 인하여 전원경관 저해 및 산림경관이 잠식됨

고층건물로 인한 조망경관 저해

■

저수지경관 훼손

인문경관



광명시 주요 진입공간의 상징성이 부족함



도로변으로 무질서하고 혼잡한 상업지경관이 형성됨



획일적이고 장소성이 부족한 주거지경관을 보임

진입공간의 상징성 부족

■

농업설비, 공장, 창고의 난립

도로변 혼잡한 상업지경관

장소성이 부족한 주거지경관

역사문화경관



역사문화경관 사이의 연계성이 부족함



역사문화재 주변 구조물 및 시설물로 인해 왜소화되어 보임



안내시설 및 진입로의 상징성이 부족함

가학동 지석묘

충현박물관

영회원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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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1 |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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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및 전략

| 그림 2-32 | SWOT 분석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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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관기본구상
1. 경관미래상 설정
1) 도시 이미지 검토


광명비전, 2020 광명도시기본계획, 경관의식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검토함

| 그림 3-1 | 광명시 이미지



경기도를 비롯하여 광명시와 인접한 각 시구의
‧
도시상징과 도시미래상 등을 검토함

| 그림 3-2 | 광명시 인접 도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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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명시 경관이미지


광명시 자연인문상징
‧
‧
‧정책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시이미지를 도출하고 연계성을 가지는
경관미래상을 제시함



사람이 살기좋은 환경 조성, 특징적인 자연환경 장점을 강화하여 자연을 향유하는 도시환경 형성을
경관계획의 기조로 미약한 생태역사
‧
문화자원과 신규 개발지를 활성화하여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매력이 있는 경관을 형성함

| 그림 3-3 | 광명시 경관미래상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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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형성전략
1) 기본방향


‘자연사람문화가
‧
‧
어우러진 걷고 싶은 도시 광명’경관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과 만나는 자연
경관 가꾸기, 사람 중심의 인문경관 만들기, 매력적인 문화경관 창출의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4가지 경관형성전략을 추진함

| 그림 3-4 | 광명시 경관형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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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형성전략
① 산을 품은 도시
■

도시 중심에 자리한 나지막한 걷기 좋은 산지, 도심의 안뜰
1-1. 산지보호 및 녹지축 형성
 산지훼손 지양, 훼손지 복원
 산지간 연계 녹지축 형성

1-2. 산지로의 조망 보호
 산으로 열린 통경축 확보 및 주요 조망점 설정, 조망경관 관리
 산지조망을 고려한 건물배치
 자문 및 심의 시,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한 경관적 변화 예측 및 계획의 방향 제시

1-3. 산지와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형성

 산지의 자연스러운 능선과 어울리는 고층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및 상층부 디자인 유도

② 정체성이 살아있는 도시
■

역동적인 변화와 함께 지역 정체성이 살아있는 매력적인 도시
2-1. 오리이원익 역사문화 클러스터화를 통한 정체성 강화

 충현박물관에서 오리서원에 이르는 역사문화 클러스터 형성

2-2. KTX광명역, 광명스피돔의 랜드마크 역량 강화
 KTX광명역 주변 지역 경관 관리 및 디자인 역량 강화
 광명스피돔 주변 지역 경관 개선 및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친환경 문화공간 형성

2-3. 광명동굴 등의 명소 형성
 광명동굴 주변 경관개선
 전통시장과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한 명소화 유도
 영회원 일대 수변공원 조성을 통한 역사문화 명소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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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걷는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
■

산길과 물길, 역사문화명소와 연결되는 GREENWAY, 품위있는 거리
3-1. 역사문화명소와 연결되는 산길과 물길

 등산로와 하천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
 역사문화요소, 랜드마크요소의 연계 네트워크 형성

3-2. 특색있는 테마가로 조성을 통한 매력적인 가로환경 형성
 역사문화테마가로 조성
 특화가로 경관정비 검토(경관 협정 연계) : 광명로 가구 문화의 거리, 오리로 패션 문화의
거리, 철산 문화의 거리

3-3. 가로경관 개선을 통한 품위 있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 조성
 걷기 편한 보행환경 조성 및 통합디자인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가로 시설물 정비

④ 머무르고 싶은 도시
■

활발한 교류 증진 유도 및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관 형성
4-1. 열린 통합공간으로 공공공간 정비





공공청사 경계부 개방 등 공간 개선 및 확충을 통해 열린 공간 형성
인접한 공공시설간의 연계동선 기능 강화 및 공간기능 분배
자연스럽게 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주거공간의 환경 개선
다양한 주민활동을 고려하여 환경 개선 및 장소성 강화

4-2. 경관협정 등 주민 참여 유도
 지역주민과 상인회를 중심으로 마을가꾸기 유도
 경관개선사업과 연계한 지속적인 관리 추진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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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관구조 구상
1) 경관권역 구상
■



기본방향
지형지세 등의 물리적 경관요소와 용도지역, 생활권계획 등의 비물리적 경관요소를 고려하여 경관적
동질성을 갖는 지역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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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지세

경관자원

법정동 행정경계

생활권계획

용도지역 및 주요도로

개발계획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



권역별 기본구상
경관적 동질성을 고려하여 원도심재생정비권역, 정주‧생태환경권역, 산업역사문화정비권역
‧
, 예술문화‧
유통중심권역, 전원시가지중심권역으로 구분함

| 그림 3-5 | 경관권역 구상도
| 표 3-1 | 광명시 경관권역 특성
경관권역

특 성

원도심재생정비권역






도덕산 북단 입지
안양천, 목감천 위요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상권형성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고층주거지 예정

정주‧생태환경권역






도덕산-구름산 산지와 안양천 사이 입지
안터저수지 생태자원
구릉지 중심으로 둘레길, 근린공원 조성
주거지는 대부분 아파트로 조성

산업‧역사문화정비권역

 구름산 산지와 안양천 사이 입지
 충현박물관 역사문화 자원
 대규모 자동차 공장으로 인한 공업 경관 형성

예술문화‧유통중심권역

 서독산 산지와 안양천 사이 입지
 풍광이 수려한 서독산 배경산지 형성
 KTX광명역 조성 및 주변 특화 상권 예정

전원시가지중심권역

 구름산-서독산과 목감천 사이 입지
 영회원, 광명동굴 등 역사문화 자원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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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축 구상


경관의 선형적 특징을 고려하여 산림녹지경관축, 수변경관축, 가로경관축으로 구분함

| 그림 3-6 | 경관축 구상도
| 표 3-2 | 광명시 경관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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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축

특 성

산림녹지경관축

 도덕산에서 구름산을 거쳐 서독산으로 이어지는 광명 중심 산지축
 서독산-성채산 산지축
 도덕산-가림산-철망산근린공원-광덕산근린공원-왕재산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근
린공원 연계축

수변경관축






광명시를 감싸는 안양천과 목감천 하천축
가학천, 온신천, 가락골천, 옥길천 등 목감천 지류하천
소하천 등 안양천 지류하천
노온사 저수지, 일직 저수지, 안터 저수지

가로경관축






제2경인고속도로
오리로, 광명로 등 광명 중심도로
범안로, 금하로, 서독로, 철산로, 기아로, 디지털로 등 주요도로
KTX광명역을 지나는 경부고속철도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3) 경관거점 구상


경관의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장소적 특징을 강화하는 요소로서 문화거점과 진입거점으로 구분함

| 그림 3-7 | 경관거점 구상도
| 표 3-3 | 광명시 경관거점 대상
경관거점

특 성
 역사문화거점(3개소)
- 역사자원 중심으로 상징성‧정체성 강화 : 영회원, 가학동 지석묘, 충현박물관

 관광문화거점(4개소)
문화거점

- 관광문화거점 특성화 및 명소화 : 광명스피돔, 광명동굴, KTX 광명역, 광명국제디자인
클러스터 일대(이케아 광명점,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광명 종합터미널)

 생태문화거점(1개소)
- 생태문화거점으로서의 장소성 확보 : 안터저수지

 공공문화거점(2개소)
- 공공시설 중심으로 커뮤니티 기능 강화 : 광명시장, 광명시민회관

 교량진입거점(10개소)
진입거점

- 교량진입부 경관 형성 및 관리 : 광명대교, 철산교, 광명교, 능촌교 등

 IC진입거점(2개소)
- 고속도로 진입거점 특화 : 광명IC, 광명역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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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관기본계획
1. 기본방향
‧
‧
‘자연사람문화가
흰계획을



어우러진 걷고 싶은 도시 광명’의 경관 형성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공간적 기본

수립함

광명시의 면선
‧ ‧점적 경관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적 특징을 살린 경관유형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함



조망계획은 조망명소 경관을 보호관리하고
‧
조망통제점 지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관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함



경관권역축거점을
‧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점적으로 경관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는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계획함

| 그림 4-1 | 광명시 경관 종합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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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권역 계획
원도심재생정비권역
1) 권역 현황
■



자연경관
남측으로는 도덕산이 위치하고, 동측 안양천과 서측 목감천이 시경계를 형성하면서 합수부를 이루고
있어 풍부한 자연환경이 분포함



도덕산 주변으로 고층의 공동주택 단지가 일부 자리하고 있고, 북사면을 따라 단독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어 산지로의 조망이 제한적임



목감천은 높은 차수벽과 차량 중심의 천변 가로환경으로 보행접근성이나 경관성이 양호하진 않으나
도심 속에 자리한 생태공간으로 최근엔 주민 중심의 목감천 축제가 개최되는 등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님



철산동 아파트 단지변 가로는 울창한 가로수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 모세로삼거리에서 철산
주공삼거리에 이르는 모세로 구간은 느티나무 가로수길이 우수한 가로경관을 형성함

■

인문경관



광명재정비촉진지구, 재건축정비구역 등 고층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경관적 변화가 예상됨



광명사거리역 일대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주요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저층과 고층의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고, 과도한 규모와 색채의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이 혼잡한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광명사거리 주변으로 가구문화의 거리, 패션문화의 거리가 있으나 특징적인 가로환경을 형성하고 있지는
못함

| 표 4-1 | 원도심재생정비권역 주요 경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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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하천

공원녹지

주거지

도덕산

안양천
목감천

현충근린공원
너부대근린공원

광명재정비
촉진지구

상업지

도로 및 철도

가구문화의거리 광명사거리역
패션문화의거리 오리로, 광명로

역사문화재

문화관광

철산동지석묘

광명시장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 그림 4-2 | 원도심재생정비권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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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방향 및 전략
기본방향

쾌적한 도시 정비와 활력있는 상업가로 형성에 따른 원도심 재생

기본전략

① 도덕산 산지 조망경관 보호 및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경관 보호 및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도덕산 조망 확보를 고려한 공동주택 조성
② 도덕산-뱀수(사성공원) 녹지축 등 녹지네트워크 형성
 도덕산-뱀수(사성공원) 녹지축 형성
 광명재정비촉진지구 조성에 따른 녹지축 형성 및 확대
③ 목감천 수변경관 개선 및 관리
 목감천변 경관 정비
 목감로 가로경관 개선
④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문화가로 조성
 광명시장 및 새마을시장 활성화 및 명소화
 광명사거리 주변 가로 정비를 통한 가로경관 조성
 가구 및 패션 문화의 거리 경관 특화
⑤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계획
 가로와의 연계성, 개방성을 고려한 경관 형성
⑥ 주민과 소통하는 공공공간 개선
 광명고가교 및 남부순환로 주변 개선
 역사문화 연계 거점 조성
 주민중심의 커뮤니티 거점 형성

① 도덕산 산지 조망경관 보호 및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형성
■



도덕산 주요 조망지점에서의 풍경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상층부 형태를 계획함



고층 건축물은 도덕산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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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경관 보호 및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도덕산 조망 확보를 고려한 공동주택 조성



산지공원에
‧
인접한 공동주택은 단지 내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배치함



산지 조망축에 인접한 공동주택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가로변 개방감 있는 녹지를 조성함



공동주택 단지 내 조망이 우수한 지점은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조망을 고려하여 수목을 식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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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덕산-뱀수(사성공원) 녹지축 등 녹지네트워크 형성
■



도덕산-뱀수(사성공원) 녹지축 형성
현충근린공원, 광명시민회관, 광명시청은 외부공간 및 경계부를 녹지가 풍부한 가로공원 형태로 조성
및 관리하여 소규모 녹지거점을 형성함



재건축정비구역은 재건축 시 시청로변 경계부를 개방적인 구조의 풍부한 녹지로 조성하도록 함



도덕산 인근 개발지구 녹지 및 공동주택 조성 시 녹지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조성함



오리로‧시청로 가로변 식수대는 보행여건을 고려하고, 띠녹지 등 가로수 하부식재를 강화함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의 담장녹화나 벽면녹화 등을 통해 현충공원에서 사성공원으로 연결되는 가로
녹지축을 형성함



안양천로 하부공간 개선으로 사성공원에서 안양천으로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형성함

도덕산-뱀수(사성공원) 녹지축 형성(안)

■



광명재정비촉진지구 조성에 따른 녹지축 형성 및 확대
광명재정비촉진지구의 공원 및 연결녹지는 구릉지와 연계되는 선형의 생태녹지축의 기능과 함께
산책과 휴식의 기능을 갖는 녹도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함



연속성을 갖되 구간별 식재 방식이나 수종의 변화 등을 통하여 지루하지 않도록 조성함



도덕산, 목감천, 주요 공원과 자연스러운 연결 체계를 형성하도록 장기적으로 경관을 개선함

③ 목감천 수변경관 개선 및 관리
■

목감천변 경관 정비



목감천변에 주민을 위한 수변시설을 확충하고 천변 옹벽, 진출입 시설 및 하부 경관을 개선함



수변경관과 조화로운 형태와 디자인으로 노후한 교량을 개선하고 식별성을 높임



하천변 고층 주거 형성 시 하천과 조화를 이루도록 외관 및 색채를 고려함

■



목감로 가로경관 개선
광복교~개웅교에 이르는 구간은 광명재정비촉진지구 조성에 따른 녹지 조성 시 녹음이 우거진
수변 산책로 형태로 조성함



차수벽, 배수펌프장 미관증진 및 하천 진출‧입로 쾌적한 환경 조성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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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문화가로 조성
■



광명시장 및 새마을시장 활성화 및 명소화
내부 아케이드 및 포장 등의 통로 환경과 상점의 디스플레이 등을 개선하여 다양한 개성으로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함



시장 입구주변을 정비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노점상 개선으로 활기찬 상업 가로경관을 형성함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편의시설 및 주차시설 확충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함

- 시장 상인 중심의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프로그램 운영 : 시장 활성화 및 명소화 유도

시장 활성화 유도 사업 사례(수원못골시장)

■

시장 노점상 정비 사례(일산 동구)

아케이드 정비 사례(일본)

광명사거리 주변 가로 정비를 통한 가로경관 조성



광명로와 오리로 상업가로변 가로시설물 개선을 통한 정연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함



가로변 건축물 전면 및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전면공지를 보도와 연속성 있게 개선함

■



가구 및 패션 문화의 거리 경관 특화
쾌적하고 여유로운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가로와 면한 전면부를 개선함

- 광명로변 전신 지중화 : 경관 저해요인 저감
- 가로 전면부 차량 주차나 제품 적치 등 보행 접근성을 제한하는 상업 행위 개선


전시판매효과가 큰 업종이므로 쇼윈도우 기능을 강화하고 가로별 업종특성을 강화하도록 함

- 가구 문화의 거리 : 카페나 인테리어 소품샵, DIY공방, 가구 디자이너 작업실 등 가구점과 연계성 있는 업종
유치를 유도하고, 장인정신을 잇는 예술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패션 문화의 거리 : 의류, 액세서리, 헤어 등 패션 연계 업종 유도를 통한 패션거리로의 정체성 강화
- 노상 판매대 : 통일된 포장이나 차양 적용 등 환경정비를 통한 일체감 있는 거리 경관 조성
- 전면부 : 노후 입면부는 개선하고 저층은 내부가 잘 보이도록 전면유리를 적용하여 쇼윈도 기능을 강화하며,
자바라접이문 등을 적용하여 상가 내외부 접근이 자유롭도록 유도


특화거리 진입문주를 개선하고 안내도를 제작하여 영역성을 강화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함

가구거리 조성 사례(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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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라접이문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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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계획



단지별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성, 장소성, 개방성 및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함



구릉지변 단지는 지형 및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덕산 조망을 고려한 자연 순응형 주거공간으로
형성함

- 구릉지의 과도한 절성토
‧
지양, 부득이한 경우 완경사 유지, 사면은 식재로 피복


■



상가 인접 단지는 통경축을 고려하고, 가로변을 따라 기존 상권과 연계되어 활성화를 유도함

가로와의 연계성, 개방성을 고려한 경관 형성
주요 가로변 연도형 상가 조성을 통한 활기찬 가로 경관을 형성함

- 휴먼스케일의 거리 조성을 위해 상업지 입면 분절 유도
- 상가 전면공지 확보 통해 보행휴식
‧
공간 제공 및 개방적인 입면 구성을 통한 가로활성화 유도


양호한 가로수 수목에 대하여 나무은행제도2) 등 관리방안을 마련함

⑥ 주민과 소통하는 공공공간 개선
■



광명고가교 및 남부순환로 주변 개선
광명고가교 하부구간에 경관조명 설치 및 공간디자인 적용을 통하여 수변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함



남부순환로 나들목 구간에 우범화 방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함



남부순환로 보행육교 구간에 진입부 녹화 및 공간을 확보함

■

역사문화 연계 거점 조성



철산동지석묘 안내시설을 강화하고, 인근의 시민회관과 시민운동장 등 공공시설과 연계함



옛 지명 구간에 지명유래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성을 계승함

- 석고개 : 오리로 인접 공원부지에 석고개 유래 안내시설 설치
- 모세마을 : 마을 관련 안내시설 설치, 모세마을의 명칭 유래3)를 고려하여 연못 등 수경시설 조성

■

주민중심의 커뮤니티 거점 형성



중앙도서관과 인근 학교 연계 구간의 옹벽, 담장 디자인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조성함



오리로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전면에 녹지를 강화하고 쉼터 환경 및 보도구간을 개선함



광명동초등학교 경계부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4)) 및 녹지를 활용하여 개방감 있게 조성함



주거지 단지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일부 쌈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간의 커뮤니티를 강화함

2) 나무은행제도 : 각종 개발사업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베어질 나무를 벌채 이전에 나무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선목, 굴취, 이식관리하고 나무수요자 정보를 확인하여 이식
적기에 나무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
3) 모세마을 : 쇠머리마을과 뱀수 사이에 있던 마을로 모세는‘못이 세 개가 있었다’는 연유로 해서 붙은 이름임
4)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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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 원도심재생정비권역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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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생태환경권역
1) 권역 현황
■



자연경관
도덕산에서 구름산으로 연속되는 산지경관을 형성하고 있고 철망산, 왕재산 등과 같은 구릉성 산지는
근린공원으로 지정관리되고
‧
있으나 대부분 고층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어 접근성이나 가시성이
제한적임



도심권에서 보기 드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안터저수지는 광명8경에 속하는 명소이나 안내체계가
미흡하고 주변 지역의 경관이 불량하여 개선이 필요함



가림산 자락에 위치한 광명종합운동장 일대는 주변 산지로의 조망이 우수하며 가림산둘레길 및 안터
생태공원과 연계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장소임



■

안양천변 안양천로로 인해 보행접근성이 제한적이며, 자연녹지의 경관적 관리가 필요함

인문경관



공동주택 경계에 녹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연속된 벽돌담장으로 가로 연계성이 낮음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철산역 주변 상업지역은 보행자전용도로인 철산 문화의 거리가 형성되어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화려한 조명시설과 건축물을 뒤덮은 옥외광고물로 혼잡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대로변으로 고층의 건축물이 늘어서 있는 자동차 경매단지는 외관과 이질적인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업무중심지 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로 혼잡한 단지 내부도로는 경관적 개선이 필요함



근린생활시설과 학원 등이 밀집되어 있는 하안사거리 상업 지역은 대로변으로 옥외광고물이 정비되어
있으나 이면가로로는 혼잡한 옥외광고물과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정비가
‧
필요함



밤일마을, 광명보건소 일대는 주요 등산로로 음식점들이 단지로 조성되어 있음

| 표 4-2 | 정주‧생태환경권역 주요 경관요소
산림

하천

공원녹지

주거지

상업지

도로 및 철도

역사문화재

문화관광

도덕산, 구름산
가림산

안양천

안터생태공원,
철망산‧광덕산‧왕재산
근린공원

공동주택

철산 문화의
거리

오리로, 하안로
범안로

모운재

밤일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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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 | 정주‧생태환경권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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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방향 및 전략
기본방향

생태환경 보호 및 자연과 어우러진 정주환경 형성‧정비

기본전략

① 산지경관 및 안터저수지 생태경관 보호
 가림산둘레길 녹지 경관 정비
 도심 속 내륙습지 생태경관 특화
② 가림산둘레길과 연계한 산림‧녹지 네트워크 형성
 가림산-철망산근린공원-광덕산근린공원-왕재산근린공원-안양천 연계 녹지축 형성
③ 자연이 어우러진 밤일마을 음식문화단지 형성
 자연친화적 음식문화타운 형성
 도덕산-구름산 사이 우수한 산림녹지경관 보전
④ 철산 및 하안 상업지역 경관 정비 및 관리
 활력 넘치는 철산 문화의 거리 보행특화가로 경관 개선
 하안 상업지 경관 관리
⑤ 획일적인 공동주택 경관개선 및 공원‧녹지 정비
 공동주택 색채 개선 및 열린 담장 조성
 어린이공원 정비 및 경관 저해구역 녹지 강화

① 산지경관 및 안터저수지 생태경관 보호
■

가림산둘레길 녹지 경관 정비



가림산둘레길 주변부의 녹지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함



광명종합운동장과 안터저수지를 연계하는 체험형 녹색 둘레길로 조성함

■

도심 속 내륙습지 생태경관 보전 강화



안터저수지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안터생태공원의 경관 보전을 강화함



안터저수지 남서측에 공원을 조성하여 생태 완충지역을 확충하도록 함

② 가림산둘레길과 연계한 산림‧녹지 네트워크 형성
■

도덕산-가림산-근린공원-안양천 연계 녹지축 형성



녹지축 연결녹지 구간에 보행로를 조성하고 녹지시설을 보완함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왕재산근린공원의 조망을 개선함



철산로에 특화가로를 형성함

- 보도구간 : 녹지공간 확충
-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특화 공간 조성
-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을 고려한 도로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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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연이 어우러진 밤일마을 음식문화단지 형성
■

자연친화적 음식문화타운 형성



밤일마을에 적합한 디자인의 문주를 조성하여 진입부 시인성을 강화함



마을을 둘러보며 체험하고 자연경관을 활용한 산책기능을 유도하는 테마 마을로 조성함



경관협정을 통한 자발적인 경관형성을 유도함

■

도덕산-구름산 사이 우수한 산림녹지경관 보전



밤일마을과 어울리는 테마수종을 식재하고,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조명기구를 사용함



밤일마을 내 건물 주변으로 가설건축물5) 설치를 제한하고, 전체적으로 고채도를 지양함

④ 철산 및 하안 상업지역 경관 정비 및 관리
■

활력 넘치는 철산 문화의 거리 보행특화가로 경관 개선



바닥포장 개선 및 볼라드 등 공공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도로의 기능성 및 인식성을 강화함



상업건물 외관을 개선하여 매력있는 상업지 경관으로 형성함



연접 건축물 전면공간에 쇼핑 및 보행동선을 방해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함



철산 문화의 거리의 랜드마크 인지성 향상을 위하여 야간경관을 개선함

■

하안 상업지역 경관 관리



상가 이면가로 구간에 옥외광고물 및 주차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형성함



상업지 내 광장 정비를 통한 우범화 방지 및 쉼터기능을 강화함

⑤ 획일적인 공동주택 경관 개선 및 공원‧녹지 정비
■

공동주택 색채 개선 및 열린 담장 조성



색채개선을 통해 단조롭고 획일적인 공동주택 경관을 향상시킴



공동주택 경계부에 열린 담장으로 조성하여 가로경관 향상 및 보행 안전성을 증대함

- 담장 대신 녹지대 강화 : 안현로, 범안로, 금당로 등 공동주택 경계부에 열린 담장 조성
- 보행 편의성 강화 : 녹지대 사이 쉼터 조성
-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구축 : 가로수와 가로등 배치 개선 및 보행등 강화

■

어린이공원 정비 및 경관 저해구역 녹지 강화



어린이공원에 시설 및 조명을 보강하여 우범 유발 요인을 저감하도록 함



자동차학원~골프연습장 경계부에 밀식 식재 등 경관 관리를 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형성함

5) 가설건축물(假說建築物) :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합법적 요건 중 토지정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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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역사문화정비권역
1) 권역 현황
■



자연경관
서측으로 구름산이 입지하여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광명 소하도시개발구역 일대는 저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산지로의 조망이 가능함



남동측 성채산은 구릉성 산지로 제2경인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 자연
환경과 단절되어 있고 광명메모리얼파크가 위치함



시흥대교 남쪽의 안양천 구간은 하천정비가 미흡하고 수변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짐



소하지구 내 소하천 주변으로는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쾌적한 수변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개발
제한구역 내 수계까지 연속되지 못함

■



인문경관
문화재보호구역인 충현서원지와 남측의 충현역사공원, 오리서원이 입지하고 있으나 역사자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주변 지역은 역사경관과 연계성이 낮고 노후한 상업‧주거지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광명 소하도시개발구역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개발에 따른 경관적 변화가 예상되며 산지와
조화로운 개발이 필요함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으로 인한 대규모 공업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주차장이 노출되어 있음



조성 중인 수원광명고속도로 및 강남순환도로로 인하여 안양천변의 고가도로 및 기아대교 주변 고가
교차구간이 발생하여 위압적인 경관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 표 4-3 | 산업‧역사문화정비권역 주요 경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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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하천

공원녹지

주거지

상업지

도로 및 철도

역사문화재

문화관광

구름산
성채산

안양천
소하천

한내근린공원
소하근린공원

소하지구
광명소하
도시개발구역

소하지구

오리로

오리이원익선생
역사문화자원

충현박물관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 그림 4-6 | 산업‧역사문화정비권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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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방향 및 전략
기본방향

연속적인 도시공간 형성 및 오리이원익 역사요소를 중심으로 한 도시 정체성 형성

기본전략

① 산지 경관 및 산지 조망경관 보호
 개발 및 도로개설 등에 따른 산지 경관 훼손 최소화
 산지로의 조망경관 보호
② 구름산에서 안양천 및 성채산으로 연계되는 녹지네트워크 형성
 구름산-안양천 가로 녹지축 정비 및 강화
 구름산-성채산 연계 녹지축 형성
③ 안양천 및 소하천 수변경관 관리
 한내근린공원 소하천 수변경관축 특화
 신촌지구 북측 금하로 및 뚝방길(시흥대교-기아대교) 구간 관리
④ 오리이원익 역사문화 클러스터 형성
 충현박물관-충현역사공원-오리서원을 연계하는 역사문화탐방로 형성
 오리이원익을 주제로 하는 축제 및 문화활동 강화
⑤ 주민과 함께하는 노후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 및 커뮤니티 공간 형성
 오리로366번길 생활상권 가로 개선
⑥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일대 친환경 및 첨단산업 이미지 형성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공장 경계부 및 시설 경관 개선

① 산지 경관 및 산지 조망경관 보호
■



개발 및 도로개설 등에 따른 산지 경관 훼손 최소화
광명소하도시개발구역은 구름산으로의 조망 및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고려하여 중저층형
‧
주거
단지로 조성하고 녹시율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가로변을 조성함



■



수원광명고속도로 예정지 구간은 산지 훼손 및 외부노출을 최소화함

산지로의 조망경관 보호
구름산-가학산-서독산의 연속되는 산지로의 조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지방향으로 향하는 주요도로
및 녹지축에 입지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을 계획함

- 산지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의 배치와 높이 등의 규모 계획 적용
- 산지와 조화를 이루는 형태와 색채를 적용하여 건축물 계획
- 교목 식재를 통한 인공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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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름산에서 안양천 및 성채산으로 연계되는 녹지네트워크 형성
■

구름산~안양천 가로 녹지축 정비 및 강화



광명소하도시개발구역은 구름산과 주변 자연요소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녹지체계를 구상계획함
‧



구름산을 향하는 도로는 산지조망을 보호하고 녹음이 풍부한 가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로변 녹지
및 공원을 조성관리함
‧

- 구름산~생태육교~안양천에 이르는 한내로변 녹지축 강화

■



구름산~성채산 연계 녹지축 형성
제2경인고속도로변 완충녹지를 확충하여 구름산과 성채산을 연계하는 녹지 강화로 생태적 연속성을
갖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적치물과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산지변 경관을
관리함

③ 안양천 및 소하천 수변경관 관리
■



한내근린공원 소하천 수변경관축 특화
한내근린공원의 우수한 수변 경관을 관리형성함
‧

- 학교시설, 청소년수련관 : 하천에서의 조망 및 하천과의 연계성 고려
- 수변 상업지역 : 수공간으로의 조망이나 접근성을 고려하여 매력적인 장소로 조성, 수변에서 조망 시 조형미를
갖도록 계획


■

소하천에서 안양천에 이르는 연속된 친환경적인 수변녹지축을 형성하도록 함

신촌지구 북측 금하로 및 뚝방길(시흥대교-기아대교) 구간 경관 관리



안양천 접근을 고려하여 보행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함



노후건축물, 난립한 적재물 등 경관저해요인을 개선함



수원광명고속도로, 강남순환도로 등 고가도로 조성에 따른 교각 및 고가하단부는 위압감을 완화하고
쾌적한 가로 및 수변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성함

④ 오리이원익 역사문화 클러스터 형성
■

충현박물관-충현역사공원-오리서원을 연계하는 역사문화탐방로 형성



충현박물관 진입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안내동선을 유도함



충현박물관 주변 건축물과 경계부를 비롯한 쌈지 공간을 개선하여 전통문화적인 마을 이미지를 형성
하도록 유도함



오리이원익선생묘 및 신도비 일대 공원 조성 시 충현역사공원, 오리서원과의 접근 동선 체계가 연속
되도록 계획하며 오리로변 가로환경을 정비함

99

GWANGMYEONG CITY LANDSCAPE PLANNING

■



오리이원익을 주제로 하는 축제 및 문화활동 강화
오리문화제 개최 시 충현박물관에서 오리서원 일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역사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함



오리서원은 친숙하고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진입경관을 개선함

⑤ 주민과 함께하는 노후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
■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 및 커뮤니티 공간 형성



공공시설, 공원, 학교를 중심으로 보행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가로환경으로 정비함



주차공간 개선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으로 정비함



마을 내 쌈지마당을 조성하여 마을단위의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함

■

오리로366번길 생활상권 가로 개선



생활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가로적 특성을 살려 마을 내 특성화 된 가로경관을 형성함



보행자우선의 도로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교차부의 경관을 개선하여 식별성을
확보함



가로에 면한 상가의 옥외광고물을 비롯한 전면부를 개선하여 활기 있고 매력적인 소규모의 생활 가로
경관을 형성하도록 함

⑥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일대 친환경 및 첨단산업 이미지 형성
■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주변 산지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시설 배치 및 규모를 계획함



인접한 광명테크노파크와의 도시적 이미지 연계성을 고려하여 산업경관을 형성함

■



공장 경계부 및 시설 경관 개선
명도가 높은 색채의 펜스나 외부로 드러나는 구조물을 개선하고, 경계부 녹지를 확충하여 내부 차폐
및 친환경 이미지를 형성함



가로에서 잘 보이는 곳이나 결절부에는 디자인을 고려한 건축물을 배치하여 기업과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폭스바겐 아우토슈타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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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산 산지로의 조망 보호(안)

교각 하단부 경관 개선(안)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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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7 | 산업‧역사문화정비권역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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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문화 ‧유통중심권역
1) 권역 현황
■



자연경관
광명시 내 서독산과 성채산 및 안양시의 석수산, 와룡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인접한 구릉지 뿐만
아니라 삼성산, 수리산 등으로의 산지조망이 우수함



광명역세권지구 남측의 일직저수지는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어 조성 중임



하수처리장은 시설 지하화를 통해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 예정임

■



인문경관
역사문화재인 무의공이순신장군묘가 서독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나 산지변 입구 경관 관리 및 역사
문화자원 안내체계 형성이 필요함



KTX광명역(광명8경 중 제2경)을 중심으로 랜드마크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향후 KTX광명역 서측의
고밀고층개발로
‧
경관적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



코스트코, 이케아와 같은 대형 상권의 입점으로 저층의 거대한 수평 구조물을 형성하고 차량 중심의
동선이 형성됨



성채산 남측에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으로 입지적 특성상 KTX광명역과 함께 광명시의
랜드마크 경관 형성이 필요함



광명역IC에서 접근 시 진입경관을 형성함

| 표 4-4 | 예술문화‧유통중심권역 주요 경관요소
산림

하천

서독산

안양천

공원녹지

주거지

상업지

기형도문화공원
광명역세권지구 광명역세권지구
일직수변공원

도로 및 철도

역사문화재

문화관광

KTX광명역

무의공이순신
장군묘

KTX광명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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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8 | 예술문화‧유통중심권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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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방향 및 전략
기본방향

광역교통거점 및 디자인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지향적인 도시 이미지 형성

기본전략

① 산지조망경관 보호 및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형성
 서독산 및 주변 산지로의 조망경관 보호
 오리로 서측 산지변 경관 관리
② 기형도문화공원-일직수변공원-하수처리장공원 연계 녹지네트워크 형성
 연결녹지나 공공공지를 주요 동선으로 하는 연계축 계획
 공원을 중심으로 한 거점 녹지 형성
③ KTX광명역과 어우러진 역동적인 미래지향 도시 이미지 형성
 KTX광명역 랜드마크 경관 보전 및 관리
 KTX광명역과 시각적 관계성을 고려한 랜드마크 형성 및 유도
④ 디자인 문화가로 및 매력적인 상업가로 형성
 광명역세권 디자인 문화가로 형성
 광명시만의 매력적인 상업가로 조성

① 산지조망경관 보호 및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형성
■



서독산 및 주변 산지로의 조망경관 보호
오리로, 서독로 및 광명역세권지구의 주요도로와 공원에서의 산지조망을 고려하여 건축물과 외부공간을
조성함



서독산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산지능선과 조화로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를 계획함

■



오리로 서측 산지변 경관 관리
산지가 중첩되는 풍경을 보호하고, 광명역세권지구 개발에 따른 인접지역 난개발로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오리로변 경관을 관리함



산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가로변 건축물의 배치와 높이 등의 규모를 계획함



과도한 옥외광고물과 전면공지 환경 개선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가로경관을 유도함

산지 스카이라인 보호를 위한 건축물 계획

건축물 전면공지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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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형도문화공원-일직수변공원-하수처리장 공원을 연계하는 녹지네트워크 형성
■

연결녹지나 공공공지를 주요 동선으로 하는 연계축 계획



공원을 연계하는 녹도를 형성하여 녹음이 우거진 쾌적한 가로경관을 형성함



덕안로 광장을 연결하는 녹지는 보도와 일체화된 가로공원 형태로 걷기 즐거운 환경으로 조성함

- 녹음을 드리울 수 있는 연속된 가로수 터널 및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
- 거리와 방향을 정확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와 안내시설 배치


녹지 및 공공공지 등 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블록은 보행동선이 연결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조경으로
전면부를 조성하고 블록 내부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함

■



공원을 중심으로 한 거점 녹지 형성
기형도문화공원, 일직수변공원, 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되는 공원을 중심으로 거점 녹지를 형성하며
주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조망거점의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함



기형도문화공원은 기형도 시인의 문화적 요소와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의 예술적인 요소가 결합된
문화예술적 측면을 강화하여 조성하고 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되는 공원은 남측 구릉지 및 안양천과
생태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성함

③ KTX광명역과 어우러진 역동적인 미래지향 도시 이미지 형성
■



KTX광명역 랜드마크 경관 보전 및 관리
KTX광명역 주변부 개발에 있어 KTX광명역의 수평적 특성이 강한 조형미 있는 외관이 갖는 랜드마크적
상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주요 가로 및 결절부, 공원에서의 KTX광명역으로의 조망 경관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근중
‧ ‧원경을 형성
하도록 외관 및 외부공간을 조성함



야간경관 연출 시 KTX광명역의 야경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차별화 된 야간경관을 조성하며 광장 등을
중심으로 야간명소화를 유도함

■



KTX광명역과 시각적 관계성을 고려한 랜드마크 형성 및 유도
덕안로에서의 시각초점을 형성하는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는 성채산과 조화로우며 디자인 특성이 부각
될 수 있도록 조형미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함



복합단지 구역은 서독산으로의 조망 등을 고려하여 수직형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함



주상복합 용지는 서독산으로의 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직적인 조형미가 돋보이는
형태로 건축물을 계획하여 KTX광명역,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과의 경관적 조화를 형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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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디자인 문화가로 및 매력적인 상업가로 형성
■

광명역세권 디자인 문화가로 형성



주요 교차부 광장은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테마와 디자인으로 조성함



광명역 남측 서독로 육교 및 옹벽구간은 광명시 진입 구간으로서의 상징성 및 광명역세권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개선함



KTX광명역과 광명 종합터미널 등이 위치한 복합 환승지역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동선을 쉽게 유도할
수 있도록 편리한 안내체계로 조성함



서독터널 진입부는 산지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조화로운 디자인 및 식재 등 경관을 개선함

- 서독터널 입구부는 서독산과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상징성 강화
- 서독로변 방음벽 및 가드레일 구간에 자연 재질 활용 등 디자인 개선
- 서독터널 인접 등산객 통행 보행로 개설

■



광명시만의 매력적인 상업가로 조성
거리 및 옥외광고물 특화를 통해 광명시만의 거리로 차별화 함

- 상가 내 옥외광고물을 특화하여 개성있는 거리 이미지 형성
- 상가 전면공지는 보도와 일체화된 보행 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결절부는 시인성과 식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함
- 상업지역 내 쾌적하고 특징적인 보행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로 포장 특화 및 지주시설 제한


서독산 조망 확보 및 특화 등 조망권을 고려한 상업시설 차별화를 통해 광명시만의 풍경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상가 옥상부에 옥상정원 조성 및 옥상부에 노출되는 외부설비는 지붕으로 차폐하여 인근 복합단지 및 주상복합
고층에서의 조망 시 경관저해요인 차폐
- 2층 이상 벽면한계선 제한을 통한 2층부 테라스형 상가 활성화로 거리 내 우수한 산지 조망 보전
- 가로의 연속성 및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1층부 전면부를 개성적인 외관과 개방적인 구조로 조성
- 공공공지에 면한 건축물은 특징적인 연속된 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건축물의 전면부 디자인과 전면공지를
고려하여 조성


야간조명을 통한 야간거리 특화 및 시즌별 거리 이벤트를 통해 항상 활력있는 거리로 조성함

서독산 조망권 고려한 매력적인 상업가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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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주변 성채산과 조화로운 랜드마크 경관 형성

KTX광명역과 서독산 조망을 고려한 주상복합 형성

양지사거리 결절부 경관 및 서독산 터널의 산지경관과의 조화 형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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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9 | 예술문화‧유통중심권역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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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시가지중심권역
1) 권역 현황
■



자연경관
도덕산-구름산-서독산의 산지가 남북으로 길게 자리하고 있고 소규모의 구릉지가 점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구름산 산지변의 영회원, 가학산 산지변의 광명동굴, 터골산 인접 구릉지에 가학동 지석묘 등 다수의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함



광명시 서측 시경계를 형성하는 목감천이 중심 수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가락굴천, 온신천, 가학천 등의
소하천이 목감천으로 합류함



권역 내 용도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광범위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개발
제한구역 내 공장이나 화훼단지 및 적치물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



인문경관
영회원 및 가학동 지석묘 일대 주변은 현상변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한 제약이
있음



광명동굴은 광명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공원조성계획 등을 통해 그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정원용묘, 영모재, 경모재 등 역사문화자원이 다수 분포하나 왜소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주민 인지도와
접근성이 낮음



도로변이나 마을입구 곳곳에 물류시설이나 공장이 자리하고 있어 권역 내 농경지 및 취락지와 이질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표 4-5 | 전원시가지중심권역 주요 경관요소
산림

도덕산~서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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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저수지

공원녹지

목감천
가학산공원
지류하천
영회원 수변공원
노온사저수지

주거지

상업지

도로 및 철도

역사문화재

문화관광

취락지구

-

광명로
광명IC

영회원
가학동 지석묘

광명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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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0 | 전원시가지중심권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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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방향 및 전략
기본방향

자연 및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전원 도시 조성

기본전략

① 산지경관 및 산지조망경관 보호
 생태자연 경관 보전
 개발제한구역 내 불량 경관 관리
② 산지와 목감천을 연계하는 녹지네트워크 체계 형성
 목감천을 따라 다양한 수변공간 형성
 도덕산에서 서독산에 이르는 산림축과 목감천 사이를 연결하는 녹지체계 형성
 가로변 녹지축 형성
③ 영회원 등의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관리
 영회원 역사문화 거점 형성 및 주변 경관 관리
 역사문화자원의 보호
 지명유래를 통한 광명의 정체성 유지
④ 광명동굴 관광명소 형성을 위한 주변지역 경관 관리
 광명동굴 명소화
 자원회수시설의 경관 개선
⑤ 광명스피돔과 연계한 친환경 문화공간 형성
 광명스피돔 주변 경관 개선 및 명소화
 광명스피돔을 연계하는 체육공원 조성
⑥ 자연과 조화로운 전원 도시 조성
 산림 및 수계의 자연형 경관 보전 및 산지와 어울리는 스카이라인 형성
 동선의 자연스러운 연결 및 다양한 공간 형성

① 산지경관 보호
■



생태자연 경관 보전
녹지자연 7등급 지역과 생태자연 2등급 지역은 우선적으로 보존하고, 구릉지 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구릉지나 수변으로 생태적 완충 기능을 수행하는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여 생태환경을 보호함

개발제한구역 내 불량 경관 관리
권역 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이나 화훼단지 및 적치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량한 경관에 대해서 경관관리를 하도록 함

- 무분별한 공장 건축물 제한
- 화훼단지 주변부 개선
- 적치물 방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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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지와 목감천을 연계하는 그린네트워크 체계 형성
■



목감천을 따라 다양한 수변공간 형성
선형의 녹지가 연속되는 구간, 넓은 녹지가 어우러지는 공원 구간 등 주변 자연여건에 따라 다양한
수변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



개발 구역이 인접한 구간은 매력적인 수변공간과 연계된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물의 속성을 활용한
장소성을 창출함

■

도덕산에서 서독산에 이르는 산림축과 목감천 사이를 연결하는 녹지체계 형성



산지에서 발원하여 목감천으로 합류하는 소하천을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녹지축을 형성함



하천은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보전‧관리하며 자연형의 곡선 선형을 유지하도록 조성함



생태환경적 보호가 필요한 구간은 사람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최소화 하도록 조성함



생태환경와 보행공간이 공존 가능한 구간은 자연요소와 보행 동선간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보행공간 경계부에 식재나 자연물을 통해 접근을 제한하도록 함

■

가로변 녹지축 형성



가로변 녹지조성을 통하여 형성되는 녹지축은 녹음이 우거진 보행 공간을 형성하도록 계획함



구간별 식재 기법이나 수종의 변화 등을 통하여 주변 환경이 지루하지 않도록 조성함



조망이 우수하거나 결절부 등은 거리와 방향성을 고려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함

③ 영회원 등의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관리
■



영회원 역사문화 거점 형성 및 주변 경관 관리
영회원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여 역사문화환경을 회복하려는 문화재로서 수변공원 조성에 따라
동선체계와 진입경관을 정비하고 주변 마을 경관을 개선함



보호수인 정자나무 주변을 보존하고 관리함



애기능약수터 주변에 소원성취 조형물이나 안내시설 등을 조성하여 유래와 역사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역사문화자원의 보호
역사문화자원 주변은 공원이나 녹지, 공공공지를 확보하여 보호하고 체계적인 안내체계를 마련하며,
접근 동선을 계획함



■



시야가 트인 조망이 좋은 장소는 휴게공간으로 조성함

지명유래를 통한 광명의 정체성 유지
예로부터 전해오는 지역명이나 유래를 고려하여 공공공간을 계획하고 주거단지나 공원, 도로, 교량 등에
명칭을 부여하여 지역의 정체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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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광명동굴 관광명소 형성을 위한 주변지역 경관 관리
■



광명동굴 명소화
서독로에서 가학로를 따라 광명동굴에 이르는 진입가로 경관을 정비함

- 진입 교차부에 경관정비를 하고 안내시설 및 명확한 방향안내 체계 마련
- 가로변 고물상 등 미관저해 시설 경관 개선


■



광명동굴의 명소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입동선과 안내체계를 계획함

자원회수시설의 경관 개선
그래픽 디자인으로 단장된 자원회수시설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여 광명동굴과 연계하는 명소로
유도함

⑤ 광명스피돔과 연계한 친환경 문화공간 형성
■



광명스피돔 주변 경관 개선 및 명소화
광명스피돔의 랜드마크적 경관 형성을 위하여 광남1교에서의 진입 경관을 개선관리하며
‧
, 광남사거리
일대 경관저해시설의 미관을 개선함



건축물 형태미를 부각시키는 야간조명 경관 연출을 통하여 명소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⑥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 조성
■

산림 및 수계의 자연형 경관 보전 및 산지와 어울리는 스카이라인 형성



권역 내 구릉지녹지를 최대한 원형보전하고, 개발을 최소화함



목감천 수변 접근성 강화 및 다양한 친수공간을 조성함



구릉지와 인접하여 개발되는 인공물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함



구릉지의 과도한 절성토를
‧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완경사를 유지하고, 사면은 식재로 피복함



건축물의 높이를 배경 산지와 조화를 이루는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함

■

동선의 자연스러운 연결 및 다양한 공간 형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환경을 조성함



우수한 조망 지점을 중심으로 휴게공간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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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1 | 전원시가지중심권역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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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관축 계획
산림녹지경관축

기본방향



농가 및 도로개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산지훼손 복원 및 산림경관 관리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주 산림녹지축에서 연계된 녹지 네트워크 형성



산지주변에 분포한 역사문화관광자원
‧
보호 및 명소화 유도

| 그림 4-12 | 산림녹지경관축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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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경관 보호 및 산지변 경관 관리
■



산림경관 보호
산 절개면, 터널 입구 등 식재를 강화하여 훼손된 산지경관을 복원함

- 주변과 조화로운 식재계획을 하여 이질적 경관 최소화
- 터널 진입부 절개 최소화, 터널로 인한 절개면 발생 시 녹화, 터널 갱문상부 불필요한 구조물 지양


수원광명고속도로 조성 시 산지훼손을 최소화를 고려하여 노선을 결정하고, 터널조성 및 도로로 인한
사면발생 시 산지훼손과 외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조화로운 형태로 조성함

■

산지변 경관 관리



범안로와 금하로, 가림산둘레길 주변에 경관개선 및 관리를 하여 미관을 향상시킴



정연한 형태의 경계부를 조성함

- 각종 창고, 공장, 차고지와 같은 대규모 필지 : 식재를 활용한 차폐, 미관 저해요소 이면 배치
- 도로변 식재를 강화하여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형성
- 불량 미관 차폐, 수목자연석
‧
등을 활용하여 조성


산지와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시설물과 건축물의 색채를 개선관리함
‧

- 고명도고채도
‧
색채 지양, 건축물은 자연재질을 활용하여 조성
■



등산로 등 산지진입부 경관 개선
등산로 진입부에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조성함

- 등산로 휴게안내시설은
‧
친환경적 방법과 재질로 조성
- 안내 및 편의시설 확충, 야간경관을 고려한 조명시설 보강
- 자전거보관대, 주차장, 음수대 등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산로 진입부 및 주변가로를 개선함

- 광명공고 후문과 향군회관 부근에 등산로 진입부 및 진입 구간 정비
- 덕단이로의 도덕산측 옹벽 및 공동주택 경계 담장부 개선 통한 산지변 가로경관 정비
- 무의공이순신장군묘 일대에 진입공간 정비 및 광명역세권지구와 연계한 안내체계 마련
- 구름산 삼림욕장 주진입부 경관 개선


등산로와 입구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함

- 식재나 자연물을 활용하여 보행동선을 자연스럽게 제한하여 등산로가 확산되지 않도록 제어
- 인접 거리 등산로 입구는 활용도 및 연계동선을 고려하여 최소화하고, 폐쇄 등산로와 입구 원형 복원

오리로변 무의공이순신장군묘 일대 진입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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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명시 중심 산림축에서 안양천, 목감천에 이르는 녹지체계 형성
■

연속적인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축 형성



서독산에서 성채산에 이르는 산림녹지축으로 식재를 강화하고, 동선체계를 고려하여 근린공원을 조성함



공원, 사면, 옥상녹화, 가로수 등에 수목, 초본류, 화훼류를 식재할 경우 외래종을 지양하고, 지역자생
식물을 식재하여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을 창출함



■

녹지 단절부 구간은 생태통로를 조성하여 야생동물의 이동보호 및 생태질서를 유지함

근린공원을 연계한 녹지네트워크 형성



녹지축의 명칭과 거리 및 방향을 정확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시설을 배치함



도덕산~뱀수(사성공원) 연계 녹지축을 형성하여 옛 흔적을 계승함

- 도덕산~광명시청~현충 근린공원~광명국민체육센터~광명북중고등학교
‧
~사성 공원에 이르는 가로녹지축 형성
- 공공시설 경계부는 가로공원 형태로 녹지를 확충하여 개방성 강화
- 재건축단지 경계부에 연결녹지 형성, 공동개별
‧
건축물은 전면부에 충분한 녹지 조성 및 녹화담장 유도


광명종합운동장~철망산근린공원~광덕산근린공원~왕재산근린공원~안양천 연계 녹지축을 형성함

- 가림산 둘레길~안양천으로 연결되는 녹지네트워크 형성
- 광명종합운동장~철망산 근린공원~광덕산근린공원~왕재산근린공원~광성초등학교를 연결하는 가로녹지축 형성


구름산 생태육교에서 안양천에 이르는 녹지축을 확충함

- 한내로 양측으로 공원과 녹지간 연결축 형성으로 가로녹지축 형성


오리로와 오리로494번길 교차부에서 안양천에 이르는 녹지축을 형성함

구름산 생태육교-안양천 연계 녹지축 형성(안)

■



도시개발에 따른 녹지축 형성
도덕산~너부대근린공원 연계 녹지축을 조성하여 도덕산-목감천 그린네트워크를 형성함

- 연결녹지 구간은 녹음이 우거진 거리 및 걷는 즐거움이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가로수와 연계하여 녹음터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결녹지 경계부 조성, 특화된 가로수길 조성
- 띠녹지 형태의 충분한 녹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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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산책로 및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연결 녹지와 안전한 보행로 구축
- 등산로와의 연계 동선 확보


서독산측에 거점 녹지를 형성하는 기형도 문화공원과 안양천변 구릉지를 연결하는 녹지순환 체계를
형성함

- 연결녹지나 공공공지를 주요 동선으로 조성
- 유보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일직저수지 수변공원과 구릉지를 연결하는 녹지공간 형성
- 하수처리장 부지 내 시설 지하화로 조성되는 상부 공원 녹지와 주변과의 녹지 연계 구축


도시 개발 시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도로 모퉁이나 오피스건물 사이 소규모 토지 등에 소공원을
조성하되 인공구조물은 최소한으로 반영함

도덕산~너부대근린공원 연계 녹지축 형성(안)

③ 역사‧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한 산림경관 보호 및 명소 형성


가림산 둘레길 주변에 환경 정비 및 안전성을 강화함

- 광명시립국궁장 경계부와 농원 등 산지변 시설 미관 개선
- 가림산둘레길을 따라 야간조명과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구간마다 휴게공간 조성


밤일마을과 연계한 등산로 진출입부에 환경을 개선하고 안내시설을 설치함



구름산 삼림욕장 진입부 및 공공디자인을 개선함

- 인근 음식점 옥외광고물 및 경계부 미관 개선
- 삼림욕장 공공시설 디자인 개선


광명영회원과 영회원 수변공원 경관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정비를 실시함

- 영회원 수변공원과 연계한 등산로 입구 조성 및 지하통로 환경 개선
- 등산로 안내체계 정비


가학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등산로 입구정비 및 광명역세권지구와 연계된 등산로를 명소화함



산지변 역사문화재 진입부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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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변 미관저해 시설 경관관리(안)

산지변 건축물 및 경작지 경계 개선(안)

구름산 등산로 입구 공공디자인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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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경관축

기본방향



하천변에서 배후 산지의 양호한 경관 및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조망경관 연계



천변로 경관개선 및 조망관리를 통한 개방감 있는 수변경관 형성



하천변 교량 정비 등 진입부 경관 개선



다양한 시민활동을 수용하기 위한 활력있는 수변경관 창출

| 그림 4-13 | 수변경관축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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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요 하천축 경관 개선
■



안양천 수변축 관리
안양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친환경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녹지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수변 경관
자원을 보전함



안양천변 기존 건축물의 색채를 개선하는 등 주거지역의 경관을 관리하도록 함



안양천 수변경관 및 다양한 여가공간을 개선함

- 광명8경 중 하나인 광명한내(안양천)의 사계절 경관 보전
- 안양천 제방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주변을 관리하고, 체육휴게시설의
‧
지속적 확충으로 다양한 활동 고려


안양천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함

- 가로등 조명 개선을 통해 야간 보행환경 고려
- 보행자도로, 수변공원 진입로에 미관 및 안전성 증진

■

안양천 수변공원 진입로 개선



안양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보행자도로 및 수변공원 진입로 조성으로 수변 접근성을 증대함



미관 및 안전성을 고려하는 진입로를 형성함

■

목감천 하천 경관 개선



수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목감천 교량들에 대한 경관정비 및 하부 공간을 개선함



하천변의 차수벽을 개선함



목감천 접근로 주변부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인성을 강화함



나들목 구간의 조명을 개선함



인접공원 진입부의 환경 개선을 통해 연계성을 강화함

- 너부대공원 서측에서 목감천 방향으로의 진입로 개선


하천에 인접한 고층 건축물은 경관 자문이나 심의를 통한 관리를 실시함

- 수변경관관리를 위해 건축물 층고 및 배치 고려
- 도덕산 및 광명스피돔으로의 조망축 확보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외관은 수변경관을 고려함

목감천변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수변경관 조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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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류 하천 수변경관 보전 및 연계
■



목감천 지류 하천 보전 및 형성
생태환경을 고려한 수변경관 보전을 실시함

- 동식물 분포를 고려한 안정적 생태환경 형성보전
‧
, 생태 관찰지점 표식을 통한 생태학습 및 보전 유도


목감천~지류하천과의 생태녹지축을 형성함

- 목감천 지류인 옥길천, 온신천, 가학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수변경관 형성


■



불량하천 구간(가학천, 온신천 등)을 생태 복원하여 연계하는 친수환경을 조성함

한내근린공원에서 안양천으로 흐르는 소하천 경관축 연계
수변경관이 우수한 한내근린공원과 기존의 소하천 수계를 연계하여 하천축을 강화함

친수경관(의왕 학의천)

실개천과 연계(평화의 공원)

생태하천 복원(승기천 공원)

하천변 생태학습공간 조성

③ 하천특성을 고려한 생태하천복원 유도
■



하천 중심의 종횡적
‧
생태 네트워크 구축
안양천 및 목감천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본류로 유입되는 지천 및 그 지천으로 유입되는 실개천까지
통합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하천을 복원함



■



하천구역 뿐 아니라 하천주변을 생태공간으로 확대하여 수변 완충녹지, 생태 습지 등을 조성함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
하천 생태유지 용수는 녹지대 조성을 통한 수원 함양과 투수층 증대, 하천 주변지역의 습지, 저수지
조성 등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 등을 활용함



하천에 깨끗하고 풍부한 물공급을 위해 하상여과, 인공습지, 식생수로, 하수 처리수 재이용, 자연형
하천정화시설 등 수질 정화시설을 적극 도입함



수질 정화시설 이외에도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하천 주변 및 수중 쓰레기, 장마철 부유쓰레기 등의
수거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함

■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하천의 공원화 및 조경화에 치중하기 보다는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보전에
‧
중점을 둠



하천에 가해진 인공적인 훼손과 교란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과다한 친수시설의 설치 및 하천 내
과다한 재료 사용 등은 자제함



치수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저수로 고착화를 지양하고, 물길의 자유로운 사행화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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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축

기본방향



도시 정체성 및 광명시 지역성 반영



쾌적한 가로경관 형성을 위한 개방감 확보 및 미관저해시설 관리



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한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 그림 4-14 | 가로경관축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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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명시 주요 도로 가로경관 형성
■



오리로 가로축 경관 관리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광명역세권지구, 광명소하도시개발구역 사업 추진 시 녹음이 풍부한 걷기 좋은
가로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함



도로변 미관지구는 지장물을 최소화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구간별 특성이 드러나는 상업가로로
유도함



오리문화제, 농악대축제, 구름산예술제 등 주요 축제 개최 시 장소성을 확보함



광명역세권지구와 면한 개발제한구역은 난개발에 따른 경관훼손을 방치하도록 관리함



제2경인고속도로 입면 및 고가 하부의 경관을 개선하여 단절된 구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광명역세권의
관문적 기능을 강화함



호봉골을 연결하는 지하보차도의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함

‣

호봉골 지하보차도

■



재질 개선 사례(성산나들목)

안전성 개선 사례(풍납나들목)

광명로 가로축 경관 관리
가로변 통합정비를 통한 광명로만의 가로경관을 특화함

-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정돈된 가로경관 연출, 도시시설물 통합디자인을 통한 가로경관 개선


개발지구로 인한 공사중 도로 구간의 경관관리를 실시함

- 공사구간을 단계별로 설정하여 체계적 진행 유도
- 가림막을 통해 공사 내부가 가시되지 않도록 충분히 차폐하고, 가림막 구간에 광명시 이미지를 통해 홍보 유도
- 공사구간 내 녹지 예정지에 밀식 식재를 우선 도입하여 주변과의 이질감 완화

■



철산로 철산역 앞 삼거리-안양천 구간 특화가로 형성
철산로 북측 보도구간을 가로공원으로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함

- 보행 및 자전거 도로 환경 개선
- 풍부한 녹지대를 형성하여 특색있는 가로경관 연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부분적으로 특화 공간을 조성함

- 쌈지공원을 활용한 쉼터 조성 등 주민들이 걸으면서 머무를 수 있는 거리 조성

■



주요 가로 경관 관리
범안로, 디지털로, 금하로 등 주요 도로의 가로경관을 관리함

- 녹음이 풍성한 가로수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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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기편한 보행로 및 자전거 네트워크 강화
- 스쿨존 디자인 개선


하안로 구간의 공동주택 단지변에 외부 담장 대신 녹지축으로 보강하여 연결녹지를 강화하여 풍부한
녹지경관을 연출함



철산교 진입부 조경시설 강화를 통해 진입경관을 개선하고 관리함



철망산로변의 철망산근린공원 경계부 옹벽 구간을 개선함



주요 결절부 구간 주변 시설 및 경계부를 개선함

- 간판 및 건축물 입면 개선 및 방음벽, 가로등, 볼라드 등 가로시설물 디자인 개선
- 광남사거리 결절부의 도로변 자재상 및 버스 공영차고지 경계부 개선
- 광명스피돔 북측 두길로 구간 경관정비 및 특성화


입체 교차로의 상부에는 소규모 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보행환경 향상과 경관을 개선함



불필요한 지역의 과도한 인공 방음벽 설치를 자제하고,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방음벽 양편에 충분한
폭의 녹지를 형성함



사면을 절개해야 하는 경우에 옹벽을 지양하고, 최대한 완경사로 조성하여 자생종 초본류 및 나무를
식재하도록 함

철망산로변 옹벽 구간 개선(안)

목감로 가로경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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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하천변 가로경관 개선
■



■

목감로 가로경관 개선
목감천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수변을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개선함

안양천로 가로축 경관 개선



안양천로~뚝방길로 이어지는 구간의 가로경관을 개선함



강남순환도로 예정 구간 및 기아대교 부근 소하JCT 교각 예정 구간에 가로경관을 강화함

-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도시구조물의 장기적인 디자인개선 추진
- 뚝방길~소하분기점(JCT) 도로예정지 교각 하단부에 녹지경관 형성
- 하부공간의 미관 및 활용을 증진하고, 주변의 보행공간을 고려하여 가로경관 형성


안양천변 광명고가차도 구간의 고가 하부 구간의 경관 개선을 통해 미관을 향상함

고가도로하부 활용 사례(세미원) 고가도로하부 녹화 사례(동수원)

교량하부 개선 사례(마포대교)

조명 개선 사례(노들섬나들목)

③ 상업지 경관 관리 및 형성
■

미관지구 지정 및 관리를 통한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소하동 상업지역에 중심지미관지구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보도와 필지간에 일체화된 보행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를 형성함



상업시설은 휴먼스케일을 고려하고, 개성적 외관과 쇼윈도 활성화를 통하여 볼거리를 형성함

■

오리로 일대 상업가로 정비



시설물간 통합디자인, 포장개선, 전면공지 정비 등을 통해 걷기편한 정연한 가로환경을 조성함



충현박물관과 연계하는 이미지를 위해 옥외광고물과 건축물의 형태, 재질, 차양 등을 개선함

보도와 일체화된 전면공지 사례

상업가로 포장 개선 사례

역사문화 연계 이미지 옥외광고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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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관거점 계획
문화거점

기본방향



광명시만의 명소성 확보 및 도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 조성관리
‧



역사문화재의 장소성 확보 및 역사자원에 대한 보호와 주변지역 관리



관광문화거점화를 통한 대표 관광 자원으로의 육성



축제명소의 장소성연계성
‧
강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살린 클러스터 형성

| 그림 4-15 | 문화거점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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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태문화거점으로의 장소성 확보
■

안터저수지 생태문화거점 형성



안터생태공원 경관보호를 통해 도심 속 내륙습지 생태경관으로 특화함



생태 서식지 보호 및 인접지 공원조성을 통해 완충지역을 확충함



가림산둘레길의 경관을 정비함

② 역사자원을 중심으로 상징성 및 정체성 강화
■

충현서원 역사문화 거점 경관 형성



충현박물관 및 오리서원 일대에 역사문화 거점을 형성함



충현박물관~역사공원 간 연계성을 강화함

- 충현박물관 주변 둘레길 조성 및 오리이원익선생묘 일대 공원 조성
- 진입부와 안내체계 개선 및 보행환경 정비

■



영회원 역사문화 경관 보전 및 관리
노온사저수지 공원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진입부 및 접근로 경관을 정비함

- 나들목 디자인 개선, 랜드마크 조형물을 조성하여 가시성 유도
- 영회원 진입로 연계
- 영회원 진입부 주변의 마을경관을 정비관리
‧


영회원 진입부의 정자나무를 보존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함

- 보호수 주변 쉼터 조성, 노후 건축물 입면 정비


■

영회원 수변공원과 연계한 동선계획을 수립함

가학동 지석묘 역사문화경관 인지성 확보 및 보전



문화재 인근 보호수 및 주변지역에 원형보전 역사자원의 특징이 살아있는 공간에 장소성을 형성함



역사문화 자원의 조망경관을 보호함

전통 이미지 살린 호수공원 사례(분당)

도로 조망 조형물 사례(영월 동강둔치)

진입부 안내 디자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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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광문화거점 특성화
■



광명동굴 문화공간 특성화
수도권 유일의 동굴로 광명시의 특화관광자원 형성을 위해 역사성과 이야기가 반영된 컨텐츠 중심의
공원으로 조성하고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경관으로 형성함



가학산공원 특화 및 연계 진입부를 형성함



인근 등산로를 정비하고 등산로 입구의 안내체계를 정비함



광명동굴, 충현박물관 등 주변 명소를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를 형성함



인근 마을과 광명동굴 테마를 연계하도록 함



자원회수시설 리노베이션을 통해 광명동굴과 연계하는 친환경적 경관을 형성함

- 굴뚝 시설물에 주경 및 야경을 고려한 디자인 도입
- 자원회수시설 내 증설 계획 시 친환경적 미관 고려


■

서독로변 광명동굴 진입구간 특화를 통해 외부 접근 및 인식성을 강화함

광명스피돔 특성화



신도시 조성에 따른 체육공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형성함



자전거 등 생태교통을 주제로 한 개성적인 공간으로 형성함



광명스피돔 주변의 경관저해시설 및 안내시설을 정비함



광명스피돔과 입구부에 야간경관을 연출함

- 입구부 수목 조명으로 야간에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건축물 형태성을 부각시키는 조명 경관 연출

■



KTX광명역 야간 조명 연출로 외부 조망경관 강화
역사 건물 및 주변 시설을 활용하고 조명을 특화하여 야간 랜드마크 경관을 형성함

테마부여 사례(캘리코 은광촌 테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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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 스포츠공간 조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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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기능 강화
■

광명시민회관 커뮤니티 거점 형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함



철산동지석묘를 연계한 커뮤니티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함

- 문화재 주변부의 펜스 및 안내시설 등 재질을 석재나 목재 같은 자연재질로 개선
- 시청 및 시민회관 등 공공시설과의 개방성 및 연계성 형성

■

광명시장 활성화 및 문화활동 유도



광명시장을 개선하여 활성화를 유도함

- 안내체계 정비, 진열대와 간판 등 내부 디자인 개선, 입구부를 부각시키는 빛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야간 진입
경관 형성


시장의 역사성을 보전하고, 상인들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함

- 시장박물관, 소공연장 등 상인회의 지속적인 문화활동 추진 및 전통시장 명소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유도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주차시설을 확충함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사례

전통시장 사례(장탈롱 마켓)

팔달시장 유상박물관 사례

수원못골시장 소공연장 사례

| 표 4-6 | 문화거점 설정
구 분

내 용

거 점

역사문화거점
(3개소)

 역사자원 중심으로 상징성‧정체성 강화

 영회원, 가학동 지석묘, 충현박물관

관광문화거점
(4개소)

 관광문화거점 특성화
 광명 국제 디자인 클러스터 명소화

 광명스피돔, 광명동굴, KTX광명역, 광명 국제
디자인 클러스터 일대(이케아 광명점,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광명 종합터미널)

생태문화거점
(1개소)

 생태문화거점으로서의 장소성 확보

 안터저수지

공공문화거점
(2개소)

 공공시설 중심으로 커뮤니티 기능 강화

 광명시장, 광명시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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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거점

기본방향



관문경관으로의 인지성 및 쾌적한 경관 연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진입 경관 형성



광명시 특징을 살린 관문 경관 형성

| 그림 4-16 | 진입거점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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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요 진입부 경관 형성 및 관리
■

목감천 진입부 교량 경관형성 및 관리



관문경관으로서의 인지성이 표출될 수 있도록 주요 진입부 주변의 경관관리를 도모함



교량 조형시설을 설치하여 광명시의 특색있는 경관 이미지를 형성함



개발계획과 연계하는 조경녹지를 확보함



폭이 좁은 보행로를 확장함

■

안양천 진입부 교량 경관형성 및 관리



건축물의 입면과 보행환경을 개선함



진입부에 조경수 식재를 보강하여 녹시율을 확보하고,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함



진입부 교량 디자인을 개선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광명시의 상징성 및 영역성을 확보함

② 고속도로 진입 거점 특화
■



광명IC 구간
제2경인고속도로의 광명IC 진입 구간 경관을 특화함

- 진입로변에 광명시 대표 수목을 식재하여 진입부 경관 형성


특징적인 수목식재 또는 조형물을 설치함

■

광명역~광명역IC 진입도로 경관 특화



유보지는 광명역IC 진입 경관을 고려함



KTX광명역 남측 서독로 구간의 육교 및 옹벽 디자인을 개선함

| 표 4-7 | 진입거점 설정
구 분

교량진입거점
(10개소)

IC진입거점
(2개소)

내 용

거 점

 교량진입부 경관 형성 및 관리

 광명대교, 철산교, 시흥대교, 기아대교, 목감교,
개봉교, 광명교, 광남교, 노온사교, 능촌교,
광명로 시경계 진출입부

 고속도로 진입거점 특화

 광명IC, 광명역IC 진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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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망 계획


주요 조망 대상인 광명시 중심부에 위치한 산지와 구릉지로의 조망을 보호하고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
라인을 형성하도록 유도함



하천을 따라 자연과 어우러진 풍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수변경관을 관리함



광명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에 대한 조망 보호와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의 경관을
관리‧형성함

1) 조망특성
① 산지 조망특성


도덕산에서 서독산에 이르는 산지는 광명시를 대표하는 명소이자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
경관 요소로 주요 조망대상이자 조망지점을 형성함

- 도덕산 정상과 구름산 삼림욕장은 광명8경에 속하며, 도덕산에서 서독산에 이르는 산지의 주요 정상과 정자,
산지에 조성된 공원은 도시를 향한 부감경 우수
- 안터생태저수지, 노온사저수지, 광명종합운동장 등 산지변에 위치한 기반시설에서의 앙각경 양호


산지 주변으로 고층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산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은 산지로의 도로축이나 산지변
공원녹지 등으로 조망의 지속적인 개방성 확보가 필요함



광명재정비촉진지구와 광명역세권지구 등 고층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산지로의 조망보다 고층
건축물이 형성하는 인공적 스카이라인이 조화될 수 있는 경관성 확보가 요구됨



산지가 도심에 자리하고 대부분의 개발지역이 산지를 둘러싸고 있어 산지조망 관리에 한계가 있기에
결과적으로 개발용량을 제한해야 산지로의 조망 및 산지에서의 조망을 보전할 수 있음

② 하천 조망특성


광명시를 감싸고 있는 안양천과 목감천은 개방적인 시계를 형성하고 있고, 산지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소하천들은 산지로의 조망축을 자연스럽게 형성함



하천변으로 고층고밀의
‧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풍경을 형성하게 되며, 산지 조망 경관을
가리거나 건축물로 둘러싸인 밀폐된 조망 경관을 형성할 수 있음



광명시 남북으로 종단하는 하천은 주요 통경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수변을 따라 들어선 공동주택으로
자연 풍경보다는 수직의 단조로운 고층건축물이 연속된 수변풍경이 연출됨

③ 랜드마크 조망특성


KTX광명역(건면적 약48,000㎡)은 광명시를 대표(광명8경 중 제2경)하는 랜드마크 건축물로 주경과
야경 모두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함



광명스피돔은 비대칭원형구조 건축물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목감천에서의 초점경관을 형성함



KTX광명역, 광명스피돔이 광명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로 수평적 특성이 강하지만 주변 지역
이 고밀고층으로 개발됨에 따라 랜드마크적 특성의 유지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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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상공에서 바라본 도덕산 전경

도덕산 및 주변지역 단면구성

철산2교에서의 목감천 조망 현황

일직저수지에서의 KTX광명역 조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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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조망점 경관관리

기본방향



자연도시전경
‧
우수지점 조망명소화, 우수 조망지점 발굴조성
‧



고지대, 도시 조망, 개방성 공간 등 우수 조망경관 유지보호
‧



조망통제점을 지정하여 조망경관 관리

① 조망명소 경관 설정
■



조망명소 설정 기준
자연 조망이 양호하거나 도시 전경 조망이 좋은 지점이 조망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망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



산지와 광명시를 대표하는 주요 명소 중 조망이 우수한 지점을 명소화 함

- 산지에 위치한 조망명소는 대부분 등산로에 있는 정자로 명칭이 없는 지점은 지명유래 등을 반영하여 명명
- 대표성을 갖는 조망명소는 조망대상을 설명하는 안내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관리


조망이 우수한 지점을 발굴하여 친환경적인 형태로 휴게공간 및 조망시설을 조성함

- 전망대 조성 시 생태경관 보호를 우선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재연소재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
- 전망이 좋은 교량은 안전한 보행공간 형성 및 전망대 조성

나무데크 전망대 사례(선자령)

■



보행 및 전망 공간 사례(광진교)

전망대 사례(잠실대교)

우수한 조망명소 설정
고지대에 위치하여 부감경으로 도시 전경을 조망하는 경우, 미관 저해요소의 경관 개선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함



저수지 등 개방성이 강한 공간적 구조로 주변 조망이 우수한 경우, 경계부 미관관리를 하며 산지조망
경관을 보호함

광명종합운동장에서 구름산으로의 전경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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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 | 조망명소
조망지점

주요 조망대상(조망특성)

비 고

도덕산

도덕정

1

광명8경 중 제1경

구름산

운산정
돌산전망대
전망대(산불감시초소)

3
4
5

-

철망산

저수지

정상부 정자
광명동굴
안터생태공원
노온사저수지
일직저수지
광명종합운동장
광명스피돔

도시 전망 (부감경)

7
8
28
29

가림산‧구름산‧도덕산 (앙각경)
구름산 (앙각경)

광명8경 중 제5경
광명8경 중 제3경
-

30
31
32

서독산 (앙각경), KTX광명역 (앙각경)
가림산‧철망산‧구름산 등 주요 산지 (앙각경)
도덕산 (앙각경)

-

| 그림 4-17 | 주요 조망점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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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망통제점 지정을 통한 경관관리
■



조망통제점 선정 및 활용방안
각종 사업에 의한 도시 변화를 예측하고 조화로운 경관 유도를 위하여 조망명소, 공공성이 강한 도로
결절부, 역사문화자원, 공원, 수변 주요 공간을 조망통제점으로 지정하여 조망경관을 관리함

- 주요 조망대상과의 중요도를 고려, 주조망통제점과 부조망통제점의 대상을 구분하여 우선 순위 제안


개발사업에 따른 관련 부서와 협의자문심의
‧
‧
시 조망통제점에서의 경관적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가장 적절한 조망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활용함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건축물은 가로상에 연속적인 경관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고,
광장, 공원, 녹지, 교량, 공공시설 등 주변 지역으로의 조망이 양호하거나 공공성이나 대표성이 강한
지점을 조망통제점으로 활용하여 협의‧자문‧심의 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적 변화 제시 및 적정안을
도출함



조망통제점에서의 시뮬레이션 외에 인접한 주요 도로에서의 근중
‧ ‧원경별 변화를 제시하도록 함
| 표 4-9 | 조망통제점
조망지점
도덕산
(2)

산지 및
공원녹지

하천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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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정
도덕산공원
운산정
구름산
돌산전망대
(3)
전망대(산불감시초소)
소하근린공원
철망산
정상부 정자
광명동굴
현충근린공원
광덕산
정상부 정자
안양교
뱀쇠다리
광명대교
안양천
철산교
(7)
금천교
시흥대교
기아대교
목감교
철산2교
개봉교
광명교
목감천
광화교
(9)
광남1교
식곡교
노온사교
능촌교
소하천
한내근린공원
안터생태공원
저수지
노온사저수지
(3)
일직저수지
광명종합운동장
광명스피돔
양지사거리
KTX광명역
일직로-덕안로 교차로
(3)
박달하수처리장
광명시청
광명시립중앙도서관
overpass
햇무리육교
(2)
한치고개 생태통로

주요 조망대상(조망특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도시 전망 부감경

현충탑 너머 공동주택 조망 검토
도시 전망 부감경
공동주택, 안양천로 고가구간
공동주택 일부
현충근린공원, 공동주택, 학교
공동주택
공동주택
구름산, 공동주택
구름산, 고속도로 고가구간
단독주택
단독주택
도덕산, 상업시설
너부대근린공원, 상업시설
도덕산, 공동주택
도덕산, 스피돔, 공동주택, 송전탑
도덕산, 구름산
구름산
구름산
소하천, 공동주택
가림산, 구름산,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 성채산, 삼성산, 관악산, KTX광명역
가림산, 철망산, 구름산
도덕산
서독산, 성채산, 삼성산, 관악산, KTX광명역
서독산, 수리산, KTX광명역
서독산, KTX광명역
도덕산
도덕산
공동주택, 철산로 일대
금하로 일대

구 분
주조망통제점
부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부조망통제점
부조망통제점
부조망통제점
부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부조망통제점
부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부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부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부조망통제점
부조망통제점
부조망통제점
주조망통제점
부조망통제점
부조망통제점
부조망통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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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특성별 기본방향
도시 전체를 조망하는 부감경을 형성하는 지역은 대표성을 지니는 공간으로서 조화로운 도시 풍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발과 정비를 유도함

- 연속된 산지조망 우선 보호
- 산지와 고층건물의 스카이라인, 건물들간의 스카이라인이 조화되도록 유도
- 과도한 입면이나 색채의 공동주택, 중저층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의 지속적인 경관 개선방안 마련
- 도덕산(도덕정, 도덕산 공원), 구름산(운산정, 돌산전망대, 산불감시초소전망대), 소하근린공원, 철망산(전망대),
광명동굴, 광덕산(정자), 미리내 육교, 햇무리 육교, 한치고개 생태통로

▶

소하근린공원에서의 조망 _ 차폐식재 강화 및 과도한 입면의 공동주택 색채 개선(안)



산지나 하늘로의 조망이 우세한 지역은 주변 지역의 개발에 따른 인공적 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산지하늘조망을
‧
보호하도록 함

- 산지나 하늘 조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접지 개발 규모형태
‧
계획 적용
- 인공적 요소 조망이 불가피할 경우 산지조망과 하늘조망이 두드러지도록 색채디자인
‧
계획 적용
- 종합운동장 : 가림산, 철망산, 구름산의 연속적인 산지조망경관 보호
- 광명시립중앙도서관 : 도덕산으로의 조망 보호, 도덕산 배경으로 건축물이 가시가 되지 않도록 적용
- 안터생태공원 :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지로의 조망 보호
- 노온사저수지 : 구름산으로의 조망 보호
- 현충근린공원 : 현충탑 배경으로 건축물이 가시되지 않도록 적용

▶

현충근린공원 조망경관 _ 재건축 예정지(최고높이: 130m)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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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가 조망되는 지역은 산지조망을 보호하고 산지로의 열린 조망축을 형성하도록 함

- 산지 조망이 차폐되지 않도록 건축물 규모배치
‧
계획
- 산지 색채가 연속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 건축물시설물
‧
색채 계획
- 가로변 식재를 통한 연속적인 녹지경관 형성


수변 산책로와 교량 등의 주요지점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녹음이 어우러진 다층적 구조의 인공경관을
형성하도록 함

- 수변으로 충분한 식재공간을 조성하여 건축물 입면이나 담장이 그대로 노출되는 부분 최소화
- 저층–중층-고층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건축물을 계획하여 수변을 따라 단조로운 경관 형성 및 고층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최소화
- 수변에 면한 건축물 입면은 단조롭지 않도록 계획, 연속성 있는 수변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구성
- 기존의 건축물은 외관 리노베이션이나 도색 시 재질을 다양화 하고,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통하여 경관 개선

목감천변 조망 관리

목감천 광남1교에서의 도덕산 조망 관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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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조망축 경관관리

기본방향



도심에 산지가 자리하고 도시 주변을 하천이 감싸고 있는 지리적 형상



산지로 향하는 도로나 하천변 녹지와 도로가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산지 조망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이와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광명시만의 도시적 특성 강화

| 표 4-10 | 주요 조망축 현황
조망대상

조망축

1
시청로
도덕산
2
철산로
3 부광로-원광명로
4
한내로
5
금하로
6
기아로
구름산
7
기아로
8
성채로
9 오리로494번길
10
기아로
11
일직로
서독산
12
서독로
13
오리로
가림산
14
오리로
성채산
15
소하천
현충근린공원 16
가마산로
17
철망산로
철망산
18
오리로
개웅산
19
목감천

| 그림 4-18 | 주요 조망축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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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망축 대상 설정 및 관리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 및 구릉지를 주 조망대상으로 하는 도로, 공원, 수변을 주요 조망축으로
설정함



설정된 조망축에서의 근‧중원경을
‧
고려한 조망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산지조망을 고려한 개발사업
을 유도함



산지조망을 고려한 공공공간 시설물 정비 및 가로식재를 개선함



주요 산구릉지
‧
지형지세가 생활 속에서도 잘 인지되도록 요소별 관리방안을 마련함

■



건축물 경관관리
건축물 규모, 높이, 배치는 산지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함

- 과도한 입면을 형성하거나 산지를 차폐하지 않도록 높이나 규모 계획
- 통경축을 확보하여 일상 생활에서 배후 산지를 인식하고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자연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산지 능선과 유사한 형태로 시각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스카이라인 유도
- 다양한 층고변화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가로 및 수변을 따라 분포하는 건축물은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고층건물이 갖는 수직성을 완화함

- 건축선 후퇴, 저층 건축물 배치 또는 상층부 입면의 후퇴로 개방감 최대한 확보
- 건축물 전면 공개공지를 활용한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인공경관 완화
- 건축물은 수변으로 공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저중고층이
‧ ‧
순차적으로 중첩되어 보이도록 높이 계획


초점경관을 형성하는 건축물은 조형미 있게 외관을 계획하거나 특징적인 식재공간을 조성함



단조로운 수변 경관을 형성하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은 차폐식재 하거나 색채계획을
통해 경관을 개선함

■

가로시설물 및 녹지 경관관리



가로시설물은 간결한 디자인으로 최소화하고, 저명도저채도
‧
색채로 자연요소와 동화 될 수 있도록 함



건물의 전면에 풍부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각적 연계성을 증진함

시흥대교 인근에서의 구름산 조망 관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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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랜드마크 경관 관리


도시를 대표하는 기반시설인 광명스피돔과 KTX광명역의 랜드마크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관을
관리함

① 광명스피돔


대지 약 190,000㎡, 총면적 약 75,000㎡으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돔 경륜장임



경륜 헬멧을 형상화한 모던한 느낌의 비대칭 원형구조이며, 전면은 은빛 유리로 채워져 있는 건축적‧
미학적 가치가 뛰어난 건축물임

■



조망관리
목감천과 도덕산 사이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으로 광명스피돔으로의 조망이나 도덕산 조망이 우수한
경관적 특성을 유지하도록 함

- 산지변 개발 시 스피돔 조망과의 관계 고려
- 목감천에서의 스피돔 조망축 경관 관리 : 광화교→광남교, 노온사교→식골교


체육공원 조성 시 스피돔 테마와 연계성을 갖도록 조성하고, 스피돔 형태가 잘 드러나도록 식재함



야간조명계획을 통하여 안전한 야간 활동을 지원하고 야간에도 랜드마크적 특성을 유지함



스피돔 주변의 송전탑 지중화를 유도함



광명스피돔 주변부 개발 시 식재계획 등 완충할 수 있도록 유도함



광명스피돔 중심으로 목감천을 따라 광화교, 광남1교, 식곡교 등이 조망통제점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조망통제점 지정에 따른 경관관리를 적용함

② KTX광명역


부지면적 약 264,131㎡, 건축면적 약 48,000㎡의 지하2층, 지상2층의 규모로 이루어짐



역사는 한옥의 처마와 버선의 곡선을 형상화해 전통미를 살렸으며, 광명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광명
8경 중 제2경) 건축물로 주경과 야경 모두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함

■



조망관리
광명8경 중 2경인 KTX광명역은 주변 지역의 개발에 따라 경관변화가 예상되므로 KTX광명역 중심의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경관을 구축함



KTX광명역으로의 조망경관 및 서독산으로의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고려하여, 광명역세권지구의
전체적인 경관적 조화를 형성하도록 함



KTX광명역 주변으로 일직저수지 수변공원, 양지사거리, 박달하수처리장, 일직로-덕안로 교차로 등이
조망통제점으로 설정되어 있기에 조망통제점 지정에 따른 경관관리를 적용함



주상복합은 특별계획지구와 유사성 있게 개방감 있는 형태를 유도하고, 단지 내 바람길 등 외적 요소를
고려하며, 주상복합 내 큰 매스는 지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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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9 | 광명스피돔 조망 현황

| 그림 4-20 | KTX광명역 조망 현황

144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6.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목적 및 운영방안
① 목적 및 범위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중점적인 경관보전‧관리‧형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 경관자원이 지니는 자연성,
우수한 조망경관, 공간적 상징성 및 장소성 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경관형성이 필요한 공간에
설정함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을 포함하거나 그 일부에 설정함



필요한 경우 중첩하여 설정이 가능함



경관설계의 방향이나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관설계지침 작성 및 설계지침도를 제시함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계획방향과 더불어 구체적인 실행수단(지역지구구역의
‧
‧
지정, 경관사업의 추진,
경관협정 등)을 제시함

② 운영방안


중점경관관리구역의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공간적인 구성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설계지침 및 개별요소들의 경관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함



제시된 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는 경관 심의 및 경관행정 운용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함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 및 운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지구구역의
‧
운용,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구체적인 실행수단과 연계되도록 구성함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에 앞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함

| 그림 4-21 | 광명시 중점경관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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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설정
경관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
및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경관관리의 목표 및 보전관리형성을
‧
‧
위한 실행수단 등을 검토 및
제시함
자연생태 및 역사자원 보호와 도시정체성의 확립,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하여 3개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선정함
| 표 4-11 | 중점경관관리구역 선정사유
중점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자연경관

안터저수지 중점경관관리구역

시가지경관

소하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역사문화경관

충현박물관 중점경관관리구역

■

선정사유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 및 수변경관보호, 생태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
 경관 개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마을 커뮤니티 강화
 문화재와 역사적 가치를 보호‧유지하고, 광명시의 명소특화가 가능한 지역

안터저수지 중점경관관리구역



안터저수지는 가림산 남측에 위치한 내륙습지로 멸종 위기의 한국고유종인 금개구리 서식지임



광명을 대표(광명8경 중 제3경)하는 주요 생태경관자원으로 안정된 생태환경을 확충하고 가치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안터저수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함

■



소하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1980~1990년대 지어진 저층의 단독
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대부분으로서
주차공간 부족하고, 보차혼용 가로로
보행안전성이 낮으며 혼잡한 가로
환경을 보임



남측의 광명역세권지구, 북측의 광명
소하도시개발구역 등 인접 지역의
개발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
기존의 노후한 시가지는 상대적으로
더욱 슬럼화 되어가는 악순환이 됨

■



충현박물관 중점경관관리구역
광명시 대표 인물인 오리이원익선생
관련 문화재와 문화 유산들이 집중
분포하는 지역이나 그 가치에 비해
시민이 공감 및 인지도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낮음



문화재로 인한 개발 제약으로 신축
및 증개축을
‧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
여지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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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터저수지 중점경관관리구역
1) 구역 현황


안터저수지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가림산, 도덕산, 구름산이 연결되는 길목이자 도시지역과 경계를
형성하는 생태공간임

■



안터저수지
안터저수지는 용출수가 솟아 2급수 이상의 수질 상태를 유지하고, 각종 습지식물, 금개구리6) 및 여름
철새 서식 등 습지의 생태학적 가치가 인정되어 생태계보존지구7)로 지정됨



안터생태공원은 20,294㎡ 부지에 물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개울을 조성하고, 주변에 자생초
화원도 조성되어 있음



진입부는 3개소로 주로 광명 종합운동장에서 접근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체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저수지 주변의 고물상 등의 각종
시설들로 인하여 접근성이 제한적이고 일부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들이
방치되어 있음

■



자연경관

안터저수지 전경

가림산, 도덕산, 구름산에 둘러싸여 우수한 산지경관을 형성하고 있고,
가림산의 일부는 산지지형을 활용한 숲속체험시설로 공원(하안체육공원)
조성 예정에 있음



안터저수지 서측으로는 경작지가 분포하고, 경작지 내에 농수로가 조성
되어 있음

■



안터생태교육센터

인문경관
가림산 안쪽에 안터마을이 자리하고 있고, 모운재와 운수군이효성신도비
등이 있음

- 조선 전기의 문신 운수군 이효성의 묘를 쓴 뒤 전주이씨 덕천군파 후손들이
모여 살면서 형성된 오랜 역사를 지닌 마을

가림산둘레길

- 마을 앞 개울가에 마을 신목(神木)으로 신성시한 물푸레나무가 있었으나 폐수를
방류하면서 1988년경 고사


안터저수지 동측의 단독주택 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대부분 3층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는 대부분 도로 한쪽 면에 구획되어 있음



안터저수지 서측과 남측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시설 재배지와 물류센터,
창고 등의 시설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안터마을

6) 개구리목 개구리과. 한국의 고유종으로 2012년 5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음
7) 생태계보존지구 지정 고시(경기도 고시 2004-116호)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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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3 | 안터저수지 중점경관관리구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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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방향 및 구역계 설정
기본방향

안터저수지 생태환경 관리 및 명소성 강화

기본전략

① 금개구리 서식지 주변 보존
 안터저수지 주변 생태공간 확충
 생태환경을 고려한 야간조명 고려
② 안터저수지 및 주변지역 동선체계 확립 및 주변 지역 경관 개선‧관리





안터저수지 및 주변지역 동선체계 확립
안터길 경관 개선‧관리
가림산둘레길 구간 경관 개선‧관리
안재로1번길 경관 개선‧관리

③ 향토문화유산과의 연계성을 살린 안터생태마을 환경개선
 신도비와 연계한 안터마을 진입경관 형성
 안터길 가로환경 개선
 안터 생태마을 형성 유도

| 표 4-12 | 안터저수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 설정
A – 안터마을
 대상지 내에 포함되어
있음

B – 하안동단독필지지구
 대상지 동측에 주거지
포함하여 위치함
 면적 : 96,478㎡

C – 범안로
 대상지 남측에 위치한
왕복 6차선 대로임

| 그림 4-24 | 안터저수지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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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경관관리 전략
① 금개구리8) 서식지 주변 보존
■



안터저수지 주변 생태공간 확충
저수지 서측 농지는 생태계 보존과 확충을 위한 완충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먹이가 풍부한 청정
생태 환경으로 형성함

- 농지가 유지하는 경우, 농약살포로 인한 먹이사슬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재배방식 적용
- 공공시설로 조성하는 경우, 생태텃밭, 농경문화관 등으로 조성하여 체계적인 관리


농수로는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기존 인공형 농수로를 자연형으로 정비함

▶

농경문화관 사례(강화군)

■

자연형 농수로 정비 예시

생태환경을 고려한 야간조명 고려



생태보전을 위해 안터저수지의 야간 직접 조명을 제한함



제1종 자연환경관리구역의 기준9)을 적용함

- 지양 :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필요이상의 인공빛 조명 설치를 지양하고, 빛이 하늘로 과도하게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함
- 권장 : 상향광속비를 최소화한 조도와 생태계보전을 배려한 적절한 밝기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조명환경을
형성함
- 밤하늘, 하천, 수목, 동식물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조명 누출광 발생을 방지함
- 대형전광판을 설치하지 않음
- 자연경관을 배려한 저위치조명기구, 간접조명방식 등을 사용하고, 광원이 직접 시야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함
- 자연풍경 등 주변과 조화된 형상, 색채로 디자인한 조명기구를 사용함
-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려하며, 광원은 빛의 움직임이 없도록 함
- 유충성이 낮은 광원을 사용함
| 표 4-13 | 제1종 자연환경관리구역 빛허용기준

*
*
*
*
*

상향광속비(%)

연직면 조도(ix)

건축물 표면기준휘도(cd/㎡)

0(5이하)

2이하(5이하)

0(5이하)

발광광고물 최대표면휘도(cd/㎡)
일반광고물

대형전광판

0(50이하)

설치불가

상향광속비 : 비추고자 하는 조명대상물 이와에 상향으로 누출되는 빛을 억제하여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음
연직면 조도 : 수평명에 직각인 면의 조도를 말하며, 이 수치가 높으면 침실 등으로 침입하는 빛이 많아짐
건축물 표면기준휘도 : 조명되는 건축물 표면의 휘도가 높으면, 필요한 밝기 이상의 빛으로 인해 야간경관을 강조하기보다는 빛공해를 초래하는 과잉조명이 됨
발광광고물 최대표면휘도 : 시야에 휘도가 높은 광원이 있으면, 눈부심을 느끼고 눈에 불쾌감과 피로를 일으키거나 사물이 잘 보이지 않게 됨
( )는 경기도 인공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말함

8) 2012.5.31. 멸종위기야생동식물2급으로 지정된 한국 고유종. 4월~6월 기간은 습지에서 생활하나 9월~11월 기간은 연못에서 평균적으로 32.0±23.4M떨어진 동면지(육상
지역) 으로 이동함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의 서식특성, 증식기술 및 복원전략.2010.라남용)
9) 경기도 인공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p.66-67,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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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터저수지 및 주변지역 동선체계 확립 및 주변 지역 경관 개선 ‧관리
■



안터저수지 및 주변지역 동선체계 확립
안터저수지를 중심으로 가림산둘레길과 등산로, 밤일마을 간의 연계체계를 형성하고 주변에 안내시설을
확충함

■

안터길 경관 개선‧관리



가로변 가로수 및 정자목 등 식재를 확충함



안터길 변으로 보도 및 자전거길을 조성함

■

가림산둘레길 구간 경관 개선관리
‧



둘레길 주변을 공원으로 편입하여 사면 산지를 복원하고 정연한 공원 경계부로 관리함



안내시설과 정자목 및 정자, 원두막 등 쉼터를 조성함

■

안재로1번길 경관 개선‧관리



도로 주변의 적치물을 제거하고 미관 불량 시설에 대해서는 차폐담이나 차폐녹화로 가리도록 함



주차구간을 정비하거나 금지하여 보행환경이나 자전거 이용환경을 개선함

안터저수지 주변 가로경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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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향토문화유산과 연계성을 살린 안터마을 환경개선
■

신도비와 연계한 안터마을 진입경관 형성



마을 진입부에 물푸레나무를 식재하고, 정자 등 진입부 쉼터 조성으로 마을의 옛 모습으로 복원함



신도비 개방화 및 울타리 경계 녹화로 인공적인 요소를 최소화 함

■

안터길 가로환경 개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포장을 개선하고, 경계부를 녹화함



쌈지마당을 조성하고, 주차공간을 구획화 함



마을 내 안터길 곳곳으로 쉼터 시설을 마련하여 마을 주민과 가림산둘레길 이용자 편의를 도모함

■



안터 생태마을 형성 유도
모운재 및 신도비 등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생태와 향토문화가 어우러진 마을경관을 형성함

- 모운재 전면부 주변으로 전통경관 조성
- 마을 골목 내 옛스럽고 자연과 어우러진 돌담 및 벽화담장 등으로 외관 형성
- 담장 하단부 식재 및 친환경 재질의 시설물 도입을 통한 생태마을 이미지 유도


주민협정을 통한 마을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유도함

- 마을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지붕색, 재질 등 정비
- 마을입구와 안터길에서의 산지 조망 확보를 위한 높이 관리


쾌적한 안터마을 경관을 위해 미관저해 시설을 정비함

- 제조업체 경계부에 철제펜스를 대신하여 목재 등 친환경 재질의 울타리 조성
- 적치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높이 규제 및 차폐 관리

안터마을 환경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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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산둘레길과 안터길 결절부 구간 개선(안)

안터길 가로수 조성(안)

가림산 산지조망을 고려한 안터마을 조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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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5 | 안터저수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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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1) 구역 현황


1980~1990년대 지어진 저층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대부분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대부분 보차
혼용 가로로 보행안전성이 매우 낮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함



남측의 광명역세권지구, 북측의 광명소하도시개발구역 등 인접 지역의 개발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에 기존의 노후한 시가지는 상대적으로 더욱 슬럼화 되어 가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음

■

자연경관



대상지 내 주거지는 대부분 평탄한 지형에 위치함



오리로348번길 남측에 영당말근린공원(20,091㎡)이 조성됨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주택지 내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음

- 한솔어린이공원 : 주택지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 및 이용율이 낮고, 인접한
주차장 건물 경계에 단차부 형성

ㅇ

- 오리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내부에 경로회관 건물 입지
광명시여성회관

■



인문경관
계획지구 현황을 살펴보면 남측에는 광명역세권지구, 북측에는 광명소하
도시개발구역이 개발 및 예정 중에 있어 주변 개발지와 연계하는 공공
공간 조성을 통한 균형 개발이 필요함



주요도로는 오리로와 기아로가 있음



상업지는 오리로 중심 양측으로 형성되어 있고, 오리로 상업 가로 일대는

서면초 방음벽 및 철제 펜스

중심지미관지구로 설정되어 있음


주거지는 대부분 저층 연립주택지임



광명시여성회관은 오리로와 근접하고 남측의 새싹어린이공원과 접하고
있음



광명충현도서관은 성채안로변 주차장부지로 인한 접근성이 용이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서로 인접하고 있고, 오리로변에는 서면

안서중학교 주변 협소한 도로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방음벽이 조성되어 있음


대상지 북동측으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이 위치하여 산업경관을 형성
하고, 대상지 내 기아로 북동측으로 기아자동차 중심의 시설이 밀집하고
있음

광명충현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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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6 | 소하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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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방향 및 구역계 설정
기본방향

걷는 즐거움이 있는 소하 생활가로 조성

기본전략

① 걷는 즐거움이 있는 생활가로 형성
 오리로366번길을 따라 입지한 근린상업가로 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미관 향상
 매력적인 골목길 형성을 통한 정주환경 활력 증진

② 공공공간 정비, 주민참여 확대 등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마을 커뮤니티 소거점을 형성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 정비
 공원 정비 및 관리
 문화적 컨텐츠 및 주민참여 확대

| 표 4-14 | 소하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 설정
A – 광명역세권지구
 대상지의 남측 경계에
접하고 있음
 면적 : 1,957,181㎡

B – 광명소하도시개발구역
 대상지의 북측 경계에
접하고 있음
 면적 : 845,950㎡

C – 개발제한구역
 대상지 동측에 일부분
접하고 있음

| 그림 4-27 | 소하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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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경관관리 전략
① 걷는 즐거움이 있는 생활가로 형성
■



오리로366번길을 따라 입지한 근린상업가로 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된 가로 환경을 시범적으로 개선하면서 가로변 근린생활시설과 보행환경 활성화
및 마을 내 중심가로를 형성함



보행통로와 노상주차장 조성으로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행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연한 가로환경을
유도함



포장 개선 및 자전거 거치대 등의 가로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형성함



노후한 건축외관 및 옥외광고물과 차양 등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전면 및 전면공지를 정비함



노외주차장 경계부의 미관을 개선함

상업가로 교통정온화 사례

■



차양정비 사례(정자동 거리)

옥외광고물 개선 사례

골목 문화행사 사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미관 향상
광명시여성회관, 도서관, 학교, 공원 등 공공 공간으로의 접근 동선 및 보행환경을 정비하여 주민의
이용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생활환경 정비로 발전

- 쌈지공간 정비 등 주민편의 향상 및 이웃과의 소통 기회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커뮤니티 형성
- 안정적인 근린주구 형성 유도 및 정착률을 높이면서 생활 활력 증진 도모


보행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포장 개선과 주차공간의 정비를 실시함

- 보차분리도로 : 보도블럭 및 가로시설물 정비
- 보차혼용도로 : 보행통로 확보 또는 교통정온화 기법 도입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노상주차장 운영(거주자 우선 주차제)을 통한 주차공간 정비


■

미관 증진을 위해 경계부 식재를 개선함

매력적인 골목길 형성을 통한 정주환경 활력 증진



식재 및 포장 등을 통해 각각의 특색있는 골목길을 조성함



주행차량과 주차차량으로 인한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성을 증진함



광명시여성회관에서 영당말근린공원 사이 골목에 연결녹지를 구축하여 주민의 쾌적한 보행을 유도함



일부 구간을 주민 간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골목 내 벼룩시장이나 행사장,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등으로 활용하도록 주말이나 평일 낮 등 일정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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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공간 정비, 주민참여 확대 등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



마을 커뮤니티 소거점을 형성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 정비
주민 활용도 제고 및 커뮤니티 기능 강화를 위해 개방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킴

- 녹화담장 유도 및 식재 공간 조성
- 광명시여성회관 : 인접한 새싹어린이공원과의 통합 공간구성으로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민들 이용률 제고
- 광명충현도서관 : 진입로 주변 개선, 인근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연결로 개선
- 학교시설 : 학교 진입부 및 통학로 개선, 건물 색채경관 개선

▶

광명충현도서관 원색 외관 현황

■



양호한 미관 사례(판교 주민센터)

친환경 재질 사례(이진아 기념도서관)

공원 정비 및 관리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원시설 및 공간구성을 정비함

- 놀이시설은 단순한 기능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상상력을 고취할 수 있는 시설물로 설치하고, 휴게시설 확충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계부 조성 및 안내시설 설치를 통해 장소성과 방향성을 강화함

- 공원입구 주변은 화단 등으로 조성하여 주차금지 공간 확보
- 문주 등 입구를 구분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식재 공간을 주민들이 가꾸어 나가도록 조성하고,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유도하며, 소규모 문화 행사
개최 등 주민참여에 의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관리함

■



문화적 컨텐츠 및 주민참여 확대
오리이원익선생과 연계한 문화적 요소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경관정비나 쌈지 공간 조성 시,
선비문화와 청렴과 관련한 요소를 활용함

- 선비문화와 관련 요소 : 사군자(매난국죽), 문방사우(지필연묵)
- 청렴, 결백을 상징하는 수종 : 매화, 연꽃, 진달래


마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주최함



마을 커뮤니티 소거점을 형성하는 어린이공원과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증진하고, 휴게공간의 확충 및
시설의 외관을 개선함



골목길의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
시스템을
마련함

- 경관 관련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진행하거나 전문가 Pool 제도를 운용하여 주민 주도에 의한 환경 개선
기반 마련
- 주민 협의체계 형성을 통한 경관협정 추진, 주민 참여의 마을 정비 차원으로 골목길과 소공원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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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8 | 소하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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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현박물관 중점경관관리구역
1) 구역 현황


광명시를 대표하는 인물인 오리이원익 관련 문화재와 문화유산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나 그
가치에 비해 시민이 공감하는 인지도가 부족하고, 접근성 낮음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으로 설정되어 있는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은 건축물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어,
개발 제약으로 인한 신축, 증개축을
․
통한 주거환경 개선 여지가 낮음



각종 제약으로 인한 문제요인에서 지역의 장소성을 형성하고, 활기있는 공간을 형성하는 동기를 제공
하는 요인으로 문화재 순기능 형성이 필요함

■



역사문화경관
보물인 이원익초상과 유형문화재인 오리이원익영우, 문화재자료인 오리
이원익 종택과 관감당 등이 충현박물관 내에 위치하고, 남측 구릉지에는
기념물인 이원익묘소 및 신도비가 있음



역사문화시설로는 대상지 남측 오리로변에 오리서원이 있음



충현박물관 남측 오리로347번길 건너편으로 충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죽서관과 월호관이 있음
구름산

■

자연경관



대상지 서측으로 구름산이 조망되고, 소하근린공원과 연계함



소하근린공원은 주거지보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경계부에 옹벽이
형성되어 있음



■



영우로 남측으로 충현역사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충현역사공원

인문경관
대상지 내 충현박물관은 문화자원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주변으로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주거지 형태는 대부분 저층 연립주택지로 서측 소하근린공원 중심으로
고층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음



오리로변 중심지미관지구를 중심으로 양측에 상업지가 형성됨



오리로는 대상지 내 중심 가로축으로 경관관리 등을 통한 소하주거지역

소하근린공원

상권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함


내부도로 대부분은 협소하고 보차혼용으로 보행안전성이 낮음



대상지 남측에 광명역세권지구가 조성 중에 있고, 대상지 북측으로 광명
소하도시개발구역이 설정되어 있음

오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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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9 | 충현박물관 중점경관관리구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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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방향 및 구역계 설정
기본방향

충현박물관을 중심으로 역사문화명소 형성 및 연계 주거환경 정비

기본전략

①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정체성 형성
 충현박물관 걷고 싶은 돌담길 조성
 충현박물관 주변부 경관개선 및 안내체계 확충
② 충현박물관 문화유산과 연계한 역사문화클러스터 형성
 충현박물관에서 오리서원으로의 연결동선 정비
 오리역사공원 개선 및 문화행사 확대
 오리서원 문화시설 확충 및 진입경관 개선
③ 충현박물관 및 공원과 연계한 주거환경 정비
 소하근린공원 연계가로 개선
 구름산 등산로 연계가로 개선
 전통미를 고려한 마을경관 형성 유도
④ 충현박물관과 연계성을 고려한 오리로변 상업가로 경관 정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행환경 정비
 건축물 전면부 및 옥외광고물 개선

| 표 4-15 | 충현박물관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 설정
A – 광명역세권지구
 대상지 일부를 포함한
남서측에 위치함
 면적 : 1,957,181㎡

B – 광명소하도시개발구역
 대상지의 북측 경계에
접하고 있음
 면적 : 845,950㎡

C – 개발제한구역
 대상지 남측을 포함한
서측 경계 대부분을
접하고 있음

| 그림 4-30 | 충현박물관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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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경관관리 전략
①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정체성 형성
■



충현박물관 걷고 싶은 돌담길 조성
충현박물관 경계를 따라 사색하며 걸을 수 있는 보행전용 순환
통로를 만들어 둘레길을 조성하고 경계부를 개선함



경계부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계획함

- 1구간 : 충현박물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이질적 시설 개선
- 2구간 : 공동주택 옹벽의 미관 개선을 통한 위압감 완화
- 3구간 : 주거지 담장 조화, 협소 도로구간 차량 주차 금지

전통미가 있고 담장 조성 사례

■

옹벽 개선 사례

충현박물관 경계부 구간

담장부 자연재질 조성 사례

충현박물관 주변부 경관개선 및 안내체계 확충



충현문화재단을 전통적 외관 및 전면공지 개선을 통해 충현박물관 전면부 경관 개선을 유도함



주요 결절부는 전통미를 느낄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을 위한 공공의 공간을 확충하여 명소로
형성하고, 쌈지공간을 개선하여 쌈지공원으로 조성함



영우로 진입부에 충현박물관과 일체화된 경관을 형성하도록 포장 및 건축물 전면부를 개선함



안내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설치하여
‧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함

- 영우로, 오리로에서의 진입부 경관 개선 및 형성
- 대중교통체계와 연계한 안내시설 조성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

▶

충현박물관 결절부 공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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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특성화, 조형물 설치, 안내시설 설치 등 결절부 조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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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충현박물관 문화유산과 연계한 역사문화클러스터 형성
■



충현박물관에서 오리서원으로의 연결동선 정비
충현박물관에서 충현역사공원, 오리역사공원으로 연결되는 동선체계를 형성함

- 보행 및 자전거 중심의 가로환경 개선


종합안내도 및 방향지시 안내시설 등 방향성 및 인지성을 고려한 안내체계로 개선함

- 전통적 이미지를 반영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공원시설물과 통합된 형태로 계획함

■



오리역사공원 개선 및 문화행사 확대
충현역사공원에서 이원익선생묘 및 신도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오리역사공원의 진출입부 및 동선을
형성함



오리로에 접한 공원 경계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으로 조성함



일부 구간에 오동나무를 식재하여 지역성을 형성함



오리문화재 개최 시 충현역사공원 및 이원익선생묘 주변, 오리서원을 포함한 충현박물관 일대를 오리
이원익선생의 정신을 함양하고 계승하는 주제로 행사를 운용하여 옛 문화와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의
관심을 유도함

■

오리서원 문화시설 확충 및 진입경관 개선



단순한 전시기능을 벗어나 교육 및 문화공간으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수요를 창출하도록 함



오리로변의 오리서원 진입부 및 주변 경관을 정비함

③ 충현박물관 및 공원과 연계한 주거환경 정비
■



소하근린공원 연계가로 개선
산으로 향하는 등산로 입구이자 도시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마을 명소인 소하근린공원 경계부의
미관 개선 및 보행안전성 향상을 통해 주민의 이용률을 제고함



주진입부의 방향과 거리를 제시하여 접근의 편리성을 고려함



보행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옹벽 등 가로 미관 개선을 통해 지역의 특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함

▶

소하근린공원 옹벽부 개선(안)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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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산 등산로 연계가로 개선



구름산 등산로 입구를 정비함



오리어린이공원은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함

- 놀이시설은 단순한 기능보다는 창의성, 상상력 등을 고취할 수 있는 시설들로 설치 및 휴게시설 확충
- 공원 진입부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주차를 금지하고 보행안전성을 확보함

▶

어린이공원 내 노후 놀이시설 현황

■



상상놀이터 사례(금천구 고래놀이터)

공원 경계 사례(자연석, 관목, 초화류)

전통미를 고려한 마을경관 형성 유도
통일감 있는 마을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통미를 고려한 유도적 기준을 마련함

- 건축물의 외관은 중저명도와
‧
채도의 자연재질로 계획하고, 벽체부는 규모가 커질수록 창호, 벽체, 난간 등으로
입면 구성이 단조롭지 않도록 계획
- 지붕 위 물탱크 등 구조물 설치는 금지하고, 지붕은 저채도, 저명도의 마감재료 사용
- 경계부는 전통 돌담이나 기와를 얹은 벽돌담 등의 형태로 화계, 전통 수종, 석상, 장독대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건축물과 일체화 된 전통적인 이미지의 외부공간을 조성

④ 충현박물관과 연계성을 고려한 오리로변 상업가로 경관 정비
■



■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행환경 정비
가로변 녹화를 확충하고, 포장 및 가로시설물 개선을 통해 걷기편한 환경으로 조성함

상업 건축물 전면부 및 옥외광고물 개선
전통적인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색채 및 재질을 제한하여 통일감 있는 가로 이미지를 형성함

- 다수 분포는 적벽돌 건축물과 전통적 분위기 조성을 고려하여, R~YR계열 색채와 자연소재 재질을 활용함


노후하고 불량한 외관을 정비하고, 각종 시설물 노출 차폐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형성함



무분별하게 배치된 옥외광고물을 정비함

소하사거리 주변 오리로 상업경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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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1 | 충현박물관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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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행계획
1. 기본방향
경관계획 실현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경관법」을 연계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제도의 정비안을 제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관 및 미관지구를 제안하고,「경관법」과 연계하여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을 제안하며, 단계별 경관 형성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함
 경관 자문 및 심의 대상과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 원칙을 마련함

기본방향

| 그림 5-1 | 실행계획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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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미관지구 제안
1) 경관지구 지정 및 관리 현황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10)」에서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구분하고 있음

-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경관지구별로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 용도, 대지 내 조경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함

| 표 5-1 |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중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용 도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건축물 등 세부용도

경관지구
자 연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수 변
×
×
-

 집회장

×

 관람장

-

판매 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

×

운수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

×

운동 시설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장

×

×

문화 및 집회 시설

숙박 시설
위락 시설
공장
창고 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일반숙박시설

×
-

×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원시설업 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

×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

×

×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

×

×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시가지

-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은 제외

×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

×

×

×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

×

묘지 관련 시설

※ X : 건축 제한

10) 전부 개정 2014.08.22. 조례 제2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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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중 경관지구에서의 규모제한
경관지구

구 분

자 연

건폐율

수 변

시가지

 40%이하(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이하로 가능)

높이제한

건축물 규모

대지 안의
조경

 3층 또는 12m이하(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층 또는 28m이하 가능)

 3층 또는 12m이하(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층 또는 24m이하 가능)

-

 1개동 정면부 길이 : 30m미만
 연면적 : 1500㎡미만(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면적 3,000㎡ 까지 가능)
 주거지역 : 대지면적의 15%이상
 녹지지역 : 대지면적의 30%이상
 다만,「건축법」등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제외

-

2) 미관지구 지정 및 관리 현황
「광명시
의높이와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구분하여 건축물
형태, 용도,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
-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
-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외의 지역


광명교에서 광명경찰서에 이르는 오리로 구간과 개봉교에서 새마을시장에 이르는 광명로 구간, 그리고
안양천로에서 광명시청에 이르는 시청로 구간 등이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음



철산동, 하안동 상업지역 가로변과 충현박물관 주변 오리로 상업지역 일대는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
되어 있음

「광명시

건축 조례」에서는 미관지구 내 연면적 495㎡이상, 3층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심의 대상으로

규규정하고

있음

| 표 5-3 |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중 미관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구 분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건축물의 높이

2층 이상

3층 이상 또는 10m 이상

2층 이하 또는 8m이하

건축선 후퇴 부분
등의 관리

건축제한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편의와 가로의 미관 향상을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위락시설(다만,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함)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유독물 보관‧저장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다만, 주차장 및 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자연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한 시설
묘지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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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방향


경관미관지구는
‧
기존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와의 관계를 고려, 중복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최소한의 제한을 통한 적절한 경관 관리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검토 및 제안함



도시면적 70%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산지와 하천은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시설에 속해 있어 산지와 수변경관 보호를 위한 경관지구 지정 효과는 미미하며, 실효성 낮음



광명재정비촉진사업, 광명역세권지구 등 개발로 인한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도시의
조화로운 미관관리를 위한 미관지구 지정이 필요함



충현박물관 일대는 문화재와의 조화 및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관형성과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관‧미관지구의 지정 검토가 필요함

4) 경관‧미관지구 지정 검토
① 충현박물관 일대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 검토


광명시를 대표하는 역사자원과 주변 지역의 경관을 관리하고, 맥락성 있는 경관형성을 통해 장소성,
인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구지정을 검토함

■



현황
광명시를 대표하는 인물인 오리이원익선생과 관련한 문화재 및 관련 문화시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주변 지역은 역사문화자원과는 별개로 기능 중심의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음



용도지역은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나 일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이 조성되어
있음



충현서원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이자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설정되어 있으며 주변지역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한 제약이 있음

| 표 5-4 | 오리이원익선생묘 및 신도비, 오리이원익 종택과 관감당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문화재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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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경기도지정 문화재 구역
 경기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1구역

 원형보존구역

2구역

 평지붕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경사지붕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3구역

 평지붕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
 경사지붕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3층 이하)

4구역

 평지붕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4층 이하)
 경사지붕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5층 이하)

5구역

 평지붕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5층 이하)
 경사지붕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5층 이하)

6구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처리

분포도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 검토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철조망, 굴뚝, 환기시설,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등 부속건축물을 제한하며,
대지 내 공지 조성방안에 대한 규정이 있음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하 또는 8m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호 문화
및 집회 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함), 주유소, 공장, 기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의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담장대문의
‧
‧
양식구조형태색채조명
‧
‧
‧
‧
및 건축재료 등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음



대상지 대부분이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건축제한이 발생하나
현재 여건과 상충하는 부분은 적음

■



결론
충현박물관을 포함한 주변부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함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은「광명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문화재현상변경기준의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으로 일원화 필요
-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건축물 외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충현박물관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문화자원보존지구와 현상변경구역, 그리고 용도지역과 지형 등을
고려하여 설정함

- 지구지정 범위는 충현박물관과 접하고 있는 블록을 기준으로 경계 설정

| 그림 5-2 | 충현박물관 주변 지형 및 용도지역

175

GWANGMYEONG CITY LANDSCAPE PLANNING

② 주요 상업지역 미관지구 지정 검토


■



상업지역의 지속적인 가로 미관 관리가 가능하도록 미관지구 지정을 검토함

현황
광명 소하지구와 광명 역세권지구 내 상업지역은 현재 일부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지역으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건축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됨

| 표 5-5 | 주요 개발 및 계획 상업지역
구 분

건폐율/용적률

A

광명소하지구
상업지역

70%이하/
가로변 700% 이하
블록내 500% 이하

B

광명역세권
지구 상업지역

70%이하/
가로변 700% 이하
블록내 500% 이하

최고층수

주요 상업지역 분포

A. 광명소하지구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지침


너비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전면 외벽면의 ½이상을 투시벽, 투시형 셔터 처리



건축물 시설외부에 냉난방 실외기 등 건축설비 외부 노출 금지



벽면지정선 : 보행자전용도로와 광장 변 1.5m, 건축선 : 1.5m~3m

B. 광명역세권지구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지침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전면도로의 지반면과 높이차 20cm 이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전면 외벽면의 70%이상을 투시벽, 투시형 셔터 처리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



건축물 외벽의 색채 기조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후한 색조의 주변 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재료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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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관지구 지정 검토
중로 이상의 가로에 접한 상업지역은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대표하는 주요 공간으로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매력적인 보행환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미관지구 지정 시 3층 이상 건축물이나 연면적 495㎡ 이상의 건축물은「광명시 건축 조례」에 따른
심의 대상이므로 미관지구 지정을 통하여 최소한의 경관관리가 가능함



일반상업지역을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일부 시설의 제한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정한 허용
용도와 상충되지 않음
| 표 5-6 | 일반상업지역의 미관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구 분

건축제한 대상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 내 설치하는 자동세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결론



소하지구 상업지역과 개발 중인 광명역세권지구 상업지역을 중심지미관지구로 설정함



기존의 미관지구는 대부분 도로경계를 기준으로 약 15m로 지정되어 있어 예정 대상지에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여 설정함



중심상업지 중심으로 대로변 약 15m를 중심지미관지구로 설정하고, 계획 중인 일반상업지 또는 상업
지역 외의 미관지구가 필요한 구역에는 일반미관지구로 설정함
| 표 5-7 | 미관지구 지정 예정 대상지
구 분

미관지구 지정 제안

A. 광명소하지구 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B. 광명역세권지구 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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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단위계획 검토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살펴보면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물리적인 용량 위주의 계획, 3차원적인
경관형성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경관자원조사,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경관가이드라인의 각 단계가 상호 일관성 있고, 연속적인
틀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계획체계와 검증과정이 필요함

1)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 방안
① 기본방향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 및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경관계획에서 제안된 경관관리를 위한 구체적 상황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

■



지구단위계획 내용 및 경관적 요소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특정경관계획은 경관계획 개요, 경관자원의 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기본
계획, 경관설계지침, 실행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지구단위계획의 경관계획 큰 틀은「경관법」및「경관계획수립지침」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경관자원
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으로 구성하고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 그림 5-3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계획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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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구단위계획의 경관 주요 내용
■

내용구성



사업개요

- 배경 및 목적, 사업개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경관현황분석

- 주변현황 분석(항공사진 및 동영상 포함), 조망점별 시뮬레이션(현황사진에 사진합성법 활용)


경관기본구상

- 경관계획 컨셉(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경관축거점계획
‧
등


부문별 경관계획

- 가로경관계획, 건축물(시설물)계획, 옥외광고물계획. 색채계획, 야간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지침도
| 표 5-8 | 지구단위계획 내용 및 경관적 요소
지구단위계획 내용

경관적 요소

용도지역 ‧ 지구세분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

도시기반시설계획

공공시설 관련 사항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높이 ‧ 용적률에 관한 계획

건축물과 가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에 관한 계획(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물 형태 및 디자인
가로경관적 요소
외부공간 디자인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사업계획/재원조달계획
재난방지 등에 관한 계획

-

| 표 5-9 |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대한 공통검토사항
구 분

해당 경관

산지, 구릉지, 수변의 스카이라인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
생태경관
철새도래지, 야생동물서식처 등
산지 및 구릉지의 능선 및 주변부
산림녹지경관
자연형 랜드마크(암벽, 폭포, 고목 등)
도시지역 내의 녹지
수경관
하천, 호수 및 습지
축경관
훼손된 녹지축 경관
자연경관 녹지경관
공원 및 녹지
형성 거점경관
훼손녹지 복원/복구
하천의 연속성
하천의 둔치
수경관 축경관
형성
하천변도로
거점경관
습지 및 비오톱
역사문화경관
문화재 및 지역 향토문화유적 등
농촌경관
농경지, 농촌마을 등
고도 및 밀도
건축물
주거지 및
배치 및 위치
인공경관
인공경관
형성
도로, 철도, 터널 등
토목시설
송전탑
조망경관

스카이라인

경관적 고려사항
주요 조망점(내부/주변)에서의 조망확보
외부 스카이라인과의 조화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보전대책
산지경관의 훼손 및 조화 여부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보전대책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보전대책
주변 토지이용 및 개발밀도의 적절성
복원/복구 여부 및 대책
위치 및 시설의 적절성
복원/복구 여부 및 대책
연속성 조망확보
시설의 적절성
위치 및 형태의 적절성
위치 및 조성방법의 적절성, 주변 경관의 조화성
역사문화경관 주변 자연경관 보전 및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보전대책
조망확보 및 스카이라인 조화성
차폐도 및 자연경관으로의 조망확보
내부 및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조망 차폐 여부

※ 자료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심의지침,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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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경관관리 방안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16조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정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
‧
및 높이 등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광명시는 택지개발이나 도시재정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시지역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되었거나 진행중인 지역으로 계획적 관리의 틀이 형성되어 있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도 광명재정비촉진지구 주변과 소하동 일대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어 정연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있음



소하동 일대는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광명역세권지구와 광명소하도시개발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거 환경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한 체계적이고 양호한 도시환경의 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충현박물관 주변은 역사문화미관지구 예정지로 건축물의 외관에 대한 기본원칙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함

| 그림 5-4 |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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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 | 지구단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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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관사업
1) 기본방향


불량한 경관을 개선하고 일관된 도시 정체성 형성을 유도하며, 기존 계획 및 사업과 연계성을 갖도록
계획함



시급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선도적인 시책을 선별하여 경관
시범사업으로 제시함



공공주도형에서 주민참여형의 경관형성방식(경관협정)이 수반될 수 있도록 모색함

2) 경관사업의 선정


광명시 경관사업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경관법과의 적합성, 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선정
하고, 관련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경관사업은 유형별 경관요소로 시가지경관사업, 수변경관사업, 역사‧문화경관사업, 녹지경관사업, 관문
형성경관사업, 마을경관사업, 가로경관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경관사업을 선정 및 실행할 수
있도록 함



경관사업 대부분 경관축과 직간접적으로
‧
연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선정함

- 산림녹지축은 산지에서 수변을 연결하는 부녹지축, 수변축은 목감천, 가로경관축은 광명로, 금하로, 오리로 등을
주 대상으로 하며 지역 내 중심상권을 형성하는 가로축을 대상으로 사업 선정
| 표 5-10 | 경관사업 선정
유형분류

기본방향 및 사업내용

경관사업 선정도

 쾌적하고 정돈된 경관 형성
시가지경관사업

-

광명시장 정비사업
새마을시장 정비사업
철산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
소하 생활상권 가로 조성사업

 테마가 있는 경쾌한 경관 형성
가로경관사업

수변경관사업

- 오리로 가로경관 정비사업
- 광명사거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보존과 활용이 조화된 경관 형성
- 목감천 하천경관 조성사업

 옛 향기가 묻어나는 경관 형성
역사‧문화경관사업

- 영회원 일대 경관 정비사업
- 충현서원 역사문화경관 형성사업
- 광명동굴 일대 경관 정비사업

 도시 속의 푸른 휴식 경관 형성
녹지경관사업

- 도덕산~안양‧목감천 연계 녹지축 형성사업
- 가림산~안양천 연계 녹지축 형성사업

 마을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경관 형성
마을경관사업

관문경관사업

- 밤일마을 친환경 음식문화타운 형성사업
- 안터 생태마을 형성사업

 광명시의 진입 경관 형성
- 광명시 진입부 경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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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관사업(안)
① 시가지경관사업
광명시장 정비사업

■

유통환경의 급격한 소비 행태 변화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의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함
노후화된 시설과 미관을 개선함



새마을시장 정비사업

■



이용이 편리하고 활력있는 쾌적한 전통시장을 형성함



진입부 및 주차장을 정비함

철산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

■

대로변 정연한 가로경관과 활력있고 쾌적한 철산 문화의



거리 형성 통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함

소하 생활상권 가로 조성사업

■

| 그림 5-6 | 시가지경관사업 위치도

기존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상권을



조성하고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표 5-11 | 시가지경관사업 범위 및 내용
구 분

범 위

사업유형

계획비용

 공공
 공간적 범위
광명시장
정비사업

- 위치 : 광명시 광명동 158-962일원
- 약 55,000m²

 시간적 범위
- 2018~2019년

 공간적 범위
새마을시장
정비사업

- 위치 : 광명시 광명5,6동 일원
- 약 55,000m²

 시간적 범위
- 2015~2016년

 공간적 범위
철산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

- 위치 : 광명시 철산동 527일원
- 약 82,000m²

 시간적 범위
- 2016~2017년

- 바닥포장 및 보행폭 확장
(카트 이용 가능)
-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기반시설
확충

 광명시 기업경제과
약 26
백만원

 민간

약 49
백만원

- 광명새마을시장 고객지원
센터 조성 연계

 문화체육관광부
- 시장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 연계

- 새마을시장 내 시설 및 조명 개선

 공공
- 노후화된 바닥 포장 개선
(석재블록 등)
- 실외주차장 녹화 및 휴식공간 조성
- 공공시설물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광명시 기업경제과

 공공

 민간

- 광명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사업 연계
- 시장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 연계

- 시장 내 외부에 커뮤니티를 위한
광장 조성

-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 공용화장실 및 휴식공간 조성

비고(지원연관사업)

 광명시 지도민원과
약 29
백만원

 민간

- 노점상 정비·관리 연계

 국토교통부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연계

- 옥외광고물 정비

 공간적 범위
소하 생활상권
가로 조성사업

- 위치 : 오리로366번길
- 약250m(오리로~기아로28번)

 시간적 범위
- 202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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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 도로포장 교체
-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도시교통과)

 민간
- 가로 및 상가 입면 개선

 광명시 도로과
약 60
백만원

- 공공디자인 활성화 지원
연계

 행정자치부
-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연계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② 가로경관사업
■



오리로 가로경관 정비사업
도시구조물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일관성과 통합성
있는 디자인 기준 수립 및 정비 정돈을 통하여 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경관개선계획을
수립함

■



광명사거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광명사거리 주변의 오리로 및 광명로변 공공디자인을
개선함



보행환경을 방해하는 혼잡한 판매시설과 가로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매력적인 상업가로로 형성함

오리로 현황

| 그림 5-7 | 가로경관사업 위치도

가구 문화의 거리

패션 문화의 거리

| 표 5-12 | 녹지경관사업 범위 및 내용
구 분

범 위

사업유형

 공간적 범위
오리로
가로경관
정비사업

계획비용

 공공

- 위치 : 오리로
- 약 9.5Km(광명교~광명시 남측 행정
경계선 구간)

 시간적 범위

- 가로시설물의 통합정비
- 가로변 조경개선

 민간

 광명시 도시교통과
약 60
백만원

- 가로변 옥외광고물, 건축물 입면
정비

- 2015~2016년

비고(지원연관사업)

-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
연계

 행정자치부
- 생활형 지역 공공 디자인
시범사업 연계

 공공
 공간적 범위
광명사거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 위치 : 광명시 광명사거리 일대
- 약 530m(오리로), 약 1,000m(광명로)

 시간적 범위
- 2014~2015년

- 안내시설물 개선
- 보도구간 시설물 개선
약 50
- 광명사거리역 출입구 주변 녹지
백만원
및 쉼터 조성, 자전거 주차환경 개선

 민간

 광명시 도로과
- 공공디자인 활성화 연계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원
연계

- 옥외광고물 정비

가로시설물 사례(강남구 테헤란로)

가구거리 사례(홍대 가구거리)

패션거리 사례(신사동 가로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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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변경관사업
■



목감천 하천경관 조성사업
도심 속 시민들이 체력운동과 여가장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생태문화
‧
하천공간을 제공함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서 도심 하천경관을
새롭게 조성하고 친수형 수변공간으로 조성함

| 그림 5-8 | 수변경관사업 위치도

목감천 현황

| 표 5-13 | 수변경관사업 범위 및 내용
구 분

범 위

사업유형

계획비용

비고(지원연관사업)

 공공
 공간적 범위
목감천
하천경관
조성사업

- 위치 : 광명시 광명동 목감천
- 약 3.6Km(광남교~광복교)

 시간적 범위
- 2016~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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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 하부 조명 설치, 디자인 개선
및 쉼터 조성
약 165
- 진입로 주변 녹지조성
백만원
- 목감천 나들목 조명 설치 및 디자인
개선
- 너부대공원-목감천 진입로 개설

 문화체육관광부
-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연계

교량 하부 개선 사례(서울색공원)

천변 진입로 사례(담양 누정길)

수변 조경 사례(서울 우이천)

하천변 개선 사례(울산 여천천)

생태 하천 복원 사례(수원 수원천)

하천 및 진입 개선(김해 신어천)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④ 역사‧문화경관사업
■



영회원 일대 경관 정비사업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과 연계한 동선체계 구축과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를 통하여 광명시 주요 역사문화 거점을
형성함

■



충현서원 역사문화경관 형성사업
오리이원익선생 문화 유적지를 보전하고 충현박물관과
역사공원 간 유기적인 역사문화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역사 문화거점으로 형성함

■

광명동굴 일대 경관 정비사업



주변 명소와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함



인근 자원회수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광명동굴 주변의

| 그림 5-9 | 역사‧문화경관사업 위치도

경관 개선 및 관광자원을 활성화함
| 표 5-14 | 역사‧문화경관사업 범위 및 내용
구 분

범 위

사업유형

 공간적 범위
영회원 일대
경관 정비사업

- 위치 : 광명시 학온동 영회원 일대
- 약 880,000m²

 시간적 범위
- 2016~2017년

 공간적 범위
충현서원
역사문화경관
형성사업

계획비용

 광명시 문화관광과

 공공
- 정자나무 주변 휴게공간 조성
- 주진입부 개선
- 수변공원 진입부 개선

약 11
백만원

 공공

- 위치 : 소하2동 충현박물관 일대
- 약 910,000m²

- 걷고싶은 돌담길 조성
- 이원익선생묘 일대 공원 조성
- 충현박물관과 오리이원익선생
문화유적지 사이 녹지 연결축 조성

 시간적 범위
- 2015~2016년

-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연계

 문화체육관광부
- 이야기가 있는 문화 생태
탐방로 사업 연계

 광명시 문화관광과
약 8
백만원

-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연계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적 생활문화 공간 조성
시범사업 연계

 광명시 문화관광과

 공간적 범위
광명동굴 일대 - 위치 : 광명시 가학동 광명동굴 일대
- 약 680,000m²
경관
정비사업
 시간적 범위

 공공
- 광명동굴 주진입부 시설 개선
- 자원회수시설 및 주변 개선

- 2015~2016년

정자나무 쉼터 사례(지리산 둘레길)

비고(지원연관사업)

녹지 연결축 사례(대구 도심대로)

약 25
백만원

-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
벨트 조성사업 연계

 문화체육관광부
- 이야기가 있는 문화 생태
탐방로 사업 연계

자원회수시설 개선 사례(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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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녹지경관사업
■



도덕산~안양목감천
‧
연계 녹지축 형성사업
산지와 수변의 동선체계 형성 및 공원간의 연계성을
강화함



광명재정비촉진지구 연결녹지축을 형성함

■

가림산~안양천 연계 녹지축 형성사업



광명종합운동장과 연계하여 가림산둘레길 경관을 정비함



공원조성 등을 통하여 녹지 완충지역을 확충함



근린공원 사이 연결녹지를 통하여 녹지축을 연계함
| 그림 5-10 | 녹지경관사업 위치도

너부대근린공원 현황

광덕산근린공원 인근 하안로 현황

왕재산근린공원 방향 조망 현황

| 표 5-15 | 녹지경관사업 범위 및 내용
구 분

범 위

사업유형

계획비용

 공공
도덕산~
안양‧목감천
연계 녹지축
형성사업

 공간적 범위
- 위치 : 광명시 광명동, 철산동 일대
- 약 4.2㎞

 시간적 범위

 광명시 공원녹지과

- 공공시설, 재건축 경계부 녹지대
조성
- 녹지축 가로지르는 오리로 구간에
생태육교 신설

약 22
백만원

- 주민의사를 반영한 내실
있는 뉴타운 사업 연계

 문화체육관광부
-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연계

 민간

- 2016~2017년

비고(지원연관사업)

- 공동주택 열린담장 조성

 공공
가림산~
안양천 연계
녹지축
형성사업

 공간적 범위
- 위치 : 광명시 철산동, 하안동 일대
- 약 1.9㎞

 시간적 범위
- 2018~2019년

녹지대 사례(인천 남동구 매소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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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공원녹지과

- 녹지축 보도구간은 인근 근린공원
경계부와 조화로운 수종 식재

약 100
- 광덕산 근린공원과 왕재산 근린공원 백만원

 민간

사이 아파트단지 방음벽 구간 개선
(보행통로 개방 및 배후 구릉지 조망
가능한 재질 개선)

공동주택 열린 담장 사례(서울시)

- 도심 내 아름다운 꽃길
조성 연계

 문화체육관광부
-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연계

방음벽 개선 사례(수원 혼합형방음벽)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⑥ 마을경관사업
■



밤일마을 친환경 음식문화타운 형성사업
광명시의 특색있고 대표적인 음식 문화거리인

‘밤일마을’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제에 맞는 경관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

■



안터 생태마을 형성사업
인근의 안터생태공원과 가림산둘레길을 연계한 생태와
향토문화유산과 어우러진 마을경관으로 형성함

| 그림 5-11 | 마을‧관문경관사업 위치도

| 표 5-16 | 마을경관사업 범위 및 내용
구 분
밤일마을
친환경
음식문화타운
형성사업

범 위
 공간적 범위
- 위치 :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
- 약 110,000m²

 시간적 범위
- 2014~2016년

계획비용

 공공
- 보도포장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
특화
- 공원시설 확충

약 12
백만원

비고(지원연관사업)

 행정자치부
-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연계

 광명시 미래전략실

 공간적 범위
안터 생태마을
형성사업

사업유형

- 위치 : 광명시 하안동 안터마을
- 약 22,500m²

 시간적 범위
- 2016~2017년

 공공
- 마을 진입부 개선

 민간

약 7
백만원

- 담장 개선(전통 담장, 벽화 담장)

-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
계획 연계

 문화체육관광부
-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 연계

⑦ 관문경관사업
■



광명시 진입부 경관 조성사업
진입부 조경수 식재 및 녹지경관을 강화하여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부각하는 광명시 진입경관을 형성함

| 표 5-17 | 관문경관사업 범위 및 내용
구 분

범 위

사업유형

계획비용

비고(지원연관사업)

 공간적 범위
광명시
진입부 경관
조성사업

- 위치 : 광명시 전역
- 총 8구간(개봉교, 광명교, 광명대교,
철산교, 금천교, 광명IC, 광명역IC진입
구간, 오리로 남측 광명시 진입부)

 시간적 범위
- 도로 및 교량 진입부(2015~2016년)
- IC 진입부(2018~2019년)

 광명시 도로과

 공공
- 벽천 및 조경시설 조성(광명교)
- 진입문주 및 안내 디스플레이 설치
(개봉교, 광명교)
- 조경시설 보강(철산교, 금천교)
- IC 진입부 도로변 특화

약 270
백만원

- 시흥대교·광명대교 확장
연계

 행정자치부
-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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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별 집행 계획


시간과 공간적으로 편중되어 사업 진행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전체적 분포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함



사업별로 경관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관사업의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용을 산출하여
제시함

① 경관사업 우선순위 검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고, 관련 사업을 통해 재정 자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

검토 항목별로 중요도에 따른 점수를 집계하여 고득점 사업에 우선순위 높은 사업으로 선정함

1단계 (단기적 경관사업)



시기를 놓치면 급속한 경관파괴가 예상되거나, 시급히 도시경관의 정비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함



가시성이 높은 체감형 사업을 선정하여 경관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홍보 방안으로 활용함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개발 움직임이 있는 사업을 선정함

■

2단계 (중기적 경관사업)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거나 일정한 준비과정을 거쳐 추진할 사업을 선정함



광명시와 지역별 이미지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업을 선정함

■

3단계 (장기적 경관사업)



전체적인 마무리 단계로서 1,2단계 계획들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함



여건의 성숙을 기다려 장기적으로 추진하거나 상당한 준비과정을 거쳐 추진할 대규모 사업을 선정함

| 표 5-18 | 광명시 경관사업 우선순위 검토
구 분

사업명

시급성

이용
빈도

규모
기간

예산
확보

사업기반
구축

광명시장 정비사업

1

2

中(2)

1

2

8

시가지
경관사업

새마을시장 정비사업

3

2

中(2)

3

2

12

철산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

2

2

中(2)

2

2

10

소하 생활상권 가로 조성사업

1

1

中(2)

1

2

7

오리로 가로경관 정비사업

2

2

大(1)

2

2

9

광명사거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2

3

大(1)

2

3

11

가로 경관사업
수변 경관사업
역사‧문화
경관사업
녹지 경관사업
마을 경관사업
관문 경관사업

목감천 하천경관 조성사업

2

2

中(2)

2

2

10

영회원 일대 경관 정비사업

2

1

小(3)

2

2

10

충현서원 역사문화경관 형성사업

3

2

中(2)

2

3

12

광명동굴 일대 경관 정비사업

2

2

中(2)

3

2

11

도덕산~안양‧목감천 연계 녹지축 형성사업

2

2

大(1)

2

2

9

가림산~안양천 연계 녹지축 형성사업

1

2

中(2)

1

1

7

밤일마을 친환경 음식문화타운 형성사업

2

2

小(3)

2

2

11

안터 생태마을 형성사업

1

2

小(3)

2

2

10

광명시 진입부 경관 조성사업

2

3

中(2)

1

2

10

우선순위 높은 사업 / 우선순위 낮은 사업 (중요도 : 1~3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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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관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의 시급성, 파급효과, 재정지원,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 집행을
계획함



단기 : 2014~2015년

- 경관개선이 시급한 새마을시장 및 유동인구가 많은 광명사거리, 광명의 역사문화를
‧
대표하는 충현서원과 광명
동굴, 그리고 음식문화마을인 밤일마을과 광명시 내 도로 및 교량 진입부 구간을 단기 사업으로 선정


중기 : 2016~2017년

- 철산역 역세권에 인접한 철산 문화의 거리와 대표적 가로인 오리로, 주요 하천인 목감천, 역사문화재인 영회원
일대, 도덕산에서 안양천목감천을
‧
연계하는 구간과 생태습지인 안터저수지에 인접한 안터마을을 중기사업으로
선정


장기 : 2018~2020년 이후

- 대표적 전통시장인 광명시장과 오리로366번길을 중심으로 하는 소하 생활상권 가로, 가림산을 기점으로 근린
공원들을 거쳐 안양천을 연계하는 구간, 그리고 IC 진입부를 장기사업으로 선정
| 표 5-19 | 경관사업 총괄표
연 도

사업명

2014

2015

2016

2017

광명시장 정비사업
시가지
경관사업

2018

2019

광명시장 정비

새마을시장 정비사업

새마을시장 정비

철산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

철산 문화의 거리 정비

소하 생활상권 가로 조성사업
가로
경관사업
수변
경관사업

소하 생활

오리로 가로경관 정비사업

오리로 가로경관 정비

광명사거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광명사거리 공공디자인
목감천 하천경관 조성사업

목감천 하천경관 조성

영회원 일대 경관 정비사업

영회원 일대 경관 정비

역사문화
충현서원 역사문화경관 형성사업
경관사업

충현서원 역사문화

광명동굴 일대 경관 정비사업
녹지
경관사업

마을
경관사업
관문
경관사업

2020 이후

도덕산~안양천, 목감천 연계
녹지축 형성사업
가림산~안양천 연계 녹지축
형성사업
밤일마을 친환경 음식문화타운
형성사업

광명동굴 일대 경관
도덕산~안양천, 목감천
가림산~안양천 연계
밤일마을 친환경 음식문화타운 형성

안터 생태마을 형성사업
광명시 진입부 경관 조성사업

안터 생태마을 형성
도로 및 교량 진입부

IC 진입부 경관

총 7개 유형 15개 사업 / 총 투자사업비 894백만원11)
11) 본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비용으로, 실시설계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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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관시범사업
① 충현서원 역사문화경관 형성사업(안)
■



현황
충현박물관 일대에 오리이원익과 관련한 문화재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부족함

호성공신도상
이원익 영정
국가지정 보물



평양생사당구장
광명이원익영우
이원익 영정
도지정 유형문화재

충현서원지

광명이원익신도비

도지정 기념물

광명이원익 종택과
관감당
도지정 문화재 자료

오리이원익선생묘 및 신도비, 오리이원익 종택과 관감당 주변 300m~500m까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신축이나 증개축을 통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낮고, 방치된 공간들이 다수 분포
하고 있음



문화재와 불리된 별도의 영역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어 문화재와 그 주변이 맥락성 있는 공간으로
어우러질 필요가 있음

| 그림 5-12 | 충현서원 주요 지점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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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역사성과 문화성을 갖춘 지역개발을 통해 문화재와 통일감 있는 주거환경으로 조성함



기존 상권 활성화 및 특성화 된 상업거리 및 걷기 편한 가로로 형성함



공원과 공공건축물을 연계한 쾌적한 가로공간으로 조성함



인간적인 매력이 가득한 공간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도심재생을 실현함

■



부문별 계획
충현박물관 진입로 및 입구 경관을 정비함

- 진입로와 안내시설을 정비하여 충현박물관으로의 안내체계 강화
- 진입가로 포장 개선, 주요 결절부 포장 개선 및 쌈지공원 조성
- 충현재단 전면부 및 경계부 개선


충현박물관 주변으로 충현서원 둘레길을 조성함

- 충현박물관 경계부를 따라 사색하며 걸을 수 있는 보행전용 순환보행로 조성 및 결절부 쉼터 마련
- 충현박물관과 조화를 이루며 전통미가 느껴지는 일관성 있는 마을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주변 건축물의 이질적
이거나 노후한 시설 개선

| 그림 5-13 | 충현서원 역사문화경관 형성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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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담 조성 및 도로포장 개선

쌈지공원 조성

▼

| 그림 5-14 | 충현서원 역사문화경관 형성사업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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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새마을시장 정비사업(안)
■

현황



광명사거리역에 인접한 광명시장과는 달리 역세권에서 벗어나 있어 접근성이 불리함



새마을시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근접하여 생활밀착형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주차장과 화장실 등 공공시설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새마을시장 역사 및 시장 내 상가 안내시설이 미흡함



새마을시장만의 특별한 문화행사가 필요함

| 그림 5-15 | 새마을시장 주요 지점별 현황
■

기본방향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새마을시장만의 특성화를 형성함



상인과 이용자간에 신뢰와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조성함



이용이 편리하고 활력있는 쾌적한 시장 거리를 형성함

■



부문별 계획
새마을시장 진입로 및 주차장을 정비함

- 진입부 종합안내도 설치 등 시장 이용자를 위한 편리한 안내시설 구축
- 차량이용자를 위한 공영주차장 개선 및 찾기 쉬운 진입로 유도
- 시장 진입부 포장 개선을 통한 시장거리 특화


활력있는 전통시장 거리로 조성함

- 새마을시장 내 정기적 문화행사 개최
- 공용화장실 보완 및 휴식공간 마련
-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 아케이드 내부 거리 조명 강화를 통한 밝은 시장 이미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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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관협정
1) 경관협정의 개념
■



경관협정의 목적 및 절차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지역경관을 형성하고 주민 스스로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표 5-20 | 경관협정의 절차
구 분

업무내용

경관협정 운영체결의 발의

 설명회, 간담회 개최
 경관협정 취지 홍보

경관협정준비위원회 조직

 경관협정 운영을 위한 위원회 조직
 경관협정 체결자 모집

경관협정 운영위원회 설립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
 시장 등에 신고

기획단계

경관협정 작성
체결단계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협정인가 신청
경관위원회 심의

인가단계

경관협정인가 공고
경관협정 발효
경관협정의 지원
운영단계
경관협정 변경 및 폐지

■

 협정내용, 목적, 유효기간 등
 소유자 등 전원합의
 협정내용, 목적, 지역, 기간, 제재 등
 소유자 등 전원합의
 협정서 제출
 시장 승인
 협정안 타당성 검토
 협정의 인가 즉시 공고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의 행위 시 준수
 지원방안의 제시
 사업계획서 작성
 변경은 협정절차와 동일
 폐지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

경관협정의 체결사항

| 표 5-21 | 경관협정의 체결사항
구 분

업무내용

건축물의 외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입면형태, 높이, 1층부 처리, 사선제한, 재질, 색채, 창문 및 출입문 위치‧크기‧재질‧
색상, 지붕 형태, 옥외광고물의 형태‧색상‧재질‧위치 등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건축설비의 집약화 및 은폐, 건축물과 일체화된 디자인 등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주차장, 대지 내 조경, 녹지조성 등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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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토지형질변경, 획지의 규모, 합필, 건축한계선 등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한옥마을 등 역사문화경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단, 이들 사항 중 일부는 앞서 언급한
건축물 규정 등과 중복 규정 가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건축의 용도, 녹지, 가로, 수변공간, 야간조명, 경관적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의 관리
및 조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2) 경관협정 관리‧운영방안
① 경관협정 관리‧운영체계


경관협정 초기 기획단계에서는 주민 주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가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홍보하고 주도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함



관리운영
‧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와 광명시 및 전문가, 주민을 비롯한 다수주체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상호 네트워크 구축으로 종합적 관리와 지속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함

| 그림 5-16 | 경관협정 활성화 전략

② 경관협정 실현모델

| 그림 5-17 | 경관협정 실현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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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관협정 지원 및 활성화 방안


광명시 행정재정기술적
‧
‧
지원을 통해 경관협정 체결 및 운영 경험이 부족한 주민들을 지원하며, 공공
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경관협정의 효과를 증대하도록 함

| 표 5-22 | 경관협정 인센티브 및 디센티브 방안
구 분

보상적
인센티브

항 목

업무내용

보조금

 협정내용에 맞게 건물을 개보수할 경우 보조금
지급

 조례 등 법적 근거 마련 필요

 협정 체결 시 세금 감면

 조례 등 법적 근거 마련 필요

 협정 체결 시 용적율, 건폐율, 높이 기준완화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운용 가능

 협정 체결 시 경관 관련 공공사업 우선 배정 등

 공공에서 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착안, 내용, 집행시기 등을 인센티브 /
페널티로 활용가능

행정적 지원

 경관협정운영회, 경관협정서, 사업계획서 심의 및
인가 등

 주민모임, 자문단 구성, 행정절차 지원
및 간소화

기술적 지원
보조금
세금

 경관협정(안), 사업계획(안) 검토 및 협의
 협정 불이행 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일부 환수
 협정 불이행 시 세제 감면 조건 소멸

 관련자료, 기술자문, 공사설계 지원
 보조금 지급 시 단서조항 필요
 협정 시 단서조항 필요

공공사업

 협정 체결 및 이행을 조건으로 우선 제공한 공공
사업의 사업비 일부 협정위반자가 부담

 사업우선 배정 시 단서조항 필요

용적률, 건폐율
높이기준

 협정 불이행 시 추가로 받은 용적율, 건폐율, 높
이 기준에 대한 비용 계산 후 환수

 협정서 단서조항 필요
 단, 환수금액은 추가 받은 인센티브 보다
커야함

세금
용적률, 건폐율
높이기준
공공사업

유도적
인센티브

마이너스
인센티브
(규제)

비 고

① 경관협정 추진단계별 유도적 지원범위
■



초기
유도단계

- 외부전문가 발굴 및 파견공무원 지원으로 자문단 구성
- 주민협의체 활동파악 및 모임 활성화 : 상인회, 반상회, 시민단체 리더 인터뷰
- 설명회, 간담회,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 경관협정 홍보 : 경관협정 절차, 성공사례, 인센티브 제도 등


기획단계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및 신고에 관한 행정절차 지원
- 관련계획 및 사업자료 지원
- 지역특성 파악을 위한 자료 지원
- 경관협정, 사업계획(안) 작성을 위한 모임 지원 : 마을 만들기 게임, 마을 지도 만들기 워크숍, 집중검토 회의,
인터넷 카페모임, 시뮬레이션 작성 등
- 인센티브 지원요소 검토 및 협의

■



중‧장기
체결단계

- 경관협정서(안) 검토 및 행정절차 지원 및 간소화
- 사업계획서(안) 검토 및 행정절차 지원 및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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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위원회 심의, 인가 행정절차 지원 및 간소화
- 공공사업과 연계방안 모색 및 우선시행 : 중앙정부 지원사업 조사, 전원마을 조성 사업,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그린파킹사업, 가로환경개선사업, 문화거리조성사업 등


운영단계

- 주민 정기모임 및 운영 지원 : 활동비, 모임장소 보조
- 경관협정 미 이행 시 협의 및 관리
- 경관협정 변경, 폐지 시 행정절차 지원

4) 경관협정의 대상


광명시 전역을 점진적으로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계획함



중점관리구역 및 민간주도형 경관사업 시행 지역을 우선적으로 체결함



실효성과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협정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약속(안)을 제시함

■



경관협정 시범지역 선정
경관개선에 효과적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가시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경관협정의
집행 및 운영‧관리 노하우 등을 구축하도록 함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경관사업과 연계하여 파급효과가 크고, 유도지원이
‧
가능한 경관협정을 우선적으로
체결함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 경관 관련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함



경관협정 시범지역은 협의체 활동 및 경관협정 유도가 가능하고 요구 등을 고려하여 4곳을 선정함

| 그림 5-18 | 경관협정 시범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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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관협정(안)
① 광명사거리 경관협정(안)
■



활기가 넘치는 매력적인 상업가로 형성
상가전면부를 특성화함

- 가로시설물의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통한 장소성 제고
- 건축선 통일을 통한 공간의 시각적 연속성 확보
- 개방적인 구조의 상가 전면부 구성


품위있는 상업지역 경관으로 형성함

- 개별 건축물의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 건축물 입면 재질 및 디자인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형성
- 건축물 설비 시설(에어컨 실외기, 물탱크 등)의 차폐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유도함

- 보행공간으로 돌출되어 있는 판매시설물 정비
- 보행공간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적치물 정비
| 표 5-23 | 광명사거리 경관협정(안) 예시
항 목
기본항목

입면디자인

건축물 외관
지붕 및 차양

창문 및 쇼윈도

건축물 대지 및 옥외에 설치되는
건축설비 위치

건축물 및
공작물 등
외부공간

- 층별 높이, 창문 위치 등은 인접건축물과 조화롭도록 조성
- 광명로에 접한 건축물의 일반적인 가로폭을 초과하는 경우 , 돌출 , 재질, 색채 등의 외장 디자인적
요소를 활용하여 가로의 맥락성 유지
- 샌드위치 패널 등 이와 유사한 조립식 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반사성 재질의 마감을 가급적 지양
- 건축물의 외장재 및 색상은 당해 건축물의 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
- 광명시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건축물 색채 계획
- 차양은 건축선을 넘지 않도록 하며, 현란한 디자인이나 스트라이프 무늬 지양
- 색상과 설치 위치는 동일 건축물, 인접건축물과 조화롭게 연출
-

창문 및 쇼윈도 등의 면적을 넓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건축물의 중압감 감소
내부 또는 진열상품이 보이는 것을 방해하는 반사유리, 필름 썬팅 (최소 투명도 50%이상 권장 ) 지양
창문 안에 설치하는 버티컬의 경우, 건축물 외벽면의 색채를 고려하여 설치
셔터는 투시형으로 처리

- 옥상부 및 가로변에 면한 전면부에 설비시설이 직접적으로 노출 금지
- 다만, 전면부에 건축설비가 부득이 노출되는 경우 건축물외벽과 조화로운 가벽 등을 설치하여 차폐
- 실외기, 안테나 등의 각종 설비시설은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주차설비

- 주차장 주변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단조로운 공간 개선
- 주차장은 공영주차장(또는 상가공용주차장) 등 지정된 주차장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노상주차 지양
- 업무용 차량은 정해진 시간에 한해 건축물 전면에 정차를 허용하고 , 일반 이용객 등의 정차 불허

부지경계
공간

- 측면공지는 창고화 되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폐하거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

야간경관
야간조명

- 광원의 직접적인 노출을 지양하고, 간접조명을 활용한 옥외광고물 설치 권장
- 점조명(Spot-Lighting), 네온사인을 이용한 조명, 라인형태의 LED조명 등 과도하게 일부만 부각되는
조명 지양

기타
기타 주민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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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 내용

세부항목

-

점포 앞 도로에 물품을 수납하거나 진열 금지
보행환경 보호를 위해 상점 전면에 이동식 가판설치 금지
쓰레기 반출시간 및 장소 준수
음식물 쓰레기는 최대한 물기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
정기적인 주민합동 청소 참여(상점 앞 눈 치우기)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② 새마을시장 경관협정(안)
■



시민과 밀착하는 활력적인 전통시장 형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새마을시장만의 특성화를 형성함

-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새마을시장 상인과 이용자간의 신뢰와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조성함

- 새마을시장만의 특별한 문화행사 개최
- 공용화장실 보완 및 휴식공간 마련
- 공영주차장 개선


이용자가 편리하고 쾌적한 시장 거리로 형성하여 시장가로를 활성화함

- 진입부 종합안내도 설치 등 시장 이용자를 위한 편리한 안내시설 구축
- 차량이용자를 위한 공영주차장 개선 및 유도시설 보강
- 아케이드 내부 거리 조명 강화
| 표 5-24 | 새마을시장 경관협정(안) 예시
항 목
기본항목

입면디자인

건축물 외관

지붕 및 차양

창문 및 쇼윈도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건축물 대지 및 옥외에 설치되는
건축설비 위치

건축물 및
공작물 등
외부공간

경관협정 내용

세부항목

주차시설

부지 경계공간

도로

-

인접 건물과 수평분할요소(층별 높이, 창문 위치) 일치
석재, 벽돌, 목재 등의 자연 친화적 재료의 사용 권장
외장재 및 색상은 당해 건물의 전면과 측‧후면을 통일하거나 조화
광명시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건축물 색채 계획

- 차양은 건축선을 넘지 않도록 하며, 현란한 디자인이나 스트라이프 무늬 지양

-

1층부 건물의 외벽은 1/2이상을 투시가능한 유리로 처리하여 외부공간과 내부 공간의 연속성 유지
내부 또는 진열상품이 보이는 것을 방해하는 반사유리, 필름 썬팅 (최소 투명도 50%이상 권장 ) 지양
창문 안에 설치하는 버티컬의 경우, 건축물 외벽면의 색채를 고려하여 설치
셔터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거나 투시형으로 설치하고, 기존의 폐쇄식 셔터의 경우는 건물외관과
어울리는 페인트 도장 마감 등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여 거리경관을 관리

- 경기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과 광명시 경관계획에 따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설치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시설은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외벽과 유사한
소재나 일체화된 디자인으로 차폐하여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 주차장은 공영주차장(또는 상가공용주차장) 등 지정된 주차장 이용

- 측면공지는 창고화 되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폐
- 건축물과의 재료 및 형태 조화를 고려하여 가벽 등의 디자인된 요소로 차폐

- 공공부문(보도)과 민간부문(대지내 공지)의 통합적 계획을 고려하여, 포장재료 및 가로시설물 통일

야간경관

- 옥외광고물과 상점의 조명 연출시간 준수
- 광원의 직접적인 노출을 지양하고, 간접조명을 활용한 옥외광고물 설치 권장
- 점조명(Spot-Lighting), 네온사인을 이용한 조명, 라인형태의 LED조명 등 과도하게 일부만 부각되는
조명 지양

기타 주민활동

- 쓰레기 반출 시간 및 장소 준수
- 외부스피커의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사용할 경우 음향이 통행인 및 주변 점포 이용에 불쾌감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 점포 앞 도로에 물품을 수납하거나 진열 금지
- 보행환경 보호를 위해 상점 전면에 이동식 가판설치 자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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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밤일마을 경관협정(안)
■

밤일음식문화거리 형성



주변 산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



밤일마을만의 이미지를 형성함

- 건축물 외벽부 가설건축물 지양
- 건축물의 재질, 색채, 외부공간 정비


주차장 확보로 외부 접근 편의 및 불법 주차를 방지함



정돈된 가로경관 및 쾌적한 보행환경으로 형성함

- 지주형 간판 등 옥외광고물 정비로 정돈된 가로경관 형성
- 가로시설물 및 안내시설물 정비로 통합된 가로경관 형성
- 보행공간으로 돌출되어 있는 판매시설물 및 적치물 정비
| 표 5-25 | 밤일마을 경관협정(안) 예시
항 목
기본항목

입면디자인

건축물 외관

지붕 및 차양

창문 및 쇼윈도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건축물 대지 및 옥외에 설치되는
건축설비 위치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및
공작물 등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기타

- 가로변 건축물의 통합적인 경관관리를 도모하고, 정돈된 가로경관 형성
- 샌드위치 패널 등 이와 유사한 조립식 재료 사용을 자제하고, 반사성 재질의 마감을 가급적 지양
- 저채도 색채의 자재를 활용하여 차분한 가로경관 형성
-

지붕의 선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옥상광고물 설치 지양
차양은 건축선을 넘지 않도록 하며, 현란한 글자나 로고 불허
차양 규격 및 재질은 전체에 걸쳐 통일하고, 단색의 저채도 색상을 활용
색상은 인접건축물과 조화롭게 연출하여 시각적 연속성 확보

- 창문 및 쇼윈도 등 면적을 넓혀 외부와 내부공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건축물 중압감 감소
- 셔터는 가급적 투시형 처리
- 폐쇄식 셔터는 건축물 외벽과 어울리는 도장 마감 등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여 거리경관 관리
-

옥외광고물은 건축물의 조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
지주형 간판은 배치 및 재질을 통일하여 정연한 가로경관을 형성
가로형 간판은 판류형을 지양하고, 각층 상단에 입체형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 높이를 인접 건축물과 통일하여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 가로변 설치되어 있는 천막 등 건축물의 조형미를 훼손하는 간이시설물을 이용한 불법적인 건축물
확장을 지양
- 건축 시 옥상부 및 가로에 면한 전면부에 설비시설을 직접적 노출 지양, 다만 가로에 면한 전면부에
건축설비가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가벽 등의 차폐요소 사용

주차설비

- 인접한 건축물들의 주차장은 함께 설치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교차 횟수 저감
- 주차장 포장은 투수성 포장(잔디블럭, 쇄석 등)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2층 이상의 건축물은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제외

부지경계 공간

- 정돈된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건축물 전면에 건축선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
- 쌈지공원에 접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물주는 정기적으로 공원을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 훼손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조치

도로

- 공공부문(보도)과 민간부문(대지내 공지)의 통합적 계획 고려하며, 포장재료 및 가로시설물 등 통일
- 가로 직출입형 건축물을 적용할 경우 계단설치 안전성을 확보하고 , 재료와 마감은 건축물 외벽면과
조화
-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적치물 적치를 금지
- 보행환경 보호를 위해 상점 전면에 유동적인 안내판 및 가판설치 금지

가로시설물

- 훼손에 의한 부정적 경관 완화를 위해 가로시설물에 접하고 있는 건물주들은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훼손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조치
- 금속재를 활용한 가로시설물의 경우 표면 무광처리, 저채도 색상을 활용한 도장 마감 또는 목재 틀
설치로 직접적인 노출 지양

야간경관
야간조망
기타 주민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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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 내용

세부항목

- 간접조망을 활용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권장
- 옥왹광고물과 상점의 조명 연출시간 준수
-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변으로 빛이 투사되어 가로등과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치
- 쓰레기 반출시간 및 장소 준수
- 음식물 쓰레기는 최대한 물기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④ 안터마을 경관협정(안)
■



자연과 조화로운 마을경관 형성
주변 산지 및 자연과 조화로운 마을 경관을 형성함

- 배경 산지구릉지
‧
및 농경지를 고려한 조화로운 색채 사용
- 자연소재 활용한 시설물(펜스, 창고 등) 디자인


안터생태공원과 연계한 생태경관을 형성함



역사자원과의 조화 및 정돈된 마을 경관으로 형성함

- 일관성 있는 취락지(재질 및 형태, 색채 등) 경관 관리를 통한 통일감 형성
- 기존 건축물과의 형태적 조화 유도
| 표 5-26 | 안터마을 경관협정(안) 예시
항 목
기본항목

세부항목

경관협정 내용

입면디자인

- 주변 기존 건축물 크기와 높이를 고려하여 돌출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하고 , 유사한 입면 패턴과
재료를 활용하여 시각적 연속성 형성
- 외벽의 재료는 주변 자연과 잘 어울리는 자연재(벽돌, 석재, 목재 등) 사용 권장
- 금속, 플라스틱 판자벽 등 사용은 지양하고, 부득이 설치가 필요한 경우 주변 주택과 어울리는 색채를
활용한 도장 마감 유도

지붕

- 지붕형태는 주변 자연지형과 조화되는 박공 지붕형태를 권장하며, 그 외 곡면 지붕형태 등 거주자
취향에 따라 선택, 단 평지붕(슬라브) 형태는 지양
- 평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평지붕 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테라스 또는 정원 형태로 조성하여 휴게
공간으로 활용
- 지붕 색채는 배경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며, 원색 및 고명도‧고채도 색채 사용 금지

창문

- 외부와 마당이 면하는 창호는 가능한 한 규격 및 재질, 색채 등을 통일
- 창문틀을 금속재로 사용하는 경우 표면의 무광처리 또는 저채도 색채를 활용한 도장 마감 권장

건축물 외관

건축물 대지 및 옥외에 설치되는
건축설비 위치에 관한 사항

- 물탱크나 안테나, 공조기 등의 설비를 건축물 옥상이나 주변에 설치하는 경우, 눈에 보이지 않도록
건축물과 일체화된 디자인 유도
-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 건축물 외벽과 조화로운 가벽 등을 설치하여 차폐

건축물 및
공작물 등
외부공간에
관한 기타사항

- 건축주는 부지경계를 따라 계절의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초화류 화단을 조성하고 유지 ‧관리

부지경계 공간

도로

- 가로 직출입형 건축물의 경우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단차를 최소화하고, 재료와 마감은 건축물의
외벽면과 조화
- 자신의 집 앞 도로변으로 자재 등 적치를 금지하고, 수납공간을 마련하여 눈에 띄지 않도록 관리
- 관목이나 초화류를 활용하여 색상과 형태에 따라 흥미를 제공하는 보행환경 조성

마을 진입부

- 역사적이고 지역 고유성을 나타내는 사인과 조형을 마을입구에 배치하여 주진입부의 이미지를 강조
-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늘 정돈된 경관을 유지

야간경관
야간조명

- 공공부문은 거주민 야간활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행자를 위한 적정 수준의 빛환경을 제공
- 민간부문(주택, 대지내 공지 등)은 과도한 빛의 연출보다는 절제된 빛 환경조성으로 쾌적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유도
- 마당 및 정원에 조성되는 광원은 빛의 양이 과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루버나 쉴드 부착으로 눈부심
차단
- 등주 재료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가공성이 뛰어난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관주 사용을 권장하며 ,
다만 금속의 직접적 노출은 지양하고 목재 등을 활용한 마감 유도
- 솔라패널을 이용한 친환경 조명 설치로 에너지 및 유지비를 절감하고 효율 극대화

기타

기타 주민활동

- 쓰레기 반출 장소 준수
- 음식물 쓰레기는 최대한 물기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
- 정기적인 주민합동 청소 등 적극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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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관 관련 행정조직 및 제도 정비
1) 행정조직 제안
① 경관 관련 업무추진 관계
■



경관 관련 부서 및 부서별 경관 관련 사항
경관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관된 부서와 그 업무의 범위를 파악함

| 그림 5-19 | 광명시 행정조직 체계
| 표 5-27 | 부서별 주요업무 및 경관계획과의 관계
국(단)

과

경관계획 반영

가이드라인 준수

재해방재과

 하천관리 종합계획,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
→ 경관계획과의 정합성

시민안전국
주택안전과
고용경제국 생활위생과

 배수펌프장, 환경사업소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건축물

-

→ 권역 및 중점 경관 가이드라인, 건축물
가이드라인 준수

 밤일마을 음식문화거리

-

→ 경관계획 내 경관사업 및 협정 준용

사회복지과

-

여성가족과

-

문화관광과

-

시민행복국 테마개발과

-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정책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등

 노인복지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복지돌봄국

 여성친화도시, 어린이회관 등 아동복지
시설
 관광안내표지판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광명동굴, 테마공원
→ 권역 및 중점 경관 가이드라인,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산림, 공원, 녹지, 가로녹지대 등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지구

경관 심의 대상
공공건축물

주택건설사업
경관사업‧협정
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
(경관 자문)
(경관 자문)
(경관 자문)

-

각종 개발사업

-

재정비촉진사업 등

→ 경관계획과의 정합성

융합도시 도시재생과
개발사업단
도로과
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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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 재건축, 재개발
-

 도로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버스‧택시 승강장 및 표지판, 주차장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경관 자문)
(경관 자문)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



경관계획 활용 제고방안
경관 관련 부서와의 연계를 위한 경관 교육 및 업무 연계 절차 등을 제시하여 활용하도록 함

| 표 5-28 | 경관계획 활용 제고방안
구 분

광명시 행정조직의 경관계획에
대한 인지도 제고

내 용

경관 관련 부서 내 경관 담당자 결정

 경관계획 관련 사항 집중 교육, 경관 관련 신규 및
변경 사항 전달
 담당 부서 업무 추진 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준용, 심의결과반영 검토

경관 계획 홍보 및 자료 배포

 경관계획 수립 결과 홍보 및 관련 자료 배포
(자료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자료실에
파일로 첨부)

경관 계획 단계별 교육

 경관계획에 대한‘일반적인 이해’부터 관계부서의
특성을 고려한‘가이드라인과 심의(자문) 절차와
기준의 이해’등 단계를 구분하여 교육

경관계획 반영 검토과정 정립

 경관 관련 부서의 업무 추진 시 경관 계획(가이드
라인)과의 정합성 검토 절차 정례화

경관 심의(자문) 절차 정립

 경관 심의 대상과 심의 시기, 심의기준과 심의 도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유

경관 관련 업무 Process 정립

■

경관 심의(자문) 이행 추진절차

| 그림 5-20 | 경관 심의(자문) 이행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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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조직 개선 및 관리운영 방안


경관행정과 계획, 건축물, 옥외광고물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 총괄하여 계획간의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를 통합하고 담당업무를 체계화전문화
‧
할 필요가 있음



경관위원회 및 경관 자문단 등 별도 전문가 조직에 의한 경관 심의 및 자문 대상의 구분과 절차 정립이
필요함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의 원활한 운영‧관리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 표 5-29 | 행정 및 운영조직의 정비방향
구 분

정비방향

기준설정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경관행정상 협의해야 할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심의기준을 운용함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 행위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경관가이드라인을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유도함

협력유도

 지역주민과 사업자 및 전문가의 참조와 협조를 유도함
 경관계획 과정의 유관 부서 간 의견 조정과 업무협력 방안을 마련함
 변화에 대응한 경관해석, 모니터링, 지속적인 시민조직과의 교류기능을 수행함

제도개선

 경관 행정의 일원화 및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도모함
 학계와 전문가 그리고 광명시청 유관 부서의 공동 참여로 광명시 경관형성을 위한 방법론과 제도 개선을
모색함

③ 경관 분야 행정조직 구성안


각종 개발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도시경관과」운영을
제안함

| 표 5-30 | 경관행정조직 및 관리‧운영사항
구 분

도시경관 기획팀

도시경관






경관사업

 각종 경관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경관조정, 지원

주민홍보, 교육, 협정






경관 조례에 관한 사항
도시경관위원회 운영
지구단위계획 경관 심의
각종 개발사업 경관 협의 및 평가

 기획‧감독‧협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도시경관형성 및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도시경관 홍보 및 교육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인허가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옥외광고물 인허가

관리, 지도, 단속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광고물팀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각종 경관형성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환경조형물, 시설물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도시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시설물 디자인 작성

디자인 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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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조정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

경관위원회운영 개발사업협의평가

도시경관 행정팀

관리‧운영 사항

법 령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2) 경관 조례 제안
① 기본방향


「광명시 경관 조례」와 「광명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총괄할 수 있도록 통합안을 제시함



「경관법」개정안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 경관 조례(안)에 반영함



국토해양부의 「경관심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광명시 경관 관련 조례(「도시계획 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건축 조례」등)를 분석하여 정합성 갖도록 함



그 외 경관계획 내용과 광명시 지역특성을 반영함



경관 자문 및 심의 등과 관련한 상세한 규정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행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

| 표 5-31 | 경관 조례(안) 내용 구성 및 위임 사함
구 분

근거항목

법 및 시행령에 의해 위임된 사항

경관계획

법7조3항 / 령2조4항
법8조1항7호 / 령3조3호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 처리의 필요한 사항 중 추가사항
 경관계획의 보전 ‧ 관리 ‧ 형성에 관한 사항 중 추가사항

경관사업

법10조2항
법13조1항
법13조2항 / 령8조7호

 공청회에 관한 사항 (필수)
 경관의 보전 ‧ 관리 ‧ 형성을 위한 사업 추가사항
 경관사업 시행승인 시 제출 사업계획서내에 포함될 추가사항

법14조3항
법16조1항 / 령9조3호
법16조4항 / 령10조3호
법16조5항8호






법17조2항 / 령11조5호
법21조2항 / 령13조
법22조2항 / 령14조5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내용 추가사항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중 포함될 추가사항

법23조1항 / 령15조6호
법23조2항 / 령16조4항
법24조1항5호 / 령17조3호
법24조2항6호

 경관위원회의 부재 시 대체위원회 (불필요)
 공동위원회에 관한 추가사항
 공동위원회 심의내용 추가사항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법25조 / 령18조8항

경관사업 추진체에 관한 사항 (선택적)
경관협정 체결 가능한 인원에 대한 추가사항
경관협정내용의 추가사항
경관협정서 명시 추가사항

 공동위원회 자문내용 추가사항
 경관위원회의 구상 및 운영에 관한 추가사항

② 광명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안)


광명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경관계획과 경관사업협정
‧
등에 대한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



■

경관계획
경관계획 수립 제안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서식 제출

경관사업



경관사업 승인 시 경관사업 승인신청서 제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경관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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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사업
-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경관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경관사업비 보조 및 융자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경관사업의 수행 및 지원금 확정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철회환수에
‧
관한 사항



경관사업 추진체 위원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



경관협정의 체결인가
‧
‧승계‧운영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 지원

■

경관 자문‧심의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나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
대상에서 제외



경관 심의(자문)신청 절차와 시기



경관 심의에 대한 준공신청서 제출

③ 경관 자문 및 심의 대상
■

「경관법」개정에 따른 경관 심의 강화



개정된 「경관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도록 규정함



개정된 「경관법 시행령」에서는 심의대상에 대한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종류에 따라
심의시기와 심의주체를 제시하고 있음

| 표 5-32 | 경관법에 따른 심의 대상
구 분

사회기반시설 사업

심의대상

 총사업비 500억 이상
「도로법」에 따른 도로,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총사업비 300억 이상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대지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
개발사업

-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특정지역의 개발, 특별법에 의한 개발, 관광단지의 개발
- 항만의 건설, 마리나 항만, 복합환승센터

 대지면적이 30만㎡ 이상 이거나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수립 필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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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

경관조례 등의 심의 및 자문규정 현황

「광명시

경관조례」,「광명시 도시디자인조례」를 비롯한「광명시 건축조례」,「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ㅇ관리조례」,「광명시
ㅇ조례에

가로수 조성관리에
‧
관한 조례」,「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에서는 각각

따른 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표 5-33 | 경관 관련 조례별 심의‧자문 대상
자문‧심의대상

구 분

광명시 경관조례






경관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경관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공청회의 제시된 의견 처리 사항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광명시 도시디자인조례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건축물의 경관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이 발의하는 건축 조례의 제정‧개정안에 관한 사항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광명시 건축조례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3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495㎡ 미만 제외)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ㄹ(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20
세대‧실 이상 건축물에 한하며,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
 건축물에 대한 색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시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높이 4m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20㎡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1면 표시면적이 10㎡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자문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심의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결정
 공원조성계획 정비 여부 검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1조 가로수 조성‧관리 규정에 의한 가로수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시장이 입안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 녹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광명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 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설계에 대한 자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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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자문‧심의 대상 선정 시 검토사항

■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심의 대상을 검토함



- 총사업비 500억 미만의 도로, 철도 등 시설과 총사업비 300억 미만의 하천시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 대지면적이 3만㎡ 미만의 개발사업
-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심의가 필요한 건축물

대표성을 지닌 역세권, 주요 상업가로의 지속적인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경관 심의 대상을 검토함



- 미관지구 지정 및 미관지구 건축물의 경관 심의
- 일정 규모 이상의 가로변 건축물의 경관 자문심의
‧

도시이미지 형성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랜드마크적 기능을 수행하는 고층건축물, 공공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을 검토함
경관과 관련한 조례와 그 심의대상과 경관 자문‧심의와의 관계를 검토함



경관 자문‧심의 대상

■

경관 심의대상은「경관법」과 광명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함



| 표 5-34 | 경관 심의 대상
구 분

심의대상

경관계획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경관사업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경관사업의 재정적 지원 범위, 경관사업의 공모(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경관협정의 인가, 경관협정에 따른 기술 및 재정상 지원 범위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경관법」 제27조 1항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공공청사
문화‧
복지체육시설
건축물

공공
건축물

 공공청사(시청, 동 주민센터 등), 공공교육‧연수시설(학교, 연수원 등 [유치원 제외]) 등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운동장, 체육관‧경기장, 공공 문화‧집회
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홍보‧기념관 등
 터미널, 요금소 등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공공 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공공
공간

공원 및 휴양공간

도시
기반
시설물

도로시설물

208

 공장 및 공장 부속건축물,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환경시설

기타

기타

 5층 이상이며 연면적 2,000㎡ 초과인 신축‧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

교통시설

기타

야간경관

 광명시의 투자심사 대상 사회기반시설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시 및 시 출연‧출자
기관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
 대로1류 이상의 도로변 건축물
 경관개선 등을 위한 사항으로 경관저해 건축물 판정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과 경관 관련
시상자(물) 선정
 주차타워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광장(단, 광명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은 제외)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 터널, 생태
통로 등
 각종 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
 야간경관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자문 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사항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경관 자문협의
‧
대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함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도시기반시설물, 도로점용시설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경관 자문협의
‧
대상은 사전협의를 통해 조절이 가능함

| 표 5-35 | 경관 자문‧협의 대상
자문‧협의 대상

구 분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공공공간

도시기반
시설물

편의시설물
가로 녹지시설

벤치, 파고라, 휴지통, 음수대, 무인 키오스크, 인포메이션부스, 관광안내소 등
가로 녹지대,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화분대, 분수대, 벽천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도로교통표지, 주차장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등
보행관련 방향안내, 공공시설 및 관광지 등 안내표지, 문화유산 설명표지, 기념표석 등
영상매체 활용 정보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그 밖의 각종 공공목적의 안내사인, 현수막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설치관련법에 의한 심의대상 제외)
광명시의 투자심사 대상, 사회기반시설물을 제외한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공개‧전면공지 등
지하철 역사 및 통로 등의 공간 디자인 및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캐노피 포함), 지하철 안내표지판, 환기구(흡 ‧ 배기구),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보도육교(엘리베이터포함), 지하보도, 방음벽,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망 등
주차장, 주차관련 시설물(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주차장 관리소, 부설주차장 진‧
출입표지) 등
 한전‧체신‧상수도 관련 지상시설물





정보매체


공공미술


가로공간



지하철시설

도로부속 시설물 

주차시설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

- 분전함, 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신호등 제어함, 상수도유량계 박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CCTV지주, 전신주, 변압탑, 통신안테나, 지상변압기,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 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감지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우체통, 방재시설(소화전, 제설함 등), 공중전화부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버스카드판매대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사설안내 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시계탑, 조명탑 등

④ 경관 자문‧심의 절차
■



경관 자문‧심의 절차
경관 자문‧심의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관계획의 광명시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경관과
관련된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제공하여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경관계획 등이 상위계획과
일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경관과 관련한 계획들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함



개별 계획들이 경관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자문심의
‧
전 사전자문이나 협의를
통하여 계획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함



단계별로 기간을 분명하게 두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그림 5-21 | 경관 자문‧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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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자문‧심의 시기 및 주요 내용
각종 개발 및 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 전에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 승인 전
- 경관개선사업은 계획 확정 이전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심의를 받고 건축허가 시 경관 심의결과의 이행을 확인하도록 함



각종 시설물은 디자인의 확정 이전에 심의를 받도록 함

- 시설물의 디자인 확정 이전
- 기본설계 완료 이전(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 실시설계 완료 이전)
| 표 5-36 | 경관 자문‧심의 시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기본구상

 경관컨셉 등 계획의도, 경관구조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구별하여 주요 계획 제시
 사업규모 및 내용에 따라 포장, 시설물, 조경, 야경 등 계획에 포함된
요소에 대한 배치나 구체적인 디자인계획 제시

경관사업

부문계획

 사업규모 및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평면도, 단면도, 시공상세도

기본설계

 도로선형의 대안 비교
 도로 개설에 따른 자연환경, 인공환경 및 주요 경관자원과의 변화와
영향
 특징적인 경관변화와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점의 구체적 계획과 관련
자료 제시
 고가구조물 발생 시 교각과 상판의 형태
 입체구간 발생 시 경관 처리방안

실시설계

 사업구간이 긴 경우 구간으로
구분하여 제시

- 재료, 색채, 패턴 등 명확히 표기

 기성품의 경우, 실제 사진 활용한 정확한 디자인 제시 및 조달품목의
해당번호 등 기재
 대안을 제시하여 심의를 통한 제품의 선정도 가능
 사업 시행계획 및 시행 이후 지속성과 관리방안 제시

상세계획

사회기반
시설물

비 고

 심의 시 제시된 노선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경관적 변화와 관련한
계획
 각종 구조물 및 시설의 디자인

 경관 시뮬레이션
- 사업 전‧후 비교 가능하도록 작성

 기본설계단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심의 수행

 경관 시뮬레이션
- 도로상 조망, 주요지점에서 도로를
바라보는 조망을 고려하여 작성

- 고가도로 하부공간, 터널, 교량, 옹벽, 사면처리, 방음벽, 가로등 등

기본구상

개발사업
부문계획

 경관컨셉 등 계획의도, 경관구조

 주요 특화방안이 있는 경우 특화방안과 실천전략
 조망계획
- 통경축 및 조망축계획, 스카이라인 형성계획

 색채, 건축물, 옥외광고물, 공원 및 녹지, 도로시설물

기본구상

 건축컨셉

부문계획






기본구상

 목표 및 디자인컨셉

상세계획

 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상세설명(규격, 패턴, 색채, 재료, 형태 등)과
관련 도면(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제시
 장‧단점을 고려한 대안 제시

건축물

공공시설

210

형태, 색채, 재질 등의 건축디자인과 지붕 조성방법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기기의 처리방법
외부공간 및 경계부 조성방법
전면공지 및 외부공간과의 관계성,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성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뮬레이션
- 지반은 계획고를 반영
- 건폐율, 용적률, 층수계획 고려한
건축배치 안을 기준으로 작성
- 사업 전‧후 비교 가능하도록 작성,
- 요소별 지침 반영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 필수
사항과 권장사항 구분
 경관계획과 관련성 있는 지침도
첨부

 경관 시물레이션
- 주변 지역 및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경관 시물레이션
- 시설물간 조화, 시설물 설치 지역과
조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⑤ 경관위원회 운영
■



경관 조례 등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규정 현황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건축위원회,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도시공원
위원회 등 경관위원회와 관계성이 깊은 다양한 위원회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심의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상충되는 의견 발생 시 조율방안 등을 고려하여 심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사업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방안이 필요함

| 표 5-37 | 경관 조례 등에 따른 위원회 구성
자문‧심의대상

구 분
 경관위원회 (제22조~제29조)

광명시 경관 조례

- 10명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위원 : 의회 의원, 경관 관련 공무원, 지역여건에 대한 이해도 높은 실무경험자, 건축, 도시, 조경, 토목 ,
교통, 환경, 문화, 농림, 디자인, 옥외광고 분야 전문가

 공동위원회 (제30조)
-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도시디자인위원회 (제8조~제12조)
광명시 도시디자인 조례

-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부시장
부위원장 : 도시환경국장
간사 : 도시디자인업무 팀장
위원 : 건축, 도시계획,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 조명 분야 전문가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제3조의2)

광명시 건축 조례

-

2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간사 : 해당업무 팀장
위원 : 건축, 도시계획,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 조명 분야

 5명 이상 7명 이하의 소위원회 운영 가능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제11조)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
간사 : 해당업무 팀장
위원 :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위원회위원장 포함 3명 이상 5명 이내(관계공무원은 과반수 미만)의 소위원회운영 가능

 도시공원위원회 (제34~37조)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간사 : 담당과장
위원 : 의회 의원 2인 이내, 시민행복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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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원회 운영 제안
보다 효율적인 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시설, 공간과 공간, 공간과 시설간의 종합적인
평가와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각각의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분야가 유사하므로 전문가 집단
(pool제 도입) 운영을 통한 통합심의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합심의는 중복심의를 조정하고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견의 조율이 빠르고 쉽게 조율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심의를 시행하는 부서와 운영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조율이 필요함



통합심의도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



통합심의가 어려운 경우, 개별 심의 시 경관부문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마련 필요가 있음

- 도시계획위원회 :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 시 경관부문을 강화하여 심의
- 건축위원회 : 건축물 외부공간, 보행동선, 가로,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 등 공간적 구조를 고려한 경관측면 등을
강화하고, 옥외광고물 부착계획을 추가하여 심의
- 도시공원위원회 : 공원 시설물 디자인, 주변 지역과의 동선 및 시각적 특성 등을 경관계획과 고려하여 심의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 광고물의 디자인 뿐 아니라, 건축물과 광고물과의 관계, 거리상에서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심의
- 심의 시 주변 지역과 조화성을 사실적인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제시하도록 하며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조망
통제점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 분석


향후, 상충적인 의견 조정 및 우선순위 설정, 심의의 절차와 수순 정립, 심의결과 반영에 대한 실행,
계획변경에 대한 재심의 대상 설정 등이 필요함

| 그림 5-22 | 경관위원회 운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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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관 조례 개정안
■

기본방향

「경관법」개정안과의
「도시계획

정합성 확보 및 위임사항을 결정하고,「광명시 도시디자인 조례」와 통합함

조례」, 「건축 조례」등 관련 법규와의 관계성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함

| 그림 5-23 | 경관 조례 개정안 기본방향



주민참여의 활성화 및 원활한 행정절차의 이행과 계획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 운영 및
파견 요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경관 조례 개정안 구성

| 그림 5-24 | 광명시 경관 조례 개정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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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경관가이드라인
1. 경관가이드라인의 개요
1) 기본방향 및 적용대상
■



목적 및 성격
광명시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관리형성에
‧
‧
기여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과 외부환경의 조성을
유도함



요소 및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광명시 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관된 경관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건축물, 시설물의 구상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변경관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유도하여 주변 경관 및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통합적인 환경디자인을 도모함

| 그림 6-1 | 경관가이드라인 목적 및 성격

■

경관가이드라인의 수준



경관가이드라인은 광명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하기
‧
‧
위해 고려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임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권장 및 유도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경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을 스스로 가꾸어 가는 유도적 지침임

■



경관가이드라인의 기능
경관가이드라인은 별도의 계획이나 지침이 없는 지역에서 준용할 수 있는 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로
활용함



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 및 형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

217

GWANGMYEONG CITY LANDSCAPE PLANNING

■

경관가이드라인의 활용



본 경관가이드라인은 경관운영 및 관련업무 실무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함



본 경관가이드라인은 경관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기준으로 활용함

| 그림 6-1 | 경관가이드라인의 활용

■

구성체계 및 내용



광명시 경관 가이드라인은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과 경관구조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됨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은 광명시 전역에 적용되는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색채경관, 야간경관, 건축물,
옥외광고물로 구성됨

| 그림 6-2 | 광명시 경관요소별 경관가이드라인 개요



경관구조별 가이드라인은 경관권역 가이드라인,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미관지구 가이드라인
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지역에 적용함

- 경관권역 가이드라인 : 원도심재생정비, 정주생태환경
‧
, 산업역사문화정비
‧
, 예술문화유통중심
‧
, 전원시가지중심
-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 안터저수지, 소하구시가지, 충현박물관
- 미관지구 가이드라인 제시 : 충현박물관 일대 역사문화미관지구, 주요 상업지역 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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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 기본 가이드라인
1) 색채경관 가이드라인
① 기본방향

■



■

자연중심의 색채범위
산지와 하천, 계절, 날씨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요소가 돋보일 수 있도록 색채를 계획함

도시전체의 관점에서 통일성과 조화 고려



과도한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색들로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경관을 조성함



조화성, 유사성을 지향하도록 배색을 계획함

■

광명시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색채



광명시 주요 경관자원에서 도출된 색채 특성을 반영함



경관권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색채 이미지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색채범위 준수하여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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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명시 색채환경 특성
■



자연경관 색채 특성
자연경관은 다양한 색채의 분포가 나타났으며 특히 자연환경에서 볼 수 있는 Y~YR계열 색과 G계열
색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덕산

안양천

광명동굴

안터생태공원

인공경관 색채 특성
인공경관의 색채는 대부분 고명도 저채도의 Y~YR 계열 색채분포가 나타났으나 인공물에서 보여지는
Neutral 계열의 색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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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본 색채가이드라인


■



색채 범위는 한국표준색계인 먼셀시스템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ISCC-NBS톤 분류체계를 따름

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
건축물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여 제시된 범위를 따름

- 주조색은 채색면적의 40%~100%의 면적비를 갖는 색으로 혼합색을 사용하여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를
도모
- 보조색은 채색면적의 10% 이상의 면적비(주조색보다 좁은 면적)를 갖는 색으로 주조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색을 사용하여 톤 배색
- 강조색은 채색면적비 10% 미만의 주조‧보조색과 명도‧채도 차의 총합이 4이상인 색(같은 색이라도 명도와
채도차가 크면 강조색이 될 수 있음)으로 주조색, 보조색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적용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고명도 저채도 색상을 중심으로 기조색을 선정함



자연소재의 특성을 강조하고, 차분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배색을 적용함



지붕색은 강조색 범위 내에서 중저명도, 저채도의 색채를 적용하며 주어진 색채범위 안에서 블록이나
가로의 맥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이웃한 건축물과 연속성을 가지도록 함

| 표 6-1 | 색채 및 재료 적용기준
재료유형

상세내용

색채적용방안

도장 및 도장방식에 의해
도장, 인공패널류, 비닐사이딩류,
재료의 색채가 표현되는 경우
인공 석재류, 타일류 등

재료자체의 물성에 의해
색채가 표현되는 경우

유리의 경우

■

벽돌, 목재, 노출콘크리트,
천연 석재 등

권역별 요소의 지정 색채범위를 따름

 건축물 전체에 사용되는 경우 : 중명도, 저채도 색채 사용
 건축물 상단부에 사용되는 경우 : 고명도, 저채도 색채 사용
 건축물 하단부에 사용되는 경우 : 중,저명도 저채도 색채 사용

 맑은 유리 또는 저반사 유리 사용(강한 원색계열의 색유리 사용 금지)

가로시설물 색채가이드라인



가로시설물은 통일된 색채계획을 통해 광명시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함



금속 등의 반사소재 사용을 지양하고, 주조색은 채도를 5이하 권장



자연소재의 사용으로 자연환경과의 연속성을 강조

■

옥외광고물 색채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은 가로입면과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한 색채 선정 권장



시각적 자극이 적으며 가로의 연속성을 살리는 저명도, 저채도 색상을 권장



문자와 그래픽 등에서 강조색의 적용이 가능하나 면적을 전체면적의 15% 이하로 줄일 것



입체문자형과 채널형 옥외광고물을 권장하며 판류형의 주조색인 배경의 채도는 5이하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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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권역별 색채가이드라인
■

권역별 특성 및 색채이미지 설정

| 표 6-2 | 권역별 특성 및 색채이미지 설정
권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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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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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심재생정비권역, 정주생태환경권역
‧
색채가이드라인
기존 시가지 중심의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색상이미지를 유도함
구 분

범 위

색상/명도/채도

적용색상

R, YR, Y계열

주조색

7~9이하 / 5이하

보조색

3~7이하 / 6이하

강조색

3~6이하 / 8이하

건축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권장함
구 분

건축물
상가,업무용

색상
명도

채도

공동주택

R, YR, Y

공공건축물

단독주택

YR-Y

공 업
R-Y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N, YR-Y

제한없음

주조색

7~9

8~9

8~9

7~9

7~9

3~6

보조색

4~7

3~6

4~7

3~7

5~7

4~6

강조색

3~6

3~5

4~6

3~6

4~6

3~5

주조색

5이하

2이하

2이하

5이하

2이하

4이하

3이하

보조색

6이하

4이하

4이하

6이하

4이하

5이하

6이하

강조색

8이하

6이하

6이하

8이하

5이하

5이하

8이하

제한없음

[건축물 색상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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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시가지중심권역
생기 있고 활력 있는 정주공간 색상이미지를 유도함
구 분

범 위

색상/명도/채도

적용색상

YR, Y계열

주조색

7~9이하 / 3이하

보조색

4~7이하 / 4이하

강조색

3~5이하 / 6이하

건축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권장함
구 분

상가,업무용

공동주택

주조색

7~9

8~9

보조색

4~7

강조색

3~5

주조색
채도

옥외광고물

N, YR-Y

제한없음

공 업

8~9

7~9

7~9

3~6

4~7

4~6

4~7

4~7

4~6

3~5

3~5

3~5

3~5

3~5

3이하

2이하

2이하

3이하

2이하

4이하

3이하

보조색

4이하

4이하

4이하

4이하

4이하

5이하

4이하

강조색

6이하

6이하

5이하

6이하

4이하

5이하

6이하

YR-Y

[건축물 색상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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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시설물

단독주택

색상
명도

건축물
공공건축물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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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역사문화정비권역
안정되고 쾌적한 정주중심의 색상이미지를 유도함
구 분

범 위

색상/명도/채도

적용색상

YR, Y, GY계열

주조색

7~9이하 / 3이하

보조색

4~7이하 / 4이하

강조색

3~6이하 / 6이하

건축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권장함
구 분

상가,업무용

공동주택

색상
명도

채도

건축물
공공건축물

단독주택

공 업

YR-GY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N, YR-Y

제한없음

주조색

7~9

8~9

8~9

7~9

7~9

3~6

보조색

4~7

5~7

5~7

4~7

4~7

4~6

제한없음

강조색

3~6

4~6

4~6

3~6

3~4

3~5

주조색

3이하

3이하

2이하

3이하

2이하

4이하

3이하

보조색

4이하

4이하

4이하

4이하

4이하

5이하

4이하

강조색

6이하

6이하

4이하

6이하

5이하

5이하

6이하

[건축물 색상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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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문화유통중심권역
‧
광명 역세권 중심의 첨단 특화공간 색상이미지를 유도함
구 분

범 위

적용색상

YR, Y, GY, BG계열

주조색

7~9이하 / 3이하

보조색

4~7이하 / 4이하

강조색

3~7이하 / 8이하

건축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권장함
상가,업무용

공동주택

건축물
공공건축물

단독주택

공 업

YR-GY, BG

YR-Y

YR-GY

YR-Y

주조색

7~9

8~9

8~9

보조색

4~7

4~7

강조색

3~7

주조색

구 분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YR, BG

N, YR-Y

제한없음

7~9

7~9

3~6

4~7

4~7

4~7

4~6

3~7

3~6

3~7

3~5

3~5

3이하

2이하

2이하

3이하

2이하

4이하

3이하

보조색

4이하

4이하

4이하

4이하

4이하

5이하

6이하

강조색

8이하

6이하

6이하

8이하

5이하

5이하

8이하

색상

명도

채도

[건축물 색상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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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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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색채 개선 경관 시뮬레이션
■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중‧저채도 색상으로 친근감 줄 수 있는 색상을 적용하고 거대벽면을 적절히 분절하여 위압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함

Before

■



After

장애인복지체육관
고채도 원색위주의 색상을 변경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중저채도의
‧
동일계열 색채를 적용함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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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① 기본방향

■

매력적인 야간경관 형성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건축적 예술미가 잘 나타나도록 조성함



주요 가로나 특정지역은 맥락성을 갖는 야경연출로 특화함



빛의 색, 조명방식의 변화로 특색있는 야간조명을 연출함

■

환경친화적 조명방식 및 절전형 조명사용



신재생에너지와 절전형 조명을 적극 활용함



광공해를 방지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에코라이팅 계획



야간조명은 생태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경관을 창출함

■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형성



적정 조도를 확보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안전성을 높임



야간에도 즐겁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야간환경을 조성함

228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② 일반구역 야간경관계획


일반구역 야간경관계획은 기본 원칙 및 점선
‧ ‧면적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구조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됨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야간경관계획 대상을 선정, 요소로 구분하여 적용함
| 표 6-3 | 일반구역 야간경관계획 대상 및 요소
구 분

■



요 소

점(点)적 요소

 랜드마크 형성요소 : 고층건축물, 공공청사, 대형조형물, 교량, 보도육교
 공간 형성요소 : 광장, 저수지

선(線)적 요소

 도로, 하천

면(面)적 요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본원칙
친환경 야간경관계획으로 광공해 발생을 지양함

- 광원이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점조명, 고휘도 광원의 라인조명방식 금지
- 글레어가 생기지 않도록 후드, 루버 등의 악세사리 부착 권장
- 과도한 휘도로 인한 주변 건축물 파사드에 빛 반사를 지양하고, 건축물 군집지역에서 특히 휘도가 높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주거지에 빛 침해로 수면 및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함
- 허공이나 주변으로 빛이 새어나가는 누출광을 최소화함


도시환경을 살리는 매력적인 야간경관을 형성함

- 광색 연출 시 건축물의 색상을 고려하여 색상 지정
- 원색조명과 건축물 본연 색상과 상충되어 경관을 훼손하는 색상사용 지양
- 건축물 상부로부터 하부까지 조화로운 계획
- 전체 건축물과 옥탑부의 휘도차가 커서 야간경관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실내조명과 경관조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현란한 빛의 움직임(색상, 변화, 점멸)을 지양함

- 쇼 윈도우 및 유리 커튼월 건축물에서 실내조명은 경관조명에 큰 영향을 주므로 실내조명과 경관조명을 함께
고려
- 실내조명 등기구가 건축물 외부 보행자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배치되도록 권장
- 건축물 전체의 실내조명 색온도 계획 고려
- 과도한 색상의 변화, ON-OFF의 반복으로 시각적 불쾌감을 주는 방식 지양
- 밝기의 차가 크고, 변화가 빠르게 움직이는 방식 지양


신재생에너지와 절전형 조명을 활용한 에코라이팅을 계획함

- 고효율 등기구 사용으로 수량 및 용량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이 좋은 기구를 사용하여 경제성 높임
- 조명색상은 건축물과 조화로운 색상 권장, 조명을 최소화하여 건축물의 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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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点)적 요소 야간경관계획
점적 경관요소는 도시공간에서 거점, 랜드마크를
이루는 요소로 고층건축물, 공공청사, 대형조형물,
교량, 주요 진입부, 결절점 등이 주요 대상임



원색 광원을 지양하며, 마감재 색상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상을 채택함



조망자의 근경범위 또는 휴먼스케일 내 빛의 색,
조명방식의 변화 등을 다양하게 하여 특색 있는
야간 조명을 연출함



육교나 교량의 교각 등 구조체의 외벽에 조명을
설치할 경우, 고휘도 조명기구 설치를 지양함

| 그림 6-3 | 점적 야간경관요소
| 표 6-4 | 점적 요소 야간경관계획
구 분

요 소
고층건축물, 공공청사
대형조형물

랜드마크
형성요소

교량

보도육교

광장

연출방안
▫ 조형성을 살린 입체적 조명 연출
▫ 형태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연출
▫ 보행자와 운전자, 하천 생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
▫ 도로상 입체적 시설물로 야간조망 대상으로서 조형미 부각
▫ 보도육교는 건주형 조명을 지양하고, 육교 난간이나 바닥에 조명기구를 매입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보행공간에만 조명하도록 권장
▫ 주간 경관을 고려하여 조명기구 디자인
▫ 조명기구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
▫ 쉽게 각각의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연출

공간
형성요소
저수지

▫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은은한 조명연출
▫ 생태보전을 위하여 조명연출을 규제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조명만 설치
▫ 산책로의 색온도는 편안한 보행을 위하여 2,800~3,500K 권장

교량 및 조형물 야간조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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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線)적 요소 야간경관계획
선적 야간경관요소는 축(AXIS) 개념으로 인지되는
요소로 도로와 하천이 주요 대상임



가로등, 휀스, 바닥조명 등이 연계되어 선적흐름을
구성하며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걸을 수
있도록 조도 및 연색성을 확보함



운전자의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 평균노면휘도,
종합균제도를 확보함



상향으로 확산되는 빛을 제어하는 컷오프형 배광
방식을 원칙으로 함



도시기반시설에 별도의 구조물 등을 부착하는 조명
방식은 지양하며 자동차도로, 보행자도로, 자전거
도로의 조명기구는 통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조명기구의 수를 최소화함



조명기구 높이와 반사판의 다양화 등 도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조명기구를 설치함
| 그림 6-4 | 선적 야간경관요소

| 표 6-5 | 선적 요소 야간경관계획
구 분

도로

요 소

연출방안

자동차 도로

▫ KS 도로조명 기준(KSA 3701)을 기준으로 대로, 중로, 소로별로 위계가
드러나도록 계획
▫ 기존 도로와 신설도로 간에 색온도차가 발생할 경우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색 온도를
순차적으로 변화

보행자 도로

▫ 보행통행량에 따라 KS 도로조명 기준(KSA 3701)의 최소 조도를 확보하는 동시에 색온도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분위기 연출
▫ 조명기구 설치 시 어두운 장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건축물 및 식재와의 관계를 고려
▫ 그린웨이는 쉼터공간을 중심으로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빛의 연속성 유지
▫ 지하보도는 조명기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물 속에 내장 또는 은폐하고, 불쾌한 눈부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

자전거 도로

▫ 자전거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을 위하여 장애물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조도는 보행자
도로의 조도기준 적용

고가차도

하천

안양천, 목감천

▫ 조명갓과 루버를 설치하여 광원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화려한 색상을 배제하고, 단일색으로 은은하게 연출
▫ 수변 산책로를 따라 가로등, 볼라드 등으로 안전성과 심미성을 고려한 야경연출
▫ 생태보전을 위하여 수공간으로 조명연출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조명만 설치

그린웨이, 수변 야간조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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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面)적 요소
면적 야간경관요소는 주거‧상업산업녹지
‧
‧
지역으로
구분하며 공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조명의 연출을
유도함



각 공간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도를 확보함



원색계열의 조명색상 사용을 지양함

| 그림 6-5 | 면적 야간경관요소
| 표 6-6 | 면적 요소 야간경관계획
구분 및 요소
주거지역

연출방안

건축물

▫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빛의 색과 양 연출
▫ 옥탑부만 강조하는 조명방식은 지양하고 조형미를 고려한 간접조명방식 권장

옥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은 빛 손실을 최소화하고 옥외광고물과 가로의 조화를 위하여 고효율 광섬유와 LED조명을 사용
함으로 안전성 있고 쾌적한 야간 이미지 형성
▫ 눈부심을 주거나 과도한 휘도의 발광광고물 지양
▫ 간접조명방식을 채택하고, 덮개나 차단막 등의 보조장치 부착 권장
▫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현란하고 빠른 빛의 움직임 지양
▫ 한 건물에 설치된 발광광고물들은 디자인 통일성 및 균형성의 향상을 도모하여, 인접 간판이나 거리풍경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일반광고물 배경의 휘도값과 그 최대표면 휘도값의 휘도대비가 1:10 초과 제한
▫ 옥외광고물 중점구역의 경우 건축물 층별 높이에 따라 조도를 규제하여 상가건축물 상층부 야간 스카이
라인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1층의 경우 50lx-60lx, 2층과 3층의 경우 45lx-50lx, 3층이상은 30lx-45lx로
제한

건축물

▫ 상층부의 라인을 강조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전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계획
▫ 쇼윈도우, 옥외광고물의 조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

상업지역

공업지역

▫ 빛의 대비를 활용한 수목조명, 담장조명 등의 연출로 친환경성 연출

녹지지역
(공원)

▫
▫
▫
▫

야간 활동 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명연출 필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개념을 고려하여 조명 계획
유충성이 적은 광원을 사용하며 수목, 하천 등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명 설치
산책로의 색온도는 편안한 보행을 위하여 2,800~3,500K 권장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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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정구역 야간경관계획


특정구역 야간경관계획은‘경기도 인공 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5개 구역(자연환경관리구역, 농림환경관리구역, 주거환경관리구역, 생활산업관리구역, 상업업무관리
구역)으로 구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구역별로 건축물, 옥외광고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조명 계획 시 적용함

자연환경관리구역 조명에 관한 사항
밤하늘, 하천, 수목, 야생 동식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등, 건축물 조명, 자동판매기 조명 등 인공
조명의 누출광 발생을 방지함



자연경관을 배려하여 저위치 조명기구나 간접 조명방식 등을 사용하고, 광원이 직접 시야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유충성(誘蟲性)이 낮은 광원을 사용함

| 표 6-7 | 자연환경관리구역 야간 경관가이드라인
구 분
일반건축물
조명설치기준

광고물 조명설치기준

도시기반시설

■

경관가이드라인
▫ 건축물 표면기준휘도 : 0(5)cd/㎡ (공공목적일 경우 5이하로 설치가능)
▫ 색온도 : 2,200~3,500K
▫ 연색성 : 70이상
▫
▫
▫
▫
▫

최대표면휘도 : 0(50)cd/㎡ (공공목적일 경우 50이하로 설치가능)
빛의 움직임 : 불가
조명방식 : 직접조명방식 지양
광색 : 원색지양
대형전광판 : 설치불가

▫ 표면기준휘도 : 15cd/㎡

농림환경관리구역 조명에 관한 사항



밤하늘, 농경지, 하천, 가축, 주택 등으로 새어나가는 누출광, 또는 장해광의 발생을 방지함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배려하여 광원은 빛의 움직임이 없도록 함



유충성(誘蟲性)이 낮은 광원을 사용함

| 표 6-8 | 농림환경관리구역 야간 경관가이드라인
구 분
일반건축물
조명설치기준

광고물 조명설치기준

도시기반시설

경관가이드라인
▫ 건축물 표면기준휘도 : 5cd/㎡
▫ 색온도 : 2,200~3,500K
▫ 연색성 : 70이상
▫
▫
▫
▫
▫

최대표면휘도 : 50cd/㎡
빛의 움직임 : 불가
조명방식 : 직접조명방식 지양
광색 : 원색지양
대형전광판 : 설치불가

▫ 표면기준휘도 : 15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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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관리구역 조명에 관한 사항



사각지대가 없고, 안전하고 안심하며 걸을 수 있도록 조도와 연색성을 확보함



주택가의 따뜻함이 있고, 야간활동을 위해 시인성이 뛰어난 조명기구를 설치함



사람의 시선의 높이에 맞춰져서 불쾌한 눈부심이 없는 광원을 사용함



공동주택의 과도한 옥탑조명이나 대형전광판을 설치하지 않음

| 표 6-9 | 주거환경관리구역 야간 경관가이드라인
구 분
일반건축물
조명설치기준

광고물 조명설치기준

도시기반시설

■

경관가이드라인
▫ 건축물 표면기준휘도 : 10(소‧중로변)-15(대로변)cd/㎡
▫ 색온도 : 2,800~4,300K
▫ 연색성 : 70이상
▫
▫
▫
▫
▫

최대표면휘도 : 400cd/㎡
빛의 움직임 : 불가
조명방식 : 직접조명방식 지양
광색 : 원색지양
대형전광판 : 설치불가

▫ 표면기준휘도 : 15cd/㎡

생활산업관리구역 조명에 관한 사항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조명기구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필요한 조도와 연색성을 확보함



간선도로변의 통일감과 일체감이 있는 조명방법, 조명기구 등으로 거리 풍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근린생활시설이 많은 지역은 인접한 주택가 등으로 새어나가는 누출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산업활동의 안전과 사고를 방지하도록 기능성과 시인성이 뛰어나며, 눈부심이 없는 광원을 사용함

| 표 6-10 | 생활산업관리구역 야간 경관가이드라인
구 분
일반건축물
조명설치기준

▫ 건축물 표면기준휘도 : 15(소‧중로변)-20(대로변)cd/㎡
▫ 색온도 : 2,800~5,500K
▫ 연색성 : 70이상

광고물 조명설치기준

▫ 최대표면휘도 : 600cd/㎡
▫ 빛의 움직임 : 밝기 및 색상변화시간 1분 이상 시 허용
▫ 대형전광판 : 1,000cd/㎡

도시기반시설

■

경관가이드라인

▫ 표면기준휘도 : 25cd/㎡

상업업무관리구역 조명에 관한 사항



빛의 격렬한 움직임은 지양하나 중심상업지역으로 활기 있고 동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계획함



간판 등 발광광고물의 조명은 연색성이 좋고, 불쾌한 눈부심이 없는 광원을 사용함



시가지를 활성화시키고, 야간의 걷는 즐거움을 주도록 간결한 디자인의 조명기구를 배치함



현대적인 거리와 상점가 등과 조화를 이루며, 세련되고 통일감이 있는 형상과 색채의 조명기구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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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1 | 상업업무관리구역 야간 경관가이드라인
구 분

경관가이드라인

일반건축물
조명설치기준

▫ 건축물 표면기준휘도 : 20(소‧중로변)-25(대로변)cd/㎡
▫ 색온도 : 2,800~5,500K
▫ 연색성 : 70이상

광고물 조명설치기준

▫ 최대표면휘도 : 800cd/㎡
▫ 빛의 움직임 : 밝기 및 색상변화시간 1분 이상 시 허용
▫ 대형전광판 : 1,500cd/㎡

도시기반시설

▫ 표면기준휘도 : 25cd/㎡

| 그림 6-6 | 광명시 야간경관 특정구역

235

GWANGMYEONG CITY LANDSCAPE PLANNING

④ 야간경관 개선 경관 시뮬레이션
■



광명로데오거리
지나친 옥외광고물 조명으로 인한 광공해를 방지하고 저층부 위주의 야간가로 활성화를 위해 층별로
단계적으로 조도를 조절

Before

■



After

세이브존 앞 가로공원
가로공원은 1-5lx로 시민들 이용에 조도가 매우 낮아 적정한 10lx-15lx의 조도를 확보하도록 수목등,
보안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공원 조성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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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가이드라인
① 기본방향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형성



주변 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는 입면계획 및 간판정비, 리모델링을 통한 입면개선 유도



산지 및 하천을 비롯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형성

■

건축물의 친환경 이미지 특성 강화



자연질감의 친환경적 외장재 사용 및 친환경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 건축물 조성



생태형 담장,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 생태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

■

특색있는 건축물 조성



특색있는 건축물 형태로 볼거리 있는 가로경관 창출



공간형성 및 보행체계 등 입체적인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공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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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유형별 건축물 가이드라인
■



단독주택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안정감 있는 주거지 형성

- 산지와 수변 등 주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풍부한 식재 공간 형성
- 과도한 입면이나 높이 등의 돌출된 형태 보다는 주변 건물과 균형미 형성


맥락성을 고려한 주택 조성으로 마을 동질성 형성

- 지붕의 형태, 규모의 유사성을 통한 조화롭고 안정된 이미지 형성
-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한 주차장, 담장, 조경공간, 경계부 계획으로 마을 동질성 형성
- 신규택지는 지구단위계획, 기존택지는 경관협정 등을 통한 마을별 특성화된 가이드라인 형성


공공적 가치 증대를 통한 이웃과 소통하고 더불어 배려하는 마을 형성

- 보행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경계부는 연속성 있는 보행공간 및 걷기 즐거운 환경 조성
- 저층부에 점포를 조성하는 경우 보행안전성 및 정연한 거리환경 확보
- 역사문화 자원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디자인 계획

적용범위 및 대상
광명시 전지역 신규 건축 또는 재정비되는 단독주택에 적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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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2 | 단독주택 건축물 가이드라인
구 분

경관가이드라인

규모

폭

배치

방향

▫ 광명시의 리듬감 있는 가로경관을 위하여 건물 장변 폭은 25m이내로 하고 그 이상인 경우
시각적 분절 권장
▫ 건축물의 정면을 도로방향으로 권장하고 안전을 위해 출입구를 부도로에 위치
▫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산지변인 경우 산지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방향, 경사도 등 계획
▫ 경사지붕일 경우에는 경사도는 4/10이상이 되도록 하며. 지붕경사면적은 70%. 처마길이는
30cm이상

지붕
건축물에
관한
사항

▫ 경사지붕의 형태와 구배, 재료 등은 블록단위로 유사성
▫ 지붕의 색채는 외벽과 어울리는 색과 재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재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 권장

형태

▫ 물탱크 및 각종 설비의 노출을 금지하고, 투시형 난간의 설치 지양
입면
창문
필로티

기타
외관요소
주차장

▫ 4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마감재 사용
▫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색채와 재질 계획
▫
▫
▫
▫

건축물 입면과 조화를 이루도록 창틀과 유리색 계획
캐노피를 가설물로 추가설치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계획
1층 필로티로 계획하는 경우 기둥 마감재는 건물 외관과 유사한 외장재로 조성
필로티로 조성된 공간은 CPTED를 고려하여 계획

설비
배관

▫ 에어컨 실외기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공간을 계획하거나 차폐
▫ 배관이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계획

위치

▫ 부득이한 경우 1층부 필로티로 처리하여 주차공간 확보, 이때 이웃과 협의하여 공유공간 확보

출입구

▫ 주차장 출입구는 집약해서 설치하고 안전적 측면과 미관적 측면 고려하여 조성
▫ 가로에 면하여 각종 적치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공간이나 부속시설 계획하거나 식재하여 최소화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 보도에 면한 공지는 보도와 높이를 맞추고, 보도와 유사하게 포장
▫ 보도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좁은 도로에 면한 공지는 보도의 기능 갖도록 계획
대지 내
공지

▫ 전면공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지양하며, 보행공간이 충분한 경우 식재공간으로
조성하여 가로미관 증진
▫ 가각부에 위치한 경우 마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형태나 아름다운 미관을 형성하도록 조성
▫ 공원 및 수변에 위치한 경우 연계성을 살려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산지변에 위치한 경우
산지변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유영역을 명확하게 한정하고 기존 녹지대의 유입이 가능하도록
풍부한 녹지 마련

담장

▫ 담장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높이 1.2m이내 자연석 쌓기나 생울타리,
목재 등 여건을 고려하여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권장

자연재질이나 중저채도의 외장재를 사용한 건축물

주차장 투수성 포장

식재를 활용한 대지 내 공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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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자연 및 역사문화자원과의 조화

- 산지나 수변에 위치한 경우 시각통로나 보행로를 확보하고, 수변에서의 연속적인 조망 고려
-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높이 및 상층부 계획
- 지명유래, 보호수, 노거수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자연 및 역사문화자원과의 관계성 고려


공공적 가치 증대

- 가로체계, 대중교통체계를 고려하여 이와 연계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 경계부나 공개공지는 열린공간으로 조성하고, 조경시설이나 휴게시설 배치 등 녹음 풍부한 보행친화적인 형태
조성


디자인 향상 도모, 시각적 쾌적성을 고려한 입체적 건축경관

- 대지의 형상 및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랜드마크 동의 설정 및 층수 다양화
- 주변 건축물과 맥락성 유지 및 다양한 입면 구성과 녹지 조성

적용범위 및 대상
광명시 전지역 신규 건축 또는 재정비되는 공동주택에 적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상업용지 내 주거 면적이 90%미만 주거복합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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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3 | 공동주택 건축물 가이드라인
구 분

경관가이드라인

규모

높이

▫ 주변 산지 및 건축물과 조화로운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조망통제점에서의 경관을 우선
하여 고려)
▫ 동일한 높이의 단조롭고 획일적인 경관이나 과도한 단차로 인한 불균형적 경관 지양
▫ 바람길 및 보행녹도를 최대한으로 확보

개방감

▫ 주변 자연경관으로의 개방적인 조망 확보를 위하여 조망축 또는 통경축 확보
▫ 건물들이 모여 시각적 차단벽을 형성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병렬 배치 지양

배치

인접
지역과의
관계

공동
주택에
관한
사항

다양성
지붕

▫ 소음원으로부터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하고 건축물의 이격 및 저층화를 통하여 방음벽 설치를
최소화
▫ 산지, 하천, 학교나 단독주택과 같은 저층 건축물과 인접한 지역은 충분한 이격 거리 확보나
저층건축물 배치 등을 통해 시각적 위압감 경감
▫ 판상형 단일 타입의 단조로운 배치 금지
▫ 파라펫 구조물, 단조로운 박스형태는 지양하고 간결한 형태 지붕디자인 계획
▫ 산지변에 위치한 경우 산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중첩된 형태의 경사지붕 권장
▫ 돌출, 후퇴 등을 통하여 다양한 입체적인 형태로 입면 구성하고 장식적 그래픽 요소 지양

형태

입면

창문
설비
기타
외관요소

조명
브랜드명
표기

지형
주차장

▫ 중층 이상 공동주택은 안정감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경,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저층부
계획 권장
▫ 창문, 발코니의 형태와 색채는 벽면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 창문, 발코니를 건축물의 개성적인 요소로 활용하여 다양한 입면 연출
▫ 실외기 설치장소를 사전에 지정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상층부 야간조명 설치 지양
▫ 아파트 브랜드마크와 명칭은 단지별로 3개소 이하로 표기하며 별도의 조명시설 금지
▫ 브랜드명이나 동수는 3층 이하에 표기
▫ 구릉지의 과도한 절‧성토를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완경사를 유지하고, 사면은 식재로 피복
▫ 지상주차장은 부지와 인접한 도로 등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배치하거나 차폐녹화
▫ 도시 내 생태네트워크를 고려하여 기존 수림대나 공원 등과의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녹지체계 형성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대지 내
공지

담장

근린생활
시설에
관한
사항

형태

외부공간

▫ 도로와 만나는 단지 가각부나 인접한 공원 및 보행자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은 공개 공지를
확보하고 쌈지공원이나 소규모 광장 등 형태로 진출입 위계를 분명하게 형성
▫ 경계부나 공개공지는 담장 설치를 지양하고 가로와 자연스럽게 연계 될 수 있는 조경시설과
휴게시설 배치
▫ 주변의 역사자원, 문화요소, 커뮤니티시설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체계 연속성 확보
▫ 단지 출입구는 인지성을 확보하되 간결하게 디자인하며, 주동의 저층부 형태와 일체감있게 조성
▫ 완충녹지와 접한 경계부는 시설녹지와 연계하여 자연 숲과 같은 수림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식재 권장
▫ 연결녹지나 도로와 접한 경계부는 교목과 초화류가 어우러진 가로공원의 형태로 조성하여 공
공성과 미관 증진
▫ 부득이하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 투명소재를 사용하여 위압감을 해소하고 인공적인 시각
요소 최소화
▫ 과도한 장방형의 구조로 지루하고 단조로운 입면형성 지양
▫ 외벽의 형태‧색채‧재료 등은 주변 가로변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 가로의 연속성
확보
▫ 아케이드, 캐노피, 차양 등 설치 시 통일감을 고려하여 설치
▫ 각종 설비 외부노출 금지
▫ 건축물과 연계한 자전거 거치대 조성
▫ 쾌적한 생활가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면공지 확보 및 조성

개방적인 형태의 경계부 공공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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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건축물
아름답고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및 정체성 유도

- 거리별로 늘어선 건축물의 규모, 입면의 형태와 색채, 전면공지의 규모와 조성방법 등을 고려한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 형성
- 과도한 디자인의 건축입면과 옥외광고물, 적치물과 선형의 야간조명 지양
- 점포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보는 즐거움을 주는 쇼윈도 형성 및 관리


활기있는 상업가로 유도

- 걷기편한 보행환경 형성 및 쉬어갈 수 있는 쌈지공간의 확보
- 가로와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의 저층부 조성

적용범위 및 대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지역에서 신축되거나 재정비되는 상업‧업무용 건축물에 적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제14호 일반업무시설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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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4 | 상업건축물 가이드라인
구 분

경관가이드라인
지붕 및
상층부

▫ 블록이나 가로 단위로 맥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붕 등 상층부 계획
▫ 옥상녹화 시 관리 용이한 수종 식재하되 외래종 지양하고, 지역 자생식물 식재
▫ 규모가 큰 경우 입면의 분절 효과를 통하여 휴먼스케일의 가로경관 형성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주변 건물과 의장, 재료, 색채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특히 건물 전면
의 개구부의 위치, 크기 등의 디자인은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함

입면

▫ 결절부나 초점경관을 형성하는 지점에 위치하는 경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형미가 있는
형태로 계획하고, 공공을 위한 충분한 공지 조성
▫ 여유롭고 녹음이 우거진 상업가로를 형성하도록 2층~3층의 벽면선을 이격하여 테라스를 조성
하고 식재공간 확보 권장

형태

▫ 상업용도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 이상 높이 차를 둘 수 없고,
경사지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

건축물에
관한
사항

▫ 도로에 면한 1층 외벽은 가급적 투시벽으로 하되 유색이나 반사유리는 금지
저층부

▫ 건물저층부는 석재, 벽돌, 목재, 점토류 등의 자연 소재를 도입하여 자연질감 살린 입면 계획
▫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된 경우, 대지 내 테라스 설치 권장하나 테라스 조성 시 경계시설, 차양
모양, 색채, 설치위치 등은 구간별로 규칙성을 갖도록 계획
▫ 아케이드 조성 시 인접한 보도포장, 재질, 패턴, 색채 등이 동일(유사)하고 단차가 없도록 계획
▫ 외부에서 지하로의 직진입이 가능한 썬큰가든 조성 시 다양한 활용을 고려하여 쾌적하게 조성

기타
외관요소

창문

▫ 입면과 조화를 고려하여 창특과 유리의 색채 계획

설비

▫ 에어컨 실외기 등 각종 설비와 배관은 노출되지 않도록 공간 계획하거나 차폐

조명

▫ 야간조명 설치 시 건축물 입면과 상층부와의 연속성, 옥외광고물 및 쇼윈도우와의 조도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계획

옥외광고물 ▫ 건물명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외관과 종합적으로 조화
주차장

▫ 주차장 진입부는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안전한 보행동선 유도
▫ 주차공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식재 및 자연재질로 차폐
▫ 대지 내 공지는 전면도로에 면하도록 설치하며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개공지 확보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 전면공지는 주차공간으로의 활용을 금하며, 보도폭이 1.5m 이하인 경우 충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보행공간 조성
대지 내
공지

▫ 보행공간이 충분한 전면공지는 미관을 향상하고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경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카페테라스 등의 개방적인 접객시설로 조성하여 활기있는 상업가로 형성 유도
▫ 공지는 통일감 있는 가로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보도와 유사한 색채나 재질, 패턴의 포장 도입
▫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공지 및 이면부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며, 도로 모퉁이나
건물 사이의 소규모 토지는 쌈지공원의 형태로 조성하며 인공구조물은 최소한으로 계획
▫ 조경공간은 양지가 바르고 조경수 생육이 원활한 위치에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조경
면적의 너비는 최소한 1m이상, 토심은 1.2m이상 확보
▫ 가각부에 위치한 공지는 공공성을 증진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

다양한 형태의 입면 분절

투시형 셔터

통일된 형태의 아케이드

간판보다 점포의 특성을 보여주는 쇼윈도우

동일 소재의 전면공지 포장

전면부 테라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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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건축물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 박스형 매스를 지양하고 시각적 분절을 통해 휴먼 스케일에 가까운 건축물 볼륨감 형성
- 단조로운 입면 구성 및 과도하거나 조악한 디자인과 색채 지양



외부공간의 적극적 녹화를 통한 쾌적한 경관 유도

- 가로변 차폐식재, 미관상 차폐가 필요한 시설들의 후면 배치 등을 통해 이질적인 경관 저감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및 조화성을 형성하는 건축물 디자인 형성

- 건물 설비의 색채, 재질의 통일감을 배려한 건축물 디자인으로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경관 형성

적용범위 및 대상
신축,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과 제18호의 창고와 공장용도의 건축물 및 부속시설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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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5 | 공업건축물 가이드라인
구 분

경관가이드라인
▫ 도로면에 면한 건축물의 입면적이 넓을 경우 건축물 단변이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권장
배치
▫ 각종 적치물, 하역시설, 주차시설 등이 도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간 계획

건축물에
관한
사항

지붕
및
상층부

형태

▫ 지붕은 경사지붕을 3분의 2이상 설치하거나, 평지붕 계획 시 단차를 두어 단조로운 긴 장변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지 않도록 상층부 계획
▫ 입면적이 넓은 경우 돌출, 재질변화, 다양한 창호디자인을 활용하여 벽면 분절

입면
▫ 취락지에 인접한 경우 휴먼스케일로 입면을 계획하고, 자연재질 적용 권장

기타
외관요소

창문

▫ 입면과 조화를 고려하여 창특과 유리의 색채 계획

설비

▫ 에어컨 실외기 등 각종 설비와 배관은 노출되지 않도록 공간 계획하거나 차폐
▫ 옥외주차장은 가급적 건물 전면부에 배치하지 않도록 하며 도로에 노출 자제

주차장

▫ 주차장 출입구는 집약해서 설치하고 보행동선을 가로지르거나 인접한 경우 보행자를 우선시
할 수 있는 바닥포장재 사용
▫ 산업단지와 가로와의 경계부에는 완충 식재공간을 확보하고, 모퉁이 공간 적극 이용하여 공업지
환경을 개선

대지 내
공지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 대지면적 10%이상은 녹지공간으로 계획하며 도로나 주요 조망지점에서 풍경을 고려한 경계부에
조성
▫ 조망이 좋은 장소나 횡단보도가 조성되어 있는 주요 결절부에 면한 가각부는 녹음이 어우러진
일정 규모 이상의 휴게공간 조성
▫ 도로와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이 부족한 경우 폭 1.5m이상의 보행공간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성
▫ 진입부는 담장 및 인접 건축물과 조화로운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담장 및 경계부

▫ 적치물이나 주차공간 등 미관이 양호하지 않는 내부공간을 차폐하기 위한 담장 설치는 권장하며
다음과 같이 조성
- 50%이상 투시되는 재질로 조성하되 메쉬펜스의 사용 금지
- 상록교목과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폭 3m이상의 다층적인 식재림을 담장내부나 외부에 조성
하여 자연스럽게 시선 차폐
- 인접한 공장의 경계부 식재와 가로수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종 선정

연구시설, 사무동 가로변 배치

자연색채의 재료 활용

도로에서 이격

자연질감의 재료 활용

주차공간 전면부 차폐식재

다양한 창호 활용한 입면 형성

결절부 휴게시설 배치 및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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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① 기본방향

■

매력적인 옥외광고물 설치로 거리의 특성화 유도



가로별 테마를 도입하거나 업소별 특징을 조형적으로 살려 거리를 특성화 함



특색있는 야간조명 연출로 풍부한 야간가로경관을 형성함

■

간결한 옥외광고물 디자인을 통한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수량, 면적, 표기요소를 최소화 함



간결한 디자인으로 전달효과를 높임

■

통합된 옥외광고물 디자인으로 맥락성 있는 가로경관 유도



건축물의 형태, 재질, 색채를 고려하여 입면 디자인 요소로 광고물을 계획함



동일 건축물 내의 광고물끼리. 인접 건축물의 광고물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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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역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일반구역, 중점구역, 보전구역으로 구분하여 옥외광고물 디자인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함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별도의 지침을 추가적으로 적용함

| 그림 6-7 | 광명시 옥외광고물 구역도

■

옥외광고물 일반구역 가이드라인



일반적인 관리를 요하는 지역으로 중점구역과 보전구역을 제외한 광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함



과도한 디자인으로 인한 화려함 보다는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 건축물 본연의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



단일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은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함



건축물 본연의 조형성을 훼손하고, 옥외광고물 면적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창문 이용 광고물 설치를
지양함

247

GWANGMYEONG CITY LANDSCAPE PLANNING

| 표 6-16 | 옥외광고물 일반구역 가이드라인
구 분

내 용

예시이미지

▫ 쾌적한 거리
테마설정

디자인방향

옥외광고물 색채

■



- 건축물과 일체화된 디자인으로 시각적인 쾌적함 제공
및 조화로운 거리경관 연출
- 간결한 형태의 정보 전달로 보기 편한 거리경관
연출

▫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를 위하여 경쾌한 이미지
형태 적용
▫ 색상: 제한없음
▫ 명도: 제한없음
▫ 채도: 6이하

옥외광고물 중점구역 가이드라인
계획적인 옥외광고물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상업지역, 역세권, 신규 개발지역 등 새로운 옥외광고물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



배경이 되는 건축물 입면 재질 및 색채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함



보는 재미와 함께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텍스트보다는 픽토그램 등 시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조형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계획함

| 표 6-17 | 옥외광고물 중점구역 가이드라인
구 분

내 용

예시이미지

▫ 개성 있고 활력이 넘치는 거리
테마설정

디자인방향

옥외광고물 색채

■

- 예술성을 가미한 다양한 옥외광고물 설치로 볼거리가
풍성한 거리경관 연출
- 간결한 정보전달을 통한 시각적인 피로감 완화, 바라
보는 즐거움 제공

▫ 상점의 성격이 조형적으로 잘 드러나는 간결한
형태로 특화된 가로이미지 형성
▫ 색상: 제한없음
▫ 명도: 제한없음
▫ 채도: 8이하

옥외광고물 보전구역 가이드라인



자연 및 문화재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그린벨트와 역사문화 미관지구 제안지역을 대상으로 함



자연경관과 역사자원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저채도의
‧
색채를 적용함



친근함을 줄 수 있는 휴먼스케일의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함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이질적인 인공환경 조성을 최소화 함

| 표 6-18 | 옥외광고물 보전구역 가이드라인
구 분

내 용
▫ 자연을 담은 거리

테마설정

디자인방향
옥외광고물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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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 조화로운 거리경관 연출
- 주변 자연과 조화로운 친숙하고 연속적인 경관 연출
- 과도한 인공경관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 주변자연과 조화되는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
▫ 색상: 제한없음
▫ 명도: 제한없음
▫ 채도: 6이하

예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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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형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가로형 간판
구 분

경관가이드라인
▫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만 설치

설치위치

▫ 가로형 간판은 각층 상단에 표시되어야 하며,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노후건축물 1층의 경우 층간 벽면에 베이스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

▫ 점포 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쓰이는 해당층에는 설치 금지
▫ 1층 해당 업소당 1개 이내 설치
수량
▫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가 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를 추가하여 설치 가능
서체

규격

▫ 딱딱한 느낌의 사각형 글씨체의 사용 금지
▫ 가로형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당해업소 폭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초과 금지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cm 이내

형태

▫ 도로 모퉁이 양쪽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은 형상과 높이를 동일하게 설치
▫ 바탕색과 글자 색을 통일하도록 하고 지정 색을 사용

색채
▫ 로고나 마크는 간판면적의 5%미만의 범위 내에서 색채 삽입 가능
▫ 연락처, 층표시, 심볼, 픽토그램, 상호만 표시하며 심볼과 로고는 한 종류만 사용
내용

▫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
▫ 영업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부착 금지
▫ 점멸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 형식의 광고물 표시 금지

조명

▫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에 접하지 않는 지역 등은 지역특성 및 업종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 기자재 외부 노출 자제

-

위치
방식
서체
규격

:
:
:
:

3층 이하에 설치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딱딱한 느낌의 사각형 글씨체의 사용금지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
부터의 돌출폭은 30cm이내로 함
- 가로크기 : 당해업소 폭을 초과금지
- 세로크기 :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폭 초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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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출형 간판
구 분

경관가이드라인

▫ 5층이하에 표시하며,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이상(인도가 없을 경우 4m이상)으로 하고,
최상층 또는 주택용도의 층수 부분에는 표시 금지
- 최상층이 2층인 건축물은 2층에 까지 표시 가능

설치위치
▫ 건물정면 가장 좌측 부분에 1줄만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 전면폭이 20m 초과하는 경우
건물 양측단에 표시

서체

▫ 딱딱한 느낌의 사각형 글씨체의 사용 금지

규격

▫ 세로길이는 건축물 높이의 1/2이내 이어야하고, 벽면으로부터 최대 1.2m까지 돌출 할 수 있으며,
간판의 두께는 50cm 이내

▫ 업소명, 업종명, 전화번호, 기타(층표시, 심벌 등)
표기내용
▫ 영업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부착 금지

조명

▫ 점멸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 형식의 광고물 표시 금지
▫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에 접하지 않는 지역 등은 시장이 지역특성 및 업종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기자재 외부 노출 자제

-

가로길이 : 최대 1.2m까지 돌출
세로길이 : 건축물 높이의 1/2이내
두께 : 50cm이내
지면과의 간격은 3m이상
(인도가 없을 경우 4m이상)
- 최상층 또는 주택용도의 층수부분에는 표시
할 수 없음
- 건물정면의 가장 좌측부분에서 1층만 표시
- 전면폭 20m초과 시 건물 양측단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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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형 간판
구 분

경관가이드라인

▫ 도시지역(시가와 지역)내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의 설치 금지
▫ 다만, 종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물의 업소 수, 광고물 규격,
주변과의 조화, 설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건물 부지 내에
「지주이용 종합안내판」을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설치위치 및 규격

▫ 도시지역내에 「지주이용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이하로, 조형물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4m이하 설치

▫ 도시외곽지역(비 시가화지역)에서 지주이용간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설치 위치,
규모, 디자인 등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실시
- 개별 업소형의 경우 당해 업소 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3m이하
- 통합 유도형의 경우 도로 폭이 6m이상인 도로변에서 직접보이지 않는 업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 4개
업소 이하인 경우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4m이하 설치

내용

▫ 업소내용 표기 시 층별로 순차적으로 표기

▫ 점멸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 형식의 광고물 표시 금지

조명

▫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에 접하지 않는 지역 등은 시장이 지역특성 및 업종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허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기자재 외부 노출 자제

- 종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5층 이상의 건축물로써
심의를 거쳐 당해 건물부지 내에 지주이용 종합안내판을
제한적으로 설치
- 도시지역 내 : 지면으로부터 높이 3m이하, 조형물 형태로
설치 시 4m이하로 설치
- 도시외곽지역 : 개발업소형-업소부지 내에 설치 높이는
3m이하
- 통합유도형 : 4개업소 이하인 경우 높이는 4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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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관권역 가이드라인
1) 원도심재생정비권역 가이드라인
■

기본전략



도덕산 산지 조망경관 보호 및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형성



도덕산-뱀수(사성공원) 녹지축 등 녹지네트워크 형성



목감천 수변경관 개선 및 관리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문화가로 조성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주민과 소통하는 공공공간 개선

| 그림 6-8 | 원도심재생정비권역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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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심재생정비권역 가이드라인
구 분

경관가이드라인
▫ 도덕산 주요 조망지점의 풍경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상층부 형태 계획

도덕산
조망 및 스카이라인
[A-1]

▫ 고층 건축물은 도덕산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
▫ 산지‧공원에 인접한 공동주택은 단지 내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배치
▫ 산지 조망축 인접한 공동주택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가로변 개방감 있는 녹지 조성
▫ 공동주택 단지 내 조망이 우수한 지점은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조망 고려하여 수목 식재
▫ 현충근린공원, 광명시민회관, 광명시청은 외부공간 및 경계부를 녹지 풍부한 가로공원
형태로 조성‧관리하여 소규모 녹지거점을 형성
▫ 재건축정비구역은 재건축 시 시청로변 경계부를 개방적인 구조의 풍부한 녹지로 조성

산림‧녹지
경관

도덕산-뱀수(사성공원)
녹지축
[A-2]

▫ 도덕산 인근 개발지구 녹지 및 공동주택 조성 시 녹지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조성
▫ 오리로‧시청로 가로변 식수대는 보행여건을 고려하고, 띠녹지 등 가로수 하부식재 강화
▫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의 담장 녹화나 벽면 녹화 등을 통해 현충공원에서 사성공원으로
연결되는 가로녹지축 형성
▫ 안양천로 하부공간을 개선하여 사성공원에서 안양천으로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형성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녹지축
[A-3]

▫ 광명재정비촉진지구의 공원, 연결녹지는 구릉지와 연계되는 선형의 생태 녹지축의 기능과
함께 산책과 휴식의 기능을 갖는 녹도가 될 수 있도록 조성
▫ 연속성을 갖되 구간별 식재 방식이나 수종의 변화 등을 통하여 지루하지 않도록 조성
▫ 도덕산, 목감천, 주요 공원과 자연스러운 연결 체계를 형성하도록 장기적으로 경관 개선

목감천변
[B-1]

▫ 목감천변에 주민을 위한 수변시설을 확충하고 천변 옹벽, 진출입 시설 및 하부 경관을
개선
▫ 수변경관과 조화로운 형태와 디자인으로 노후한 교량을 개선하고 식별성 향상
▫ 하천변 고층 주거 형성 시 하천과 조화를 이루도록 외관 및 색채 고려

수경관
목감로 구간
[B-2]

▫ 광복교에서 개웅교에 이르는 구간은 광명재정비촉진지구 조성에 따른 녹지 조성 시
녹음이 우거진 수변 산책로 형태 조성
▫ 차수벽, 배수펌프장 미관증진 및 하천 진출‧입로의 쾌적한 환경 조성 등 보행 환경 개선
▫ 내부 아케이드 및 포장 등의 통로 환경과 상점 디스플레이 등을 개선하여 다양한 개성
및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

광명시장,
새마을시장
[C-1]

▫ 시장 입구 주변을 정비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노점상 개선으로 활기찬 상업 가로 경관
형성
▫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편의시설 및 주차시설 확충으로 시장의 경쟁력 강화
▫ 시장 상인 중심의 다양한 문화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장 활성화 및 명소화
유도
▫ 단지별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성, 장소성, 개방성 및 접근 용이성 고려

주거지
‧상업
경관

▫ 구릉지변 단지는 지형 및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덕산으로의 조망을 고려한 자연
순응형 주거공간 형성
공동주택 단지
[C-2]

▫ 구릉지의 과도한 절‧성토 지양, 부득이한 경우 완경사 유지, 사면은 식재로 피복
▫ 상가 인접 단지는 통경축을 고려하고, 가로변을 따라 기존 상권과 연계되어 활성화 유도
▫ 주거지 단지변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일부 쌈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간의 커뮤니티
강화
▫ 주요 가로변에 연도형 상가 조성을 통해 활기찬 가로 경관 형성

연도형 상가
[C-3]

▫ 연도형 상가는 휴먼스케일의 거리 조성을 위해 상업지 입면 분절 유도
▫ 상가 전면공지 확보를 통해 보행‧휴식 공간 제공 및 개방적인 입면 구성 통한 가로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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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고가교 하부 및
남부순환로 주변
[C-4]
주거지
‧상업
경관

▫ 광명고가교 하부 구간에 경관조명 설치 및 공간디자인 적용을 통하여 수변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확충
▫ 남부순환로 나들목 구간에 우범화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 남부순환로 보행육교 구간에 진입부 녹화 및 공간 확보
▫ 중앙도서관과 인근 학교 연계 구간의 옹벽, 담장 디자인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공건축물

▫ 오리로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전면에 녹지를 강화하고 쉼터 환경 및 보도구간 개선
▫ 광명동초등학교 경계부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12)) 및 녹지 활용하여 개방감 있게
조성

광명사거리 주변
[D-1]

▫ 광명로와 오리로 상업가로변 가로 시설물의 개선을 통한 정연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
▫ 가로변 건축물 전면 및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전면공지를 보도와 연속성 있게 개선

재건축 정비구역
양호한 가로수 구간
[D-2]

▫ 양호한 가로수 수목에 대하여 나무은행제도13) 등 관리방안 마련

▫ 가로와 면한 전면부에 차량주차나 제품적치 등을 제한하여 쾌적하고 여유로운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개선
▫ 광명로변 전신을 지중화하여 경관 저해요인 저감
▫ 가구 및 패션 관련 상점은 전시판매효과가 큰 업종이므로 쇼 윈도우 기능을 강화하고
가로별 업종특성 강화

도로‧철도
경관

가구 문화의 거리,
패션 문화의 거리
[D-3]

▫ 가구 문화의 거리는 카페나 인테리어소품샵, DIY공방, 가구디자이너 작업실 등 가구점과
연계성 있는 업종 유치를 유도하고, 장인정신을 잇는 예술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패션 문화의 거리는 의류, 액세서리, 헤어 등 패션 연계 업종 유도를 통한 패션거리로의
정체성 강화
▫ 노상 판매대는 통일된 포장이나 차양 적용 등 환경 정비를 하여 일체감 있는 거리 경관
조성
▫ 노후 입면부는 개선하고, 저층은 내부가 잘 보이도록 전면유리를 적용해 쇼윈도 기능을
강화하며, 자바라접이문 등을 적용해 상가 내외부 접근이 자유롭도록 유도
▫ 특화 거리 진입 문주를 개선하고 안내도를 제작하여 영역성을 강화하고 방문객의 편의
도모

역사‧문화
경관

철선동지석묘
[E-1]

석고개, 모세마을
[E-2]

▫ 철산동지석묘 진입부에 안내시설 강화
▫ 인근의 시민회관과 시민운동장 등 공공시설과 연계
▫ 옛 지명 구간에 지명유래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성 계승
- 석고개 : 오리로 인접 공원부지에 석고개 유래 안내시설 설치
- 모세마을 : 마을관련 안내시설 설치, 모세마을 명칭 유래14)를 고려하여 연못 등 수경시설 조성

1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13) 나무은행제도 : 각종 개발사업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베어질 나무를 벌채 이전에 나무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선목, 굴취, 이식관리하고 나무수요자 정보를 확인하여 이식
적기에 나무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
14) 모세마을 : 쇠머리마을과 뱀수 사이에 있던 마을로 모세는 “못이 세 개가 있었다”는 연유로 해서 붙은 이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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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주‧생태환경권역 가이드라인
■

기본전략



산지경관 및 안터저수지 생태경관 보호



가림산둘레길과 연계한 산림녹지
‧
네트워크 형성



자연이 어우러진 밤일마을 음식문화단지 형성



철산 및 하안 상업지역 경관 정비 및 관리



획일적인 공동주택 경관개선 및 공원‧녹지 정비

| 그림 6-9 | 정주‧생태환경권역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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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생태환경권역 가이드라인
구 분

가림산둘레길
[A-1]

경관가이드라인
▫ 가림산둘레길 주변부의 녹지 경관 보전 및 개선
▫ 광명종합운동장과 안터저수지를 연계하는 체험형 녹색 둘레길로 조성

▫ 녹지축 연결녹지 구간에 보행로를 조성하고 녹지시설 보완
산림‧녹지
도덕산-가림산-근린공원경관
▫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왕재산근린공원의 조망 개선
안양천 연계 녹지축
[A-2]
▫ 철산로 보도 구간에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특화 공간 조성 및
자전거를 고려한 도로 환경으로 개선하여 특화가로 형성
어린이공원

수경관

안터생태공원
[B-1]

▫ 어린이공원 내 시설 및 조명을 보강하여 우범 유발 요인 저감

▫ 안터저수지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안터생태공원의 경관 보전 강화
▫ 안터저수지 남서측에 공원을 조성하여 생태 완충지역 확충

▫ 밤일마을에 적합한 디자인의 문주를 조성하여 진입부 시인성 강화
▫ 마을을 둘러보며 체험하고 자연경관을 활용한 산책기능을 유도하는 테마 마을 조성
마을 특화
경관

밤일마을
[C-1]

▫ 경관협정을 통한 자발적인 경관형성 유도
▫ 밤일마을과 어울리는 테마수종 식재 및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조명기구 사용
▫ 밤일마을 내 건물 주변으로 가설건축물15) 설치를 제한, 전체적으로 고채도 지양
▫ 바닥포장 개선 및 볼라드 등 공공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도로의 기능성 및 인식성 강화

철산 문화의 거리
[D-1]

▫ 상업건물 외관을 개선하여 매력있는 상업지 경관 형성
▫ 연접 건축물 전면공간에 쇼핑 및 보행동선을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 제한
▫ 철산 문화의 거리의 랜드마크 인지성 향상을 위하여 야간경관 개선

주거지
‧상업
경관

하안사거리 상업지
[D-2]

▫ 상가 이면가로 구간에 옥외광고물 및 주차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형성
▫ 상업지 내 광장 정비를 통한 우범화 방지 및 쉼터기능 강화
▫ 색채개선을 통해 단조롭고 획일적인 공동주택 경관 향상

공동주택 단지
[D-3]

▫ 안현로, 범안로, 금당로 등 공동주택 경계부에 녹지대를 활용한 열린 담장으로 조성하여
가로경관 향상 및 보행 안전성 증대
▫ 녹지대 사이에 쉼터를 조성하여 보행편의성 강화
▫ 가로수와 가로등 개선 및 보행등 강화를 통해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구축

15) 가설건축물(假說建築物) :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합법적 요건 중 토지정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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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역사문화정비권역 가이드라인
■

기본전략



산지 경관 및 산지 조망경관 보호



구름산에서 안양천 및 성채산으로 연계되는 녹지네트워크 형성



안양천 및 소하천 수변경관 관리



오리이원익 역사문화 클러스터 형성



주민과 함께하는 노후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일대 친환경 및 첨단산업 이미지 형성

| 그림 6-10 | 산업‧역사문화정비권역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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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역사문화정비권역 가이드라인
구 분
광명소하도시개발구역
[A-1]
구름산~가학산~서독산
산지축 조망
[A-2]
산림‧녹지
경관

구름산~안양천
가로 녹지축
[A-3]

경관가이드라인
▫ 광명소하도시개발구역은 구름산으로의 조망 및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고려하여
중‧저층형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녹시율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가로변 조성
▫ 구름산~가학산~서독산의 연속되는 산지로의 조망 보호를 위해 산지 방향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 및 녹지축에 입지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계획
▫ 산지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배치와 높이 등 규모 계획
▫ 산지와 조화를 이루는 형태와 색채를 적용하여 건축물 계획
▫ 각종 시설물 주변에 교목 식재를 통해 인공성 완화
▫ 광명소하 도시개발구역은 구름산과 주변 자연요소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녹지체계
구상‧계획
▫ 구름산 향하는 도로는 산지 조망을 보호하고 녹음이 풍부한 가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로변 녹지 및 공원 조성‧관리
▫ 구름산~생태육교~안양천에 이르는 한내로변 녹지축 강화

구름산~성채산
연계 녹지축
[A-4]

수경관

소하천 구간
[B-1]

▫ 제2경인고속도로변의 완충 녹지 확충을 통한 구름산과 성채산을 연계하는 녹지를
강화하여 생태적 연속성 형성
▫ 개발제한구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적치물과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산지변
경관 관리
▫ 한내근린공원의 우수한 수변 경관 관리‧형성
▫ 학교 및 청소년수련관 인접한 수변은 하천에서의 조망 및 하천과 연계성 고려
▫ 상업 지역에 인접한 수변은 수공간으로의 조망이나 접근성 고려하여 매력적인 장소로
조성하고, 수변에서 조망 시 조형미 갖도록 계획
▫ 소하천에서 안양천에 이르는 연속된 친환경적인 수변녹지축 형성

주거지 주변
주거지
‧상업
경관

오리로366번길
생활상권
[C-2]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D-1]
공업지
경관

도로‧철도
경관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경계 및 결절부
[D-2]

▫ 보행자우선의 도로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교차부의 경관을
개선하여 식별성 확보
▫ 가로에 면한 상가의 옥외광고물을 비롯한 전면부를 개선하여 활기 있고 매력적인 소규모
생활 가로경관 형성
▫ 주변 산지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시설 배치 및 규모 계획
▫ 인접한 광명테크노파크와의 도시적 이미지 연계성을 고려하여 산업경관 형성
▫ 명도가 높은 색채의 펜스나 외부로 드러나는 구조물을 개선하고, 경계부 녹지를 확충하여
차폐 및 친환경 이미지 형성
▫ 가로에서 잘보이는 곳이나 결절부에는 디자인 고려한 건축물을 배치하여 기업과 도시의
이미지 제고

▫ 수원광명 고속도로 예정지 구간 내 산지 통과구간은 산지 훼손 및 외부 노출 최소화

▫ 충현박물관 진입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안내동선 유도
충현박물관-충현역사공원
▫ 충현박물관 주변 건축물과 경계부를 비롯한 쌈지공간 개선하여 전통문화적 마을이미지
-오리서원 연계
형성하도록 유도
역사문화탐방로 형성
▫ 오리이원익선생묘 및 신도비 일대 공원 조성 시 충현역사공원, 오리서원과의 접근동선
[F-1]
체계가 연속되도록 계획하며 오리로변 가로환경 정비
오리서원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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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공원, 학교를 중심으로 보행자 안전성이 확보된 가로환경 정비
주차공간 개선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
마을 내 쌈지마당을 조성하여 마을단위의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생활상권 형성하고 있는 가로적 특성을 살려 마을 내 특성화 된 가로경관 형성

신촌지구 북측 금하로 및 ▫ 안양천 접근을 고려하여 보행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뚝방(시흥대교-기아대교) ▫ 노후건축물, 난립한 적재물 등 경관저해요인 개선
구간
▫ 수원광명 고속도로 및 강남 순환도로 등 고가도로 조성에 따른 교각 및 고가 하단부는
[E-1]
위압감을 완화하고 쾌적한 가로 및 수변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성
수원광명고속도로
예정지
[E-2]

역사‧문화
경관

▫
▫
▫
▫

▫ 오리서원은 친숙하고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진입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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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술문화‧유통중심권역 가이드라인
■

기본전략



산지조망경관 보호 및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형성



기형도문화공원-일직수변공원-하수처리장공원 연계 녹지네트워크 형성



KTX광명역과 어우러진 역동적인 미래지향 도시 이미지 형성



디자인 문화가로 및 매력적인 상업가로 형성

| 그림 6-11 | 예술문화‧유통중심권역 가이드라인

259

GWANGMYEONG CITY LANDSCAPE PLANNING

■

예술문화유통중심권역
‧
가이드라인
구 분
서독산 및 주변 산지
조망
[A-1]
오리로 서측 산지변
[A-2]

산림‧녹지
경관

연결녹지,
공공공지 연계축
[A-3]

공원 중심
거점녹지 형성
[A-4]

KTX광명역
[B-1]

KTX광명역
주변
[B-2]

광명역세권지구
가로
[B-3]

도로‧철도
경관

서독터널 진입부
[B-4]

경관가이드라인
▫ 오리로, 서독로 및 광명역세권지구의 주요 도로와 공원에서의 산지조망을 고려하여 건축물,
외부공간 조성
▫ 서독산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능선과 조화로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계획
▫ 산지가 중첩된 풍경을 보호하고, 광명 역세권지구 개발에 따른 인접지역 난개발로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오리로변 경관 관리
▫ 산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가로변 건축물의 배치와 높이 등의 규모를 계획
▫ 과도한 옥외광고물과 전면공지 환경 개선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가로경관 유도
▫ 공원을 연계하는 녹도를 형성하여 녹음이 우거진 쾌적한 가로경관을 형성
▫ 덕안로 광장을 연결하는 녹지는 보도와 일체화된 가로공원 형태로 조성
▫ 녹지 연계구간에 녹음을 드리울 수 있는 연속된 가로수 터널 및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
▫ 구간별 거리와 방향을 정확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와 안내시설 배치
▫ 녹지 및 공공공지 등 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블록은 보행동선이 연결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조경으로 전면부를 조성하고 블록 내부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
▫ 기형도문화공원, 일직수변공원, 하수처리장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거점녹지를 형성하며
주변으로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조망거점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
▫ 기형도문화공원은 기형도 시인의 문화적 요소와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의 예술적 요소가
결합된 문화예술적 측면을 강화하여 조성
▫ 하수처리장 부지는 남측 구릉지 및 안양천과의 생태적 연계성을 고려한 공원으로 조성
▫ KTX광명역 주변부 개발에 있어 KTX광명역의 수평적 특성이 강한 조형미 있는 외관이
갖는 랜드마크적 상징성 유지 형성
▫ 주요 가로 및 결절부, 공원에서의 KTX광명역으로의 조망 경관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근‧중‧원경을 형성하도록 외관 및 외부공간 조성
▫ 야간경관 연출 시 KTX광명역의 야경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차별화 된 야간경관을
조성하며 광장 등을 중심으로 야간명소화 유도
▫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디자인센터는 성채산과 조화되고 디자인센터의 기능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조형미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
▫ 복합단지 구역은 서독산으로의 조망 등을 고려하여 수직형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
▫ 주상복합용지는 서독산으로의 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직적인 조형미가
돋보이는 형태로 건축물을 계획하여 KTX광명역, 복합단지와 경관적 조화 형성
▫ 주요 교차부 광장은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테마와 디자인으로 조성
▫ 광명역 남측 서독로 구간 육교 및 옹벽구간은 광명시 진입 구간으로의 상징성 및 광명
역세권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개선
▫ KTX광명역과 광명 종합터미널 등이 위치한 복합환승지역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동선을
쉽게 유도할 수 있도록 편리한 안내체계로 조성
▫
▫
▫
▫
▫
▫

서독터널 진입부는 산지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조화로운 디자인, 식재 등 경관 개선
서독터널 입구부는 서독산과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상징성 강화
서독로변 방음벽 및 가드레일 구간에 자연 재질 활용 등 디자인 개선
서독터널에 인접한 등산객 통행 보행로 개설
거리 및 옥외광고물 특화를 통해 광명시만의 거리로 차별화
상가 내 옥외광고물을 특화하여 개성있는 거리 이미지로 형성

▫ 상가의 전면공지는 보도와 일체화된 보행 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결절부는
시인성과 식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
▫ 상업지역 내 쾌적하고 특징적인 보행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로 포장을 특화하고
지주시설 제한
광명역세권지구
상업지
[B-5]

▫ 서독산 조망 확보 및 특화 등 조망권을 고려한 상업시설 차별화를 통해 광명시만의
풍경 보유
▫ 상가 옥상부는 옥상정원 조성을 권장하고 옥상부에 노출되는 외부설비는 지붕 등으로
차폐하여 인근의 복합단지 및 주상복합 고층 가시 제한
▫ 가로의 연속성 및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1층부 전면부를 개성적인 외관과 개방적인
구조로 조성
▫ 공공공지에 면한 건축물은 특징적인 연속된 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건축물의 전면부
디자인과 전면공지를 고려하여 조성
▫ 야간조명을 통한 야간거리 특화 및 시즌별 거리 이벤트를 통해 항상 활력있는 거리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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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원시가지중심권역 가이드라인
■

기본전략



산지경관 및 산지조망경관 보호



산지와 목감천을 연계하는 녹지네트워크 체계 형성



영회원 등의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관리



광명동굴 관광명소 형성을 위한 주변지역 경관 관리



광명스피돔과 연계한 친환경 문화공간 형성



자연과 조화로운 전원 도시 조성

| 그림 6-12 | 전원시가지중심권역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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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시가지중심권역 가이드라인
구 분

경관가이드라인

생태자연 경관 보전

▫ 녹지자연 7등급지역과 생태자연 2등급지역은 우선적으로 보존하고, 구릉지 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개발계획 반영
▫ 구릉지나 수변으로 생태적 완충기능을 수행하는 공원이나 녹지 조성하여 생태환경 보호
▫ 권역 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이나 화훼단지 및 적치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량한 경관에 대하여 경관관리 실시

개발제한구역

▫ 무분별한 공장 건축물 제한
▫ 화훼단지 진입부 및 주변 환경 개선
▫ 도로 및 개발제한구역 내 적치물 방치 금지

▫ 산지에서 발원하여 목감천으로 합류하는 소하천을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녹지축
형성
산림‧녹지
도덕산~서독산 산지와 목 ▫ 하천은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보전‧관리하며 자연형의 곡선선형을 유지하도록 조성
경관
감천 연계 녹지
▫ 생태환경적 보호 필요 구간은 사람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최소화 하도록 조성
[A-1]
▫ 생태환경와 보행공간이 공존가능한 구간은 자연요소와 보행동선간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 되도록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보행공간 경계부에 식재나 자연물 통해 접근 제한
▫ 권역내 구릉지녹지를 최대한 원형보전하고, 개발 최소화
자연형 경관 보전 및
스카이라인 조화
[A-2]

▫ 목감천 수변 접근성 강화 및 다양한 친수공간 조성
▫ 구릉지와 인접하여 개발되는 인공물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
▫ 구릉지의 과도한 절‧성토를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완경사를 유지하고, 사면은 식재로
피복
▫ 건축물 높이를 배경 산지와 조화를 이루는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수경관

목감천
[B-1]

▫ 선형의 녹지가 연속되는 구간, 넓은 녹지가 어우러지는 공원 구간 등 주변 자연여건에
따라 다양한 수변경관 형성
▫ 개발구역이 인접한 곳은 매력적인 수변공간과 연계된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물의 속성을
활용한 장소성 창출
▫ 가로변 녹지조성을 통하여 형성되는 녹지축은 녹음이 우거진 보행공간 형성하도록 계획

도로‧철도
경관

가로변 녹지축
[C-1]

▫ 구간별 식재 기법이나 수종 변화 등여 주변 환경이 지루하지 않도록 조성
▫ 조망이 우수하거나 결절부 등은 거리와 방향성을 고려하여 휴게공간 조성

역사문화자원 주변

▫ 역사문화 자원 주변은 공원이나 녹지, 공공공지 확보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안내체계를 마련하며 접근 동선 계획
▫ 시야가 트인 조망이 좋은 장소는 휴게공간으로 조성

지명유래 반영

영회원
[D-3]

▫ 예로부터 전해오는 지역명이나 유래를 고려하여 공공공간을 계획하고, 지역의 정체성이
이어지도록 주거단지나 공원, 도로, 교량 등에 명칭 부여
▫ 영회원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여 역사문화환경을 회복하려는 문화재로 수변공원
조성에 따라 동선체계와 진입경관을 정비하고, 주변 마을경관 개선
▫ 보호수인 정자나무 주변 보존 및 관리
▫ 애기능약수터 주변에 유래와 역사적 의미 전달을 위한 조형물이나 안내시설 조성

역사‧문화
경관

▫ 서독로에서 가학로를 따라 광명동굴에 이르는 진입가로 경관 정비
▫ 진입 교차부에 경관정비를 하고 안내시설 및 명확한 방향안내 체계 마련
광명동굴
[D-4]

▫ 가로변 고물상 등 미관저해 시설 경관 개선
▫ 광명동굴의 명소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입동선과 안내체계 계획
▫ 그래픽 디자인으로 단장된 자원회수시설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여 광명동굴과
연계하는 명소 유도

광명스피돔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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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스피돔의 랜드마크적 경관 형성을 위하여 광남1교에서의 진입경관을 개선‧관리하며,
광남사거리 일대 경관저해시설의 미관 개선
▫ 건축물 형태미를 부각시키는 야간조명 경관 연출을 통하여 명소성 유지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4.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1) 안터저수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



기본전략
금개구리 서식지 주변 보존

- 안터저수지 주변 생태공간 확충, 생태환경을 고려한 야간조명 고려


안터저수지 및 주변지역 동선체계 확립 및 주변 지역 경관 개선관리
‧

- 안터저수지 및 주변지역 동선체계 확립
- 안터길안재로
‧
1번길가림산둘레길
‧
구간 등 경관 개선 및 관리


향토문화유산과의 연계성을 살린 안터생태마을 환경개선

- 신도비와 연계한 안터마을 진입경관 형성 및 안터길 가로환경 개선, 안터 생태마을 형성 유도

| 그림 6-13 | 안터저수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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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터저수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공공부문 가이드라인

■

구 분

경관가이드라인

가림산 조망
조망경관에
관한 사항

▫ 안터마을 입구와 안터길에서 가림산 산지경관 조망 확보

안터저수지 조망

▫ 저수지 주변 건축물의 색채 및 형태, 야간조명을 제한하여 수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가림산둘레길 –
안터길 결절부
[A-1]

▫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쉼터를 조성하여 방향성과 편의성을 확보

안터길
(안터마을삼거리 –
마을 진입부)
[A-2]

안터길
(안터마을 내부)
[A-3]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안재로1번길
[A-4]

▫ 가로변 가로수 및 정자목을 식재하고 도로 경계부를 녹화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으로
조성

▫ 안터길변에 보도 및 자전거길 조성
▫ 도로 포장을 개선하고 경계부를 녹화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으로 조성

▫ 마을 주민 및 둘레길 이용객을 위한 쌈지마당 및 휴게쉼터 조성
▫ 주변의 도로적치물을 제거하고 미관이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차폐담장이나 차폐녹지
형성
▫ 주차구간을 대신하여 보행로나 자전거로로 개선
▫ 범안로변에 생태경관을 인지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안터생태공원 인지성 제고

범안로
[A-5]

▫ 도로변으로 형성되는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경계부 등 외부 공간에 대한
관리를 통해 가로경관 정비
▫ 협소하고 인지성 부족한 진입부의 상징성 강화를 위한 진입경관 형성

단독필지사거리
[A-6]

주변부
[C-1]
가림산
둘레길에
관한 사항

시설물
[C-2]

야간경관
[C-3]

안터마을
주변부
경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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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터마을 진입부
[D-1]

모운재 주변
[D-2]

▫ 생태경관 자연성을 고려하여 나무나 석재 등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생태이미지의 진입부
안내시설 설치

▫ 둘레길 주변을 공원으로 편입하여 산지 사면부를 복원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가림산 둘레길에 안내시설과 정자목 및 정자, 원두막 등 쉼터 조성
▫ 시설물 설치 시 원목 등의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친환경 기법으로 설치
▫ 산책로에 한하여 적정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간별 특성에 따라 등기구를 계획하여
조명시설을 추가 설치하며, 은은한 조명으로 연출

▫ 마을 진입부에 마을의 역사를 반영하도록 물푸레나무 식재하고, 휴게시설 설치
▫ 신도비 울타리 경계 녹화로 인공적인 요소 최소화
▫ 모운재 전면부는 전통문화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경관 개선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 농지로 유지하는 경우 무농약 친환경적인 재배방식 적용
안터저수지
서측 농지 구간
[E-1]
안터저수지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

▫ 농수로는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기존의 인공형 농수로를 자연형으로 정비
▫ 공공시설로 조성하는 경우 생태텃밭과 농경문화관 등으로 조성하여 생태 경관을 고려
하여 체계적 관리
▫ 생태보전을 위해 안터저수지의 야간 직접 조명을 제한하고 유충성이 낮은 광원 사용

안터저수지
[E-2]

▫ 빛허용기준은 경기도 인공 빛 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가이드 라인에서 제1종
자연환경관리구역 빛허용기준 준수
▫ 자연풍경 등 주변과 조화된 형상, 색채로 디자인 한 조명기구 사용
▫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려하며, 광원은 빛의 움직임이 없도록 조치

■

안터저수지 중점경관관리구역 민간부문 가이드라인
구 분

경관가이드라인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물 외장재는 재료의 내구성 및 내화성, 관리의 용이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가능한 목재나 벽돌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우러지도록 형성

부속건축물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개별적인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가로의
특성이나 무질서한 경관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속시설 차폐

가로변

▫ 가로에 면하여 각종 적치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공간이나 부속시설을 계획하거나 식재하여
최소화

건축물에
관한 사항

▫ 안터마을 내부 골목길은 벽화담장을 적용하여 옛스러움이 느껴지는 외관 형성
▫ 제조업체 경계부 담장은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외부에서 적치물이
보이지 않도록 담높이 이하로 적치물 관리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담장, 조경

▫ 안터길에 인접하여 필지경계를 둘러싸는 폐쇄적 가로환경을 만드는 담장 설치를 지양하고
영역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계석 시공 등의 방법 활용
▫ 부득이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 건축선 후퇴부를 제외한 곳(담장설치제한 권장구간)에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으로 하며, 보안을 위해 차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부 담장변으로 차폐용 수림 식재
▫ 원색을 지양하고 자연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중명도 저채도의 색채 계획
▫ 건축물 색채범위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N, YR-Y
명도
7~9
3~5
3~6
채도
3이하
4이하
5이하

색채에
관한 사항

배색
예시이미지
▫ 옥외광고물 색채범위 (색상과 명도 제한 없음)
구분
주조색
보조색
채도
3이하
4이하
▫ 가로시설물 색채범위
구분
주조색
색상
명도
3~6
채도
4이하

보조색
N, YR-Y
4~6
5이하

강조색
6이하
강조색
3~5
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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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하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



기본전략
걷는 즐거움이 있는 생활가로 형성

- 오리로366번길을 따라 입지한 근린상업가로 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미관 향상
- 매력적인 골목길 형성을 통한 정주환경 활력 증진


공공공간 정비, 주민참여 확대 등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 마을 커뮤니티 소거점을 형성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 정비
- 공원 정비 및 관리
- 문화적 컨텐츠 및 주민참여 확대

| 그림 6-14 | 소하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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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공공부문 가이드라인
구 분

경관가이드라인
▫ 가로변 근린생활시설과 보행환경 활성화
▫ 마을 내 중심가로 형성
▫ 보행통로와 노상주차장 조성으로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행 안전성 확보 및 정연한
가로환경 유도

오리로366번길
[A-1]

▫ 도로포장 개선 및 자전거 거치대 등의 가로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한 보행 환경 형성
▫ 노후한 건축외관 및 옥외광고물과 차양 등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전면 및 전면공지
정비
▫ 노외주차장 경계부의 미관 개선
▫ 가로공간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변의 시설물과 일관성 있는 형태 및 색상 적용

가로경관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 오리로와 오리로366번길의 결절부는 광장형태로 조성하여 가로 진입부 경관 형성
▫ 데드스페이스 등 쌈지공간을 쌈지공원 및 휴게공간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주거지
가로경관

▫ 보차분리도로 구간의 보도블럭 및 가로시설물 정비
▫ 보차혼용도로 구간은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교통정온화기법을 도입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으로 조성

오리로366번길 –
영당말근린공원 사이
골목길 구간
[A-2]

▫ 각각의 골목길별로 네이밍 부여 및 테마별로 식재 및 포장을 하여 특색 있는 골목길로
개선
▫ 광명시여성회관과 영당말근린공원 사이의 골목길은 연결녹지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보행 유도

▫ 보행가로와 연접한 공공공간은 가로공원이나 광장의 형태로 설계하여 시민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내부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는 녹지네트 워크 형성
공지
▫ 직선 형태의 무미건조한 조경 계획을 탈피하여 조형적이고 특색있는 조경 시설물 및
상징수나 개성있는 조형물을 활용하여 특징적인 오픈스페이스 연출

광명시여성회관
[B-1]
공공
건축물에
관한 사항

광명충현도서관
[B-2]

▫ 광명시여성회관 경계부는 개방적인 형태로 개선
▫ 인접한 새싹어린이공원과 통합된 공간구성으로 형성
▫ 광명충현도서관 진입로 주변 개선
▫ 인근의 어린이공원과 영당말근린공원 연결로를 연계하여 개선
▫ 학교 진입부 및 통학로를 개선

학교
[B-3]

▫ 학교 건물의 색채경관을 개선
▫ 학교 주변 경관정비 시 오리이원익선생과 연계한 문화적 요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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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부 녹화담장을 유도하고, 식재공간을 조성하여 미관 증진
공공공간 주변

▫ 공공공간으로의 접근 동선 및 보행환경 정비
▫ 야간 시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개방적인 디자인으로 계획
▫ 각각의 진입부는 방향 및 식별이 용이하도록 디자인 하거나 공간적 특성 부여
▫ 실내‧외공간은 유니버설 디자인 및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을 적용하여 조성

공원

공공공간에
관한 사항

▫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설들로 개선
▫ 어린이공원 내 휴게시설 확충
▫ 어린이공원 입구 주변으로 화단을 조성하여 주차금지 공간 확보
▫ 어린이공원 입구에 문주 등 입구를 구분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주차장 경계 및 내부의 일부를 녹화하여 시각적 쾌적감 향상

공영주차장

▫ 투수성 포장 및 잔디블럭을 권장하여 친환경적 공간 형성
▫ 인접보도와 경계부에 생울타리, 식재대 등 설치
▫ 출입구에는 운전자 시선을 가리는 수목이나 시설물 배치 금지

■

소하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민간부문 가이드라인
구 분

경관가이드라인

형태 및 재료
부속시설물

▫ 입면 및 벽면의 색채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중‧저채도의 색채 사용
▫ 부속시설물은 차폐하거나 건축물과 조화로운 형태로 설치
▫ 노후한 건축외관 및 옥외광고물과 차양 등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전면 및 전면공지를
정비하여 정돈된 가로환경으로 조성

건축물에
관한 사항

오리로366번길
인접 건축물
[C-1]

▫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공지 및 이면부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시설들이
보행환경 노출 자제
주거지 가로변
기아로변
주차장 건물
[C-2]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 전면도로변으로 실외기 등 건축물 부속설비의 노출을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노출 시
건축물 재질과 동일하거나 목재 등 자연재질을 활용하여 차폐

공지

▫ 거주자우선의 노상주차장 운영을 통해 주차공간 정비
▫ 주차공간은 잔디블럭으로 포장하고 주변 식재 개선
▫ 주차장 건물 외관은 외장재 및 색채 개선을 통해 인공적 요인 저감
▫ 도로에 면한 주차장 경계부는 차폐녹화 등을 통하여 부정적인 경관 완화
▫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공지 및 이면부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

▫ 활기차고 특색있는 가로환경을 위해 톤 변화와 강조색을 이용한 색채계획
▫ 건축물 색채범위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YR~GY
명도
7~9
4~7
3~6
채도
3이하
4이하
6이하

색채에
관한 사항

배색
예시이미지
▫ 옥외광고물 색채범위 (색상과 명도 제한 없음)
구분
주조색
보조색
채도
3이하
4이하
▫ 가로시설물 색채범위
구분
주조색
색상
명도
3~6
채도
4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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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색
N, YR-Y
4~6
5이하

강조색
6이하
강조색
3~5
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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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현박물관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



기본전략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정체성 형성

- 충현박물관 걷고 싶은 돌담길 조성 및 주변부 경관개선 및 안내체계 확충


충현박물관 문화유산과 연계한 역사문화클러스터 형성

- 충현박물관에서 오리서원으로의 연결동선 정비
- 오리역사공원 개선 및 문화행사 확대, 오리서원 문화시설 확충 및 진입경관 개선


충현박물관 및 공원과 연계한 주거환경 정비

- 소하근린공원 및 구름산 등산로 연계가로 개선, 전통미를 고려한 마을경관 형성 유도


충현박물관과 연계성을 고려한 오리로변 상업가로 경관 정비

-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행환경 정비 및 건축물 전면부옥외광고물
‧
개선

| 그림 6-15 | 충현박물관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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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현박물관 중점경관관리구역 공공부문 가이드라인
구 분

경관가이드라인

오리로변 상업가로
[A-1]

▫ 오리로 보도부 포장 및 가로시설물을 개선하여 걷기편한 환경으로 조성
▫ 오리로 가로변 녹화 확충
▫ 영우로 진입구간 포장을 개선하여 충현박물관과 일체화된 경관 형성

오리로, 영우로
충현박물관
진입구간
[A-2]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진입 결절부에 포장을 달리하여 소규모 진입부광장 및 쌈지공원 조성
▫ 충현박물관 진입구간 인접 건축물 전면부를 개선하여 충현박물관과 일체화된 경관 형성
▫ 외부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동선의 혼란이 없도록 하며, 안전성을 고려하여 조성

충현박물관 - 오리서원
연결동선
[A-3]

소하근린공원 주변
가로구간
[A-4]

고가차도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체계와의 연계 등 체계적으로 정비된 안내시설물 설치

제2경인고속도로
고가구간
[B-1]

▫ 보행 및 자전거 중심의 가로환경으로 개선
▫ 종합안내도 및 방향지시 안내시설은 전통적 이미지를 반영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역사공원 내 시설물과 통합된 형태로 설치
▫ 소하근린공원 경계부 옹벽구간에 가로환경 미관 개선을 실시하여 보행 안전성 향상
▫ 소하근린공원 및 구름산 등산로 진입부 구간에 안내시설물 설치
▫ 주요 가로변에서 소하근린공원 입구까지의 가로경관 정비
▫ 고가차도의 하부공간은 범죄예방기법(CPTED)를 도입하여 우범화가 되지 않도록 개선
▫ 거더 부분 및 상부의 방음벽 구간에 색채 사용 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 지양
▫ 각각의 진입부는 방향 및 식별이 용이하도록 디자인 하거나 공간적 특성 부여
▫ 실내‧외 공간은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을 적용하여 조성

공원
공공공간에
관한 사항

▫ 공원 진입부 주변으로 화단을 조성하여 차량의 주정차를 제한하고 보행 안전성 확보
▫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설들로 개선
▫ 어린이공원 내 휴게시설 확충
▫ 공원과 보행로의 일체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으로 조성

오리로변 공원 경계부

▫ 일부 녹지 구간에 오동나무를 식재하여 지역성 형성
▫ 충현박물관 경계부에 보행전용 순환통로를 만들어 둘레길 조성
▫ 이질적인 시설을 개선하여 충현박물관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충현박물관 경계부
[D-1]
역사문화
자원 주변
경관에
관한 사항

▫ 충현박물관 경계부 도로구간에 차량 주정차 금지
▫ 경계부는 전통 돌담이나 기와를 얹은 벽돌담 등의 형태로 화계, 전통수종, 석상,
장독대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건축물과 일체화 된 전통적인 이미지 외부공간 조성
▫ 주요 결절부에 전통적인 분위기의 쉼터 조성

충현박물관 결절부
[D-2]

▫ 쌈지공간을 개선하여 쌈지공원으로 조성
▫ 공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포장을 도입하여 활력있고 특징적인 공간 유도

오리서원
[D-3]

▫ 오리서원 진입부 주변 경관 정비
▫ 난색계열의 은은한 조명 연출을 통해 안정감있는 야간경관 연출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조명

▫ 빛의 격렬한 움직임 지양
네온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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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위적인 야간경관형성은 지양하며 보행등, 볼라드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야간경관 연출

▫ 간판 등 발광광고물의 조명은 연색성이 좋고, 불쾌한 눈부심이 없는 광원 사용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

충현박물관 중점경관관리구역 민간부문 가이드라인
구 분

경관가이드라인

배치 및 규모

형태 및 외관

건축물에
관한 사항

충현문화재단
(월호관, 죽서관)
[E-1]

▫
▫
▫
▫
▫
▫
▫
▫
▫

역사문화경관자원 및 주변 건축물들과 조화 고려
역사문화경관자원의 특성과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는 형태 및 외관 형성
벽체부는 규모가 커질수록 창호, 벽체, 난간 등으로 입면 구성이 단조롭지 않도록 구성
건축물의 외관은 중‧저명도와 채도의 자연재질로 계획
페인트 도장, 드라이비트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노후화 되는 소재 사용을
지양하고, 역사자원의 시간적 흐름을 배려한 소재 사용
지붕 위 물탱크 등 구조물 설치 금지
주변지역 건축물과 공통된 외관디자인요소(지붕형태, 재료 등) 고려
지붕의 마감재료는 저채도, 저명도의 내구성 좋은 기와를 사용하여 골기와 잇기 권장
도로변 물탱크와 실외기 등 건축물 부속설비 노출을 지양하되, 부득이하게 노출 시 건축물
재질과 동일하거나 목재 등 자연재질을 활용하여 차폐

▫ 한옥 분위기의 색채나 외관 적용
▫ 전면공지 개선
▫ 주변에 다수 분포하는 적벽돌 건축물과 전통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R~YR 계열 색채
및 자연소재 재질을 활용하여 건축물 외관 개선
▫ 건축물의 외장재 및 색상은 당해 건물의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 형성

오리로 상업구간
[E-2]

옹벽

담장, 조경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주차장
녹화

▫ 1층부는 연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기단부의 마감 외장재는
석재 등의 재질 사용
▫ 지나친 투명, 반사, 발광소재, 철골구조 노출 등 오리로 상업가로 분위기를 저해하는
소재 사용 지양
▫ 노후하고 불량한 외관을 정비하고, 각종 시설물 노출을 차폐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형성
▫ 도로변으로 물탱크와 실외기 등 건축물 부속설비 노출 금지
▫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정돈된 가로환경 조성 및 관리
▫
▫
▫
▫
▫
▫
▫
▫
▫

공동주택 옹벽의 미관을 개선하여 위압감 완화
공동주택 옹벽 디자인 적용 시 과도한 그래픽 사용 금지
충현박물관 경계에 인접한 주거지 외관 및 담장은 역사경관자원을 고려 하여 개선
폐쇄형 담장 설치 지양
주거지역 건축물의 대문 및 담장은 높이 1.2m이하로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의
자연재질을 사용하거나 50%이상 투시되는 재질로 사용 권장
건축물 전면부에 주차장 설치 시 교목 및 관목류를 다층 식재하여 도로 차폐
외부공간의 조경녹화 및 옥상녹화, 벽면녹화 방식을 도입하여 녹시율 증대
옥상녹화 면적은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지피식물, 야생초화류 등 식재
옥상녹화 식재의 경우 외래종을 지양하고, 지역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 창출

▫ 역사문화자원의 고유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저채도의 차분하고 안정된 색채 계획
▫ 건축물 색채범위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YR~GY
명도
7~9
4~6
3~5
채도
3이하
4이하
5이하

색채에
관한 사항

배색
예시이미지
▫ 옥외광고물 색채범위 (색상과 명도 제한 없음)
구분
주조색
보조색
채도
3이하
4이하
▫ 가로시설물 색채범위
구분
주조색
색상
명도
3~6
채도

4이하

강조색
5이하

보조색
N, YR-Y
4~6

강조색

5이하

5이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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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관지구 가이드라인
1) 충현박물관 일대 역사문화미관지구


역사자원과 연계성 있는 통일감 있는 경관 형성 및 장소성‧인지성을 강화함



전신주 지중화, 가로시설물과 도로포장의 일체화를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함

■

공공부문 가이드라인
구 분

경관가이드라인

공공공간

보행로 및 쉼터

▫ 충현박물관 일대에 전통미를 느낄 수 있는 보행로와 쉼터의 조성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공공의 확충 및 명소 형성

외부공간

옹벽

▫ 충현박물관 인근 공동주거지 옹벽부는 주변과 어울리는 색채‧재질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조화로운 경관 형성

▫ 차분하고 자연적인 색채 사용을 권장 및 유도
야간경관

야간경관 관리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이나 원색, 고채도 및 고명도 지양

축제 및
행사

■

오리문화제 강화

▫ 충현박물관 일대가 광명시 주요 축제 중 하나인 오리문화제의 주요 행사지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강화 및 인식 확산 유도

민간부문 가이드라인
구 분

경관가이드라인

높이 및 규모

▫ 역사자원이 건축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도록 조망을 확보하고, 역사자원의 형태 및 경관적
특성 충분히 고려

▫ 주변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역사자원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 형성
형태 및 외관
▫ 철조망, 굴뚝, 환기시설,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등의 부속건축물 제한

건축물

▫ 건축물 재질은 역사자원과 조화되는 소재 사용 도모
재질
▫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조화되는 소재 사용 지양

외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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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담장

▫ 목재, 흙벽, 벽돌담 등의 전통 재료를 사용하여 역사문화자원과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 하거나 화관목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연출

I. 계획의 개요 l II. 경관현황분석 l III. 경관기본구상 l IV. 경관기본계획 l V. 실행계획 l VI. 경관가이드라인

2) 주요 상업지역 미관지구


상업지역의 가로 미관 증진 및 매력적인 가로 형성을 목적으로 함



가로 미관 증진 및 중심성 높은 도심 형성을 위해 연속성, 개방성, 쾌적성을 확보하고 매력적인 가로
를 형성함



주변 건축물과 형태적 조화를 이루도록 함
구 분

경관가이드라인
▫ 공개공지는 주요 도로 또는 주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하고, 최소한의 일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광장으로서 기능 수행 권장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 가로환경과 연계한 소공원 형태로 계획하고, 가능한 한 곳에 집중 설치
(주변 외부공간과의 연계 설치를 우선 고려)함으로써 휴게공간의 연속성 유도
▫ 공개공지 바닥포장은 인접보도의 포장 형식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투수성 포장
(바닥패턴 및 재료 등) 권장
▫ 보도 및 인접대지와의 고저차를 두지 않고 동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감과 연계성을
확보하며, 색상 및 패턴을 단순화하고 자극적인 색채사용 지양

배치 및
규모

▫ 출입구로 들어가기 위한 계단이나 경사로 설치 시 건축선 후퇴부에 설치하지 않고, 건축물
내부에 설치

건축선 후퇴부

▫ 자동차 진출입을 위해 보행로를 사용하는 구역은 보도와 Level 차를 두지 않도록
계획하고, 차량이 통행한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 보도와 다른 재료 사용
▫ 건축선 후퇴부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가 접하는 부분 및 건축선 후퇴부와 이면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차량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차량진입 차단 시설물(볼라드, 돌의자,
조경, 벤치, 의자, 화단 등) 설치(단,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오‧우수관 등의 맨홀의 경우 보도재료와 동일한 재질로 마감하여 보도포장 패턴과 이질감
최소화한 재료로 설치

건물 저층부

▫ 건물 저층부는 거리의 역동성 연출을 위해 서비스 시설(점포, 갤러리, 쇼룸, 로비)로서
거리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감각적으로도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도로경계선과 저층부 건축벽면선 사이의 간격은 3m이상 권장
▫ 건물의 파사드는 보도와 연계되도록 하고, 보행자의 시선 안에 들어오도록 규모 계획

파사드 및
필로티 개방공간

▫ 필로티 개방공간은 공개공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건물과 일체적이고 사람들이 머물기
쉬운 공간이어야 하며,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써의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

가로경관
▫ 파사드의 요철을 제한하고, 주변건물과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
▫ 단조로움을 지양하고, 다양한 스케일과 건물용도에 맞는 적절한 변화 고려
수평적 다양성
▫ 건축물의 다양한 재질과 디테일 및 다양한 출입구와 저층부를 통해 가로 경관 향상

수직적 다양성

▫ 저층부와 고층부 간의 외관 변화와 발코니와 창문을 통한 다양한 패턴을 통해 가로경관
향상
▫ 고층부의 다양성을 통해 스카이라인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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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층부의 창과 문에는 가능한 투명하고 반사되지 않는 유리 사용
창문
출입문

▫ Ground Floor를 제외한 층에는 최소한 반사 및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유리 사용
▫ 저층부를 제외한 창과 문에는 유리사용 시 프라이버시를 위한 반투명한 유리 권장

지붕

▫ 평슬라브 등으로 할 경우에는 옥상부분에 파고라, 옥상조경 등 휴식공간을 설치를
권장하며, 노출형 물탱크 금지
▫ 옥탑부 미관향상을 위하여 가급적 설비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차폐시설을 하고 가능한 옥상녹화를 설치하도록 권장

옥탑부
형태 및
외관

▫ 옥상녹화 면적은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지피식물, 야생초화류 등 식재
▫ 옥상녹화 식재의 경우 외래종을 지양하고, 지역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 창출
▫ 주 외장재, 부 외장재, 포인트 외장재의 3종류 이내로 제한, 필로티 등 도로에서 노출되
는 부분은 외장재와 동일하게 사용하며, 건물 저층부에는 석재, 벽돌, 목재, 점토류 등
자연 소재 사용 권장

외장재

▫ 양 측면 및 배면의 마감재는 가급적 정면에 사용된 소재와 동일한 소재로 계획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면에 계획한 마감재와 이질감이 들지 않는 색채 계획
▫ 지붕색상은 주황, 파랑, 초록 등의 원색 지양
▫ 미관지구 내 지주형 광고물 금지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이나 대형전광판 설치 시 주변 경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주변과 조화되는
소재 사용

▫ 가로변에서 보행자가 조경공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자연
재료나 생울타리 등을 서리하여 시각적 편안함과 휴식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치
조경
▫ 건축선후퇴로 인하여 확보된 공간 1/2이상 면적에는 녹지공간 조성(2개소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가장 넓은 도로 경계선으로 부터 이격된 부분, 진출입이 불합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한 조경 공간확보)

▫ 주차장은 가급적 건물 전면부에 배치 자제

외부공간

주차장

▫ 주차장 출입구는 안전 및 미관 배려하며, 가급적 주도로에서의 진입 금지

▫ 옥외주차장의 경우 식재 및 조경시설을 활용하여 휴게공간 설치를 권장하고, 가각부 및
경계부는 수목활용 권장

1층 설비

▫ 보행성 및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1층에 에어컨 실외기 설비 금지
▫ 7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붕층 및 전체 건물에 대한 야간 조명 권장

야간경관
▫ 옥상부분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 개성있고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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