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경관계획
가. 기본방향
1) 가로별 특성을 가진 활력있는 가로경관 창출
◦ 가로별 교통 및 보행의 흐름을 고려하여 가로별 특성 부여
◦ 사업 중심 가로변의 활동적인 가로 경관 창출

2) 광역녹지축을 고려한 녹지 경관축 형성
◦ 근린공원 - 황금산으로 이어지는 지구를 관통하는 광역 녹지축을 형성
◦ 중앙녹지축을 형성하여 녹색 뉴타운을 실현하기 위해 자연과 조화된 녹지 경관 창출
◦ 녹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도시 내 오픈 스페이스 조성 및 주변 연계 계획

3) 커뮤니티 생활가로 형성
◦ 저층 연도형 상가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과 연속성 확보
◦ 가로 대응형 주동 배치 계획으로 주거도시 활성화

4) 휴먼스케일의 지구경관 형성
◦ 저층부 상업건축물 입면 차폐율 저감 등으로 휴먼스케일의 지구경관 조성
◦ 저층부의 디자인 차별화를 통한 휴먼스케일의 공동주택 경관 조성

5) 지형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황금산의 조망을 고려한 주동배치
◦ 지형의 레벨차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 경관기본구상 >

< 도시 경관축 >

< 녹지 경관축 >

< Community Street 경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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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관 기본 구상
1) 도시 경관축의 구성

Key Map

◦ 남양주의 진입 관문인 국도6호선 일대에 초고층건물을 배치하여 중심성 확보
◦ 도농역 주변을 관문으로 하여 공공성있는 건물과 함께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 배치
◦ 국도6호선을 따라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저층부에 연속적인
상업중심지형의 Street-mall 형성
◦ 상업, 업무, 엔터테인먼트 복합의 도시 중심 상업거점으로 다양한 외부
공간 및 건축물의 경관 형성

< 경관 기본 구상별 시뮬레이션 >

< Street-mall의 예상도 >

< 국도6호선에서 바라본 랜드마크 타워 >

< 국도 6호선을 따라 Street-mall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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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 경관축의 구성

Key Map

◦ 도농역과 황금산을 주축으로 왕숙천까지 연결되는 녹지축 연결
◦ 진건보금자리주택단지의 녹지축을 지금도농지구로 유입하여 근린공원에
서부터 황금산까지 연결하는 광역녹지축 및 보행네트워크 구성
◦ 광역녹지축에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구성하여 풍부한 녹지와 수공
간을 조성하여 소생물의 서식공간 확보

< 경관 기본 구상별 시뮬레이션 >

< 녹지축 예상도 >

< 근린공원에서 황금산까지 이이지는 녹지축 >

< 근린공원에서 황금산까지 이이지는 녹지축 >

85

3) 커뮤니티 중심의 경관 계획

Key Map

◦ 보행 친화적인 경관형성을 휘해 생활가로에 면하여 저층 연도형
주동배치
◦ 연도형 주동 간의 디자인 연속성 확보
◦ 저층부 연도형 상업시설 배치를 위한 디자인 차별화
◦ 폐쇄성 방지를 위한 연도형 주동 분절 계획
◦ 커뮤니티 가로에 대응하는 주동배치

< 경관 기본 구상별 시뮬레이션 >

< 연도형 상가 >

< Community Street 예상도 >

< Community Street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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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공간별 경관계획
1) Penterprise Zone
가) 기본방향
◦ 도농재정비촉진지구, 진건보금자리주택지구, 지금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택지개발지구의 커뮤니티
중심 경관형성
◦ 남양주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건축물 및 진입경관 조성
◦ 황금산으로의 조망 건축물의 배치 및 통경확보
◦ 건축물의 후퇴로 보행공간 및 녹지공간 확보

나) 가이드라인
◦ 6번 국도변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관문경관 연출
◦ 야간 건축물의 상징적 이미지 연출을 위한 옥탑부 조명계획
◦ 건축선 후퇴 지정을 통해 연속된 가로를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
◦ 각 결절점에 가각광장 및 소규모 쌈지마당을 계획하여 가로의 활력을 증진

< Penterprise Zone 구상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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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o-Belt
가) 기본방향
◦ 황금산, 왕숙천, 도농천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
◦ 자연친화적인 보행가로환경 구축

나) 가이드라인
◦ Eco-Belt에 5구역에 Open 공간을 주어 시각적 개방감 확보
◦ 근린공원에서 황금산으로 이어지는 가로에는 소공원, 완충녹지, 입체보행가로, 공개공지 등을 통해 보
행친화적인 가로 형성
◦ 5, 6, 7구역은 입체보행가로를 설치하여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

< Eco-Belt 구상안 >

장민석
장민기
장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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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unity Street
가) 기본방향
◦ 왕숙천변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형성(국도6호선변)
◦ Community Street의 초입에 위치한 주동은 인지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 차별화
◦ 타워형 주동배치를 배치를 통해 Community Street변 개방감 확보
◦ 마주보는 단지에는 차량진입부와 보행진입광장을 연계하여 차량동선정리와 보행자를 위해 개방감을
확보할 것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을 Community Street변으로 배치하여 상가활성화

나) 가이드라인
◦ 4구역의 진건보금자리 주택지구 단독주택지와 인접하는 지역은 도로의 직각방향으로 주동을 배치하
여 시각적 압박감 해소
◦ Community Street변은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동배치
◦ 근린생활시설은 Community Street변으로 배치하여 가로 활성화

<

Community Street 구상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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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변경관계획
가) 기본방향
◦ 기존의 남양i아파트와 같이 왕숙천을 차폐하는 배치 지양
◦ 왕숙천변 직각방향으로 통경을 고려한 개방적 배치를 통해 지구내로의 바람길을 형성

나) 가이드라인
◦ 왕숙천에서의 개방감을 고려하여 왕숙천변은 탑상형 위주의 주동 배치

< 수변경관계획 구상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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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ky-line 계획
1) 자연친화적 경관과 도시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는 Sky-line
가) 왕숙천변 Sky-line 계획(A-A')
◦ 왕숙천변을 따라 리듬감 있는 Sky-line 계획
- 저층과 고층부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왕숙천을 따라 리듬감 있는 Sky-line 계획
< 왕숙천변 Sky-line 예시 >

나) 녹지경관축 Sky-line 계획(B-B')
◦ 근린공원과 황금산을 이어주는 Sky-line 계획
- 근린공원과 소공원을 황금산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Sky-line 계획
< 녹지경관축 Sky-line 예시 >

다) Community Street Sky-line 계획(C-C')
◦ Community Street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Sky-line 계획
- 개별블럭의 Community 시설을 연결해주는 도로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Sky-line 계획
- 가로를 따라 형성되는 리듬감 있는 Sky-line 계획
< Community Street Sky-line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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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색채 경관 계획
1) 색채 경관계획
가) 기본방향
◦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품격있는 도시경관계획
- 남양주시 풍토와 지역색을 고려한 색채 선정
- 도시 기조는 저채도 색으로 품격있는 이미지 부여
◦ 변화가 풍부한 다채로운 가로경관 색채
- 지역별, 용도별 차별화 이미지를 고려한 색채
- 원경, 중경, 근경의 다양한 변화가 있는 경관색채
◦ 가로의 활기를 부여하는 보행경관 색채
- 다양한 요소들의 보행경관에 활기찬 이미지를 부여
- 용도별 건축물의 기능에 적합한 색채계획

나) 지역별 색채 기본 방향
색채가 풍부한 도시

색채가 교감하는 도시

색채가 절제된 도시

풍부한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색채계획

지역별 연계된 색채이미지의 색채계획

위계에 따라 색의 강약이 고려된
입체적 색채계획

색채가 편안한 도시

색채가 세련된 도시

색채가 명쾌한 도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따뜻하고 차분한 색채계획

용도별 건축물의
특징에 맞는 색채계획

건축물 규모에 따른
명채도가 고려된 색채계획

다) 용도별 색채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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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미관 기준
가) 산지지역 미관기준
◦ 자연 배경으로 도시지역보다 색채사용이 자유로움
◦ 산지지역은 고명도의 색채도 개방된 이미지 부여
◦ 배경이 되는 녹지와 조화로운 R계열의 색채 사용
◦ 산발적 배치,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사용

나) 도시지역 미관기준
◦ 도시 전체의 조화성을 고려한 색채 연출
◦ 다양한 시설이 혼재, 통일된 색채 연출
◦ 저채도 색채 사용으로 차분한 이미지의 색채 계획
◦ 단독주택 등 작은 규모 건물 중채도, 중명도 색채사용

다) 수변지역 미관기준
◦ 수변지역은 깨끗한 이미지의 색채계획 전개
◦ 수변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해 고명도의 색채를 사용
◦ 도시 배경 수변지역은 고명도, 저채도의 색채 사용
◦ 녹지 배경 수변지역은 고명도, 중채도의 색채 사용

라) 도로지역 미관기준
◦ 도시 전체의 조화성을 고려한 색채 연출
◦ 다양한 시설이 혼재, 통일된 색채 연출
◦ 공동주택 등 큰 규모 건물 저채도, 고명도 색채사용
◦ 고속주행 구간은 상층부의 통일된 이미지 부여
◦ 저속주행 구간은 저층부의 변화있는 이미지 부여
< 산지지역 >

< 도시지역 >

< 수변지역 >

< 도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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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별 미관기준
가) 공동주택 미관기준
◦ 원경에서 단지의 통일된 이미지 부여
◦ 주거환경에 적합한 밝고 차분하며 색채를 사용
◦ 공동주택은 대규모이므로 위압감 해소하는 색채사용
◦ 15층 이상 판상형은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로 구분
◦ 지붕색은 주조와 유사계열의 저명도, 저채도 색 사용

나) 상업 � 업무시설 미관기준
◦ 주위건물과 연속성 있는 가로이미지 갖도록 연출
◦ 옥외광고물과 상품색채 고려하여 차분한이미지 구현
◦ 주조, 보조, 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내에서 사용
◦ 제시된 색범위 벗어난 소재색은 가장 비슷한 톤 적용
◦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색채설계지침 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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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공익시설 미관기준
◦ 이용행태를 고려한 편안하고 쾌적한 느낌의 색채
◦ 입면은 주조색 또는 주조와 보조색만으로 연출가능
◦ 소재색은 적용 색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함
◦ 소재색은 보조색 범위 내에서 주조색 사용 가능
◦ 유리는 사용색 범위내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됨

라) 도시기반시설 미관기준
◦ 시설의 집적되어 있는 곳에 통일감 있는 계획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내에서 사용
◦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2 3가지의 색채로 계획
◦ 넓은 면적이 발생할 경우 간결한 패턴적용 가능
◦ 높은 기둥, 굴뚝은 강조색으로 상징적으로 표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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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공디자인 계획
1) 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및 디자인 원칙
◦ 현대적 도시 문화와 전통문화의 이미지가 조화되는 독창적인 형태 디자인
◦ 지역주민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며 녹화 및 휴게 공간을 조성

나) 적용범위 및 계획 요소
◦ 공공건축 디자인 : 지역을 상징하고 인지성이 높은 건축 디자인으로 주민들을 위한 개방형 디자인
◦ 공공시설물 : 도시의 상징성을 담고 현대적인 정보, 편의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공공시설물 조성

2) 공공건물 디자인
가) 커뮤니티센터
◦ 지역이미지를 반영한 랜드 마크 성격을 가진 디자인을 통해 지역성 강조
◦ 노약자, 장애인 이용에 편리하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복합화
◦ 녹화 방안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시설로 인식화
◦ 1층부와 외부공간은 보행자 및 이용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 조성
◦ 시각적, 공간적으로 개방된 공공건축물 계획

나) 공공(가로)시설물 계획
◦ 가로시설물
- 전통문화 이미지를 상징화한 통합된 가로 시설물 디자인
- 도시의 상징성 및 도시생활의 편의성 확보하는 배치
- 통합 디지인을 통한 가로시설물 디자인 통일성 확보로 도시 이미지 확립
- 주민들의 활동에 다양한 경험과 활력을 주는 문화디자인

◦ Sign
- 방문객을 위한 알기 쉬운 정보 표시 및 도시 상징적 이미지를 반영하는 디자
인으로 설치
- 종합 안내판, 상징사인, 유도사인, 소재안내사인 등으로 구성
- 공공성과 장소성에 따른 설치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