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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본방향

4.1.1 기본체계 및 계획방향 설정

■ 유형별 경관계획

 경관기본구상에서 설정한 경관거점 · 축 · 권역별로 추구해야 하는 경관이미지와 경관관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경관의 보전 · 관리 · 형성을 위한 실행방향 제시

 경관거점계획은 자연, 문화관광, 진입 · 결절부 경관거점 등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정 

 경관축계획은 산림녹지, 수변, 가로 경관축 등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정 

 경관권역계획은 북부정주, 생태자연, 중심정주, 해안문화권역 등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정 

 조망관리계획은 조망지점, 조망대상, 조망관리범위 등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정 

■ 경관중점관리구역

 경관거점, 경관축, 경관권역, 조망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점적으로 경관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

 경관중점관리구역의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공간 형성방향과 설계지침 및 경

관요소별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제시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계획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경관 관련 지역 · 지구 · 구역의 지정, 경관사업 추진,

경관협정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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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관거점 계획

4.2.1 자연 경관거점

01 기본방향

 각각의 거점이 형성하고 있는 자연성 보호

 경관거점을 형성하고 있는 경관자원의 유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 수립

 인접한 경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계성 확보 및 통일감 형성 

 배경경관의 연출, 초점경관 형성, 상징적인 장소성 확보 등 특징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공간에 대한 

조망경관 보호

[ 자연 경관거점 계획 ]

경관자원 보전 · 관리 형성

주요산림
공원
저수지
해안거점

 주요산정 조망 및 녹지경관 보호

 저수지변 건축물 경관 정비

 해안 자연경관 및 조망 보호

 개성있는 테마공원 조성

 해안변 조망공간 형성

 저수지 공원화 

 진입부 인식성 확보를 위한 경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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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림거점경관 보호

 소래산, 군자봉 등 주요산림이 형성하고 있는 거점공간의

자연성 보호를 위해 인접지역의 건축물 외관 및 형태

관리

 주요산정의 조망경관 보호를 위한 조망지점 선정

 주요 조망지점에서 주요 산정의 조망에 필요한 통경축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 조성

B 수변거점공간 형성

 저수지별 경관요소 및 계획 중인 저수지공원화사업, 

지역주민의 이용패턴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경관 연출

 수변공간의 개방감 확보 및 인접산림의 양호한 자연경관 

보호

 저수지별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휴게공간, 체험문화공간, 

체육시설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

C 해안문화거점 활성화

 우수한 해안경관의 조망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해안문화거점 공간 조성

 해안 랜드마크 경관(송도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등)을 

감상하는 조망 명소 형성

 오이도선착장 등 해안으로 돌출되어 형성되는 거점공간의

야간경관특화 및 상징적인 랜드마크 경관 형성

 오이도 및 월곶포구의 상업지역 경관정비로 다이내믹한 

해안문화거점 형성

D 공원 · 녹지거점 인지성 제고

 인지성이 부족한 공원 · 녹지거점의 진입부 경관정비 및

문주, 안내시설물 등 이정표 설치, 진입로 조성을 통한

인지성 제고

 무미건조하고 활용성이 부족한 시화산업단지 내 희망공원, 

소망공원 등에 대한 식재 강화 및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

으로 활력 넘치는 테마공간 형성

 지역특성을 살린 주제공원으로 개성있는 녹지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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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문화관광 경관거점

01 기본방향

 문화관광거점별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개성있는 경관 연출

 인지성 확보를 위한 진입경관 형성 및 거점경관 보호를 위한 경관관리

 소래산, 오이도, 군자봉 등 인접지역의 문화관광거점을 아우르며 중심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인접한 경관자원 간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관 연출

[ 문화관광 경관거점계획 ]

경관자원 보전 · 관리 형성

주요문화재

관광거점

 인접지역 인공경관 정비

 인접한 문화재 간 통합적인 경관관리

 해안 조망경관 보호

 진입부 인식성 확보를 위한 경관 연출

 거점을 연결하는 문화벨트 조성

 해안변 조망거점 형성

 관광거점을 활용한 랜드마크 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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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성있는 경관 연출

 경관거점별 입지형태 및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공간에 부합되는 개성있는 경관 연출

 문화관광거점별 경관연출 기본방향에 따라 연꽃테마파크,

소산서원 등 정적인 공간과, 오이도, 월곶포구 등의 동적인

공간을 분류하여 경관 연출

 경관자원을 모티브로 상징성 있는 이벤트 경관요소 도입

B 문화관광거점의 인식성 제고

 진입문주 등 시각의 흐름을 문화관광거점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진입경관 형성

 도로가각부 및 교통섬을 활용한 진입공간 형성으로 인지성 

제고

 진입로를 따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안내시설물 및 

이정표 설치

C 인접지역 경관정비

 문화관광거점 인접지역의 부정적인 인공경관 정비로 

통일감 있는 장소성 확보

 문화관광거점 인접지역에 인공구조물 설치 시 경관자원의 

조망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

 부정적인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차폐 식재

D 통합적인 경관관리

 소래산, 연꽃테마파크, 오이도, 군자봉 등 주요 문화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경관자원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계하여 통일감 있는 경관 연출

 그린웨이와 연계하여 다양한 경관거점을 연결하는 문화

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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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진입 · 결절부 경관거점

01 기본방향

 시흥시를 대표하는 주요공간으로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인지성과 방향성 확보

 시흥시 고유의 정체성 및 미래상을 반영하여 통일감 있는 경관 형성

 진입 · 결절부의 장소성 확보를 위해 인접지역의 인공경관 정비

[ 진입 · 결절부 경관거점 계획 ]

경관자원 보전 · 관리 형성

시흥시 진입부

경관자원 진입부

주요결절부(평면교차)

주요결절부(입체교차)

 통일감 있는 진입부 경관관리

 고가도로 인공경관 정비

 교차로 인접지역 인공구조물 관리

 개성있는 진입경관 형성

 장소성 있는 결절부 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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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흥시 진입부

 시흥시의 경관특성을 반영한 상징적인 진입경관 형성

 과도한 디자인과 직설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경관자원을 

모티브로 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 조형물 설치

 시흥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색채, 문주 형태 등 진입부 

경관형성에 필요한 구성요소 중 일부를 통일성 있게 

조성하여 시흥시의 정체성 부각

 상록수 및 초화류를 활용한 상징수 식재로 자연경관 부각

B 경관자원 진입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왜소화 되고 가치가 저감된 주요 

경관자원의 진입부 경관 정비로 장소성 제고

 경관자원의 이미지와 연계된 진입문주 및 상징조형물 

설치로 인지성 강화

 경관자원의 이미지와 상충되는 진입부 가로시설물과 

건축물 외관의 정비

 안내시설물 설치, 바닥포장 특화, 가로수길 조성 등으로 

특징적인 진입부 가로경관 연출

C 주요결절부 (평면교차)

 주요 결절부의 인지성과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징

경관 형성

 주요 결절부 주변의 가로시설물과 인공구조물의 외관 

정비로 명쾌하고 정돈된 가로경관 연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섬과 가각부 

공지를 활용한 조경식재로 자연성과 인지성 확보 

D 주요결절부 (입체교차)

 과도한 조형물의 설치는 배제하고, 구조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인지성을 갖도록 경관 연출

 고가하단부의 인공경관 완화와 어두운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인공구조물 녹화 및 조경 식재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고가도로 외벽을 활용하여 조형성을 

가미한 시설물 설치 및 야간경관 연출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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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관축 계획

4.3.1 산림녹지 경관축

01 기본방향

 소래산 · 군자봉을 중심으로 호조벌과 갯골생태공원의 개방된 공간을 감싸 안고 있는 표고 80m이상 

산지 및 구릉지, 산림녹지축 등의 자연성 보호

 시흥시 주요배경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산림녹지축의 조망경관 보호

 해안을 따라 다양한 여가 ·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수변 녹지경관축 조성

 산림녹지축 인근에 입지하고 있는 주요경관거점과 산림녹지축을 연계하여 특징적인 공간 연출

[ 산림녹지 경관축 계획 ]

경관자원 보전 · 관리 형성

산림능선 및 산정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표고 80m 이상 산지 보전

 산림녹지축 자연성 보호

 산림능선 조망경관 보호

 인접지역 인공경관 관리

 해안과 연계된 경관녹지축 형성

 완충녹지 내 테마공원 조성

 옥구공원과 완충녹지를 활용한 경관축 

형성

 단절감 완화를 위한 생태통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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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연성 보호

 산림녹지축의 자연성 보호를 위해 인접지역에 대한 경관

관리방안 마련

 자연 훼손 및 경관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의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인접지역의 개발시 자연환경과 인공경관 사이의 이질감 

완화를 위한 완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조성

 부정적인 경관을 초래하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차폐식재 

및 벽면녹화

B 조망경관 보호

 산림녹지축의 가시율이 높고 우수한 조망경관을 연출하는

공간을 선정하여 주요 조망점으로 관리

 주요 조망점을 중심으로 산림녹지축 주변에 인공구조물을 

조성하는 경우 차폐감 완화를 위해 오픈스페이스 및 통경축 

확보를 유도

 산림녹지축 능선이 형성하는 스카이라인의 흐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유도방안 마련

 인공구조물로 인해 형성된 이질적 경관을 완화할 수 있는

차폐녹지 조성

C 해안변 녹지축 형성

 해안을 따라 다양한 여가활동의 제공 및 쾌적한 수변경관

연출을 위한 녹지축 형성

 새롭게 형성되는 군자지구 및 시화MTV의 해안변으로 

그린웨이와 연계된 녹지축 형성

 녹지축은 해안조망공간, 시민휴식공간, 산책로 등으로 활용

D 산림녹지축을 활용한 상징공간 연출

 산림녹지축 주변에 입지하는 주요경관자원 및 녹지공간을

연계하여 다양한 특화공간 형성

 정왕동 완충녹지와 로데오거리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선형의 완충녹지를 따라 시각초점이 형성되는 옥구공원

및 낙조대를 향한 조망경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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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수변 경관축

01 기본방향

 시 흥 시  내 륙 과  해 안 을  연 결 하 며  수 변 축 을  형 성 하 는  주 요 경 관 자 원 으 로  인 식 되 는  하 천  · 저 수 지  · 

해 안 의  자 연 경 관  보 호

 개별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수변거점공간의 연계성 확보 및 통합적인 경관관리로 일체화된 경관 연출

 수변축과 함께 조망되어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인접지역의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경관 연출

[ 수변 경관축 계획 ]

경관자원 보전 · 관리 형성

하천, 저수지

해안 접경부

 하천 개방감 보호

 수변 조망경관 보호

 수변거점을 연결하는 블루웨이 조성

 시가지내 하천 친수공간 형성

 수변데크 및 산책로 조성

 해안문화축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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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연형 하천경관 보호

 하천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인접지역 건축물 외관 · 형태 

정비

 하천변으로 부정적인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인공구조물

차폐 식재

 하천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대규모 구조물 설치를 지양

하고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시설 중심으로 조성 

B 시가지내 친수형 하천경관 조성

 시가지 내를 관통하는 수변축을 활용하여 건조한 시가지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친수형 하천공간 조성

 신천동 일대에 복개되어 있는 신천의 일부구간 복원 및 

친수형 공간 조성으로 생동감 넘치고 쾌적한 시가지경관 

형성

 하천 주변으로 장현 · 능곡 · 목감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은 일부구간에 하천과 연계된 수변공원 

조성

C 해안문화축 형성

 해안을 따라 개별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경관자원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해안문화축 형성

 내륙을 관통하고 있는 그린웨이와 해안문화축을 연계하여

시흥시 전역을 가로지르는 대표 상징축으로 부각

 해안문화축을 따라 해안조망공간 형성, 공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D 블루웨이(Blue-way) 조성

 저수지, 하천, 해안 등 시흥시의 주요 수변공간을 연결하는 

블루웨이 조성

 시흥시 그린웨이 중 수변공간과 연계된 일부 구간에 

산책로 및 수변데크, 생태학습장, 수생식물 군락지 등을 

조성하여 특징적인 수경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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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가로(고속도로) 경관축

01 기본방향

 가로변으로 입지하고 있는 인공구조물 및 도로 자체가 형성하고 있는 부정적인 인공경관 완화

 호조벌 및 갯골생태공원 인접 가로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우수한 전원경관 및 조망경관 보호

 가로축 선형을 따라 시각적인 초점이 형성되는 공간에 상징적인 랜드마크 경관 형성

[ 고속도로 경관축 계획 ]

경관자원 보전 · 관리 형성

기존 고속도로

신설 고속도로

 호조벌 자연 · 조망경관 보호

 갯골생태공원의 자연성 보호

 고속도로변 송전탑 경관 정비

 인공법면 녹화 

 고가하단부 경관 개선 

 송전탑 조망 차폐공간 형성 

 제2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교량을 

활용한 랜드마크 경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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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공경관의 완화

 가로시설물 및 인공구조물들이 형성하고 있는 부정적인 

경관 완화

 호조벌과 갯골생태공원 인접지역을 가로질러 조성되는 

제3경인고속도로변 법면부 녹화 및 수고가 높고 수형이 

넓은 가로수 열식으로 인공구조물 차폐

 영동고속도로변에 입지하고 있는 변전소 및 송전탑의

통합적인 정비 · 관리(차폐식재, 색채개선, 야경특화 등)

B 조망경관 보호

 가로변 조망경관 보호로 녹생성장도시, 생태문화도시의 

이미지 부각 

 호조벌과 갯골생태공원을 경유하는 가로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수한 조망경관 보호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조망되는 혼잡한 시가지경관을 

완화하기 위해 가로수 밀식식재 및 관목류와 연계한 다층

식재 유도

 조망경관이 우수한 가로변으로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지양

하고, 부득이한 경우 자연소재를 활용한 개방형으로 조성

하여 조화로운 경관 유도

C 랜드마크 경관 형성

 신설되는 가로 중 주변지역과 차별화되어 강하게 부각

되거나 초점경관을 형성하는 일부 공간에 랜드마크 경관

연출

 시흥과 인천을 연결하게 될 제2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량부분 경관 특화

 조형성을 고려한 교량디자인 및 상징적인 야간 조명연출로

시흥을 대표하는 해안 랜드마크 경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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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가로(생활가로) 경관축

01 기본방향

 생활가로변으로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 및 건축물의 정비로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경관 형성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신설 가로변으로 개성있는 가로경관 연출

 호조벌 및 갯골생태공원 인접 가로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수한 전원경관 및 조망경관 보호

[ 생활가로 경관축 계획 ]

경관자원 보전 · 관리 형성

간선도로

생활가로

그린웨이(자전거도로)

 가로시설물 경관관리

 시가지내 가로경관 정비

 호조벌 자연 · 조망경관 보호

 갯골생태공원 자연성 보호

 시화산업단지 교량특화
 고가하단부 경관 개선
 가로변 소공원 형성
 법면부 녹화
 가로수길 조성
 송전탑 조망 차폐공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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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로경관 정비 (기존가로축)

 구시가지 연접가로를 중심으로 가로시설물 및 건축물외관을 

정비하여 부정적 가로경관 개선

 신천동일대 구시가지를 관통하며 주요생활가로를 형성하고 

있는 수인산업도로 및 복지로의 인공경관 완화

 가로변 식재강화 및 관목, 초화류를 활용한 가로화단 조성

 정왕동 주변 격자형 가로의 무미건조한 경관 완화 및 

변화감 유도를 위해 중앙화단을 활용한 조형물 설치

B 가로경관 형성 (신설가로축)

 신설되는 생활가로의 입지특성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경관 연출 

 호조벌과 갯골생태공원을 가로질러 조성되는 생활가로축의

인공경관 완화를 위한 법면녹화 및 인접지역 차폐 식재 

 장현 · 목감지구 등 신도시에 조성되는 생활가로축의 자연성 

부각을 위한 초화류 화단 및 가로수길 조성

C 조망경관 보호

 호조벌과 갯골생태공원을 경유하여 해안으로 연계되는 

개활지의 개방감과 조망경관 보호 

 생활가로변으로 이질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시설물에 대한

차폐식재 

 생활가로축을 따라 차폐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설치되는 경우 가로화단 및

차폐식재를 통해 경관훼손 완화 

D 고가하단부 경관 정비
 시각적인 차폐감과 위압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고가도로 

하단부를 정비하여 새로운 문화공간 및 랜드마크 경관 연출

 고가 하단부 구조물녹화 및 초화류, 관목 등 식재공간을 

조성하여 무채색의 차가운 이미지 완화 

 점 · 선 · 면적인 형태의 다양한 야간조명 연출로 고가도로를 

조형물화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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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요 생활가로별 경관형성 방안

▌동서로

  < 다채로운 풍경이 어우러진 중심경관 도로 >

구  분 내  용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도로

 갯골, 소래산 조망보호

 송전탑, 고속도로, 공동주택, 고가하단부 조망경관 정비

자연문화와 어우러진
경관도로

 물왕저수지, 연꽃테마원 연계 

 주요 문화관광지 진입부 조성 

세련되고 활력 있는 시흥의
중심가로

 목감동 구시가지 가로경관 정비 

 장현 · 목감지구와 연계된 활력있는 가로경관 연출

[도심가로]

[전원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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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산업도로

  < 자연이 흐르는 녹색풍경 도로 >

구  분 내  용

만남과 소통의 커뮤니티가로

 중심생활가로변 건축물 정비

 구시가지 문화벨트 가로경관 조성

 가로변 경관요소(시장, 하천) 연계

첫인상이 매력적인 진입가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진입경관

 취락지(매화동) 및 구시가지(목감동) 진입부 조성

자연이 흐르는 녹색가로

 구릉지형 및 산림조망 보호

 칠리저수지와 연계된 가로공원

 가로화단 및 계절수 식재

[도심가로]

[전원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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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

  <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상징예술 도로 >

구  분 내  용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커뮤니티가로

 구시가지 가로경관 정비

 취락지(포동, 미산동) 진입부 조성

호조벌의 전원풍경이 흐르는 
경관도로

 호조벌 전원풍경 조망보호

 위압적인 공동주택 경관 정비

시흥의 중심을 관통하는 상징
예술가로

 장현 · 능곡지구를 관통하는 상징가로경관 형성

 예술성을 가미한 중심광장 및 지하차도 조성

 

[도심가로]

[전원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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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로

  < 산과 바다가 만나는 해안문화 도로 >

구  분 내  용

소래산을 휘감아 자연이 흐르는 
풍경가로

 소래산 조망보호 및 진입부 경관 형성

 구시가지 가로경관 정비

산과 바다가 만나는 생태가로
 옥구정, 갯골 조망보호

 산과 바다와 어우러진 시가지 경관 조성(군자 · 염전1,2지구)

활력이 넘치는 해안문화가로
 월곶포구 시가지경관 정비

 가로변 녹지자원을 활용한 문화공간(가로공원) 조성

[도심가로]

[해안도심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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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경관권역 계획

4.4.1 북부정주권역

01 기본방향

“사람과 자연이 

소통하는 커뮤니티 

중심도시”

 쉽게 자연을 접하고 조망할 수 있는 생활공간 형성

 인접 지자체 및 주변 자연환경과 소통하는 도시경관 형성

 생활의 여유와 시각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경관 연출 

[ 북부정주권역 계획 ]

경관자원 보전 · 관리 형성

소래산 및 산림축

호조벌, 그린웨이

소래 · 과림 · 칠리저수지

신천, 목감천

구시가지, 진입부

 소래산 자연경관 보호

 산림축 조방 보호

 저수지 자연경관 보호

 시가지경관 관리

 진입경관 형성사업
 그린웨이 조성사업
 신천복원사업
 저수지 공원화사업
 중심문화벨트 조성사업
 목감천 친수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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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추진전략

A. 소래산을 휘돌아 정겨움이 퍼져가는 만남의 도시

A-1 자연이 감싸안은 생활공간 형성

 주요가로를 중심으로 녹음이 우거진 가로경관을 연출하여 생활공간과 자연경관이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반 마련

 신천초등길의 일부구간에 밀식되어 있는 가로수를 확대 식재하여 특징적인 경관도로 조성

 시흥구시가지를 가로지르고 있는 수인산업도로의 일부구간에 가로화단을 설치하여 무미건조한 

시가지경관 완화 (화단 조성이 어려운 공간은 가로시설물을 활용한 부착형 화분 설치)

 가로화단 설치와 함께 가로변 인공휀스를 관목위주의 자연형으로 교체하여 인공경관 완화

 신천로와 복지로를 따라 복개되어 있는 신천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A-2 이웃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 형성

 시흥구시가지 내 다양한 개발계획(은행뉴타운, 대야재정비촉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으로 인한 공간적인 재편 불가피

 개발계획과 맞물려 시흥구시가지 내 부족한 커뮤니티 공간 확충

 생활공간별로 이웃주민들 간의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쌈지공원 조성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고 가꿔갈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문화공간 형성

A-3 활력 넘치는 문화공간 조성

 시흥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북부정주권 전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문화거점공간 조성

 삼미시장, 문화의거리, 청소년쿨존, 비둘기공원 등 주요공간을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활동(교육, 

레져, 휴식 등)을 지원 · 육성할 수 있는 문화벨트 조성

 문화벨트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요소들의 경관특성을 고려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가로수길 부착형 화분 설치 쌈지공원 문화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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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Enjoyment of Beauty

B. 푸른 희망을 이어주는 열린도시

B-1 주변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창출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경관관리로 각 경계부의 통일감 있는 경관 연출

 소래산과 인천의 가마산, 성주산, 인천대공원 등 인접한 경관요소를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 형성

 녹지네트워크를 따라 통합적인 시설물 관리로 통일성 있는 경관 연출

 목감천을 중심으로 통일감 있는 경관을 조성하여 수변공간의 연속성 및 연계성 확보

통합된 경관연출 녹지네트워크 가로수길 수변공간 조성

B-2 배경경관을 형성하는 산림축 조망 보호

 북부정주권역 동측에 입지하며, 주요 배경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한남정맥 산림축의 조망 보호

 산림축의 가시율이 높고, 경관이 우수한 지점을 선정하여 조망경관 중점관리

 산림축에 대한 가시율이 높고, 호조벌의 전원경관과 주변 산림 · 구릉지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그린웨이의 조망관리방안 마련

 수변경관과 함께 조망되는 산림에 대한 자연성 보호 및 조망경관 관리방안 마련

조망경관 보호 조망지점 형성 그린웨이 조성 저수지 경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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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도시의 휴식이 되는 초록 호반도시

C-1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 형성

 하천 및 저수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수변공간 조성

 칠리 · 과림 · 소래저수지 등 수변공간에 관찰데크, 산책로, 휴게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체험학습과 여가 ·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수변공원 조성

 목감천을 중심으로 신주거지와 연계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조성

 목감천 인접지역 산업시설의 인공경관 완화를 위한 차폐식재 및 완충녹지공간 조성

녹지 강화 관찰데크 설치 산책로 조성 친수공간 조성

C-2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야간경관 연출

 저수지 및 하천을 따라 은은한 야간경관을 연출하여 자연과 소통하는 경관 형성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광공해를 방지하고, 수목투사등을 활용한 은은한 야간경관 연출로 인공

경관의 두드러짐 완화

 보행로 및 이용객이 많은 주요시설물을 중심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공간별로 빛의 강약을 

조절(진입부 · 광장: 강, 수변: 약, 보행로 · 산책로: 중)하여 수변 자연생태계 보호

은은한 야경연출 수목투사등 활용 보행등 설치 생태계를 고려한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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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생태자연권역

01 기본방향

“드넓은 자연과 

함께 펼쳐진 

친환경 생태도시”

 조망경관 보호 및 수변경관 정비로 자연이 머무는 생활공간 연출

 갯골생태공원의 자연경관보호 및 인접지역 경관관리

 자연과 어우러진 인공경관 형성

[ 생태자연권역 계획 ]

경관자원 보전 · 관리 형성

호조벌 및 산림축

갯골생태공원

그린웨이, 진입부

관곡지 및 연꽃테마파크

 산림축 조망보호

 조망 · 생태경관 중점관리구역 선정

 갯골생태공원 자연경관 보호

 저수지 자연경관 보호

 진입경관 형성사업

 그린웨이 조성사업

 은행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저수지 공원화사업

 간선도로 법면 녹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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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추진전략

A. 자연의 물결이 스미는 생태도시

A-1 배경의 구릉지 경관 보호

 주요 배경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산림 · 구릉지의 자연경관 및 조망경관 보호

 산림 · 구릉지의 녹시율 및 산림능선의 스카이라인 보호를 위해 산림 · 구릉지 인접지역에 대한 

경관중점관리구역 설정

 조망경관에 저해되는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시 산림 · 구릉지의 조망경관 보호를 위한 통경축 및 

오픈스페이스를 우선적으로 조성

 산림 · 구릉지 등 녹지 연접부의 저밀도 개발 유도 및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한 색채 · 디자인 

관리방안 마련

조망경관 보호 스카이라인 보호 인접지역 경관관리 조화로운 경관 형성

A-2 쾌적한 수변경관 연출

 하천 및 저수지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

 새롭게 조성되는 은행천 신설수로는 갯골생태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생식물식재 및 

생물 서식처 제공 등 자연형 수변공간으로 조성

 옛염전1 · 2지구 개발구간에 포함된 일부 은행천 신설수로는 여가선용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

 저수지의 양호한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저수지 주변을 따라 관찰 · 학습을 위한 데크 및 정자 · 파고라 등 휴게시설 설치

친수공간 조성 자연경관 보호 생태환경보호 수변경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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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자연과 호흡하는 갯골명품도시

B-1 갯골생태공원의 자연성 보호

 갯골생태공원 인접지역의 경관정비 및 인공구조물에 대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갯골생태공원 주변지역 개발계획(옛염전1 · 2지구, 골프장 등) 수립 시 갯골생태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통경축 설정

 갯골을 가로질러 조성되는 제3경인고속도로, 소사-원시간 철도 등의 법면부 녹화 및 차폐식재를 

통한 조망경관의 훼손 완화

 갯골생태공원의 생태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일부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

B-2 갯골에 대한 자연경관 랜드마크 형성

 호조벌, 해안과 함께 시흥시를 대표하는 경관자원으로서 생태자연경관의 상징성 부여

 그린웨이 조성으로 경관자원(갯골생태공원, 호조벌, 연꽃테마파크 등)간의 연계성을 구축하여 

자연경관이 유려한 면적 랜드마크 공간 형성

 갯골생태공원 진입부를 포함하여 주요시설물, 산책로 등 이용객의 편의가 고려되어야 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개성있는 야간경관 형성

B-3 그린웨이 확대 조성

 갯골생태공원, 호조벌, 관곡지 등 우수한 조망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경관자원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린웨이 조성

 호조벌의 평탄한 지형으로 인해 휴게공간(햇볕, 악천우에 대비할 수 있는 쉼터공간 부족 등)의 

확보가 어려워, 이용의 불편이 따르므로 휴게공간 및 급수시설 등 이용편의시설을 일정 간격으로 

조성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

 조망경관이 우수한 일부 공간에 조망 안내시설물 설치 및 소규모 공원 조성

법면녹화 계절수 식재 안내시설 설치 그린웨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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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푸르름 속에 생동하는 젊은 도시

C-1 호조벌의 조망경관 보호

 호조벌을 따라 농경지와 산림이 어우러져 우수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호조벌의 

조망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호조벌에서 주변지역을 향한 조망경관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중점관리구역 선정

 수평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농경지와 대비되어 강한 수직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입면 · 색채 · 형태 가이드라인 강화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수립 시 호조벌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통경축 확보 방안 마련

 호조벌의 배경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산림 · 구릉지경관을 고려하여 변화감 있는 인공경관 형성에 

필요한 옥탑부 특화 및 층고 변화 유도

조망경관 보호 인공경관 관리 변화감 형성 옥상 녹화

C-2 자연과 어우러진 산업단지 형성

 매화동 일대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을 저감할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

 산업시설 건축물 외벽 일부를 유리 · 반사소재로 조성하여 무채색의 폐쇄적인 산업단지 이미지 완화

 산업단지 내 주요가로를 따라 초화류 화단 및 관목을 이용한 개방형 담장을 조성하여 자연경관 부각

 산업시설과 함께 부지 내에 조성되는 건축물 부속 시설물 및 적치되거나 방치되는 자재들의 

인공경관 완화를 위한 차폐식재

 태양광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적극도입으로 녹색성장 산업단지 이미지 구축

신재생에너지 도입 건축물 미관 개선 가로화단 조성 자연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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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중심정주권역

01 기본방향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 고품격 

신흥도시”

 자연경관과 조화된 생태도시 이미지 형성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인 시가지경관 연출

 풍부한 경관식재로 자연경관 부각

[ 중심정주권역 계획 ]

경관자원 보전 · 관리 형성

물왕 · 마전 · 뒷방울저수지

하중천, 산림축

장현 · 능곡 · 목감지구

송전탑, 진입부

 산림축 조망보호

 저수지 자연경관 보호

 시흥시 진입부 조성사업
 문화재 진입부 조성사업
 저수지 공원화사업
 친수형 하천경관 조성사업
 고가하단부 경관정비사업
 송전탑 경관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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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추진전략

A. 풍부한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A-1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신도시 경관 형성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다양한 자연경관자원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경관관리방안 제시

 신도시의 주요 배경경관을 형성하게 될 배후 산림 · 구릉지의 조망 확보를 위한 오픈스페이스 

및 통경축 조성

 배후 산림 · 구릉지가 어우러져 형성하는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유도방안 마련

 신도시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물왕 · 마전저수지 등 수변공간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변화감 있는 

경관 연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오픈스페이스 조성 조망보호 변화감 있는 스카이라인

A-2 단절된 녹지공간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 구축

 대규모 인공구조물 조성으로 발생되는 자연경관요소의 단절을 완화할 수 있는 녹지네트워크 구축

 시가지 내 주요공간에 주변 산림 · 구릉지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녹지거점공간 조성

 목감지구를 가로지르는 소하천과 물왕저수지를 연계하여 시가지 내에 청량감을 줄 수 있는 친수형 

도심경관 형성

 시가지 내 가로축을 따라 풍성한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시가지의 인공경관을 완화하고 시각적인 

녹지흐름을 연출

녹지 네트워크 녹지 거점공간 연출 친수공간 조성 가로수길 조성



104 Enjoyment of Beauty

04 경관기본계획

 

 

B. 새로운 희망이 역동하는 시흥의 중심도시

B-1 시흥시를 대표하는 상징거점경관 창출

 변화하고 있는 시흥시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가지경관 형성

 중심상업지 중 시각적인 초점이 형성되는 주요 결절점을 중심으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인식성 제고

 상업지역 내에 조성되는 건축물은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여 차별화된 중심경관 형성

 시청을 포함하여 주요가로의 결절부 및 도로가각부에 입지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관을 특화하여 

장소성 및 방향성 확보

상징경관 연출 장소성 확보 상징조형물 설치 특화가로 조성

B-2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커뮤니티공간 형성

 자연경관요소와 시가지 내 인공경관요소를 활용하여 경관유형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 창출

 뒷방울 · 마전저수지 및 하중천변으로 산책로를 포함한 다양한 휴게시설 조성

 물왕저수지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 공간 연출

 시가지 내 중심상업지역과 연계하여 주요결절부에 다양한 문화 · 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광장 조성

커뮤니티공간 조성 수변 이벤트공간 연출 휴게공간 조성 다양한 거리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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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오솔길 따라 풍경을 담은 신정주도시

C-1 녹음이 우거진 쾌적한 가로경관 연출

 주요가로별로 특징적인 가로수길 조성 및 다양한 식재계획을 통한 자연경관 부각

 주요가로별로 다양한 화목을 열식하고, 초화류를 활용한 가로화단 조성으로 계절 변화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채로운 가로경관 연출

 주요가로의 가로폭 및 조성형태에 따라 가로수길 형성이 어려운 구간에 가로시설물을 활용한 

부착형 화단을 조성하여 도심의 무미건조한 이미지 완화

가로수길 조성 다양한 식재계획 가로화단 조성 시가지 이미지 개선

C-2 부정적인 인공경관 완화

 부정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인공구조물(송전탑 등)의 완화를 위해 일부 가로변으로 수고가 높고, 

수형이 넓은 가로수 열식

 군자동 일대 봉화로, 봉우재로, 군자로 등 일부 가로를 따라 대규모 송전탑이 형성하고 있는 

인공경관을 완화할 수 있는 가로수길 조성

 가로수 식재와 함께 낮은 관목 및 초화류를 다층식재하여 인공경관요소에 대한 차폐감을 높이고, 

계절에 따른 가로경관의 변화감 연출

 토취장 일대의 자연성 회복 및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

송전탑 경관 정비 가로수길 조성 가로수 열식 자연성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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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해안문화권역

01 기본방향

“새롭게 창조되는 

해안문화도시”

 해안 조망경관 보호 및 해안과 어우러진 개성있는 수변경관 연출

 산업단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경관 형성방안 마련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관형성 방안 제시

[ 해안문화권역 계획 ]

경관자원 보전 · 관리 형성

해안, 옥구 · 군자천

완충녹지

시화산업단지

군자지구, 시화MTV

오이도 및 월곶포구

 해안 조망경관 보호

 시화산업단지 경관관리

 해안문화벨트 조성사업
 진입경관 형성사업
 하천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랜드마크 조성사업
 교량 디자인 특화사업
 특화가로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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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추진전략

A. 낙조가 어우러진 해안낭만도시

A-1 해안으로 열린 조망경관 형성

 해안을 따라 입지하고 있는 덕섬, 빨간등대, 크고 작은 선착장 등 해안조망이 우수한 지점을 

정비하여 해안조망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조성

 다양한 조망 편의시설 및 예술성 있는 조형물 설치로 해안변 조망경관 특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덕섬과 선착장을 연결하는 해안데크를 조성하여 특징적인 조망공간을 

연출하고, 산책로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

 덕섬 일대를 포함한 일부구간을 정비하여 해안 및 갯벌과 접할 수 있는 접근로 조성

A-2 이야기가 있는 해안경관도로 조성

 해안선을 따라 분산되어 있는 해안경관자원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해안문화벨트 조성

 해안문화벨트는 단순한 연결통로를 탈피하여 다양한 여가 · 문화 활동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시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채로운 경관을 연출하는 갯벌을 활용하여 자연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공간 마련

A-3 감성을 자극하는 야간경관 연출

 해안문화벨트를 따라 다채로운 야간경관 형성

 시흥을 상징하는 다양한 오브제 설치 및 오브제와 연계된 조명연출, 조형성을 가미한 조명등 

설치로 해안을 따라 개성있고, 변화감 있는 야간경관 연출

 해안에 접하고 있는 주요 조망지점은 수면에 투영되는 조명 빛을 고려하여 낭만적인 분위기 연출

해안 조망 특화 해안문화벨트 조성 다채로운 야경 연출 갯벌체험공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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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미래와 소통하는 첨단산업도시

B-1 낙후된 산업시설 이미지 개선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특징적인 구조물의 경관특화 및 가로경관의 정비로 낙후된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

 주요 결절부와 연계하여 시각적 초점을 형성하고 있는 교량(옥구4 · 7교, 군자1 · 4교)의 디자인 특화

 산업단지 내 주요가로를 형성하고 있는 공단1 · 2대로의 중앙화단 식재강화 및 조형적인 요소 

도입으로 변화감 있는 가로경관 연출

B-2 변화를 선도할 거점경관 형성

 시화MTV 등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공간의 조성과 함께 기존 산업단지의 전체적인 

경관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거점공간 창출

 무미건조한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경쾌하고 활력 넘치는 산업단지 경관 유도를 위해 

희망공원 및 소망공원을 경유하여 안산 제22호 공원까지 연계되는 카페거리 조성

 폐쇄적인 산업단지 이미지 탈피를 위해 유리 · 반사소재를 활용한 특화가로변 건축물 외관 정비

 특화가로를 중심으로 무채색의 산업단지에 다양한 변화감을 부여할 수 있는 야간경관 연출

B-3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청정에너지 및 자연요소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 인공경관을 완화하고, 자연과 조화된 산업단지 

이미지 연출

 태양광 · 풍력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산업단지 이미지 형성

 산업단지를 가로지르는 옥구천 · 군자천을 활용하여 친수공간 조성

 해안과 연계된 그린웨이 조성으로 자연이 흐르는 쾌적한 산업단지 경관 연출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 교량 디자인 특화 특화가로 조성 친환경 에너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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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젊음 ․ 희망도시

C-1 활력이 넘치는 상업지 경관 형성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상업지역과 인근 대학들을 연결하는 문화가로를 조성하여,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엑티브한 경관 형성

 난립한 옥외광고물 및 가로시설물 정비를 통한 어수선한 가로경관 완화

 상업지역 내 보행가로를 보행공간, 휴게공간 및 쇼핑에 필요한 동적인 공간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가로경관을 연출하여 이용패턴에 따라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

 로데오거리와 연계된 다양한 이벤트요소 발굴

C-2 개성있는 가로경관 연출

 단순한 연결통로 및 정적인 휴식공간을 탈피하여 이웃 간의 다양한 교류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능동적인 가로경관 연출

 정적인 휴게공간 및 개별적인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왕동 일대 걷고싶은거리(송운길, 

더불어사는 즐거움이 있는 거리 등)에 차별화된 동적 활동을 추가하여 활성화

 격자형의 단조로운 공간구조 완화와 방향성 제고를 위해 결절부 및 도로가각부 건축물의 경관특화

 자연경관을 부각시키고 주요가로별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화목 및 초화류 식재

C-3 완충녹지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시각흐름 및 동선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는 완충녹지의 정비를 통해 주요 상업지역 활성화 유도

 로데오거리의 동선을 따라 시각적인 초점이 형성되는 완충녹지의 일부 구간에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거점 조성

 완충녹지와 인근 대학을 연결하는 데크를 조성하여 로데오거리로의 시각적인 흐름 유도

 휴게공간 및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형성

옥외광고물 정비 이벤트공간 형성 가로화단 조성 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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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조망관리 계획

4.5.1 조망관리 범위의 설정

01 기본방향

 명확한 조망대상과 우수한 조망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공간을 활용하여 조망지점 선정

 주변 자연경관요소가 어우러져 매력적인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공간, 시흥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 등 물리적 · 심상적 상징성을 가지는 경관요소를 주요 조망대상으로 선정

 조망지점과 대상사이를 연결하는 뷰콘(view cone)을 설정하고, 조망관리 범위로 지정하여, 

인공경관요소 형성 · 관리

[ 조망설정 및 관리계획 ]

조망지점 좌표(x,y) 조망방향 (N=0° 기준) 조망대상 정비지침

서해안로1 (179,874 / 436,329) 7.6°~14.1° 소래산 앙각경 정비
서해안로2
서해안로3

(176,616 / 430,022)
(17,3687 / 427,439)

234.4°~237.4°
30.0°~36.9°

옥구정 앙각경 정비

갯골생태공원 (180,904 / 432,422) 68.6°~141.0° 운흥산, 월대봉 등 인접 산림 · 구릉지 수평경 정비
연꽃테마파크 (183,186 / 433,467) 0°~360° 운흥산, 월대봉 등 인접 산림 · 구릉지 수평경 정비
물왕저수지 (185,141 / 431,763) 142.6°~221° 인접 산림 · 구릉지 앙각경 정비
오이도 (172,165 / 427,414) 272.9°~30.0° 송도신도시 수평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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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조망지점별 경관관리 방안

 소래산

▌지정목적

 시흥시를 대표하는 소래산이 서해안로를 따라 전면에 초점경관 형성

 상대적으로 낮은 주변지형과 서해안로의 개방된 공간으로 인해 돌출된 소래산이 랜드마크 경관 연출

 특징적인 조망경관 보호와 인접지역의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해 조망경관 관리범위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소래산 조망A 소래산 조망B

소래산 시곡면분석

▌관리방안

 서해안로를 따라 소래산을 향한 조망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망에 필요한 뷰콘(view cone)을 

설정하고, 확보된 조망공간을 중심으로 시곡면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차폐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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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갯골생태공원 및 연꽃테마파크

▌지정목적

 갯골생태공원과 연꽃테마파크를 둘러싼 넓은 갯벌과 농경지가 주변 산림 · 구릉지를 배경으로 

상징적인 오픈스페이스 경관 형성

 배경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산림 · 구릉지 능선이 완만한 곡선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

 곳곳에 경관적 고려 없이 개발된 공동주택으로 인한 산림 · 구릉지의 스카이라인 단절 및 훼손

 배경경관을 형성하는 갯벌 및 산림 · 구릉지 능선에 대한 조망 보호 · 관리방안 필요

연꽃테마파크 조망

갯골생태공원 및 연꽃테마파크 시곡면분석

▌관리방안

 갯골생태공원 및 연꽃테마파크에서 주변 갯벌과 산림 · 구릉지를 향한 조망공간 확보

 산림 · 구릉지 주요능선의 조망보호를 위해 각 정상부를 향한 시곡면분석을 실시하여 조망확보에 

필요한 관리범위를 제시

 조망 · 생태경관 중점관리구역의 관리방안과 연계하여 건축물과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망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형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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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왕저수지

▌지정목적

 물왕저수지는 시흥시를 대표하는 주요 수(水)경관자원으로, 인접한 산림 · 구릉지와 넓은 저수지가 

어우러져 우수한 자연경관 연출

 저수지의 수변과 어우러져 우수한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인접 산림 · 구릉지의 조망보호 필요

물왕저수지 조망

물왕저수지 시곡면분석
  

▌관리방안

 저수지의 배경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산림 · 구릉지에 대한 조망경관 보호

 수변경관 중점관리구역 관리방안과 연계하여 저수지와 구릉지 인접지역의 건축물과 시설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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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구정

▌지정목적

 평지형의 매립지와 서해안로의 개방된 공간으로 인해, 돌출된 옥구정이 랜드마크 경관 연출

 랜드마크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옥구정은 주요 조망대상이며, 해안과 주변시가지를 조망하는  

조망점으로서, 인접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조망경관의 훼손 우려가 있어 경관적 관리 필요

옥구정 조망A 옥구정 조망B

옥구정 시곡면분석

▌관리방안

 서해안로를 따라 옥구정을 향한 조망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망에 필요한 뷰콘(view cone)을 

설정하고, 확보된 조망공간을 중심으로 시곡면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차폐감을 형성할 우려가 있

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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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도

▌지정목적

 오이도 전면으로 조성 중인 송도신도시가 고층의 건물군을 형성하여 특징적인 랜드마크 경관 연출

 해안과 송도신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하기 위한 조망공간 및 주변경관 정비를 통한 장소성 

확보 필요

오이도 조망

해안조망지점 및 송도조망 범위

▌관리방안

 송도신도시의 스카이라인과 해안을 감상하는 특색 있는 조망공간 조성

 시가지경관 중점관리구역 관리방안과 연계하여 해안변에 훼손 · 방치된 인공구조물(철조망, 파손된 

어구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조망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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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경관중점관리구역 계획

4.6.1 경관중점관리구역 선정

01 경관중점관리구역의 목적 및 운영방안

▌목적 및 범위

구분 내용

목적

 경관중점관리구역은 특히 중점적인 경관보전 · 관리 · 형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중점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해당 경관자원이 지니는 자연성, 우수한 조망경관, 공간적 상징성 및 

장소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범위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을 포함하거나 그 일부에 설정

 필요한 경우 중첩하여 설정 가능

 경관설계의 방향이나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관설계지침 및 설계지침도 작성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계획방향과 더불어 구체적인 실행수단(지역 · 지구 · 구역의 지정,

경관사업의 추진, 경관협정 등) 제시

▌운영방안

 경관중점관리구역의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공간적인 구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설계지침 및 개별요소들의 경관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제시 

 제시된 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는 경관심의 및 경관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관리 및 운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 지구 · 구역의 운영,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구체적인 실행수단과 연계되도록 구성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에 앞서 경관중점관리구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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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관중점관리구역의 설정

 가시권분석, 동질성, 토지이용, 산림능선, 도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

 경관중점관리구역은 조망 · 생태경관, 자연경관, 수변경관, 전통경관, 시가지경관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정

[ 경관중점관리구역 설정 ]

구분 경관자원 설정기준

조망 · 생태경관
중점관리구역

 호조벌 및 갯골생태공원
 개방감이 높고 우수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조망 · 생태경관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자연경관
중점관리구역

 소래산
 소래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변지역의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해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수변경관
중점관리구역

 물왕 · 소래 · 과림 · 마전 · 뒷방울 · 도창 · 
칠리저수지

 저수지의 양호한 수변경관을 보전하고 주변
지역의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해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전통경관
중점관리구역

 소산서원, 하연선생묘, 하우명효자정각, 
관곡지 및 연꽃테마파크

 시흥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고 주변
지역의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해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시가지경관
중점관리구역

 월곶포구, 오이도 

 시흥구시가지(수인산업도로변)

 시흥을 대표하는 중심공간으로 장소성 확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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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조망 ․ 생태경관 중점관리구역

“대표 조망 ․ 생태

경관 보호”

 내륙 중심에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형성하며, 대표적인 상징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갯골생태공원 및 호조벌의 조망 · 생태경관 보호 · 관리

01 조망 ․ 생태경관 중점관리구역 선정

 경기도 유일의 내만갯벌지역으로 그 생태적인 가치가 높은 지역

 시흥시의 대표적인 상징공간으로 자연경관 랜드마크로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

 시흥시 중심공간으로 우수한 조망 · 생태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조망 · 생태경관 중점관리구역 선정 ]

구분 위치 면적 특징

갯골생태공원

및 호조벌 일대

신현동, 연성동,

매화동 일대 
29,216,000㎡

호조벌과 갯골생태공원이 연계되어 개방감 있는 

조망경관을 형성

갯골생태공원이 우수한 생태경관을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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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

● 이질적인 공동주택 경관

 갯골생태공원 및 호조벌의 중 · 원경에 입지하고 있는 고층 

건축물들로 인해 강한 수직경관이 형성되어 주변지역과 

대비된 위압감 연출

 고층 건축물들의 입면이 배경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산림 

능선의 흐름을 단절하여 이질적인 경관 연출

● 대규모 개발에 의한 조망경관 훼손 우려

 갯골생태공원 인접지역으로 옛염전1 · 2지구, 골프장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갯골생태공원의 자연성 및 조망경관 

훼손 우려

 갯골생태공원 및 호조벌을 가로질러 조성 중인 제3경인

고속도로의 인공선형으로 인해 동서로에서 바라보는 

조망경관의 단절 초래

● 무미건조한 그린웨이 경관

 농로를 활용한 자전거도로 설치로, 농민과 자전거도로 

이용자 간의 통행 갈등 초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이 

미흡한 실정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도로 포장 및 시설물 디자인 필요

● 갯골생태공원 및 연꽃테마파크

 호조벌과 내만갯벌에 위치한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

 갯벌 · 연꽃이 호조벌과 어우러져 수려한 조망 · 생태경관 

연출

 그린웨이와 연계된 경관관리 필요

 공원 내 · 외에 다양한 부대 ·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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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골생태공원 및 호조벌 일대 중점관리구역

 갯골생태공원 및 호조벌에서 가시권분석을 실시하여 직접적으로 가시되는 지역을 설정

 원경에 위치한 월곶포구 지역은 해안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

 크고 작은 11개의 시가지를 포함하여 대상지에 대한 조망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정

 간선도로의 선형을 감안하여 중점관리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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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본방향

 갯골생태공원 및 호조벌이 어우러져 형성하는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바탕으로 인접지역의 

우수한 조망경관 보호

 주변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편의시설 조성

 조망 · 생태경관 중점관리구역 내에 조성되는 인공경관요소와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경관 유도

[ 조망 · 생태경관 중점관리구역 설계지침 ]

A. 조망경관 B. 그린웨이 C. 건축물 (구조물) 정비 D. 색채

A-1 조망경관 보호
A-2 조망편의시설

B-1 안내시설
B-2 쉼터 및 소공원 조성

C-1 공동주택
C-2 지역간 연결도로

D-1 색채

E. 옥외광고물 F. 야간경관 G. 생태경관

E-1 옥외광고물

F-1 역사문화공간
F-2 공동주택
F-3 소규모 취락지
F-4 지역간 연결도로

G-1 생태경관보호
G-2 공공시설물
G-3 생태문화경관 형성

지구단위계획 경관(미관)지구 경관사업 경관협정

옛염전1 · 2지구
매화동 산업단지 이전 예정지
연성지구, 장현·능곡지구

-

생태문화벨트 조성사업
문화재 진입부 조성사업

소공원조성사업
친수형 하전경관 조성사업
문화재 야경특화 조성사업

옛염전창고 복원사업
경관녹지 조성사업

송전탑 경관 정비사업

전원 갯골마을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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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설계지침

A. 조망경관

A-1 조망경관 보호

 갯골생태공원과 호조벌이 형성하는 넓은 오픈스페이스의

개방감 있는 조망경관 보호

 주변 산림 · 구릉지 중 주요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산정에 

대한 7부능선 이상 조망보호

 조망경관 보호를 위해 입면차폐도 기준(30m 이하) 적용

 고층 건축물(공동주택 등) 건설 시 갯골생태공원 및 관곡지, 

연꽃테마파크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A-2 조망 편의시설

 주변 자연경관의 조망을 위해 가시율이 높은 주요지점에

조망데크 및 정자 설치

 조망편의시설은 수직경관이 강하게 부각되지 않도록

조성하고, 인공구조물의 이질감 완화를 위해 나무, 석재, 

잔디블록 등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조성

 조망 · 생태경관 중점관리구역을 가로지르는 그린웨이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

B. 그린웨이

B-1 안내시설

 주요 진입부 및 결절부, 쉼터를 중심으로 안내시설 설치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시설물 설치

 주변지역과 차별화된 안내사인 개발 · 설치를 통한 인지성 

확보 및 고유한 장소성 연출

B-2 쉼터 조성

 그린웨이를 따라 조망이 우수한 지점을 선정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쉼터 조성

 자연친화적인 재료(나무, 석재 등)를 활용하여 경관 연출

 그린웨이의 개방된 공간특성을 고려하여 그늘을 드리울 수

있는 시설물(파고라, 정자 등) 조성

 주변 자연경관의 설명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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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건축물(구조물) 정비

C-1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갯골생태공원 및 관곡지(연꽃테마파크)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배경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

 조망 · 생태경관 중점관리구역 내 주요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호조벌 및 산림 · 구릉지 능선의 수평경관과 대비되어 

수직적인 위압감을 형성하지 않도록 입면분절(색채, 재질 등) 

유도

 고층의 공동주택이 형성하는 차폐감 완화를 위해 통경축

(20m 이상) 확보

C-2 지역간 연결도로

 새로 조성되는 지역간 연결도로로 인한 자연경관의

단절감 완화 (제3경인고속도로, 방산-하중간 도로, 미산-

매화간 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 조성으로 발생하는 법면 및 옹벽 등

인공구조물의 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차폐녹지 조성

 계절에 따른 변화가 적은 상록수를 활용한 차폐식재로 

식물의 차폐능력이 제한적인 계절(겨울)에도 인공경관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연출

D. 색채

D-1 색채

 돌출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높은 채도의 색채를 지양하고,

배경경관을 형성하는 산림 및 농경지 등 자연경관요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

※ 색채 경관설계 상세지침 준용

E. 옥외광고물

E-1 옥외광고물

 호조벌 및 갯골생태공원의 조망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면적이 넓은 대규모 옥외광고물 설치 지양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 주요 배경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산림 · 구릉지의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경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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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야간경관

F-1 역사 · 문화공간

 갯골생태공원, 관곡지, 연꽃테마파크 등 역사 · 문화공간의 

정(靜)적인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난색계열의 은은한 

야간경관 연출

 광원의 노출 및 투사등에 의한 직접 투사를 지양하고, 

아크릴 등 불투명 소재를 활용한 간접조명 연출로 

대비가 적은 고른 빛을 연출

 갯골생태공원, 연꽃테마파크 등 주요식생이 분포하고 있는

공간은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연출

※ 야간조명 경관설계 상세지침 준용

F-2 공동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부의 강한 조명연출로 조류서식지 및 

갯벌 등 인접지역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연출

 공동주택의 규모를 부각시키고, 수직적인 위압감을 연출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업라이트(Up light)사용 지양

 조명을 활용하여 개별동의 브랜드마크 및 아파트명을 

표기하는 경우 원색 및 돌출감이 강한 광원 사용지양

F-3 소규모 취락지

 활동공간 뿐 아니라 휴식공간으로서의 취락지 경관을 

고려하여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조명연출

 조명은 광원의 색상을 유사하게 조성하여 통일감을 형성

 조명의 색상과 수량을 적게 설치하여 시각적인 안정감 유도

 직접조명보다 간접조명을 활용한 빛의 확산을 통해

음영을 부드럽게 처리하여 시각적인 편안함 확보

F-4 지역간 연결도로

 지역간 연결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 적정 

밝기로 조명 배치

 단, 지역간 연결도로가 조성되는 호조벌 및 갯골생태공원의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외부를 향한 빛의 확산 최소화

 가로등은 광원을 도로 방향으로 설치하거나, 광원의 폭을

조절하여 빛의 확산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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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생태경관

G-1 생태경관보호

 내만갯벌의 자연성 보호를 위해 인위적 시설물 설치 지양

 이용객의 무분별한 이동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나무데크 등을 활용한 보행공간 확보

 유채꽃, 코스모스, 해송 등을 활용하여 생태습지와 조화된

경관도로 조성

 야생 동 · 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는 행위, 하천 ·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토석채취, 수면매립 등의 행위 금지

G-2 공공시설물

 나무, 석재, 잔디블록 등 자연소재를 활용한 시설물 설치로

생태경관 보호를 원칙으로 함

 희귀(염생)서식 동 · 식물(방게, 밤게, 농게, 갯지렁이, 망둥어, 

조개류, 굴, 갯고동, 퉁퉁마디, 칠면초, 나문재, 갈대, 모새달, 

가시상치 등)의 설명과 보호를 위한 안내표지 설치

 디자인 아치 · 휀스 · 벤치 등 자연과 조화되며 예술성을 

가미한 시설물 설치

 풍력 ·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시설물로 

녹색청정도시 이미지 부각

G-3 생태문화경관 형성

 다양한 체험공간과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시흥을 대표하는

생태문화경관 형성

 자연을 체험하는 생태학습교실(갯벌체험교실, 천일염교실 등)

운영

 자연을 소재로 한 문화 · 축제 (시흥갯골축제, 연꽃그림

페스티벌 등) 활성화

 갯골 체험공간 : 해수모래체험장, 생태학습관, 염색식물원, 

천이생태관찰원, 자연습지놀이원, 억새미로원,

자연생태학습원 등 

 염전 체험공간 : 소금학습관, 염전체험장, 염전창고 등

 생 태  관 찰 공 간  : 관찰데크, 갯골조망대, 조류관찰대, 전망쉼터, 

갯골조망대 등



126 Enjoyment of Beauty

04 경관기본계획

4.6.3 자연경관 중점관리구역

“소래산 자연경관 

보호”

 신천동일대 구시가지의 배경경관을 형성하며, 상징적인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소래산의 자연경관 보호

01 자연경관 중점관리구역 선정

 시흥을 대표하는 산림자원으로 양호한 산림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신천동일대 구시가지의 배경경관으로 조망경관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소래산 인접지역으로 산림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 자연경관 중점관리구역 선정 ]

구분 위치 면적 특징

소래산 일대 신천동, 대야동,
일대 710,900㎡ 시흥시, 부천시, 인천광역시의 경계를 이루며 구시가지 

배경경관을 형성하는 시흥의 대표적인 산림경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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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

● 산림경관의 조망관리 필요

 소래산 주변 구시가지의 인공 구조물들 (건축물 및

가로시설물 등)이 중첩되어 소래산 조망 차폐

 자연경관과 이질적인 건축물 외관이 소래산 조망경관을 

저해함

 획일적인 건축물 스카이라인이 소래산 능선의 흐름 단절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한 경관 변화

 인접지역의 개발과 함께 형성된 옹벽 및 법면부가 부정적인

인공경관 형성

 구시가지 일대의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뉴타운 개발계획 등

다양한 인공경관 형성에 따른 급격한 경관변화 예상

● 소래산 진입부의 인식성 부족

 국도 39, 42호선에서 소래산 진입도로를 향한 표지판이 없어

이용객들의 혼란을 초래

 인천시와 연계된 소래산 진입부에 비해 시흥시의 경관

연출이 미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지성이 낮음

● 소래산 내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

 보물 제 1324호인 시흥 소래산 마애상을 비롯, 소산서원, 

하연선생묘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전통경관의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 필요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의 경관훼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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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산 일대 중점관리구역

 국도39호선과 42호선 도로를 기준으로 남측 경계 설정

 소래산의 조망경관 보호를 위해 진입부에 해당하는 시가지 지역과 소규모 취락지를 포함하여 설정

 개발제한구역 중 표고가 낮은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조망되는 구릉지 지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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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본방향

 주요 생활가로(서해안로)와 연계하여 소래산을 향한 명확한 방향성 확보 및 인지성 향상을 위한 

진입경관 연출

 자연경관중점관리구역의 주요경관을 형성하는 소래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주변지역의 조화로운 

경관연출을 위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시흥시 대표경관요소로서 상징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소래산의 조망경관 보호

[ 자연경관 중점관리구역 설계지침 ]

A. 진입로 조성 B. 조망경관 C. 건축물 (구조물) 정비

A-1 진입부 강화
A-2 안내사인
A-3 가로시설물

B-1 조망경관 관리

C-1 산림연접형 건축물
C-2 구릉지형 건축물
C-3 공동주택
C-4 산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D. 색채 E. 옥외광고물 F. 야간경관

D-1 색채 E-1 옥외광고물 F-1 야간경관

지구단위계획 경관(미관)지구 경관사업 경관협정

은행 · 대야뉴타운지구 - 문화재 진입부 조성사업 소래산 마을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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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설계지침

A. 진입로 조성

A-1 진입부 강화

 소래산을 향한 방향성 부여 및 인지성 확보를 위해

상징적인 진입경관 연출

 주요생활가로(서해안로)와 접하는 공간에 진입경관 형성

 나무, 석재 등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소래산의 자연이미지와 

연계된 진입문주 조성

 기존의 혼잡한 가로시설물과 중첩되어 인지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차별화하여 조성

A-2 안내사인

 굴곡이 심한 진입로로 인해 소래산을 향한 방향성 확보 

및 접근이 어려우므로, 시각적인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경관 형성

 진입로를 따라 위치하고 있는 각각의 시각변곡점에

안내시설 설치

 소래산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색채, 재질, 형태 등이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

A-3 가로시설물

 진입로를 따라 일부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철재 팬스의 

이질감 완화 및 소래산의 인지성 확보를 위해 상징적인 

팬스디자인 계획

 나무(하드우드, ACQ방부목 등), 석재 등 소래산의 자연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경관 연출

 소래산의 녹음 및 능선 흐름을 형상화한 가로시설물을 

통해 개성있는 장소성 창출

B. 조망경관

B-1 조망경관 관리

 소래산의 조망경관 보호를 위해 주변 인공구조물 경관 정비

 주변지역 건축물의 입면적 규제(입면차폐도 : 30m 이하)를

통한 과도한 조망차폐 및 배경경관 단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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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건축물(구조물) 정비

C-1 산림연접형 건축물(구조물)

 소래산의 자연경관보호 및 이질감 완화를 위해 건축물

외벽녹화, 경사지붕 조성 등으로 인공경관 저감

 테라스하우스, 필로티 등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부득이한 절 · 성토로 인해 

발생하는 인공구조물은 나무, 덩굴식물 등 자연요소를

활용하여 차폐

 대지내 조경계획은 기존 소래산이 가지고 있는 자연식생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통일감 연출

C-2 구릉지형 건축물(구조물)

 절 · 성토를 지양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개발방향 유도

 소래산의 형태를 고려하여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부득이한

경우 옥탑부를 녹화하여 직선의 단조로움 완화

 화단, 석재 등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인공경관 완화

 대지 내 조경은 배후의 소래산이 가지고 있는 자연식생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통일감 연출

C-3 공동주택(구조물)

 주요배경경관을 형성하는 소래산과 조화로운 경관 연출

 소래산의 산림능선을 고려하여 건축물 간의 단계적인

층고변화를 유도하고,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강한 수직경관을 형성하는 공동주택의 입면분절(색채, 

재질, 형태 등)을 통해 위압감 및 돌출감 완화

 주요 조망지점에서 소래산을 향한 통경축(폭 20m이상) 확보

C-4 산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요 생활가로(서해안로, 수인산업도로)변으로 입지하고 

있는 산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관정비를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

 서해안로에 면하여 입지하고 있는 건축물의 낙후된 외벽 및

훼손된 휀스 차폐식재

 건축물의 색채, 재질, 형태 등이 돌출되어 이질감을 형성

하지 않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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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색채

D-1 색채

 소래산의 식생과 조화된 색채계획 수립으로 자연 · 역사

경관지구의 자연성 보호 및 통일감 있는 경관 형성

 건축물 및 가로시설물 색채는 배경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소래산의 색채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경관형성이 가능

하도록 선정함

 부득이하게 색채변경이 어려운 경우 벽면녹화 및 차폐식재

조성으로 이질적인 경관 완화

※ 색채 경관설계 상세지침 준용

E. 옥외광고물

E-1 옥외광고물

 넓은 입면적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지양하고 소규모 입체

간판으로 조성

 자연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소래산과 조화된 자연친화적 

이미지 형성

 소래산의 식생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광공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점멸등, 네온사인 등) 과도한 조명의 사용 지양

F. 야간경관

F-1 야간경관

 하나의 공간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일체감 있는 야간경관 

연출

 소래산의 자연식생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주거지를

제외한 인접 공간의 조도와 휘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연출

 주거지는 야간활동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

※ 야간조명 경관설계 상세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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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수변경관 중점관리구역

“ 자연과 조화된 

친수공간 형성”

 주요 저수지와 주변 산림 · 녹지가 어우러져 연출하는 우수한 수변경관을 

보전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

01 수변경관 중점관리구역 선정

 시흥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다양한 저수지들에 대한 경관적 활용 필요

 저수지 수변과 인접한 산림이 형성하는 우수한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거나 경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

[ 수변경관 중점관리구역 선정 ]

구분 위치 면적 특징
과림저수지 과림동 일대 862,900㎡ 시흥시 북쪽 진입부 수변경관

도창저수지 매화동 일대 1,052,100㎡ 호조벌과 인접한 수변경관

뒷방울저수지 정왕동 일대 699,200㎡ 신도시와 인접한 수변경관

마전저수지 군자동 일대 518,800㎡ 시가지 사이의 청정지역으로의 가능성

물왕저수지 물왕동 일대 4,435,900㎡ 시흥의 대표적인 저수지

소래저수지 대야동 일대 490,500㎡ 구시가지에 인접한 수변경관

청룡저수지 신현동 일대 601,100㎡ 시흥시 서쪽 진입부 수변경관

칠리저수지 매화동 일대 557,200㎡ 시흥시 동쪽 진입부 수변경관



134 Enjoyment of Beauty

04 경관기본계획

▌현황분석

● 낚시터로 치중된 이용 행태

 저수지 및 인접 산림 · 녹지가 어우러져 우수한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나 일부 산책로를 제외한 대부분이 낚시터로

활용

 이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가 · 편의시설 부족

 낚시터 주변 인공구조물(부표, 컨테이너박스 등)의 관리

및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저분한 경관 연출

● 이질적인 상업 건축물

 인접한 산림 · 구릉지를 배경으로 형성된 상업 건축물과 

법면부가 자연경관 훼손

 과도한 광고물과 이질적인 건축물 외관이 수변경관 훼손

 야간 광고물의 경우 지나친 원색 사용으로 자연경관의 파괴

및 지역 이미지 하락 초래

● 방치된 시설물 및 외부공간

 수변에 조성되어 있는 일부 소규모 산업시설들의 구조물 

및 관련시설물(휀스, 적치된 산업자재, 중장비 등)이 

부정적인 경관요소로 인지됨

 저수지변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 간 경관협정 

체결로 통일감 있는 경관 연출 필요

● 조망경관 관리 필요

 저수지의 수변과 어우러져 우수한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인접 산림 · 구릉지의 조망보호 필요

 조망경관을 저해하는 주변 인공경관의 관리 필요

 저수지와 인접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조망경관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며, 수변경관과 조화된 신시가지 경관 형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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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림저수지 중점관리구역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북측 및 서측 경계 설정

 인접 구릉지 능선 및 지방도 397호선을 활용하여 남측과 동측 경계 설정

 저수지 수변과 조망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포함하여 설정



136 Enjoyment of Beauty

04 경관기본계획

 소래저수지 중점관리구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은행동 시가지로 둘러싸인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관리구역 설정

 저수지 주변 개발로 인해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설정

 저수지 수변과 조망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포함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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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저수지 중점관리구역

 저수지 동측을 둘러싸고 있는 범배산 능선과 서측의 시흥시 시경계를 기준으로 중점관리구역 

경계 설정

 남측의 평야지대는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직접적으로 가시되는 지역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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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창저수지 중점관리구역

 구릉지에 위요된 특성을 감안하여 산림 능선을 따라 경계 설정

 저수지 수변과 조망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포함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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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왕저수지 중점관리구역

 연꽃테마원과 주변 상가를 포함한 중점관리구역 설정으로 통합적 경관 관리 모색

 저수지공원화와 연계되어 개발가능성이 높은 인접 농경지 및 계곡지역을 포함하여 경계 설정

 가시범위를 고려하여 주변산지의 능선을 따라 경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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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리저수지 중점관리구역

 시흥시 시경계 및 구릉지에 위요된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관리구역 설정

 가시범위를 고려하여 인접 산림 · 구릉지 능선을 따라 경계 설정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국도42호선이 직접적인 경관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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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전저수지 중점관리구역

 서측에 위치한 영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경계 설정

 가시범위를 고려하여 인접 산림 · 구릉지 능선을 따라 경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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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방울저수지 중점관리구역

 구릉지에 위요된 특성을 감안하여 산림 능선을 따라 경계 설정

 경관특성이 분리되는 철도선을 기준으로 서측 경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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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본방향 

 과림저수지 중점관리구역

 생태습지, 저수지, 주변 산림 · 녹지, 백로서식지 등 다양한 경관자원의 연계성 확보로 개성있는 

장소성 연출

 과림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생태경관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오톱공간 조성

 왜소화 되어 있는 진입부의 상징적인 경관연출로 인지성 제고

[ 수변경관 중점관리구역 설계지침 ]

A. 자연경관 B. 진입로 조성 C. 저수지 공원화 D. 건축물 정비
A-1 산림보호
A-2 생태습지경관
A-3 조망경관

B-1 진입로 조성
C-1 산책로
C-2 휴게 · 편의시설

D-1 상업시설
D-2 공업시설
D-3 창고 및 축사

E. 구조물 정비 F. 색채 G. 옥외광고물 H. 야간경관
E-1 송전탑
E-2 옹벽
E-3 낚시터
E-4 저수지제방

F-1 색채 G-1 옥외광고물 H-1 야간경관

지구단위계획 경관(미관)지구 경관사업 경관협정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수변경관지구 저수지 공원화 사업
저수지변 상가
수변마을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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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래저수지 중점관리구역

 저수지 및 주변 산림 · 녹지와 대비되어 부정적인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상업·공업시설의 경관 

정비로 이질감 완화

 저수지 남측을 따라 일부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휴게 · 편의시설 설치

 자연소재를 활용한 수변 시설물 설치로 조화로운 경관 연출

[ 수변경관 중점관리구역 설계지침 ]

A. 자연경관 B. 진입로 조성 C. 저수지 공원화 D. 건축물 정비
A-1 산림보호
A-2 생태습지경관
A-3 조망경관

B-1 진입로 조성
C-1 산책로
C-2 휴게 · 편의시설

D-1 상업시설
D-2 공업시설
D-3 창고 및 축사

E. 구조물 정비 F. 색채 G. 옥외광고물 H. 야간경관
E-1 송전탑
E-2 옹벽
E-3 낚시터
E-4 저수지제방

F-1 색채 G-1 옥외광고물 H-1 야간경관

지구단위계획 경관(미관)지구 경관사업 경관협정

은계지구 수변경관지구 저수지 공원화 사업
저수지변 상가
수변마을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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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저수지 중점관리구역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발생된 자연경관의 훼손 저감 유도

 저수지 변으로 조성되어 있는 가로축을 따라 순환형의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점 변화에 따른 

변화감 있는 조망경관 연출

 남측에 입지하고 있는 공업시설과 적치된 폐기물 조망차폐를 위한 완충공간(산책로, 녹지공간 

등) 조성

[ 수변경관 중점관리구역 설계지침 ]

A. 자연경관 B. 진입로 조성 C. 저수지 공원화 D. 건축물 정비
A-1 산림보호
A-2 생태습지경관
A-3 조망경관

B-1 진입로 조성
C-1 산책로
C-2 휴게 · 편의시설

D-1 상업시설
D-2 공업시설
D-3 창고 및 축사

E. 구조물 정비 F. 색채 G. 옥외광고물 H. 야간경관
E-1 송전탑
E-2 옹벽
E-3 낚시터
E-4 저수지제방

F-1 색채 G-1 옥외광고물 H-1 야간경관

지구단위계획 경관(미관)지구 경관사업 경관협정

- 수변경관지구 저수지 공원화 사업
저수지변 상가
수변마을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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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창저수지 중점관리구역

 자연습지, 주변 산림 · 녹지, 백로서식지 등을 연계하여 다양한 여가 · 문화 공간이 어우러진 수변공원 

조성

 양호한 생태경관 보호를 위해 인공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시설물 설치를 요하는 

경우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인공경관 저감

 산책로를 활용한 완충공간 조성으로 자연성 훼손 완화

[ 수변경관 중점관리구역 설계지침 ]

A. 자연경관 B. 진입로 조성 C. 저수지 공원화 D. 건축물 정비
A-1 산림보호
A-2 생태습지경관
A-3 조망경관

B-1 진입로 조성
C-1 산책로
C-2 휴게 · 편의시설

D-1 상업시설
D-2 공업시설
D-3 창고 및 축사

E. 구조물 정비 F. 색채 G. 옥외광고물 H. 야간경관
E-1 송전탑
E-2 옹벽
E-3 낚시터
E-4 저수지제방

F-1 색채 G-1 옥외광고물 H-1 야간경관

지구단위계획 경관(미관)지구 경관사업 경관협정

- 수변경관지구
저수지 공원화 사업
송전탑 정비사업

저수지변 상가
수변마을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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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왕저수지 중점관리구역

 저수지의 배경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산림 · 구릉지의 조망경관 보호

 주변 농경지 및 저수지와 대비되어 강한 수직경관을 연출하는 송전탑의 부정적인 경관완화를 

위한 입면정비 유도

 수변 습지지역을 보호하고, 인접 개발지의 지형훼손 최소화를 유도하여 급격한 경관변화 저감

 저수지변으로 입지하는 상업시설을 연계한 테마형 가로 조성

[ 수변경관 중점관리구역 설계지침 ]

A. 자연경관 B. 진입로 조성 C. 저수지 공원화 D. 건축물 정비
A-1 산림보호
A-2 생태습지경관
A-3 조망경관

B-1 진입로 조성
C-1 산책로
C-2 휴게 · 편의시설

D-1 상업시설
D-2 공업시설
D-3 창고 및 축사

E. 구조물 정비 F. 색채 G. 옥외광고물 H. 야간경관
E-1 송전탑
E-2 옹벽
E-3 낚시터
E-4 저수지제방

F-1 색채 G-1 옥외광고물 H-1 야간경관

지구단위계획 경관(미관)지구 경관사업 경관협정

목감지구 수변경관지구
저수지 공원화 사업
소공원 조성사업
송전탑 정비(야경특화)사업

연꽃테마원
저수지변 상가
수변마을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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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리저수지 중점관리구역

 저수지의 수변과 인접한 산림 · 구릉지가 어우러져 연출하고 있는 우수한 자연경관 보호

 저수지의 진입경관 정비로 방향성 및 인지성 제고

 낚시터를 탈피하여 인접 거주민에게 다양한 여가 · 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수변공원 조성

[ 수변경관 중점관리구역 설계지침 ]

A. 자연경관 B. 진입로 조성 C. 저수지 공원화 D. 건축물 정비
A-1 산림보호
A-2 생태습지경관
A-3 조망경관

B-1 진입로 조성
C-1 산책로
C-2 휴게 · 편의시설

D-1 상업시설
D-2 공업시설
D-3 창고 및 축사

E. 구조물 정비 F. 색채 G. 옥외광고물 H. 야간경관
E-1 송전탑
E-2 옹벽
E-3 낚시터
E-4 저수지제방

F-1 색채 G-1 옥외광고물 H-1 야간경관

지구단위계획 경관(미관)지구 경관사업 경관협정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수변경관지구
저수지 공원화 사업
송전탑 정비(야경특화)사업

저수지변 상가
수변마을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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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전저수지 중점관리구역

 저수지와 함께 다양한 자연경관요소(농경지, 산림 · 구릉지, 초지 등)가 어우러져 형성하고 있는 

양호한 자연경관 보호

 이질적인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인공구조물(낚시시설, 상업시설 등) 정비로 조화로운 경관 연출

 단순히 낚시터로 이용되는 공간에서 탈피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여가 · 휴식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저수지경관 형성

[ 수변경관 중점관리구역 설계지침 ]

A. 자연경관 B. 진입로 조성 C. 저수지 공원화 D. 건축물 정비
A-1 산림보호
A-2 생태습지경관
A-3 조망경관

B-1 진입로 조성
C-1 산책로
C-2 휴게 · 편의시설

D-1 상업시설
D-2 공업시설
D-3 창고 및 축사

E. 구조물 정비 F. 색채 G. 옥외광고물 H. 야간경관
E-1 송전탑
E-2 옹벽
E-3 낚시터
E-4 저수지제방

F-1 색채 G-1 옥외광고물 H-1 야간경관

지구단위계획 경관(미관)지구 경관사업 경관협정

- 수변경관지구 저수지 공원화 사업
저수지변 상가
수변마을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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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방울저수지 중점관리구역

 주변 산림 · 구릉지로 위요된 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적인 형태의 여가 · 휴식공간 조성

 수변목재데크 등 자연소재를 활용한 공간 연출 및 다양한 식물서식공간 조성으로 다채롭고 

변화감 있는 생태경관 연출

 인지성이 부족한 진입로를 따라 안내시설 설치 및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 연출로 저수지를 향한 

명확한 방향성 확보

[ 수변경관 중점관리구역 설계지침 ]

A. 자연경관 B. 진입로 조성 C. 저수지 공원화 D. 건축물 정비
A-1 산림보호
A-2 생태습지경관
A-3 조망경관

B-1 진입로 조성
C-1 산책로
C-2 휴게 · 편의시설

D-1 상업시설
D-2 공업시설
D-3 창고 및 축사

E. 구조물 정비 F. 색채 G. 옥외광고물 H. 야간경관
E-1 송전탑
E-2 옹벽
E-3 낚시터
E-4 저수지제방

F-1 색채 G-1 옥외광고물 H-1 야간경관

지구단위계획 경관(미관)지구 경관사업 경관협정

- 수변경관지구 저수지 공원화 사업
저수지변 상가
수변마을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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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설계지침

A. 자연경관

A-1 주변산림보호

 저수지와 함께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주변

산림 · 능선의 자연경관 보호

 대규모 절 · 성토를 지양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개발로

자연지형 및 주변 식생 훼손을 최소화

 인공구조물을 조성하는 경우 대지 내 공지 등 외부공간의 

식재는 인접 산림 · 구릉지 및 저수지변에 생장하고 있는

식생을 활용하여 조화로운 경관 연출

A-2 생태습지경관

 생태습지는 자연성 보호를 위해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 지양

 체험학습과 같이 동적인 활동과 연계된 안내시설물 등 

편의시설 조성시 목재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경관 연출

 이용객의 무분별한 이동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나무데크 등 자연소재를 활용한 

보행공간 조성

A-3 조망경관

 산림과 저수지가 어우러져 형성하고 있는 조망경관 보호

 인근 자연경관의 조망 확보를 위한 통경축 조성

 산림 · 구릉지 및 저수지변에 조성되는 인공구조물의 

차폐식재로 이질감 완화

B. 진입로 조성

B-1 진입로 조성

 저수지를 향한 방향성 확보 및 인지성 제고를 위한

진입경관 형성

 진입로변 안내사인 부재, 왜소화 및 훼손으로 인해 인지성

확보가 어려운 진입부에 조형미를 고려한 안내사인을 

설치하여 시각적인 흐름 유도

 진입로를 따라 진입부 안내사인과 통일감 있는 형태의 

이정표를 설치하여 명확한 방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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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저수지 공원화

C-1 산책로

 단순히 낚시터로 이용되는 공간에서 탈피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 휴식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저수지

경관 형성

 저수지 외곽을 따라 저수지와 인근 산림 · 구릉지가 어우러져 

형성하는 자연경관의 조망 및 여가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

 산책로를 따라 초화류를 식재하여 계절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경관 연출

C-2 휴게 · 편의시설

 산책로와 연계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휴게공간 조성

 나무, 석재 등 자연소재를 활용하고, 도색은 지양하여 재료

본연의 질감을 살릴 수 있도록 연출

 저수지변으로 경관이 우수한 지점을 선정하여 수변으로 

돌출된 목재데크를 설치

D. 건축물 정비

D-1 상업시설

 상업시설의 조성으로 주변 자연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저층배치를 유도하고, 자연재료를 활용한 외관 정비로 

조화로운 경관 연출

 건축물 폭이 30m 이상인 경우 과도한 인공경관으로 인한 

위압감을 저감하기 위한 입면 분절(색채, 형태, 재질 등)

 재료 본연의 자연성을 살릴 수 있도록 도색 지양

 외부공간의 식재는 인접 산림 · 구릉지 및 저수지변에 

생장하고 있는 수목을 활용하여 통일감 있는 경관 연출

 건축물 외부에 형성되는 시설물 및 실외기 등은 수변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차폐하여 조성

D-2 창고 및 축사

 저수지 변으로 입지하고 있는 창고 및 축사의 인공경관 

저감을 위해 시각적인 흐름을 따라 근경부에 차폐식재 

공간 조성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한 색채계획을 통해 창고 및 축사 

시설물의 인공경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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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구조물 정비

E-1 송전탑

 저수지주변의 자연경관과 대비되어 위압감을 형성하지 

않도록 경관 연출

 송전탑의 돌출감 완화 및 인지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색채(crysral-white 등)를 활용하여 인공경관 저감

 송전탑의 돌출감과 위압감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송전탑

인근에 차폐식재 공간 조성

E-2 옹벽

 인공구조물을 축조하는 경우 옹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절 · 성토를 지양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개발계획 수립

 부득이한 절 · 성토로 인해 발생하는 옹벽은 나무소재를

활용한 가설시설물 설치 및 덩굴식물을 활용한 녹화를 

통해 인공경관 완화

 덩굴식물을 활용한 녹화는 계절에 따른 경관변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계절의 영향이 적은 사계절 푸르른 

덩굴식물(송악 등)을 활용하여 녹화

E-3 낚시터

 훼손 · 방치된 낚시터 시설물(부표, 의자 등) 정비를 통한 

저수지변 경관 개선

 규격화된 시설물 설치로 어수선한 경관을 정비하고 통일감 

있는 경관 연출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는 저수지변에서 직접 

가시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 

차폐식재를 통해 인공경관 저감

E-4 저수지제방

 시멘트 등 인공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저수지와 주변

자연경관요소간의 시각적인 흐름을 단절하지 않도록 조성

 자연석의 활용 등 자연의 질감을 살릴 수 있는 조성공법

(식생블럭 등)을 활용하여 제방 조성

 식재가 가능한 공간에 다양한 초화류 및 관목을 식재하여

저수지와 조화된 공간으로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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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색채

F-1 색채

 인접 산림 및 저수지의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이질감을

연출하지 않도록 조성

 원색과 고명도 · 고채도 색채의 사용 지양

 저수지별로 차별화된 색채를 활용하여 장소성 및 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연출

※ 색채 경관설계 상세지침 준용

G. 옥외광고물

G-1 옥외광고물

 주요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산림 · 구릉지, 저수지 등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

 넓은 입면적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지양하고 소규모 입체

간판으로 조성

 목재 등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경관 연출

 저수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광공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점멸등, 네온사인 등) 과도한 조명 사용을

지양하고, 간접조명을 활용하여 빛의 확산 완화

H. 야간경관

H-1 야간경관

 산책로 및 조망데크를 중심으로 수변 야간경관 연출 및 

보행안전을 위한 볼라드등 설치

 조명 설치시에는 음영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위적인

경관이 연출되지 않도록 직접조명을 지양하고 불투명 

유리, 아크릴 등을 활용한 간접조명 권장

 광공해로 인한 시각적인 자극을 완화하고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빛의 확산을 유도

※ 야간조명 경관설계 상세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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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전통경관 중점관리구역

“보이는 역사문화 

경관 형성”

 생활공간과 동떨어져 왜소화되어 있는 역사문화경관을 외부로 드러낼 수 

있는 경관 연출

01 전통경관 중점관리구역 선정

 시흥의 전통경관자원 중 경관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시민의 이용빈도가 높거나 추후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시흥의 역사적 상징성과 연계되어 다양한 활용이 필요한 지역

[ 전통경관 중점관리구역 선정 ]

구분 위치 면적 특징

소산서원 일대 신천동 일대 87,300㎡
소산서원, 하우명효자정각, 하연선생묘가 인접하여 
전원마을 전통경관 형성

관곡지 일대 하중동 일대 259,100㎡
연꽃테마파크와 인접하여 시흥을 대표하는 생태 ·
전통경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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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

● 주요 진입부 경관

 시각적인 흐름유도 및 인식성 제고를 위한 시설물 설치 

미흡으로 주요 생활가로에서 역사문화자원으로 연결되는

진입공간의 연속성 부족

 일부(연꽃테마파크 등) 진입경관이 형성되어 있으나 

단조로운 형태로 인해 주변 가로시설물과 동일하게

인식되어 진입부로서의 상징성 부족

 협소한 진입로 및 방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시설물

(이정표 및 안내사인 등) 설치 미흡

●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역사문화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접지역 개발로 

인한 이질감 형성

 주변에 적치되고 있는 산업자재 및 농업시설이 어수선한

경관 연출

 역사문화자원 인접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고층건축물의 

수직경관 및 위압감으로 인한 경관자원 왜소화

● 휴게 및 편의시설의 부족

 주요 문화재에 대한 휴게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도가 미흡

 기 조성된 시설의 관리가 열악하여 경관저해요소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외부관광객이 불쾌하고 방치된 

공간으로 인식함

● 역사자원의 연계방안의 필요성 

 관곡지와 연꽃테마파크는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두 공간을 연결하는 동선체계가 부족하여 연계성 확보가

어려움

 하우명효자정각, 소산서원, 하연선생묘 및 신도비는 

세 개의 문화재가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그 활용도가

크지만 인식성 부족으로 이용이 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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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산서원 일대 중점관리구역

 소산서원을 포함하여 하우명 효자정각, 하연선생 묘를 아우르는 중점관리구역 설정을 통한 통합적 

경관관리 도모

 주변지역의 도로선형과 농로, 구릉지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구역 설정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가시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전통문화적인 특성보다 자연성이 강한 지역은 

자연경관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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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곡지 일대 중점관리구역

 북측에 입지하고 있는 하천을 경계로 관곡지 및 연꽃테마파크 등을 포함하여 중점관리구역 설정

 관곡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직접적인 경관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포함하여 설정

 시각적인 연계성 및 조망경관을 고려하여 남측 구릉지 능선을 따라 경계 설정

 관곡지로를 따라 형성되는 조망경관을 고려하여 중점관리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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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본방향

 소산서원 일대 중점관리구역

 주요 생활가로(수인산업도로)와 연계하여 역사문화자원(하연선생묘, 소산서원, 하우명 효자정각)의 

인식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진입경관 연출

 개별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간의 연계방안 마련

 주변 생활공간과 역사문화자원이 하나의 공간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경관 연출

[ 전통경관 중점관리구역 설계지침 ]

A. 진입로 조성 B. 건축물 (구조물) 정비 C. 색채

A-1 진입부 강화
A-2 바닥포장
A-3 수목식재
A-4 안내사인

B-1 창고 및 비닐하우스
B-2 전원주택
B-3 고가하단부

C-1 색채

D. 가로시설물 E. 옥외광고물 F. 오픈스페이스 G. 야간경관

D-1 가로시설물 E-1 옥외광고물 F-1 쉼터 및 소공원 조성 G-1 야간경관

지구단위계획 경관(미관)지구 경관사업 경관협정

대야지구 전통경관지구 문화재 진입부 조성사업
마을가꾸기
화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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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설계지침

A. 진입로 조성

A-1 진입부 강화

 왜소화되고 인지성이 부족한 진입부의 상징성 강화를 

위한 진입경관 형성

 진입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부정적인 

경관요소의 개선을 통한 진입부 인지성 제고

 서해안로에서 분기하여 수인산업도로로 연결되는 램프

구간에 전통문양을 활용한 펜스를 설치하여 전통경관

중점관리구역의 장소성 확보

A-2 바닥포장

 주진입공간을 따라 시각적인 연계성 확보 및 진입공간

으로서의 상징성 강화를 위해 차별화된 바닥포장 계획

 전통문양(연화무늬 등)을 활용한 바닥패턴 적용으로 전통

이미지 부각

 자연석 느낌의 전통적인 질감을 살릴 수 있는 공법을 

활용한 연출

A-3 수목식재

 시각적인 흐름유도 및 이질적인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인공구조물의 차폐를 위한 수목식재

 계절변화와 함께 다채로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화목을 활용한 식재계획

 초화류를 활용한 화단조성으로 단조로운 경관 완화 및 

볼거리가 풍성한 진입경관 연출

A-4 안내사인

 시각적인 변곡점, 조망차폐로 인한 역사문화재의 인식이 

어려운 곳에 안내사인을 설치하여 자연스러운 동선유도

 조형미를 고려한 디자인을 통해 단순한 가로시설물에서 

벗어나 개성있는 경관요소로 활용

 소산서원 및 하우명 효자정각의 선형을 고려하여 외형적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경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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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건축물(구조물) 정비

B-1 창고 및 비닐하우스
 화훼시설 및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가로변 비닐하우스는

철거를 원칙으로 지속적인 정비 · 관리를 유도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

 훼손에 취약하고, 배경경관과 대비되는 비닐하우스의 흰색 

전면부를 저명도저채도 색상으로 변경하여 이질감 완화

 가설구조물(목재프레임 등) 설치를 통한 건축물 입면 개선

 수인산업도로변으로 화훼시설에서 취급하고 있는 식물을

제외한 기타(퇴비, 화분 등)용품의 적치 금지

 비닐하우스 내부와 배후공간에 기타용품의 수납공간을 

조성하여 가시되지 않도록 보관

B-2 전원주택
 인접한 역사문화자원과 어우러져 개성있는 장소성을 

표출할 수 있는 경관연출

 전통문양의 덕트, 나무격자살, 석재 등 전통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소재의 활용으로 이질감 완화

 외부담장은 목재, 사고석, 회벽, 흙벽, 토담, 벽돌담 등의 

전통재료를 사용하여 역사문화자원과 조화로운 경관 연출

 전통기와지붕을 권장하고, 부득이한 경우 전통기와 색채

적용으로 이질감 완화

B-3 고가하단부

 진입부 우측으로 가시되는 서해안로 고가하단부의 경관

완화를 위한 녹지공간 조성

 서해안로에서 수인산업도로로 분기하는 램프구간을 따라 

수고가 높은 수목을 밀식하여 고가하단부의 인공경관 완화

C. 색채

C-1 색채

 통일감 있는 색채계획 수립을 통한 역사문화자원의 보호

및 조화로운 경관 연출

 건축물과 가로시설물의 색채는 역사문화자원의 색채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경관형성이 가능한 색채로 선정하여 적용

 부득이하게 색채변경이 어려운 경우 전통재료를 활용한 

차폐로 이질감 완화

※ 색채 경관설계 상세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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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가로시설물

 D-1 가로시설물

 문화재에 대한 명확한 정보전달 및 시각적인 통일감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조성

 나무, 석재 등 역사문화자원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요소를

활용한 가로시설물 조성으로 조화로운 경관 연출

E. 옥외광고물

 E-1 옥외광고물

 대상지 내에 난립하고 있는 원색의 옥외광고물에 의해 

훼손된 경관 완화

 역사문화자원의 물리적특성(형태, 색채 등)을 고려한 

게시틀 설치 및 입체형간판 조성으로 조화로운 경관 연출

 배경의 소래산 및 지역적 특성(역사문화자원의 연계) 

보호를 위해 광공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점멸등, 

네온사인 등) 조명의 사용 지양

F. 오픈스페이스

 F-1 쉼터 및 소공원 조성

 생활공간과 동떨어져 관상용으로 끝나는 역사문화자원이

아닌,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간으로 형성하기

위해 쉼터 및 소공원 조성

 소산서원과 하우명 효자정각이 가지고 있는 지붕처마의 

선형을 바탕으로 내부시설물을 조성하여 통일감 형성

 나무, 석재 등 친환경 재료를 활용하여 전통조경 경관 연출

G. 야간경관

G-1 야간경관

 전통경관 중점관리구역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난색의 은은한 조명 연출로 차분한 야간경관 형성

 진입부에서 하연선생묘까지 연결되는 진입로를 따라 

볼라드 형태의 보행등 설치

※ 야간조명 경관설계 상세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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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본방향

 관곡지 일대 중점관리구역

 주요접근로(관곡지로)를 따라 관곡지와 연꽃테마파크의 장소성 확보 및 인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진입경관 형성

 관곡지 및 연꽃테마파크의 넓은 개활지를 따라 형성되고 있는 우수한 조망경관 보호

 관곡지와 연꽃테마파크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한 인접지역 경관관리로 통일감 있는 

경관 연출

 

[ 전통경관 중점관리구역 설계지침 ]

A. 진입경관 형성 B. 조망경관 C. 건축물(구조물) 정비
A-1 진입부강화
A-2 바닥포장
A-3 역사공원 조성

B-1 조망경관 보호 C-1 간이시설물

D. 색채 E. 가로시설물 F. 옥외광고물
D-1 색채 E-1 가로시설물 F-1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 경관(미관)지구 경관사업 경관협정

- 전통경관지구
생태문화벨트 조성사업
문화재 야경특화사업

문화재 진입부 조성사업
관곡지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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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설계지침

A. 진입경관 형성

A-1 진입부 강화

 왜소화된 진입부의 상징성 강화를 위한 진입경관 형성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를 진입부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하여 시각적인 정보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출

 진입부에 설치된 메쉬펜스를 나무, 석재, 기와 등 전통

소재를 활용한 형태로 교체하여 관곡지와 조화로운 

경관 연출

A-2 바닥포장

 관곡지, 연꽃테마파크를 향한 시각흐름 유도 및 주변과 

차별화된 장소성 확보를 위해 남측에 접하는 관곡지로의

보도포장 특화

 연화무늬를 활용한 바닥패턴 적용으로 관곡지의 역사적 

상징성 부각

A-3 역사공원 조성

 관곡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인접해

있는 관곡지, 연꽃테마파크와 연계되어 차별화된 장소성을

형성하고, 지역적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꽃역사공원

조성

 주변 농경지와 어우러져 우수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관곡지 및 연꽃테마파크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공간 조성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조화로운 경관 연출

B. 조망경관

B-1 조망경관 보호

 인접지역에 조성되는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은 관곡지 

및 연꽃테마파크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경관계획 수립

 연꽃테마파크의 개방감 보호 및 배경산림의 조망보호를 

위해 입면차폐도 기준(30m 이하) 마련 및 건축물간의 

통경축(20m 이상) 조성 유도

 배경경관을 형성하는 산림 · 구릉지 중 주요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산정에 대한 7부 능선 조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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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건축물(구조물) 정비

C-1 간이시설물

 경관적인 고려없이 연꽃테마파크에 조성되는 간이시설물

(파라솔, 노점상, 가판대 등)의 정비를 통한 통일감 있는

경관 연출

 연꽃테마파크 및 관곡지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전통적인 연꽃무늬(연화무늬)를 활용한 디자인 연출로 

차별화된 장소성 부여

D. 색채

D-1 색채

 관곡지를 포함하여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색채계획을 

통해 조화로운 경관 연출

 인위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고명도 · 고채도 색채 및 원색의 

사용 지양

※ 색채 경관설계 상세지침 준용

E. 가로시설물

E-1 가로시설물

 관곡지로를 따라 연꽃테마파크의 장소성 확보 및 인지성

제고를 위해 조형성을 고려한 디자인펜스 설치

 빛의 과도한 반사로 인해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철재(스테인리스)의 사용을 지양하고, 목재(방부목)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펜스 조성

 부득이하게 철재를 사용하는 경우 도색을 통해 과도한 

난반사를 저감

F. 옥외광고물

F-1 현수막

 주변 자연경관과 대비되어 이질감을 형성하며, 훼손의 

가능성이 높은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 설치 지양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정보 전달이 요구되는 경우 

소규모 게시판을 진입부에 설치하고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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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시가지경관 중점관리구역

“쾌적한 시가지

경관 형성”

 부정적인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인공경관요소의 정비 및 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구시가지의 이미지 제고

01 시가지경관 중점관리구역 선정

 시흥의 시가지 지역 중 시흥을 대표하는 중심공간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지역

 시흥의 상징성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중점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상주인구, 관광인구 및 지리적 위치로 인한 통과인구 등이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시가지경관 중점관리구역 선정 ]

구분 위치 면적 특징

구시가지 일대 신천동 일대 276,800㎡ 구시가지의 경관개선 필요성

월곶포구 월곶동 일대 82,800㎡ 해안 시가지 경관 조성

오이도관광단지 정왕동 일대 84,000㎡ 주변 경관과의 연계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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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

● 수인산업도로 경관

 시가지를 관통하는 주요가로인 수인산업도로를 따라

중심시가지 경관 형성

 수인산업도로 남측으로 수형이 넓은 가로수와 완충

녹지로 인공경관이 저감되고 있으나, 북측으로 녹지공간 

부족과 옥외광고물 난립으로 인해 어수선한 가로경관 

연출

 북측 일부공간에 형성되어 있는 건축자재 판매상들의 

적치된 자재들로 인해 부정적인 경관 형성

● 시가지 주요가로 경관

 가로변에 접하여 조성된 중 · 고층건축물로 인해 보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좁은 보행공간에 가로시설물의 

밀집도가 높아 답답한 경관 형성

 가로변으로 소규모 상가가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음

 복잡한 건축물 외관과 가로시설물이 혼재된 가로경관 

연출

● 해안 시가지 경관

 오이도 및 월곶포구 해안가에 위치한 시가지 가로변의 

과도한 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복잡한 경관 형성

 해안가의 가로 경관과 시가지 내부 가로경관의 이질감이 큼

 해안변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급격한 

경관변화가 예상됨

● 주요 진입부 및 결절부

 오이도 및 소래포구의 주요 진입부에 경관조성을 위한 

문주와 깃발 등의 가로시설물이 부각되어 인지됨

 주요 진입부 및 결절부 주변으로 건축물과 가로시설물이

혼재되어 인지성을 저감시킴

 시가지 내 주요결절부에 대한 경관형성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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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시가지 일대 중점관리구역

 수인산업도로를 중심으로 인접한 주요 경관자원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중점관리구역 설정

 북측으로는 문화의 거리를 비롯한 상업지역을 포함하여 설정

 남측으로는 삼미시장과 신천 복개지역 주변을 포함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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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도 관광단지 중점관리구역

 집중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해안도로 인접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중점관리구역 설정

 빨간등대, 선착장 등 해안변 주요 조망공간을 포함한 경계 설정으로 통합적인 경관관리 유도

 외부로 노출이 적은 내부 주거지 일대는 중점관리구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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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곶포구 중점관리구역

 남측의 해안선을 따라 해안 전면부 건축물이 포함되도록 중점관리구역 설정

 동측과 서측의 대규모 주거단지는 중점관리구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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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본방향 (구시가지 일대)

▌설계원칙

 삼미시장, 문화의 거리, 완충녹지 등 다양한 경관요소들을 연계하여 활력 넘치는 가로경관 연출

 수인산업도로변 상가들의 입면이 연출하고 있는 부정적인(정보의 혼재, 시설물 적치로 인한 

위화감 연출 등) 가로경관 개선

 가로시설물 정비, 상징조형물 설치 등 중심지로서의 상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관 형성

[ 시가지경관 중점관리구역 설계지침 ]

A. 문화의거리 조성 B. 삼미시장 정비 C. 신천 복원 D. 건축물(구조물) 정비

 A-1 문화의거리 조성  B-1 삼미시장 정비
 C-1 친수공간 조성
 C-2 인접 시가지경관 정비

 D-1 문화의거리 연접상가
 D-2 간선도로변 상가
 D-3 창고 및 담장(휀스)

E. 색채 F. 가로시설물 G. 옥외광고물 H. 오픈스페이스 I. 야간경관

 E-1 색채  F-1 가로시설물  G-1 옥외광고물
H-1 주차장 및 공개공지

 H-2 경관녹지
 I-1 야간경관

지구단위계획 경관(미관)지구 경관사업 경관협정

은행 뉴타운지구
대야 뉴타운지구

-

커뮤니티 문화벨트 조성사업
친수형 하천경관 조성사업
도시구조물 (야경)특화사업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

문화의 거리
삼미시장

경관녹지(화단)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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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설계지침 (구시가지 일대)

A. 문화의 거리 조성

A-1 문화의 거리 조성

 주변 건축물, 가로시설물, 도로 포장 등이 일체화되어 

특색있는 가로경관 형성

 1층부 상점은 권장용도(커피전문점, 의류판매점 등)의

입주를 유도하여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

 차량 통행을 최소화(차 없는 거리, 시간제 차량통행 등)

하여 보행공간을 활용(휴게시설, 조형물, 이벤트 시설 등 

설치)한 개성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 필요

B. 삼미시장 정비

B-1 삼미시장 정비

 교체 가능한 가로판매대, 상점 전면부 등을 표준화하여 

어수선하고 가로경관 정비

 통행인에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적치물 등의 방치를 

금지하고 쓰레기 반출시간 및 장소 준수

 다양한 이벤트 행사(시흥 먹거리 축제 등)를 계획하여 

활력과 개성있는 재래시장 경관 연출

C. 신천복원

C-1 친수공간 조성

 곡선형의 보행통로와 수변을 즐길 수 있는 데크 설치

 다양한 친수시설(분수, 벽천, 징검다리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력있는 수변경관 연출

 하천 제방은 다양한 이용객의 접근을 고려하여 자연형 

사면(돌계단, 경사면 등 설치)으로 조성

C-2 인접 시가지경관 정비

 기존 복개구간 연접도로 중 일방통행 1차로를 제외한 

폭원에 가로수 식재 및 인도설치

 인공구조물(교량, 펜스, 전신주, 광고물 거치대 등)의

정비 및 통일성 있는 디자인 적용

 주변 건축물 외장 및 옥외광고물 정비



SIHEUNG LANDSCAPE PLANNING 173
 

D. 건축물(구조물) 정비

D-1 문화의거리 연접상가

 1층부에는 어닝 등 차양(접이식) 설치 권장

 차양은 건축선을 넘지 않도록 하며, 현란한 글자나 로고 지양

 차양색상은 건축물 주조색으로 통일하고, 규격 및 재질은

가로 전체에 걸쳐 통일함

 1층부 쇼윈도우는 개폐형으로 조성,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

 창문과 쇼윈도 등의 면적을 넓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연속성 유지

D-2 간선도로변 상가

 외부로 노출되는 모든 외벽은 전면과 통일성을 갖도록 함

 건물 외벽 수성페인트 마감 및 조립식 판넬 사용 지양

 1층 진입부 바닥높이는 건물과 도로간 단차를 최소화하여

가로의 일체감 유도

 주변의 기존건물들과 유사한 입면패턴과 재료로 디자인

 부지의 코너를 강조하여 가로경관의 리듬감과 인식성 

부여

D-3 창고 및 담장(휀스)

 담장의 재료는 친환경 소재(생울타리, 목재 등) 사용 권장

 시가지 경관에 위해되는 업종(고물상, 폐철 등)은 담장과

더불어 차폐식재를 통하여 간선도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함

 창고 및 단층의 상가가 연접한 경우 입면의 특성(지붕형태,

창문, 출입구 등)을 통일하여 연속된 가로경관을 유도함

E. 색채

E-1 색채

 간선도로변 상가는 거리의 압박감을 해소하며 통일감을 

높이기 위해 층고별(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재료 및 색채

고려

 이용자의 쾌적성과 여유로운 시가지경관 형성을 위하여 

조화로운 색채대비 효과 유도

※ 색채 경관설계 상세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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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가로시설물

 F-1 가로시설물

 시설물의 도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보행공간 확대

 기능 위주의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 추구

 가로판매대 등을 표준화(간결하고 단순한 박스형태, 모서리

라운드화, 전면소재 다양화로 지역특성 적용)하여 통일성

있고 경쾌한 가로경관 조성 

 문화의 거리와 신천 복원구간은 공간의 특성에 알맞은 

개성과 예술성 있는 디자인 적용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안내시설물 정비(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상징시설물, 자연화단 조성 등)

G. 옥외광고물

 G-1 옥외광고물

 지상광고물, 옥상광고탑, 네온싸인, 창문광고물은 설치를 

불허하며, 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 주간에도

미관을 해치치 않는 방법으로 설치함

 문화의 거리는 매장분위기에 맞도록 외부 매장연출 

개념의 간판디자인 권장

 문화의 거리는 평범한 간판 형식에서 벗어나 업소를 

상징할 수 있는 간결한 조형이미지 간판 권장

H. 오픈스페이스

H-1 주차장 및 공개공지

 공공부문(보도)과 민간부문(대지내 공지)의 통합적 관리를

고려하고, 포장재료 및 가로시설물 등을 통일함

 인접부지 경계부는 상호 토지소유주가 협의하여 녹지공간

조성(화분 설치) 권장

 주차장 경계부와 공개공지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녹지와 휴게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인공경관이

부각되지 않도록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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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경관녹지

 경관녹지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휴게시설, 조경시설(미술장식품, 

파고라, 벤치, 소규모 분수대, 시계탑 등)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함

 정기적인 주민모임(화단가꾸기, 합동청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함

I. 야간경관

I-1 야간경관

 문화의 거리는 가로등, 바닥조명, 볼라드조명, 이벤트 

조명 등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체험유도

 신천 복원구간은 보행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로등과 보행등을 활용하여 은은하고 로맨틱한 분위기 

연출

 광공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점멸등, 네온사인 등) 

과도한 조명의 사용을 지양하고, 간접조명을 활용하여 

빛의 확산 완화

※ 야간조명 경관설계 상세지침 준용



176 Enjoyment of Beauty

04 경관기본계획

 

04 기본방향 (해안시가지)

▌오이도 관광단지

 갯벌과 어우러져 쉼과 즐거움을 주는 종합적인 워터프론트 계획 수립

 인천광역시(송도)의 스카이라인과 해안을 감상하는 특색 있는 조명명소 창출

 인공경관(방조제, 선착장, 주변상가 등)의 정비를 통한 자연과 조화된 쾌적한 해안경관 조성

[ 시가지경관 중점관리구역 설계지침 ]

A. 진입로 조성 B. 건축물 (구조물) 정비 C. 색채

A-1 친수공간 조성
A-2 조망공간 조성
A-3 랜드마크 형성

B-1 상가 건축물
B-2 방조제
B-3 선착장

C-1 색채

D. 가로시설물 E. 옥외광고물 F. 오픈스페이스 G. 야간경관

D-1 가로시설물 E-1 옥외광고물 F-1 주차장 및 공개공지 G-1 야간경관

지구단위계획 경관(미관)지구 경관사업 경관협정

오이도 해양관광단지 -
해안문화벨트 조성사업
생태문화벨트 조성사업

오이도 해안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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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곶포구

 해수가 내륙으로 인입되는 공간의 위요감을 고려한 상징적인 경관 연출

 인접지역 어민들의 어로활동(출항, 입항 및 어획장비 정비 등)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간과 생활공간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경관 계획 수립

 인공경관요소(선착장, 인접상가 등)의 정비를 통해 자연과 조화된 쾌적한 해안경관 조성

[ 시가지경관 중점관리구역 설계지침 ]

A. 진입로 조성 B. 건축물 (구조물) 정비 C. 색채

A-2 조망공간 조성
B-1 상가 건축물
B-3 선착장

C-1 색채

D. 가로시설물 E. 옥외광고물 F. 오픈스페이스 G. 야간경관

D-1 가로시설물 E-1 옥외광고물 F-1 주차장 및 공개공지 G-1 야간경관

지구단위계획 경관(미관)지구 경관사업 경관협정

오이도 해양관광단지 -
해안문화벨트 조성사업
생태문화벨트 조성사업

오이도 해안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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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설계지침 (해안시가지)

A. 해안경관 특화

A-1 친수공간 조성

 해안 방조제 및 선착장과 연결하는 갯벌데크를 조성하여

갯벌을 만지고 접할 수 있는 수변 산책로 조성 

 갯벌데크는 조수간만의 차이를 감안하여 어선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낮은 형태로 조성하고, 돌블럭 등

염전에 부식되지 않는 재료 사용

 방조제와 선착장 일부구간(가각부, 종점부 등)에 갯벌과 

접하는 디자인 계단 조성

 다양한 친수공간(산책로, 전망 휴식공간, 레스토랑 등)이 

연계된 종합적인 워터프론트 계획 수립

A-2 조망공간 조성

 방조제와 선착장 결절부 및 종점부를 활용한 이벤트형 

조망공간 조성

 투명소재와 자연소재를 적용한 심플한 디자인의 시설물로

해안조망을 최대한 확보

 예술 조형물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의 포토죤 조성

 편안하게 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

(벤치, 그늘막, 난간 등 설치)

A-3 랜드마크 형성

 주진입부 및 결절부에 상징조형물 설치

 소규모 풍력발전기 등 클린에너지를 활용하여 상징적인 

해안 연출

 방조제 가각부를 활용한 조망특화 공간 조성으로 오이도

관광명소 창출

 오이도 선사유적지와 연계한 수산시장 특화거리 조성

 선착장 종점부 특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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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건축물(구조물) 정비

B-1 상가 건축물

 옥상 및 지붕은 과장된 디자인과 장식적 요소 최소화

 옥상과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인공구조물 설치 지양

 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옥상 휴게시설(벤치, 파라솔 등) 

및 옥상조경 권장

 자연 친화적 외장재(석재, 벽돌, 목재 등) 사용 권장

 창문과 1층부에는 어닝 등 차양(접이식) 설치 권장

 차양은 건축선을 넘지 않도록 하며, 현란한 글자나 로고를

지양

 차양색상은 건축물 주조색으로 통일하고, 규격 및 재질은

가로 전체에 걸쳐 통일함

B-2 방조제

 잔디 블록과 초화류를 활용한 경사면 녹화 및 자연소재

(나무데크, 돌 블록 등)를 사용한 인공구조물 디자인

 다양한 방문객(장애인)을 위한 계단 및 예술성을 가미한 

입면계획

 보행등, 바닥조명을 활용한 이벤트 야간경관 형성

 심플하고 간결한 공공시설물(철조망, 펜스, 가로등) 디자인

적용

B-3 선착장

 구조물 일부에 자연소재(나무데크, 돌 블록 등)를 사용하여

인공구조물의 돌출감 완화

 적치물과 각종 설비시설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

 통행인에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쓰레기 반출시간 및 장소

준수

C. 색채

C-1 색채

 통일감 있는 색채계획 수립을 통한 해안경관자원의 보호

및 조화로운 경관 연출

 건축물 및 가로시설물의 색채는 해안경관자원의 색채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경관형성이 가능한 색채로 선정하여 적용

 부득이하게 색채변경이 어려운 경우 자연재료를 활용한 

차폐로 이질감 완화

※ 색채 경관설계 상세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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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가로시설물

D-1 가로시설물

 투명소재와 자연소재를 사용한 심플한 디자인 적용

 이질적으로 부각되는 가로시설물 색채 및 형태 정비

 시설물의 도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보행공간 확보

 장기적 측면에서 전면가로 전신주 지중화 유도

E. 옥외광고물

E-1 옥외광고물

 공동의 연립형 간판 설치 권장

 지상광고물, 옥상광고탑, 네온싸인, 창문광고물 등은 설치를 

불허하며, 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 주간에도 미관을 

해치치 않는 방법으로 설치

 매장분위기에 맞도록 외부 매장연출 개념의 간판디자인 권장

 평범한 간판 형식에서 벗어나 업소를 상징할 수 있는 

간결한 조형이미지 간판 권장

F. 오픈스페이스

F-1 주차장 및 공개공지

 친환경적인 재료(잔디블럭, 침투성 보도재료 등)를 사용한

주차장 및 가로 바닥포장

 상가와 연접하지 않은 교차부를 중심으로 소규모 쉼터와

화단 조성

 보행에 방해되는 점포 앞 물품수납 및 진열대(가판) 설치 금지

 공공부문(보도)과 민간부문(대지내 공지)의 통합적 관리를

고려하며, 바닥포장 및 가로시설물 등을 통일

G. 야간경관

G-1 야간경관

 구조물(교량, 방조제, 선착장, 빨간등대 등)과 신소재

(LED, 레이져 등)를 활용한 해안 야간조명 특화

 해안경관의 조망보호를 위해 광공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점멸등, 네온사인 등) 과도한 조명의 사용을 지양하고,

간접조명을 활용하여 빛의 확산 완화

※ 야간조명 경관설계 상세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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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도 해안방조제 경관개선 시뮬레이션

▶ 사업시행 전 현황

▶ 사업시행 후 시뮬레이션

▶ 사업시행 전 현황 ▶ 사업시행 후 경관시뮬레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