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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rehensiv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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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comprehensive plan 국토종합계획

https://en.wikipedia.org/wiki/Citadel_of_Er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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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Planning 지역계획 / 광역도시계획

https://en.wikipedia.org/wiki/Citadel_of_Er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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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comprehensive plan도시기본계획

https://en.wikipedia.org/wiki/Citadel_of_Er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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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Management Plan / District Unit Plan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http://www.enewko.com/wp-content/uploads/2017/02/12-
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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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scape plan

https://en.wikipedia.org/wiki/Citadel_of_Erbil송도경관계획 경관예시도
http://cphoto.asiae.co.kr/listimglink/6/2018012015165
362133_15164290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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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Act

https://en.wikipedia.org/wiki/Citadel_of_Er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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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Act
대지안의공지 / 건축물 외부공간
- 공개공지, 공공조경, 전면공지(보도연접형, 차도연접형)



Inbetwee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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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https://en.wikipedia.org/wiki/Citadel_of_Erbil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
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
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②인접지소유자는 전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
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
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Historic and Cultural Place
역사문화공간의 형태



Historic and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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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rvation / utilization of existing city type

https://en.wikipedia.org/wiki/Citadel_of_Erbil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 자하문길 정비계획 (2010)
∙ 보도 정비 및 기타 지장물 정
비를

통한 가로환경 개선

∙ 경관사업을 통한 가로환경 개
선

“지역내 중심가로로 조성”

- 필운대길 정비계획 (2010)
∙ 보도정비 및 기타 지장물 정비

∙ 전신주 지중화 사업

∙ 보도 확보를 통한 생활가로 개
선

∙ 주차장확보 후 거주자 우선 주
차

제도 폐지를 통한 공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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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정비사업 1단계 (1.8km – 자하문길, 필운대길) 

5.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계획(안)



• 한옥밀집지역을(52개소) 중심으
로 우선 추진

가로정비사업 2단계 (4.2km - 한옥밀집지역 골목길 정비 / 2011~2013)

“시간의 흐름을 간직한 한옥 골목 조
성”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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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담장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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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계획(안)



• 한옥밀집지역을(52개소) 중심으
로 우선 추진

가로정비사업 2단계 (4.2km - 한옥밀집지역 골목길 정비 / 2011~2013)

“시간의 흐름을 간직한 한옥 골목 조
성”

골목길
바닥포장

전신주
지중화

지장물
철거

한옥
개보수

경관사업
담장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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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계획(안)



종합계획(안)

범 례

역사
문화
보존
구역

한옥보존구역

한옥권장구역

물길주변

가로변

사직로변

공공시설부지

문화시설 밀집지

자수궁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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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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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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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시형태의 보전/활용

https://en.wikipedia.org/wiki/Citadel_of_Erbil

종로/피맛길

http://cphoto.asiae.co.kr/listimglink/4/2013061411353842196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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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시형태의 보전/활용

https://en.wikipedia.org/wiki/Citadel_of_Erbil

청계천













호주 멜버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