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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유휴시설의 활용 가능성 탐구*
- 서울시 상수도 가압장을 대상으로 박현영**·안현진***1)2)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Using Idle Urban Facilities: Focused on the
Pressurizing Facilities for Water Supply in Seoul*
Hyeon-young Park**·Hyunjin An***
요약：이 연구는 용도폐기된 가압장의 재활용가치에 주목하고 가압장의 유휴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현재 공간
활용도가 낮거나 향후 유휴화될 가능성이 있는 가압장을 확인해 가압장의 운영과 입지 특성에 따른 향후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행정자료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압장의 운영방식, 위치, 시설형태를 기준으로
64개 가압장을 ‘가로변-단일건물형’, ‘블록내부-단일건물형’, ‘가로변-건물+공지형’, ‘블록내부-건물+공지형’, ‘배수지
형’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다음은 관련 상위계획, 수도사업본부 관련자 면담, 개별 가압장의 주변 여건 등을 고
려한 유형별 심층분석으로 향후 유휴화를 전제로 한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가압장은 기능 특성상 시가지 전역에 분포
하고 있어 접근성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시설 또는 광역적 공간 범위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가압장이 위치한 지역 여건을 분석해 지역 내 부족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안하였다. 특히, ‘건물+공지
형’은 대지 내 유휴공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지역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였고 가압장 운영 중에도 유휴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방치된 유휴시설에 따른 지역쇠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한정된 토지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향을 제시한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유휴시설, 상수도 가압장, 재활용, 도시재생
ABSTRACT：This study focused on the recycling value of the idle pressurizing facilities for water supply
and proposed their reuse scheme. This study investigated 64 pressurizing facilities in Seoul, classified
them into 5 types, and suggested reuse plans for each type. Depending on accessibility, the idle
pressurizing facilities can be utilized as a public service space for local community or for a wide region.
A detailed program should be suggested by examining carefully the local conditions in which the
pumping station was located. Especially, in case of 'building+open space type',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idle space can be utilized even during the operation of the pressurizing facilities.
It has significance that it proposed a systematic approach to prevent the local decline due to idle
facilities and to increase utilization of limited land resources.
Key Words：Idle Facility, Pressurizing Facilities for Water Supply, Reuse,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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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 대도시의 상황에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 자산의
재발견으로 관점이 전환되고 있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상수도 가압장은 도시재생
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이다. 상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 가압장은 기능특성상 기성 시가지 내 다양한 지
1) 연구의 배경

역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일제강점기 말부터

서울시는 ‘공유공간 발굴사업’등을 통해 도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서울의 가압장은 상수도

내 유휴공간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공급정책의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폐쇄되고

하고 있다.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옛 경의선 철길

신설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아리수 사람들, 2014:

연남동 구간, ‘서울로 7017’로 탈바꿈된 구 서울역

45~50).

고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등장한 (구)마포석유비

상수도 시설로서의 가압장은 각 가정에 상수도

축기지 등은 산업화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물

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 내 주거지와 인접하게 입지

이었다가 활용도가 낮아진 공간을 새로운 모습으

한다. 때문에, 일부 유휴화된 가압장은 지역 커뮤

로 재활용한 사례이다.

니티 공간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산업화 이후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문화

관악구 신림동의 ‘행복나무’가 지역 내 주민편의시

여가시설에 대한 주민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

설로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주민이 상호

데, 전(前) 산업시설을 재활용한 문화공간의 조성

교류할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주민모임의 구

은 ‘지속 가능 도시’의 관점에서도 적절한 활용 예

심점이 되는 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의 확보

로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재활용 공간의 명소

여부가 도시재생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 되

화는 인근 지역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 ‘도시

기에 주거지와 인접하게 위치한 용도폐기 가압장

재생’을 촉발하기도 한다.

은 그 가치가 상당하다.

과거 방치된 유휴공간에 대한 인식은 지역의 흉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도시 기성시가지에

물로 지역의 쇠퇴를 가중하는 부정적 측면이 강했

위치한 가압장들은 급수시설 현대화와 배수지 조

다. 최근에는 포화된 개발로 인한 토지자원이 부족

성에 따른 가압구역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통폐
합이 예상된다. 폐쇄되어 방치된 가압장이 지역 내
노후 건축물로 존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

<그림 1> 서울시 기반시설 재활용 사례
출처: (좌,상)-‘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좌,하)-‘서울로 7017’ 홈페이지:(우,상/하)-직접 촬영

휴공간으로서의 가압장을 지역 자산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다.
다음으로, 가압장의 입지 및 건축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현황을 반영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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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각각의 사례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사
례별 심층분석 결과와 가압장 전수에 대해 정리한

이 연구는 2016년 12월 기준 서울시 64개 가압장

데이터를 종합하여 유휴공간 활용의 측면에서 유

전수를 대상으로 한다.

형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2> 연구의 공간적 범위

3. 선행연구 고찰
최근의 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는 도시재생
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를 다수 찾아볼 수 있었
다. 이홍(2015) 및 이승환(2015)의 연구에서는 유
휴공간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산으로 바라보고
문화적 재생의 성공적 재활용 사례로 제시하였다.
정성희 외(2016)의 연구에서 제시한 유휴공간의
‘임시적 활용 가능성’은 저비용으로 도시재생의 효
과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서울시 상수도 사업

자산의 형태별로 문화적 재생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부에서 작성한 수도시설 관련 자료를 구득한 후

특히 공공소유의 유휴 행정자산은 경제성만을 추

일부 가압장(효자 가압장, 도원 가압장, 보광 가압

구하여서는 추진되기 힘든 ‘문화적 재생’의 거점으

장, 보광(배) 가압장 등 4곳)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로의 활용성이 높음을 오준걸(2013)의 연구를 통

수행하였다. 사전조사 결과 공개된 자료의 한계를

해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하고 상수도 사업본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김현주·이상호(2012,2013)는 유휴공간을 활

공간정보 데이터(GIS shp)를 구득하였다. 공간정

용한 재생사례 분석에서 용도폐기 된 상수도 시설

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압장의 관리상

의 재활용 사례를 제시하여 이 연구에서 다룬 용도

태와 주변 지역 특징 등에 대한 정보는 건축물대장

폐기 된 상수도 가압장을 재생자산의 측면에서 바

및 토지대장 확인, 관할 사업소에 직접문의 또는

라보도록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각 유휴공간의 입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였다.

지에 따라 소프트웨어적 활용특성을 분석하였는데,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가압장 건축물의 특징과

이는 유형별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 연구

입지에 따라 64개 가압장 전수를 유형화하고, 추

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진욱·이주형

가로 조사한 주변지역 현황과 행정자료를 통해 확

(2016)의 연구도 유휴공간의 입지에 따른 재생 효

인한 토지 및 건축물 정보를 포함한 종합적인 가압

과를 분석하였는데, 유휴공간의 입지 및 유형에 따

장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른 차별적인 활용을 강조하였다.

새로 구축한 데이터와 가압장과 관련된 상위계

임유경(2015)과 곽노완(2015)은 지역 내 공공

획 및 서울시 상수도 사업부의 관련자 면담결과 등

소유 유휴공간의 활용방안 중 하나로 공동체활동

을 바탕으로, 가압장 유형별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거점을 제안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촉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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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휴 가압장의 발생

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는 도시 내 유휴공간으로서 용도 폐기된 가압장의

1) 가압장의 정의 및 기능

도시 재생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성 도시

상수도 가압장은 모터펌프를 통한 가압으로 수

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용도 폐기되고 기능이 전

돗물을 급수하는 주요한 상수도 시설 중 하나이다

환되고 있는 상수도 가압장을 지역 내 공간자산으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 2008:384). 취수한

로 인식하였다. 향후 발생 가능한 도시 내 유휴공

물을 정수한 후 필요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간의 선제적 관리의 측면에서 서울시 가압장 전수

상수도 공급 과정 중 취수, 도수(導水), 급수 등에

를 대상으로 입지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활용

모터펌프가 사용되지만, 급수 시에 이용되는 가압

방안을 제시하는 이 연구의 시도는 단편적인 유휴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공간 재활용 사례를 보여준 기존 선행연구들과의

배수지를 거친 자연유하를 통한 수돗물 급수가

차별점으로 볼 수 있겠다.

바람직하지만, 자연유하방식에 의한 상수도 공급
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의
지리적 특성을 가진 서울은 고지대의 주거입지가
부득이하며, 이러한 지역은 가압에 의한 급수가 필

Ⅱ. 도시 내 유휴공간으로서 가압장

수이다. 가압장의 모터펌프는 정수장에서 오는 수
돗물의 수압을 높여 수돗물이 고지대로 도달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1. 유휴 공공시설 활용을 위한 정책적 대응
2) 서울시의 주요한 상수도 공급시설로서
유휴 공공시설의 증가와 재생 자산으로서의 가

가압장

치 인식은 정책적 관심과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까지는 폭발적인 서울인구의 증가에

중앙정부차원에서는 2009년부터 유휴 행정재산의

비해 공공의 재정 부족으로 가압장의 건설이 미미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타 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

하였다(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2008: 385-390).

록 하여, 유휴자산의 방치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전쟁 난민이나 철거이주민

공공의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의 경우 민간에 대부

들이 고지대에 정착지를 조성하면서 고지대의 급

또는 매각하여 민간 활용을 유도하는 등 정책방안

수수요가 증가하여 가압장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을 마련하였다(임유경·임현성, 2012:40). 또한 「도

옥인동, 삼청동, 성북동, 천연동 가압장 등이 광복

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

이후 준공된 첫 가압장이다. 이 시기에는 급수난이

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유휴공간은 지역의 쇠

심각했으나 공공의 재원 부족으로 상수도 관련 시

퇴를 판단하게 하는 지표인 동시에 재생을 위한 자

설이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였다. 이에 상당수 사설

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압장이 설치되었다.

(임유경·임현성, 2012:4). 이 장에서는 유휴 상수

1980년대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서울시의 재정

도 가압장을 재생자산으로 보고 이의 활용 현황을

은 호전되었으나 급수난은 여전하였고, 이에 서울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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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가압장 시설을 본격적으로 확충하였다(서울

하여 적정한 수압을 유지하고 균등급수를 가능하

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2008:165, 아리수 사람

게 하는 상수도 시설이다(아리수 사람들, 2014:

들, 2014:48). 서울시는 1981년의 수도사업을 지

42-43). 배수지 확충으로 간접급수율은 1990년

하철 건설 다음의 순위로 둘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25.8%에서 2010년 92.6%로 크게 증가하였다(서

상수도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울시 상수도사업본부, 2014).

1980년대에는 가압장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사
<그림 3> 상수도 급수체계의 변경
출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2014)

설 가압장의 공설화가 완료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균등급수를 위한 가압장 설치,
가압장의 현대화, 노후 가압장의 보수가 추진되었
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된 가압장의 설치로 가압
장의 수는 1994년 말 183개소로 증가하였고, 당
시의 가압장 설치는 급수수요에 대응하기보다는
모든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균등급수가 목적
이었다(아리수 사람들, 2014:48-50). 또한 1980
년대 중반에 시작된 상수도 시설 현대화 계획을 통

배수지를 통한 간접급수로의 급수체계 전환은 가

해 유인가압장의 무인화 등 가압장시설 현대화사

압장의 폐쇄를 발생시켰다. 배수지 건설로 일부 가압

업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가압장의

장은 기능을 잃어 폐쇄가 결정되었다. 또한 주거지 재

신설보다는 노후 가압장의 개량 및 보수가 이루어

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따라 기존 가압장의 철거 및

졌다(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2008:393).

배수지 건설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천연 가압장, 정릉
2 가압장, 청운 가압장, 갈현 가압장 등 다수의 가압장

3) 상수도 급수체계의 전환 및 가압장의 폐쇄

이 이와 같은 이유로 폐쇄되었다.

발생
<그림 4> 배수지를 통한 자연유하식 급수체계
출처: 아리수 사람들(2014:202)

가압장을 통한 급수방식의 한계는 배수지를 통
한 간접급수로 급수체계의 변경을 가져왔다(서울
시 상수도사업본부, 2014). 산지가 많은 서울시의
지형적 특성상 운영한 가압장의 급수방식은 고지
대의 저수압으로 인한 소출수, 저지대의 과수압으
로 인한 누수 및 에너지 손실, 정전에 따른 단수 등
의 우려가 있었다. 1990년 이후부터 배수지를 건
설하여, 정수장에서 가압장을 통한 직접급수에서
배수지를 통한 간접급수로 급수 시스템을 전환하
였다. 배수지는 정수장과 급수지의 중간에 위치하
는 수돗물 저장소로, 정수장의 생산량과 급수구역
내 급수량을 조절하고 급수구역의 높낮이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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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휴 가압장의 재활용

2) 가압장 재활용 사례
현재 서울시에서 가압장을 재활용하는 용도는

1) 용도폐기 가압장의 재활용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문화시설과 지역 커뮤

서울시는 폐쇄된 가압장의 활용을 적극 추진 중

니티 공간이다.

이다. 서울시는 가압장 재활용을 개별적으로 진행
(1) 문화시설 활용사례: 윤동주 문학관(구 청운가압장)

하다가 2014년 시장요청사항으로 용도폐기 가압
장 전반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였다1).

종로구의 청운공원에 위치한 윤동주 문학관은

용도폐기 또는 운휴 중인 가압장을 커뮤니티센터·

유휴 공공시설인 폐가압장을 문화공간으로 재활용

어린이집 등 소규모 주민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구 청운 가압장은 1969년

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건물 활용도를 제고하

준공된 청운시민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1974년 가동을 시작하였고, 2005년 청운시민아파

폐 가압장의 활용방식을 살펴보면, 기존 가압장

트가 철거되고 그 일대를 공원화하면서, 2008년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고, 철거 후 신축하여

공식적으로 용도폐기되었다(김인호·윤재은, 2016).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가압장시

종로구청은 가압장의 활용에 해당 가압장 인근

설의 관리 주체가 상수도사업본부인바, 사용주체

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윤동주 시인의 스토

가 상이할 경우 해당 주체가 임대 또는 매입한다.

리를 접목하였다. 2009년 청운공원의 관리 주체인

관악구 행복나무(구 신림2 가압장)와 서대문구 천

종로구청은 가압장 건물 그대로 윤동주 문학관을

연옹달샘(구 천연 가압장)은 상수도사업소와 서울

운영하다가, 2012년 가압장 건물과 물탱크를 리모

시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예산으로 기존

델링한 윤동주 문학관을 새로 개관하였다. 윤동주

가압장 건물을 최소한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한

문학관은 현재 종로구 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사례이다. 금천구의 구 시흥 가압장과 은평구의 구

있다. 윤동주 문학관은 ‘윤동주 문학제’, ‘윤동주

갈현 가압장은 각 자치구에서 가압장 부지를 매입

시화 공모전’, ‘윤동주 창작음악제’ 등을 개최하며

하여 커뮤니티시설로 신축하는 사례이다. 구 시흥

종로구의 주요한 문화시설 중 하나가 되었다.

가압장은 간단한 개보수를 통해 ‘어울샘’이라는 마
<그림 5> 윤동주 문학관(좌:2009년, 우:2017년)
출처: (좌)-‘아뜰리에 리옹 서울’ 홈페이지, (우)-직접촬영

을예술창작소로 활용하다가, 2018년 4층 규모의
주민복합문화 공간으로 신축하여 마을 활력을 위
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 갈
현 가압장은 주변교육시설에 비해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반영하여 3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
의 집’으로 조성 중으로, 2019년 개원 예정이다.

윤동주 문학관은 단순 유휴시설 재활용 뿐 아니

1) ‘폐지․방치된 가압장 재활용 프로젝트 관련 대상시설(가압장) 정밀점검 용역 시행계획(서울시 자산관리과, 2014)’과 ‘가압장 태양광설치
검토서(서울시 녹색에너지과, 20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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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압장이라는 특성을 살린 건물 활용의 사례이

대료(~2018년 7월)를 지원받아 지상 2층 규모의

다. 옛 수도시설 이미지의 보전이 건축물의 가치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2015년 구성된 주

돋보이게 만들었다. 윤동주 문학관은 구 청운 가압

민운영위원회를 통해 리모델링(안)을 도출하였으

장의 물탱크를 적극 활용한 독특한 공간구조의 건

며, 천연옹달샘은 2016년 말 완공되었다. 천연옹

축물로, 2012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국무총리

달샘은 2017년부터 ‘직영+민관협력방식’으로 운

상’, 2014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 등 다수의 건축상

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간시설의 관리를 전담하

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의 현대건축 베스트 20에

고 서대문구에서는 상주 인력(기간제 근로자)을 지

선정되었다.

원하며, 민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공간 및 프
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림 6> 윤동주 문학관이 보전한 옛 수도시설의 이미지

현재 천연옹달샘은 천연동 주민들의 거점 공간
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생일파티에서부터 스터
디 모임, 교회 모임, 학부모 친목 모임 등 주민들
간의 다양한 모임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영화 상영, 카페플래너 교육 등 다수의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시행되었다. 천연옹달샘 관계자에 따
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300여 회 이상 공간 대

(2) 지역 커뮤니티 공간 활용사례: 천연 옹달샘

여가 이루졌으며, 3,000여 명이 이용하였다.

(구 천연 가압장)

‘천연 옹달샘’은 폐 가압장을 지역 커뮤니티 공
<그림 7> 구 천연 가압장(좌), 현재 천연옹달샘(우)
출처: (좌)-서대문구자치행정과(2015), (우)-직접촬영

간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2). 서울시는 서
대문구에 구 천연 가압장의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
으로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마을공동체 공
간 조성을 위한 민간시설활용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었다. 민간시설보다 공공시설의 활용이 용이하
다고 판단하고, 2014년 시 소유의 유휴공간에 대
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유휴가압장의 활용을

Ⅲ. 서울시 상수도 가압장 개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전담팀(TF)을 운영하고 구
천연가압장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마을활력소를
조성하기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영천시장과 독립문로 인근에 위치한 구 천연 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상

압장은 1962년 건립되어 2012년 용도폐기되었으

수도 가압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

며, 서울시의 공간 리모델링 사업비와 3년간의 임

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가압장은 총

2) ‘천연 옹달샘’의 조성과정과 운영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된 ‘유휴공간 (구)천연가압장 활용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리모
델링 계획(안)’(서대문구 자치행정과, 2015)과 ‘천연옹달샘(천연가압장)마을활력소 운영 계획’(서울혁신기획관, 2017)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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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8개 수도사업소별 관할 가압장
사업소

개소

중부

18

서부

12

동부

4

북부

8

강서

5

남부

9

강남
강동

가 압 장 명칭
삼청

평창1

평창2

성북2-2

종암

인수

혜명

약수

낙산

월곡(배)

도원

보광

효자

정릉4

성북2

경내

보광(배)

북악

증산(배)

진관

불광(배)

현행

와우산

노고산(배)

만리

백련(배)
쌍문1

창천

홍은3

녹신

북악터널(배)

아차산(배)

용마(배)

신내(배)

대현산(배)

미아

상계

수유

우이

번동

온수

개봉

우장산(배)

상도(배)

신림6(배)

봉천11(배)

반포(배)

우면산

삼성(배)

쌍문2

중계

신정

화곡(배)

금천(배)

상도3

대방(배)

법원

낙성대(배)

노량진(배)

6

방배(배)

내곡

일원본

2

거마

오금(배)

출처: 2016년 배수지가압장 통계현황,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64개이며, 8개 수도사업소에서 나누어 관할하고

건물은 80,309㎡이다. 가압장 부지면적 또한 22㎡

있다(<표 1> 참조). 서울시의 64개 가압장은 강동

에서 554,871㎡로 편차가 매우 크다. 일 급수량으

구, 동대문구, 영등포구를 제외한 22개 구에 분포

로 파악되는 가압장의 용량은 최소 170㎥/일에서

되어 있다(<표 2> 참조). 종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최대 300,000㎥/일으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큰

등 오래된 도심 주거지역에 다소 가압장의 수가 많

편차는 가압장의 크기 차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았는데, 이들 지역은 대규모 가압장이나 배수지를

배수지와 함께 형성된 가압장이 가압장 통계에 포

건설할 공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서

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배수지와 같이 조성된 가압

울 외곽이나 신시가지일수록 배수지를 통한 수도

장은 대규모 시설이며 배수지 전체 면적이 통계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압장의 수

포함되어 있다.

가 적다.
<표 3> 서울시 가압장의 크기 및 용량
<표 2> 구별 서울시 가압장 수
구

종로

중

개소

7

1

구

도봉

노원

용산
3

성동
1

광진 중랑 성북 강북
1

2

7

4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개소

2

2

4

5

구

금천

동작

관악

서초

개소

2

4

3

4

3

1

2

토지면적(㎡)

24

22

일급수량(㎥/일)
170

최대

80,309

554,871

300,000

평균

5,039.3

13,086.2

27,734

2

강남 송파
2

건물면적(㎡)
최소

현재까지 운영 중인 서울시 가압장 중 가장 오

2

래된 가압장은 ‘삼청가압장’으로 1967년에 준공되
었으며, 가장 최근 건설된 가압장은 2014년 배수

가압장 건물과 건물이 위치하는 부지의 크기 및

지와 함께 준공된 ‘신내(배)가압장’이다. 준공된 지

용량은 매우 다양하다(<표 3> 참조). 가압장의 건

30년 이상인 노후가압장이 30개소로 전체의 47%

물면적이 가장 작은 건물이 24㎡인 반면, 가장 큰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000년 이후 준공된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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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 25개소로 39%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4> 참

게 고려하지 않았다.3) 가압장의 규모는 배수지내

조). 2000년 이후 준공된 가압장은 녹신 가압장,

가압시설을 제외하여도 편차가 심하고, 시설물 자

인수 가압장, 북악 가압장의 3개소를 제외하면 모

체의 규모와 부지전체 규모의 차이도 일관성이 없

두 배수지에 포함된 가압장 시설이다.

다(<표 3> 참조). 건축형태에 따른 유형화를 통해,
건축물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활용방안을 제안하
고, 개별 가압장에 대한 심층분석과 세부적인 활용

<표 4> 준공연도별 서울시 가압장 수
준공연도

‘60

가압장 수
(비율)

2
(3%)

‘70

‘80

‘90

‘00

9
19
9
22
(14%) (30%) (14%) (34%)

‘10

방안 제안단계에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3
(5%)

1) 가압장의 유형화 기준
(1) 가압장의 운영방법

64개 가압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가압시설을
갖춘 건물 단독으로 운영되는 가압장과 배수지 내

Ⅳ. 서울시 상수도 가압장의 유형화
및 활용가능성 분석

가압펌프 시설로 운영되는 가압장의 크게 두 가지
로 운영방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운영방법에 따
라, 전자를 ‘가압장 단독형’으로 후자를 ‘배수지형’
으로 크게 두 개 유형으로 우선 구분하였다.

1. 가압장의 유형화

전체가압장의 40%에 해당하는 26개가 ‘배수지
형’에 해당하는데, 일부 ‘배수지 공원’ 등의 명칭에

도시내 유휴공간으로서의 가압장은 해당지역의

서 찾아볼 수 있듯 대부분의 배수지 상부는 녹지,

여건과 필요에 따라 각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활용

축구장, 조깅트랙 등의 오픈스페이스로 조성되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4개 가압장 전수에 대

있다. 이때 가압장은 <그림 8>과 같이 별도의 건축

하여 시설운영방법, 준공일, 용량, 입지, 시설물의

물로 된 배수지의 부대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즉,

물리적 형태, 도시계획사항, 주변개발 현황 등을

‘배수지형’ 가압장은 공원 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간의 활용성 측면에서, 현재 운영 중인 가압
장의 운영방법, 입지, 건축물 형태에 따라 우선 유

<그림 8> 배수지형 가압장 현황(용마배수지)
주: (좌)배수지 상부공원, (우)가압장 건물

형화하고, 유형별 대표사례에 대하여 도시계획 현
황 및 주변개발여건 등을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단, 가압장의 폐쇄 및 공
간의 재활용 여부의 결정은 시설의 노후도 또는 성
능보다 상수도 급수체계변경과 같은 정책적 결정
에 따르기에 유형화 및 활용방안을 제안하는데 크

3) ‘203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2013) 및 ‘무단수 및 비상급수 정책’(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20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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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장의 입지 및 형태

(3) 가압장 유형화 기준 종합

‘가압장 단독형’의 가압장은 가압장의 위치와 건축

‘가압장 단독형’에 해당하는 가압장을 입지와

물의 물리적 형태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유형으로 구

물리적 형태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는 <표 5>와 같

분할 수 있다. 가압장의 입지와 건축 형태는 도시 내

다. 도로변에 위치한 ‘가로변-건물단일형’(Type A),

유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요

주거지 내부의 ‘블록내부-건물단일형’(Type B),

건이 된다(김현주·이상호, 2012).

도로변에 위치한 ‘가로변-건물+공지형(Type C),

가압장의 위치는 보조 간선로 이상의 가로변에

주거지 내부의 ‘블록내부-건물+공지형’(Type D)

입지한 경우와 블록 내부에 입지 한 경우로 구분할

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수 있었다. 보조 간선 이상의 도로변에 위치한 ‘가

이미 배수지 공원 등으로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로변형’은 상대적으로 광역적인 접근성이 양호하

있는 ‘배수지형’은 별도의 ‘Type E’로 설정하였다.

다. 반면, 주거 블록 내부의 ‘블록 내부형’의 경우, 광
<표 5> 가압장 단독형의 유형화 기준

역적 접근성은 낮지만, 지역 내 활용성은 높다.

유형화 기준
가압장의
형태

<그림 9> 가압장의 입지 따른 유형화 기준

단일건물
건물+공지

가압장의
가로변
Type A
Type C

입지
블록내부
Type B
Type D

2) 서울시 상수도 가압장 유형화
가로변형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상수도 가압장 전수를

블록내부형

앞서 설정한 유형별로 분류하면 <표 6>과 같다.
‘가압장 단독형’은 38개소에 해당하며 ‘배수지

가압장의 물리적 형태는 가압장 건물과 건물이

형’ 가압장(26개소)보다 비중이 높다. 대방(배) 가

위치하는 필지의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필지

압장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수지형(Type

의 규모가 작아 가압장 건물만 조성된 경우는 ‘건

E)’ 가압장은 2000년대 이후 건설되었다. ‘가압장

물단일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가압장 부지내 옥외

단독형’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건설 시

의 유휴공간이 있으면 ‘건물+공지형’으로 분류하

기가 다양한데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가압장의 비

였다. 대지 내 공지의 존재는 가압장이 폐쇄되었을

중이 높으며 2000년 이후 신규 건설된 가압장은 3

때의 활용방안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가압장

곳에 불과하다. 상수도 공급시설을 신설하는 과정

을 유휴공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활용 가능성을

에서 ‘가압장 단독형’ 형태로 조성하기 보다 배수

검토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지 건설을 통한 자연유하의 상수도 공급 방식으로
급수체계를 전환해온 영향이다. 이러한 최근의 경

<그림 10> 가압장 건물의 형태에 따른 유형화 기준

향이 노후화된 가압장의 폐쇄를 예상하게 하는 배
경이다.

건물단일형

건물+공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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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외부에 개방된 낙산가압장 모습

유형 구분

‘배수지형’을 제외한 38개의 ‘가압장 단독형’

가압장
북악, 만리,
창천,
우면산,
내곡,
일원본,
거마
7개
효자, 평창2,
미아, 수유,
우이, 개봉

중, ‘가로변-건물단일형’의 ‘Type A’는 9개소로
삼청, 약수, 도원 등이 해당하며, ‘블록내부-건물단
일형’의 ‘Type B’는 혜명, 낙산, 경내 등 16개소이

6개

다. 낙산가압장의 경우 ‘배수지형’ 가압장에 해당

Type E 배수지형
보광(배), 월곡(배), 와우산, 노고산(배), 진관, 불광(배),
북악터널(배), 백련(배), 증산(배), 대현산(배), 신내(배),
아차산(배), 용마(배), 우장산(배), 화곡(배), 금천(배), 대방(배),
상도(배), 낙성대(배), 신림6(배), 봉천11(배), 노량진(배),
방배(배), 반포(배), 삼성, 오금(배)

하지 않지만, 그림 11과 같이 지봉골 공원 내 일부
시설물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건물+공지형’이면서 가로변에 위치한 가압장
‘Type C’는 7개소이며, 블록내부에 위치한 가압장

26개

‘Type D’는 6개소이다. 가압장의 입지로는 블록내
부에 위치한 경우가 약 60%(38개 중 22개소)로 가
로변에 위치하는 경우보다 많았고, 물리적인 형태

2. 가압장 유형별 심층분석

로는 단일건물의 형태가 65%(38개중 25개소)로
대지 내 공지를 포함한 ‘건물+공지형’에 비해 상대

1) 심층분석 사례의 선정

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심층 사례 분석의 대상은 ‘2030 서울 수도정비
<표 6> 서울시 상수도 가압장 유형화 기준 및 결과
유형 구분

기본계획(2013)’을 비롯한 가압장과 관련된 상위

가압장
삼청, 약수,
도원, 보광,
성북2, 현행,
상계, 번동,
온수

계획들과 가압장 관련 언론보도를 검토하고, 상수

9개

공급과 관련 시설의 확충 및 계량, 유지 관리에 관

도본부 담당자와의 면담결과를 반영하여, 유휴공
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전제로 선정하였다.
‘203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2013)’은 상수도

혜명, 낙산,
경내, 평창1,
정릉4,
성북2-2,
종암, 인수,
홍은3, 녹신,
쌍문1,
쌍문2, 중계,
신정, 법원,
상도3
16개

한 내용과 배수지 건설 및 급수구역 조정에 따른
가압장의 신설 및 폐쇄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기본계획의 급수구역 재구획에 따라 폐쇄가 예
정된 가압장은 만리 가압장, 우면산 가압장, 창천
가압장으로 확인되었다. 우면산 가압장은 폐쇄 예
정이기는 하나, 상수도본부 측에서 별도의 활용계
획을 수립 중임을 담당자 면담을 통해 인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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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종합하면, 상수도 관련 상위계획과 언론 보도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2011년 7월 개운산 배수

등에서 이전 및 폐쇄계획을 확인한 가압장은 만리,

지 완공에 따른 급수체계 변경계획에 따르면4), 종

우면산, 창천, 종암, 성북2, 혜명, 효자의 7개소이

암 가압장은 성북1, 정릉2 가압장과 함께 폐쇄될

다. 이러한 가압장은 다른 가압장에 비해 추후 이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는 운영 중으로 폐쇄 후 활

전 및 폐쇄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용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중 유형별 대표사례로 심층분석 대상을 최종 선

성북1 가압장과 정릉2 가압장은 폐쇄되어 다른 용

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도의 공공공간으로 전환되어 이용 중이었다.5)
성북2 가압장과 종로구의 혜명 가압장은 언론

2) 심층조사 및 분석

보도를 통해 이전 시도를 확인하였다. 상수도 사업

배수지형을 제외한 각 유형별 대표사례에 대해, 건

본부 관련자 면담결과, 성북2 가압장은 주민 및 성

축물 규모 및 용도, 인접도로 현황 등과 가압장 주변 지

북구의 요청으로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이전 부지

역의 개발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황

확보 및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보류된 상태였고,

뿐만 아니라, 연계 가능 시설 및 해당 사례 관련 이슈도

혜명 가압장의 경우, 해당 구청장의 일방적인 의견

출을 통해 가압장의 활용여건을 분석하고 활용 가능성

으로 상수도 사업본부와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과 공간조성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파악되어 혜명 가압장은 심층분석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효자 가압장도 마찬가지로 가압장 내 부지

(1) Type A 성북2 가압장

사용을 주민들이 요청하여 논의된 바 있다. 주민들

성북2 가압장은 단독주택밀집지역의 가로변에

과 해당 지역 시의원이 효자가압장 내 공터를 지역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며, 대학로 및 서울

내 부족한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안

성곽과 인접하다. 1985년에 준공되었지만 건축물

전상의 이유 등으로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공간

의 외관은 관리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성북구 주민

이용에 대한 수요와 노후현황을 고려하여 심층분

들의 이전 요청이 있었으나, 이전비용 문제로 보류

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된 바 있지만, 성북구의 경우 이미 폐가압장을 기
능변경하여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6) 역사 및 문화

<표 7> 가압장 유형별 심층분석 대상선정 결과

예술과 연계한 시설의 운영에 적극적이다. 한 차례

가압장 유형

가압장 명칭

위치

Type A

성북2

성북구 성북로 90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바와 같이 주거지역 커뮤

Type B

종암

성북구 종암동 산2-27

니티 중심에 위치하여 커뮤니티시설 입지에 적합

Type C

만리

마포수 환일길 13

Type D

효자

종로구 자하문로19길 38-10

함과 동시에 간선로변에 위치하여 지역주민과 방
문객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의 활용도가 높다. 한성대 입구역에서부터 선잠단

4) 「성북구 7개동 2만 6천 세대 단수 걱정 없어진다」, 2011. 07. 26(화)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인용
5) 성북1 가압장은 ‘성북예술가압장’으로 임시활용 중이며, 정릉2 가압장은 신축하여 청소년센터로 활용 중이다.
6) 성북구는 정릉2 폐가압장을 ‘성북아동청소년센터’로 탈바꿈하여 2013년부터 운영 중이이며, 운영이 종료된 성북1 가압장은 ‘성북예술가
압장’이라는 명칭의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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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종암 가압장의 현황 및 활용방안

지를 지나 서울성곽을 잇는 탐방로의 길목으로 문

준공 1977년 12월 30일
연면적 72.5㎡
규모
1층 바닥면적 36.13㎡
층수 지상 2층
연계
개운산공원
시설
건물 제1종
용도 근린생활시설(가압장)

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운영을 제안
할 수 있다.

<표 8> 성북2 가압장의 현황 및 활용방안
준공 1985년 1월 1일
연면적 288㎡
규모
1층 바닥면적 189㎡
층수 지상1층, 지하1층
연계
서울성곽, 선잠단지
시설
건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가압장)
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접도로

주출입구는 성북로(약25M폭원)이며,
선잠로(약12M폭원)를 포함하여 도로 2면에 접함

관련사업

명륜혜화성곽마을주거환경개선지구, 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등

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인접도로

주출입로는 폭원 8M미만의 막다른 길,
필지(임야)접면도로는 4M미만 등산로(계단), 사실
상의 맹지에 해당함

관련사업

반경 500m 이내, 재개발완료 된 아파트 단지와
저층의 노후불량한 주거지역이 혼재

활용방안

지역 내 부족한 커뮤니티시설로 운영
예) 개운산 연계, 숲속어린이집 및 어린이도서관

주변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광역)문화시설 또는
활용방안 성북동 역사문화관광 거점시설로 운영
예) 서울성곽탐방센터, 역사문화관광 인포센터

비 촉진지구와 인접하여 광역적 접근성이 양호하
다고 볼 수 있다. 블록 내부는 저층·고밀의 주거밀
집지역이었으나, 공동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구역이 많다. 1992년 준
공되었으며 연면적이 960㎡로 규모도 큰 편에 속

(2) Type B 종암 가압장

한다.

종암가압장은 종암동 주거지역 내 위치하고 있

2030서울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급수구역

으며 접근하는 도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지

재구획에 따른 폐쇄예정지로 현재는 보류되었지만,

만, 개운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하고 마을버스정류

가압장 내 일부공간을 마을공동체에 임대해 주기

장 인근으로 지역 내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시설

도 하였으며 향후 유휴공간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로 활용이 적절하다. 주변이 노후화된 주거밀집지

높다.

역이나, 몇 블록 건너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

만리 가압장 입구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있고, 충정

는 주민센터 외 주민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은 전무

로역, 아현역, 애오개역 등 3개 지하철역의 중심에 위

하다. 주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과 연계한 아동

치하여, 광역접근성과 지역 접근성 모두 양호하여 생

지원시설로의 활용을 제안할 수 있겠다.

활권 단위의 공공서비스 시설로의 활용을 제안한다.
특히, 주변이 아파트단지로 변해가고 있어 신규 인구

(3) Type C 만리 가압장

유입이 예상되고, 반경 500m이내 초·중·고가 5개 학

만리 가압장의 접면도로는 폭원 8m에 불과하

교 이상으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적절해 보인다. 인

지만 마포대로 바로 이면에 위치하며 북아현 재정
83

서울도시연구 제20권 제4호 2019. 12.

근 손기정 기념관과 실버복지관 등 고령 인구를 위한

특히, 가압장 내 상당한 유휴부지가 있어 주민

문화시설은 갖추어져 있지만, 주변 학교 학생들과 향

들이 유휴부지 활용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며,

후 증가가 예상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은 크

2017년 9월에는 가압장 담장벽화를 추진하기도

게 부족한 실정이다.

하였다. 서촌지역은 지나친 상업화에 대응하여 기
존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
에 비해, 도심권 주거지역의 특성상 어린이 보육

<표 10> 만리 가압장의 현황 및 활용방안

시설, 놀이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매우 부족하

준공 1992년 12월 1일
연면적 : 969.7㎡
규모
1층 바닥면적 : 363㎡
층수 지하2층, 지상1층
연계 손기정 기념관, 인근교
시설 육시설
건물
상수도가압장
용도
용도지역

다. 효자 가압장의 운영을 유지하더라도 넓은 유휴
부지를 일부 활용한 어린이 놀이터 또는 지역 텃밭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표 11> 효자 가압장의 현황 및 활용방안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수도공급시설

준공 1979년 3월 29일
연면적 : 165.3㎡
규모
1층 바닥면적 : 165.3㎡
층수 지하2층, 지상1층
연계
종로구 보건소, 서촌
시설
건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급수가압장)

인접도로 소로3류 폭 8M 미만에 접함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신촌, 아현지구), 도시환경
관련사업 정비사업구역,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재정비촉
진지구 등
광역접근성-지역내 접근성 모두 양호, 생활권단위
활용방안 편의시설 활용(주변에 다수의 학교)
예)청소년대상 문화집회시설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접도로

맹지로 필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 부재, 대지 지목
의 폭 6M의 진출입로를 통해 접근 가능

관련사업 주거환경개선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역 내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
활용방안 대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예)어린이 놀이터, 지역공동체 텃밭 등

(4) Type D 효자 가압장

효자 가압장은 서촌 주거지역 내부 한복판에 위
치하며 대부분 4층 이하 저층·고밀 주거지역의 내
부 블록에 위치한다. 사실상의 맹지로, 도로가 아
닌 6m정도의 대지를 주요 진출입로로 활용하고
있다. 가압장 입구에 종로구보건소가 위치하고 있

3. 가압장 유형별 활용 및 개선 방향

으며, 청운효자 주민센터가 보건소 건물 일부를 점
유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그 공간이 매우 협소하
다. 주거 블록 내부에 위치하며, 대지 진입로가 부

서울시 가압장 전수의 실태조사와 유형별 사례

재한 상황으로 지역 내에서 도보로 접근하여 이용

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유휴공간으로

하는 시설이 적절하며 주민센터와 연계한 지역 커

서 가압장의 활용방안을 유형별로 간략히 정리하

뮤니티시설로의 활용을 제안한다.

면 다음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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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가압장 유형별 활용 및 개선방향

의 활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가압장의 유지보수

가압장 유형

활용 및 개선방향

와 관리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휴부지를 활

가로변-건물단일형
A Type

광역 및 생활권 단위의 문화집회시설
또는 지역 내 소규모 주민문화시설
예) 서울성곽탐방센터, 역사문화관광
인포센터, 미술관, 스포츠센터 등

용할 기술적인 해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광수

블록내부-건물단일형
B Type

지역 내 필요한 커뮤니티 시설
예)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경로당,
동네 쉼터, 동네방범센터 등

가로변-건물+공지형
C Type

광역 및 생활권 단위의 문화집회시설,
옥외 오픈스페이스
예) 청소년대상 문화집회시설, 미술관
및 옥외 전시관, 체육시설 등

외, 2015; 정동휘 외, 2019).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낙산 가압장’을 예로 들면, ‘건물단일형’으로 담장
도 없이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출입구 바로 앞까지 주민들의 접근이 가능
하였다. 가압장의 압력 또는 전력설비 등이 주민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7), 지역
내 부족한 어린이 놀이터나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

지역 내 부족한 공원 및 놀이터 시설
블록내부-건물+공지형
예) 어린이 놀이터, 지역공동체 텃밭,
D Type
지역 내 소규모 체육시설, 등
배수지형
E Type

한 공간 제공이라는 공익의 목적과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의 측면에서 가압장 내 유휴공지 활용

배수지 공원 내 복합활용 시설의 다양
화, 돌출된 수도시설의 미관 개선필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배수지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복합

블록 내부의 가압장은 광역적인 접근성이 상대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배수지 대부분이

적으로 낮아, 지역 내 부족한 커뮤니티시설로의 활

운동장 등의 획일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더

용을 기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로변에 위치한

다양한 복합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

가압장의 경우, 버스정류장 및 대중교통시설과 인

부 배수지 공원 내 상수도 시설 주변에 공사 자재

접하는 등 접근성이 양호하여 인근 지역뿐만 아니

등이 외부에 방치되거나,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상

라 생활권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또는 광역시

태에 비해 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상태가 현저히

설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단, 가로변에 위치한 건

불량하여 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야기한다. ‘배수지

물단일형의 가압장 건물이 소규모일 경우 ‘광역 또

형’은 복합 조성된 공원시설과 조화로운 상수도 시

는 생활권 단위의 시설’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설의 미관개선이 필요하다.

규모를 참고하여 활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물+공지형’은 대지 내 유휴부지로 인해 활용
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압장을 운영하는 중에도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공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안전한 수도공급을 위한 시설관리의 측면에서 안
전과 보안 등의 문제를 염려할 수는 있겠으나, 외
부의 접근을 차단할 공간과 허용할 공간을 분명히

서울시는 유휴 공공공간을 적극 개방하여 활용

구분하여, 대부분의 시간동안 방치되어있는 공지

도를 제고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8). 이 연구

7) 상수도 시설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원종석·김상균(2015)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안정적인 수
도공급 뿐 아니라, 정밀안전점검 및 검침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압장 외부의 환경정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가압장의 고압펌프 등은 대부분 지하에 매립되어 있으며, 진동, 전자파, 소음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주민민원에 대응하
고 있다.(수도사업본부 담당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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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용가능한 유휴공간으로 운영이 종료된 상수

통해 해당 지역에 실제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여 커

도 공급시설인 폐가압장에 주목하였다. 현재에도

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도시 차원

폐 가압장의 활용이 추진되고 있으나, 더 체계적인

의 활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유휴공간 발굴 및 활용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

가압장은 해당 가압장이 폐쇄되었을 때뿐 아니

재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가압장의 실태를 파악하

라 상수도 가압장으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복합

고 향후 발생 가능한 유휴부지에 대한 여러 활용방

적 활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다.

압장의 실태조사 결과, ‘건물+공지형’과 같이 가압

현재 운영되고 있는 64개 서울시의 상수도 가

장 건물을 제외한 필지 내 부지가 충분한 사례가

압장의 현장을 실태조사하고 상수도 공급정책 관

있었다. 가압장은 위험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바,

련 상위계획 검토 및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와의

가압장 부지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활용하는 방법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64개 가압장을 유형

도 고려할만하다. 이때 가압장 시설의 유지 관리에

화하고 유형별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가압장의

필요한 공간 확보는 필수적이다.

주요 입지와 시설물의 형태 및 운영방식에 따라 크

유휴 공간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게 5가지로 구분하였는데, ‘Type A : 가로변, 건

시설의 운영 계획이나 관리 체계 변화 등에 주목하

물단일형’, ‘Type B : 블록내부, 건물단일형’,

고 해당 시설의 활용을 위해 관련 기관과 소통해야

‘Type C : 가로변, 건물+공지형’, ‘Type D : 블록

한다. 상수도 가압장의 경우, 가압장의 폐쇄 및 이

내부, 건물+공지형’, 그리고 ‘Type E : 배수지형’

전 등에 관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으로, 상

이다. 가로변에 입지하여 교통접근성이 높은 경우,

수도기본계획과 같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위 계획

장소마케팅의 전략을 활용한 광역차원의 공유공간

이나 상수도 관리체계와 관련한 정책 등에 관심을

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블록 내부에 입지한 경우,

갖고,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의 발생에 대비해야 한

소규모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 내 커뮤니티시설로

다. 가압장에 대한 정보 구득 및 활용은 상수도사

의 활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건물단일

업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관할 시

형’의 경우는 실내공간을 주로 활용하는 시설이 적

설에 대한 외부의 관심에 해당 기관은 방어적일 수

절하고, 유휴부지를 포함한 ‘건물+공지형’의 경우

있다. 관할 기관이 다른 시설을 다루는 활용제안은

는 지역 내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당 기관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보다 신중하게

제안할 수 있다.

접근해야 한다.

이 연구는 가압장의 폐쇄 또는 시설 내 유휴공

이 연구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상수도 가압장의

간의 활용이 결정되었을 때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전수조사 및 향후 활용가능성 탐구에 초점을 두어,

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각 가압장의 특성에 따

기존의 재활용 사례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 추후

라 달라져야 한다. 폐쇄 예정인 가압장의 건물 및

가압장의 재활용 사례가 축적되면 사례 분석 및 개

가압장이 위치한 부지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여건 또는 더 광역적인 여건 등의 면밀한 분석을

연구는 상수도 가압장에 한하여 도시 내 유휴시설

통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 이를

을 살펴보았지만,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휴공공

8) 서울시 공식블로그(http://blog.seoul.go.kr/) 2016년 2월 17일자 포스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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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008」, 서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질 기대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2013, 「2030 서울 수도정비기

이를 통해 유휴공공 시설이 방치되어 지역 이미지

본계획(변경)」, 서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를 저해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언제나 활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담당관, 2017, “천연옹달샘(천

용 가능한 공공의 공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연가압장)마을활력소 운영 계획”, 서울시 결재문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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