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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ity has been the basic living condition for people and has 
constantly evolved with changing of a new paradigm. The rapid de-
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ransport since 
the 20th century has raised the need for new competitiveness of 
these cities. City-nomadic change, represented by Digital Nomad-
ism, has demanded the absorption of the creative people in the city 
who can continue the economic activity of each city and making a 
livable city. To achieve this, each city has tried to make a livable 
city as a top priority through its identity establishment and get 
beautiful urban environment composition.  

   Ever since the city development by modern architecture was 
started, the city has been recognized as a structural model which 
consists of a constitutive combination of load and building, and 
constructing city has been formed based on this structural model. 
A cognitive model of the city image represented by Path, Nod, Dis-
trict, Ladmark and Edge in “Image of City”, Kevin Lynch’s historic 
work in 1970s, has been utilized in almost all of the city’s con-
struction until now as a textbook example, and the city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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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d and established based on the combination of such structural 
components. However, the city image understood and established 
as a structural model brought about a lack of understanding of ur-
ban space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dwellers who are the ac-
tural pivot of the composition. This is becuase the city as a struc-
tural cognitive model is based on a macroscopic point of view as if it 
were on the plan looking down the city from there. In contrast, the 
city image that actual urban dwellers understand and experience 
is made by the analytical point of view based on their practical and 
microscopic experienece in the space of the city.

   In other words,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city is a complex 
structure which consists of huge organismic orders, it is under-
stood and made by the members living in the city, and perceived by 
the image and experience within the space. This is similar to that 
people often remember Paris more clearly as a fragrant of small 
cafeteria in the Mare District, fashion people in the street, and the 
atmosphere with the lights in Champs Elysees, rather than a giant 
radial structure with the Arc de Trimphe in its center.  

   This change in the way of perception of the city by the urban 
dwellers can be understood to be driven by the change in perception 
and the way to communicate information undergoing the transfig-
uration from the age of reason and the structuralist era to the era 
of image, sensitivity, and de-structuralism, rather than simply 
due to changes in the image and structure of the city. That is, as 
Roland Bareutteu explained early in “Mythologies” to criticize the 
way to convoy the meaning which takes the system of capitalist 
society for granted, while the previous city had been produc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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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ewpoint of structural aspect, “the city is needed to be this”, 
based on the value of modern society, the image of city today is 
more complex and personal, and is formed based on embodied ex-
perience of those who live in the city.

   “Delirious New York” by Rem Koolhaas analyzes Mahattan, New 
York as an empirical value obtained from the architectural varia-
tion (Central Prk, the Skyscrapers), framments of the unfinished 
pursuing an ideal (Rockefeller Center, the U.N. Building), and 
non-ideal phenomena (Radio City Music Hall), and shows a new 
interpretation of New York through the analytic representation 
with a variety of common images such as maps, photos, postcards, 
satercolors, and drawings, not as a structural model of the past. 
That is, the experience of urban dwellers on the city and its image 
is based on the interpretive perspective on images understood by 
a picture or a postcard, which is more personal and specific. And, 
this analytical approach to the city experience demands a new al-
ternative to form another city image different from the past, and 
this can be done through a variety of programs approach based on 
more microscopic and personal interpretation.

   Also, this interpretation of the experiences in the city needs to 
start from the understanding of the basic space which has and leads 
the life of people living there. Fundamentally, space has been the 
most important environment and background of life in the history 
of mankind, as a vessel containing the lives of people. This has 
become increasingly a concept that defines one’s life itself includ-
ing communication with others, from simply an instinctive need to 
create your own area to the enjoyment and the culture. Th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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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nd, is compsed of an organic connection creating a relation-
ship with another person. The space is based on numerous rela-
tionships and connections from the thorough personal space like 
your own bedroom or study room in your house, to the small scale 
sharing of space like living room with family members and to the 
city level as well, and even further to the metaverse consisting of 
infinitely extended information space in today’s information envi-
ronments.

   That is why space is very complex and unpredictable concept that 
is difficult to defind and design only by the functional role from 
necessity. Our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he space is not 
actually something we have to learn or acquire, but it is a foun-
dation of a natural activity. Nevertheless, we have lived learning 
the responsibility that we have to take as a user or an experienced 
within the possibility the space holds or can hold in the communi-
cation and connection with others and its relationships.

   This becomes a promise to live together from the structural aspect 
of society and state, and at the same time, the limitation to the 
personal freedom and the emotional expression. Also, this becomes 
the culture that defines and represents out lives, and the former 
tradition which affects the appearance today. Space is where we 
learn how to live defining and putting a limit on the picture of life 
and behavior as well as the background where human being exist. 
In this sense, designing a space is a normative concept of behav-
ioral affordance as the collective results of the most basic people’s 
immediate reaction or behavior, the image representing the lives of 
these people, and the background and topic for numerous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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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various people and their reationships handed down as a pic-
ture of their lives.

   Therefore, the concept of the space has been understood as an 
ideational concept which is not able to be defined as one. Neverthe-
less, at the same time, it has been explained from the structural 
perspective to define both behavioral limits and normative life. It 
is not importnat whether the cultural difference is caused by the 
Western architecture and its form and meaning of the space differ-
ent from that of Oriental architecture, or the other way round. One 
thing clear is the cyclic circulation where we are affected by the 
space which we live in, and this life affects the space again. How-
ever,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is circulation is not an one-to-
one reactive circulation, instead, it is made from the relationships 
which have been changed and developed by numerous elements and 
concepts.
   The space has also been used as a means of structural control 
which is important to define ambiguity, inherent complexity, and 
the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well as our own lives. From the 
collective housing to private housing, and the pattern of the town 
and the meaning of public space, and the structural bonds and con-
nection they create eventually become the identity of the region, 
the environment to decide the type of life within it, and the place 
background to make and share the story of our lives.

   In particular, such a personal experience has been transformed 
by a vari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IT”) since 2000’s. As 
urban growth is accelerated, the facilities and space of the city be-
comes multifunctional, wider, and super sizing, and require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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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operation method with the 
diverse needs of individual citizens based on their experience. This 
means that the physical, conceptual, and economic complexity and 
diversity of the city are expanding more rapidly compared to the 
past, and at the same time, their personal need and desires of ex-
perience are expressed in various aspects. This change extremly 
increases the amount of information in the city, and inevitably re-
quires the accept the various advanced IT. In other words, as the 
function of the city has been extended, the experience of the urban 
dwellers becomes more personalized, and this increases informa-
tion and the diversity of the city to infinity. This infinite expansion 
of the experience in the city is produced/consumed as a variety of 
information, and re-produced through various media including the 
Interne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volution, called ‘the 
Third Wave’, is changing the experience and image of the city and 
to further the lives of urban dwellers. Unlike the past, almost all 
of the city’s structure is now smart based on digital, so the city life 
always depends on information. When urban dwellers think about 
the city’s cognitive structural image, they do not come up with 
natural elements anymore such as mountains and rivers, neither 
the physical environment such as a landmark including the axis 
of the city. People visiting a new city for the first time make up 
the image of the city through the unprecedented three-dimensional 
digital world provided by Google Maps, and drive following the in-
struction voice of the navigation expressed in simple language of 
the urban dwellers. 

   Road signs are more and more away from the functions in the past, 
which was graphic guiding sign, and becoming various ITS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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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s out the problem of traffic and streets. The light illumination 
has changed into the image through illumination, brightness, and 
even videos. Parking system becomes intelligent with the automat-
ed parking and automatic guidance to the empty space, and even 
the highly developed automotive sensor and information process-
ing technology enables automatic parking. Most of citizens always 
have carry a mobile phone, the personal information communica-
tion device, and many of them are smart phones which are beyond 
the device to make a phone call, but enable the application of in-
formation performing the perfect function as a portable device. A 
personal means of recognition, called One Card, is now utilized as 
not only the ID card, but also as a digital key for the house, a credit 
card, and sometimes as a method of payment for public transport 
such as the bus and subway. All of the energy and information an 
individual utilizes are saved in the database as a transparent basis 
for the tax and fees. There are personalized information and ad-
vertisement on the IP TV in the public spaces like bus station, and 
the intelligent traffic information system provides estimated time 
of arrival and the time required in real-time. 

   A number of these changes which were unimaginable just 10 years 
ago have been fundamentally changing our city lives. In particular, 
the two-way flow of information, represented by the Smart tech-
nology, enables the provision of extremely personalized informa-
tion, and these changes make a huge difference in the formation of 
the aforementioned city and its empirical images. The physical en-
vironment of the city has no more impact to unify the urban dwell-
ers’ lives and determine the image of the city. Instead, its cultural, 
aesthetic, and image information holds a place to define the cit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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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requirements are becoming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the planning and constructions of Smart Space and Environments 
which are being developed rapidly. Through the digital information 
flow of the city, information service based on a variety of state-of-
the-art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Ubiquitous 
computing assimilate with the city space in order to increase the 
convenience of the city life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security 
and welfare by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city. U-City, 
defined as a new city which enables innovation of various func-
tions of the city such as economic growth through the creation of 
new industries, directly prescribes the city life not just in the level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management method or service. In 
addition to that, by forming the image of the city, it becomes an 
important means of providing experience for the urban dwellers’ 
personalized desires. 

   These changes ultimately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our city 
lives in the two levels; one is the change in status of the individual 
urban dweller, and the other one is experienced routine of IT tech-
nology. The citizens in the Smart environments, called Ubitizen, 
are the people who try to innovate their life style through the au-
tonomous intellectualization of their living environments and ob-
ject, which satisfy their desires not in the virtual space, but real-
istic ordinary space. Away from a passive activity by a netizen who 
send/receive life information in the virtual space, they lead a life 
as a digital nomad who can use information and service they want 
in any situation like a self-subsistence on the spot by nomads in 
reality. In other words, a lot of part of the experience in the city 
are made by information and various digital technologies, and at 



��

the same time, these changes will make a difference in the actual 
experience and image of the city. As mentioned above, provided 
that the experience in the city is recognized and understood by the 
individual experience in everyday life of the urban dwellers, the 
biggest frame of these changes of experience is provided by the 
Smart environments based on the extreme development of IT tech-
nologies. 

   Nevertheless, the current applic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in 
the space environment is not free from the problem of space plan-
ning by the structural model in the past. The biggest problem is 
that this application of Smart technologies is aligned with the sim-
ple progress of development, not based on any specific criteria and 
spatial experience. That is, it is a producer-oriented development 
just as applic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not as a support to 
create experience for users, which eventually precludes the cre-
ation of space as a substantial empirical dimension of the user, and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an attempt to implement the current Smart environments is 
made in the developer-oriented framework of sensors and network 
to implement the ubiquitous associated with mere digital and in-
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instead of the spatial experience 
in the city based on the sufficient understanding of users. This 
ultimately confines the Smart environments construction business 
which requires enormous expense to a simple network configura-
tion unrelated to the city and its citizens, and also their various 
experiences, so that it cannot implement as a substantive user ex-
perience and image of th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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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reason is the failure to take into account the humani-
ties elements including numerous historical, social, cultur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t the level of the urban as an environ-
ment to define and make the user’s real experiences and life. The 
implementation of the Smart environment is eventually made by 
the creation of new urban spaces. In short, from the first space as 
the physical space, and beyond the second space as the electronic 
virtual space, in order to make the third space of the ubiquitous, 
it needs the evolutionary proces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hysical urban space established through a long history. This 
means to lead the flow of ubiquitous information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not just to build and apply a new service, 
and also suggest that it has to include the co-evolution process of 
physical spaces and digital information.   

   Third, the coldness of technology is emerging due to the excessive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 not yet complete. Characteristic of 
truly ubiquitous technology is defined as an invisible technology. 
The 21st century is the era of image together with the era of in-
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other words, all the information 
and substance is consumed as an image, and should be experienced 
as a beautiful view with coexistence of the virtual and reality. 

   These problems are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process and 
method of space construction based on the Smart environment are 
still confined to the early stages. Accordingly the lack of diverse 
discourse on the Smart space with coexistence of information and 
substance as a true meaning of the Third space, and the lack of 
research on the plan for practice as well. The development of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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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 represented by the Smart and ubiquitous is not just 
a phenomenon confined to appear in specific area such as the flow 
and use of information. It should be understood as an action of life-
style to bring infinite change throughout our society and as a huge 
paradigm shift to change the experience in the personal space, so-
cial relation, and the life in the city. It should be replaced by the 
Smart-Space based on the user’s practical experience, so that it is 
ultimately embodied as the application of information spac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practical experience of urban space.  

   This paper finds the solutions for applying the normative char-
acteristics and the Smart space, which is the information space 
based on the contextual experience of the real user in the paradigm 
shift of the era–the creation of new space by the digital technol-
ogy–, and gives shape to the possibilities of the planning and ap-
plication to the design process. 

  

Keywords     : Design, Spatial Experience 
             Smart City Environment      
Student Number: 2005-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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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 생활환경이 되어 왔으며 새로운 패러다임

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20세기 이후 이루어진 급속한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전은 이러한 도시의 경쟁력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디

지털 노매디즘으로 대변되는 도시 유목민적 변화는 각 도시의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창의적 도시민의 흡수와 살고 싶은 도시 만들 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각 

도시는 이를 위해 도시의 정체성 구축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살고 싶

은 도시 만들 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모던 건축사상에 의한 도시개발이 시작된 이래로 도시는 길과 건물 그리고 그

것의 구성적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모델로 인식되어 왔으며, 도시의 구축 

역시 이러한 구조적 모델을 기초로 형성되어 왔다. 1970년대 Kevin Lynch의 

역사적 기술인 “Image of City”에서의 Path, Nod, District, Landmark, 

Edge로 대변되는 도시 이미지 인지 모델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도시

의 구성에 있어 교과서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도시는 이러한 구조적 

구성요소의 조합을 기초로 기획되고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구조모

델로 이해되고 구축되는 도시 이미지는 그 구성의 실제적 구심점인 도시민의 관

점에서의 도시 공간에 대한 이해의 결핍을 가져왔다. 이는 구조적 인지 모델로서

의 도시가 마치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거시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에 반해 실재적인 도시민이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는 도시의 이미지는 

그 도시 구조 속 공간에서의 실질적이고 미시적 경험에 기초한 해석적 관점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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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도시는 거대한 유기체적 질서로 구성되어지는 복합적 구조체임에는 틀림없

으나 결국 그 도시를 살아가는 구성원에 의해 이해되고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구

성되며 그 공간에서의 이미지와 경험에 의해 인지 되는 것이다. 이는 흡사 사람

들의 기억 속에서의 파리라는 도시가 개선문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방사형의 구

조체로 이해되고 기억되기보다는 마레지구의 작은 카페테리아의 향기나 거리에

서의 사람들의 패션, 그리고 샹젤리제의 조명에 의한 분위기로 보다 선명히 기억

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도시민의 도시에 대한 경험과 인지방식의 변화는 단순히 도시의 이미지

와 구조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성과 구조주의 시대로부터 이미지의 시

대, 감성의 시대 그리고 탈구조주의 시대로 변모하면서 겪게 되는 사람들의 정보 

전달 방식과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즉, 일찍이 롤랑 바르뜨

가 자본주의 사회의 체계를 당연하게 수용하도록 만드는 의미전달방식을 비판하

기 위해 “Mythologies”에서 설명하였듯이 기존의 도시가 모던 사회의 가치를 

기반으로 ‘도시는 이래야 한다’는 구조적 관점에서 생산되었다면, 지금을 살아가

는 도시 구성원에게 있어 도시의 이미지는 보다 복잡하고 개인적이며, 구체화된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Delirious New York”에서 Rem Koolhaas는 뉴욕의 맨해튼을 다양한 건

축적 변이 (Central Park, the Skyscraper) 와 이상을 추구했던 미완성의 

파편 (Rockefeller Center, the U.N. Building) 그리고 비 이상적인 현상

들 (Radio City Music Hall)들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적 가치로 분석하고 이를 

매우 다양한 이미지와 지도, 사진, 엽서, 수채화, 그리고 도면 등과 같은 일상적

인 이미지를 통해 해석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과거의 구조적인 모델로서의 뉴욕이 

아닌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었다. 즉, 지금의 도시와 도시 이미지에 대한 도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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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은 이와 같이 한 장의 사진, 혹은 엽서에서 경험되고 이해되는 보다 개인

적이고 구체적이며 이미지적인 해석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

시 경험에 대한 해석적 접근은 과거와는 다른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한 새로운 대

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해석에 기반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에서의 경험에 관한 해석은 결국 그 도시 안에서의 사람들

의 삶이 담기고 영위하게 하는 기본적인 공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공간은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환경이자 배경이 되어 왔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영역을 만드는 본능

적인 필요에서 점차 향유와 문화로 개인의 그것에서 타인과의 소통을 포함한 삶 

자체를 규정하는 개념이 되었다. 공간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성을 만드는 유기적

인 연결로 구성된다. 집의 자신만의 침실 혹은 서재와 같이 철저한 개인적인 공간

에서부터 가족이라는 구성원과 공유하는 거실의 공간과 같이 작은 규모의 나눔뿐

만 아니라 도시적 차원, 그리고 나아가 지금의 정보적 환경에서의 무한히 확장된 

정보 공간을 이루어진 메타버스 세계에 이르기까지 수 없이 많은 관계성과 연결, 

그리고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공간은 필요에 의한 기능적인 역할만으로 규정되거나 디자인 될 수 없

는 매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개념이자 실체이다. 우리가 공간을 이해하고 활

용하는 것은 사실 배우거나 습득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활동의 근간일 뿐이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타인과의 소통과 연결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 공간

이 담고 있고 담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용자 혹은 경험자로서

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배우며 우리는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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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사회와 국가라는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 되기도 

했으며,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감성적 발현을 제한하는 한계가 되기도 한다. 또

한 이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규정하고 표현하는 문화가 되기도하고 지금

의 모습에 영향을 주는 과거의 전통이 되기도 한다. 공간은 인간이 존재하는 배

경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과 행태를 규정하고 한계를 만들며, 어떻

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학습의 장이기도 하다.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은 그

런 의미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 혹은 행동의 집합적 결과물

로서의 행태를 지원(affordance)하는 규범적 개념이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

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고 표현하는 이미지이기도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성 속에서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전해지는 수많은 이야기의 배경이자 주제의 제

공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공간의 개념은 그럼으로 어느 하나로 규정 될 수 없는 관념적 개념

으로써 이해되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행태적 한계와 규범적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구조적 관점에서 설명되어져 왔다. 서양에서의 건축과 그것으로 

규정되는 공간의 형태와 의미가 동양에서의 그것과 다름으로 다른 문화가 만들어 

진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 졌음으로 다른 공간을 만들며 살아 온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공간에 의해 영

향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시 공간에 영향을 주는 순환적인 그러나 일대

일의 반응적 순환이 아닌 수 없이 많은 요소와 개념 그리고 요인에 의해 변화하며 

발전하는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럼으로써 공간은 또한 모호성과 내재적 복잡성, 그리고 자신만의 삶이 아닌 

타인과의 삶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구조적 제어수단으로 사용되

어 왔다. 집합주거의 형태에서 개인 주거의 형태,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 내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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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패턴과 공공 공간의 의미, 그러한 마을이 만들어 내는 구조적 결합과 연결은 

결국 그 지역의 정체성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환경으로, 

동시에 삶이라는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고 나누는 장소적 배경이 된다. 

   특히,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은 2000년대 이후의 각종 정보 기술 (Informa-

tion Technology 이하 IT)에 의해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도시성장이 가속화

함에 따라 도시시설 및 공간은 복합화, 광역화, 거대화되고 있으며 경험에 기반

을 둔 개개 도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함께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

식을 요구하고 있다. 즉 과거에 비해 도시의 물리적, 개념적, 경제적 모든 범위에

서의 복잡성 및 다양성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개인적인 요구 

및 경험의 욕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극단

적으로 도시의 정보량을 증가 시키고 있으며 각종 첨단 정보 기술들의 수용을 필

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즉, 도시 자체의 기능이 확장됨과 동시에 도시민의 경

험이 개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 정보와 공간의 다양성은 무한대로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무한한 도시 공간의 경험의 확장은 다시 각종 정보로 생산:소

비되어지며 인터넷을 포함한 여러 매체를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 ‘제3의 물결’로 

일컬어지는 정보통신의 혁명은 도시의 경험과 이미지 그리고 나아가 도시민의 삶

의 모습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함”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김정훈에 따르면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

ing)”, 즉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마크 와이저(Mark 

Weiser)의 정의에 따르면 결국 유비쿼터스 환경은 날로 발전해가는 정보통신의 

기술로 인해 소외되어 가는 사회구성원들을 보다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다

시 하나로 연결해주는 공동체 구성의 기능을 주목하였다. 다시 말해 유비쿼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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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태생부터 다양한 컴퓨팅 기기들을 활용 여러 지역, 환경, 국가 등의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교류하며 이를 기반으로 복잡해지고 다

양해지는 인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견지에서 지금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정보의 소통은 좀 더 새로운 패러

다임의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여,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서로를 접근 할 수 있

도록 해주는 디지털 환경의 발전으로 인해 원활해 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

의 소통은 도시에서의 다양한 경험으로 확인되어 질 수 있다. 지금의 도시는 사

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능을 포함한 기존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이와 같

은 다양한 정보의 흐름을 통한 유희적 삶의 질에 대한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결국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제 3의 공간은 경험적 공간을 구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

은 수단이 되고 있다.

   물론 인간의 삶이 이와 같은 정보의 교류 혹은 유희적 경험만으로 이루어 질 순 

없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 활동과 사회 구성원간의 사회적 활동 그리고 다양한 문

화적 욕구와 같은 기본적인 삶의 영유를 위한 여러 가지 행위와 이에 따른 경험이 

도시 안에서는 이루어진다. 그러나 유비쿼터스에 기반을 둔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통신의 혁명적 활용은 이러한 도시에서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까지도 근본적

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부연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모든 도시민은 디지털화된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거의 대부분의 가사 및 경제활동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인

터넷과 휴대전화 그리고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앞서 말한 도시

의 경험적 해석 그리고 이미지적 해석과도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도시의 거의 모든 구조가 디지털에 기반을 두어 스마트해 짐에 따

라 도시에서의 삶은 항상 정보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더 이상 도시민은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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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구조적 이미지를 떠올릴 때 과거와 같이 산 혹은 강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 그

리고 그와 더불어 구성되어진 도시의 축(Axis)을 포함한 랜드마크 등과 같은 물

리적 환경요소만을 활용하지 않는다. 낯선 도시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글 맵이 제공하는 과거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도시의 삼차원적인 디지털 세상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민들은 단순한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내비게

이션의 음성에 따라 운전을 하게 된다. 도로 표지판은 점점 더 과거의 기능, 즉 그

래픽적 안내사인에서 벗어나 길의 소통 및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다양한 교통정

보시스템(ITS)로 바뀌고, 가로등은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조도와 휘도 

나아가 영상을 통한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다. 주차시스템은 지능화되어 자동 주

차 및 빈 공간으로 자동적인 안내를 하게 되고 심지어 자동차는 고도로 발전된 센

서와 정보처리 기술을 통해 자동주차를 가능케 하였다. 시민의 대부분은 개인 정

보 통신기기인 휴대폰을 항상 휴대하고, 대다수의 휴대폰은 점차 스마트폰화 되

어 단순한 통화를 위한 수단이 아닌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활용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 원카드로 불리는 개인 인식 수단

은 더 이상 신분증의 기능뿐만 아니라 집의 디지털 열쇠로, 크레디트카드로, 때

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결재 인식 수단으로 활용되어지고, 개

인이 활용하는 모든 에너지 및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세금 및 사용료

에 대한 투명한 근거가 된다. 버스 정류장을 포함한 곳곳의 공공공간에는 IP TV

를 통한 개인 맞춤형 정보 및 광고가 제공되고 지능화된 교통정보시스템은 버스의 

도착예정시간 및 소요시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와 같은 수많은 변화는 우리의 도시

에서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기술로 대변되어 지는 양방향

의 정보의 흐름은 극단적인 개인 맞춤형 개별 정보의 제공이 가능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앞서 도시와 도시 경험의 이미지 형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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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더 이상 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도시민의 삶을 획일화 시키고 이미지

를 결정짓는 영향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그 보다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

적, 심미적, 이미지적 정보가 도시의 삶을 규정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요구는 최근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 스페이스 및 환경의 계

획과 구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 도시의 디지털 정보의 

흐름을 통해 다양한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컴퓨팅 (Ubiquitous 

computing)에  의한 정보 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 증

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의한 안전 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그리

고 신산업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 등 도시 제반 기능을 혁신 시킬 수 있는 신도시 

개념�으로 정의되는 U-City는 따라서 단순한 정보통신 관리 수단이나 서비스의 

차원이 아닌 직접적인 도시 삶을 규정하고, 이미지를 형성하며 도시민의 개별적

인 요구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는 도시민 개개인의 위상 변화와 함께 정보통신 기술

의 일상적 경험화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도시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유발하

고 있다. 유비티즌(Ubitizen)이라고도 불리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시민은 가상

공간이 아닌 현실적 일상공간 속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생활환경과 사물의 자율

적 지능화를 통해 삶의 양식을 혁신시키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기존의 가상공간

에서 필요한 생활정보를 송수신하는 네티즌으로서의 소극적 활동에서 벗어나, 모

든 것을 현지 조달하는 유목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원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즉 

도시에서의 경험은 정보와 다양한 디지털 기술에 의해 많은 부분 결정지어 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도시의 실 경험과 이미지를 변화 시킬 것이다. 앞서 

1. 김정훈, 조춘만, 한선희, “u-City(時空自存 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2006, 
p.6.

2. 이계식, “U-City건설에 있어서 실용적인 접근방법”, 기술보고서, 삼성 SDS 정보기술연구소, 200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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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바와 같이 도시에서의 경험이 도시민의 일상 삶속에서의 개별적 경험에 의해 

인지 되고 이해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경험의 변화에 가장 큰 틀을 정보통

신 기술의 극단적 발전에 의한 스마트 환경이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디지털 기술의 공간 환경에의 적용은 과거 구조적 

모델에 의한 공간 계획에서의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

다 큰 문제점은 이러한 스마트 기술의 적용이 어떠한 기준이나 공간 경험에 기반

하지 않고 단순한 기술 개발의 진도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즉, 사용자의 경

험을 중심으로 경험을 생성할 수 있는 지원성으로서의 디자인이 아닌 기술개발의 

적용이라는 생산자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실질적인 경험적 차원으로서의 공간으로 창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

은 이유에서 기인한다.

  

   첫째, 지금의 Smart 환경의 구현 시도가 충분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이해를 바

탕으로 한 도시에서의 공간 경험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단순히 디지털 및 

정보처리 기술과 관련된 유비쿼터스의 구현을 위한 센서 및 네트워크의 개발자적 

사고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필

요로 하는 스마트 환경 구축 사업이 도시와 도시민 그리고 그 안에서의 다양한 경

험과 무관한 단순 네트워크 구성으로 국한되어 실질적인 사용자의 경험과 공간의 

이미지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로 발현되고 있다. 

   둘째, 사용자의 실질적인 경험과 삶을 규정하고 만들어 내는 환경으로서의 도

시적 차원에서의 수많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 특성을 포함한 인문학

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스마트 환경의 구현은 결국 새로운 

도시 공간의 창출로 이루어져야 한다. 요컨대, 물리공간으로서의 제1의 공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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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터 전자적 가상공간인 제2의 공간을 넘어 경험이 중심이 되는 유비쿼터스적 

제3의 공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오랜 역사를 통해 구축된 물리적 도시 공

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진화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

의 구축 및 적용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비쿼터스적 정보의 흐름을 유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적 정보의 공진화(co-evolution)과

정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아직 완전하지 않은 기술의 무리한 적용으로 인해 기술적 차가움이 부각

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비쿼터스적 특성은 보이지 않는 기술(invis-

ible technology)로 정의되어진다. 21세기는 정보통신의 시대와 더불어 이미

지의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다. 즉, 이미지로서 모든 정보와 실체는 소비되어지

며, 가상과 실체가 공존하는 아름다움(beautiful view)으로 경험되어져야 하

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무엇보다 스마트 환경에 기반한 공간 구축의 과정과 방법이 아

직 초기 단계에 국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진정한 제 3의 공간으로서 정보와 실체

가 함께 공존하는 스마트 공간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고민 그리고 실천방안에 대

한 연구의 부족에 기인한다. 스마트와 유비쿼터스로 대변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의 발전은 단순히 정보의 흐름이나 이용과 같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무한한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삶

의 양식으로 작용, 개인 공간에서의 경험과 사회관계 그리고 도시에서의 삶을 변

화시키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실천적 경험에 

기반한 Smart-Space로 치환되어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도시 공간 경험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보 공간의 적용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새로운 공간의 창출이라는 시대적 패러



��

다임의 변화 속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의 변화하는 맥락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정

보화 공간, 즉 스마트 공간의 구축을 위한 규범적 특성과 스마트 공간 디자인 적

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재 공간의 기획 및 디자인 과정에 적용 그 가능

성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 이는 전통적인 물리적 공간의 가치와 특성으로부터 지

금의 스마트 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른 경험적 변화의 규명이며, 결국 이러한 변화

를 고려하는 디자인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1 연구의 범위 및 대상  
   본 연구는 공간 경험의 형성과정에 있어 그것을 만드는 관리자적 측면 혹은 생

산자적 입장에 기반한 기존의 구조적 해석 모델과 이에 따른 공간 이미지 형성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 공간의 실질적 사용자인 사용자의 경험적, 해석

적 측면을 고려한 스마트 공간 구축의 실천적 기준을 탐구하고, 이를 새로운 도시 

공간 경험의 구체화 방안으로 적용하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디자인적 사고의 중심이 디자인 대상으로부터 사용

자로 옮겨 가고 있는 지금의 패러다임을 정보화 된 공간 디자인에 적용하고, 경

험과 행위가 배려되고 사용자의 사용성(usability)을 강조하는 경험적 디자인

(experimental design)을 스마트 공간 구축에 도입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

고 이를 실제적 사례 적용을 통해 그 가능성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어 연구를 수행한다.  

   다만 도시에서의 공간과 경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과 같은 다양

한 측면이 함께 어우러진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난해한 시스템적 유기체로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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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포함, 건축 토목과 같은 하나의 관점, 특히 유비쿼터스로 대변되어지는 

정보적 경험만으로 규정 될 수 없는 복잡성을 지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도

시 공간에서의 수많은 유기체적인 경험 중에서 공간 및 이미지와 관련된 물리적, 

공간적 경험을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스마트 공간 구축에 

있어 실질적 도시 공간 경험과 연계된 규범으로 정리 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주 연구 범위는 도시적 차원의 공간 전체가 아닌 정보화와 스마

트 기술에 의해 재해석, 재창의 되는 도시 내 공간적 경험으로 한정 된다. 이는 광

의적 의미에서의 도시 공간이 결국 도시 자체를 연구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질 수 

있다는 연구범위의 모호성을 탈피하기 위함이다. 도시의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이해되거나 경험되지 않고 들뢰즈의 해석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연결되며, 

유기적으로 창의되어 소비된다. 이러한 도시적 관점과 스케일에서의 공간은 따라

서 공간적 경험만으로 정의되거나 이해 될 수 없는 복잡성을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범위를 도시 공간 자체가 아닌 도시 공간에서의 변화하

는 경험으로 한정하고 집중하는 것은 따라서 스마트 환경에 의해 변화되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도시의 변화를 다루는 것이 아닌 도시민의 도시 공간에서의 경험의 변

화에 기반한 새로운 디자인 방안의 가능성을 다루고자 한다.  

1-2-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 도시 공간에서의 경험과 이미지의 역할에 대한 분석 및 재해석. 

   도시는 거대한 유기체적 질서로 구성되어지는 복합적 구조체임에는 틀림없으

나 결국 그 도시를 살아가는 구성원에 의해 이해되고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구성

되며 그 공간에서의 이미지와 경험에 의해 인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 이미

지와 경험을 만드는 것은 좋은 도시환경을 형성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 방

법이 될 수 있으며, 기존 도시에서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도시 공간 경험의 역할

에 대한 분석 및 재해석을 필요로 한다. 요컨대 지금의 도시와 도시 이미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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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민의 경험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이미지적인 해석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해석적 접근은 과거와는 다른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해석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도시에서의 경험을 이

해하고 만드는 작업은 새롭게 해석되는 정보화에 따른 공간의 변화에 대한 이론

적 바탕을 수립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여러 선행 연구 사례에

서의 결과의 분석 및 종합과 더불어 인지 심리학적 접근, 기존 도시 이미지 형성 

이론 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이론적 접근으로 완성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시는 이러한 역사적 변화 속에서 디지털 기술에 의한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시 공간의 구조와 이해가 정보화와 스마트 기술에 의해 

변화하고 도시민의 도시적 공간의 소비 방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

존의 도시 공간의 이론적 접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 가

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도시 경험 모델의 이해를 위해 

   첫째, 기존 도시 경험 및 형성과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기존 도시 구축에 

있어 도시 공간의 의미를 분석하고, 

   둘째, 정보화에 따른 도시 공간의 환경적 변화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따른 기존 도시의 구축 공간에 대한 경험의 

변화가 개별적 사용자로서의 도시민에게 어떻게 인지되고 이미지화 되는지에 대

한 과정을 기존의 도시 공간 형태의 구조적 인지 방식과 대비되는 경험적이고 해

석적인 공간으로 이해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2.  스마트 환경 분석    

   3장에서는 이러한 도시 공간과 도시 공간에서의 사용자의 경험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스마트 환경에 대해 분석한다. 최근 도시는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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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주거환경, 가로/공원환경, 사무환경, 공공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스

마트 서비스를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최종 구축되는 기술 및 

서비스들은 대부분 제조자 위주(Seller Driven)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으

며, 도시의 사용자인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가치(Value)에 대한 고려가 상대

적으로 누락되는 현상을 보여왔다. 즉, 실질적인 성과가 쉽게 시각화 될 수 있는 

도시 관제나 시정 운영의 스마트 서비스 및 기술들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도시의 

최종 사용자인 시민들의 도시에서의 실제적인 공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

트 서비스 및 기술들은 상대적으로 늦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정보

화 도시 구축을 위한 기술의 적용이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도시민의 도시 공

간 경험을 준거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술 발전의 추이에 따른 적용 가능 기술의 단

순 구체화로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4장의 연구에서는 스마트 환경과 공

간 경험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 및 실천 사례들을 도시 공간 경험의 가치적 관

점에서 분석하고, 디지털에 의한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 경험을 맥락적으로 분

석하고 이를 실제 공간의 경험 디자인에 적용하기 위한 규범적 가치로 정리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실재 공간에서의 경험이 만들어지고 사

용자의 삶과 이미지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의 해석과 검토를 바

탕으로 

   첫째, ‘환경 인지 심리학적 연구’에 기반한 장소적 특성과 인지 방법의 변화를 

분석하고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 인지 경험의 변화 요인을 규정한다. 

   둘째, ‘도시 이미지를 통한 해석적 인지 방법에 대한 연구’에 기반하여 도시 공

간의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미지적 요소로 해석, 스마

트 환경에서의 공간 이미지 경험 방법을 구체화 한다. 그리고 ‘도시 서사 구조를 

통한 도시 공간 경험 연구’의 관점에 기반하여 공간 경험의 서사화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디지털에 의해 소통되고 축적되는 경험의 시간적 변화를 고찰한다.  

3. 도시 공간의 경험요소의 변화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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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정보화 도시에서의 도시 공간의 경험에 대한 의미

를 고찰하고, 도시 공간의 경험을 위한 경험 변화의 특성을 규명 한다. 

이를 위해 선험적 연구를 기반으로 기존 도시 공간 경험을 환경 인지적 경험과 이

미지를 통한 도시 공간의 경험 그리고 서사적 이야기 요소를 통한 도시 공간의 경

험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이론적 접근에서의 도시 공간 경험요소를 분석하고 이

의 변화 특성과 원인을 고찰 한다. 

 

4. 스마트 환경에서의 도시 공간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고려 요소 및 방안     
  이러한 사전 연구를 기반으로 5장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도시 공간 경험을 

디자인하기 위한 실천적 사례를 통해 도시 공간의 경험적 변화를 맥락적으로 이

해하고, 이에 기반한 디자인의 과정 및 방법을 실천적 디자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간의 경험적 구축을 위한 맥락적 공간 기획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방법적 고려사항 및 규범적 틀을 마련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Ubiquitous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함”을 의하는 라틴어에서 유

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즉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1998년 미국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의 마크 와

이저(Mark Weiser)가 처음 명명해 사용한 개념으로서 기존 컴퓨터 환경 즉 메인 

3. 김정훈 외, “유비쿼터스와 도시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No.277, 도시계획학회, 200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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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PC에 이은 제3의 정보혁명으로의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사용되었다.� 

유비쿼터스 환경이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ICT) 기반 하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든 상관없이 커뮤니

케이션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이 일반화된 환

경을 말한다. 이처럼 유비쿼터스 시대의 정보통신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의 

수준을 뛰어넘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유비쿼터

스로 만들어지는 세상은 단순히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모

든 활동과 관계에 있어서 사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물과 사물간의 인

터페이스가 중요해진 시대의 환경을 의미한다.�  

 1-3-2 Ubiquitous city (이하 U-City)
   U-City의 정의는 ‘ubiquitous’와 ‘city’의 합성어이며, 첨단 정보통신 인프

라와 유비쿼터스 컴퓨팅 ( Ubiquitous computing)에 의한 정보서비스를 도

시 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의한 안전 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신산업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 등 도시 제반 기

능을 혁신 시킬 수 있는 신도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되

어진 개념으로 U-City는 국외의 경우 ‘informational city’, ‘wired city’, 

‘telecity’, ‘intelligent city’, ‘invisible city’, ‘teletopia’, 및 ‘digital 

city’등 다양한 유사 용어로 존재하나 한국에서 보다 진보된 개념으로서 도시민

의 생활과 도시의 관리 및 운영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발전적으로 활용되고 있

다. � 이는 결국 물리적인 도시공간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삶의 편리함, 건

4. 김영표 외 2인, “時空自存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1)”, 경기:국토연구원, 2004, p. 44.

5. 유지연, “일본 유비쿼터스 전략의 기본방향과 의미”, 정보통신정책 제16권 통권 353호, 국토연구원, 
2004, p. 44.

6. 김정훈, 조춘만, 한선희, “u-City(時空自存 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200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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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함, 쾌적함, 안전함을 주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U-City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한국 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2006년 도시기능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정보 인프라를 혁신하고 유비쿼

터스 기술을 기반시설에 접목시켜, 도시 내에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실시간으로 

대처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며 안락한 생활

을 제공하는 신 개념의 도시로 정의하고 있으며, 2008년 제정된 “유비쿼터스도

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비쿼터스 도시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

다. 다만 이러한 U-City의 개념은 대부분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

기 시작함으로 인해 도시의 기본적인 속성 및 그 복잡함을 담지 못하고, 기존 도

시와 차별화된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해 지능화되는 부분만을 의미하는 의미적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따라서 이러한 유비쿼터스 도시의 개념적, 의

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U-City를 “지능화 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해 도

시기능과 관리의 효율화를 추구하며, 도시 내 공간 및 시설과 사용자의 경험이 언

제 어디서나 정보적으로 연결되는 도시”로 정의한다. 

1-3-3 스마트 환경, Smart-Space(스마트 공간)  
   일반적으로 스마트 공간은 단순하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간의 효율

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에 의해 디지털에 의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공간으로 

이해되고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과 구분되는 유비쿼터스의 용어의 적용이 

다르듯, 스마트 스페이스의 주요 개념은 보다 철학적이고 사회학적 개념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디지털의 접근 자체가 기술적이고 효율적인 편리성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유비쿼터스와 스마트와 같은 용어의 의미가 보다 심리적, 

7. SK C&C 컨설팅 본부, “ U-City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인포드림, 2009,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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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개념과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로써 이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마트 공간은 근본적으로 도시 생활을 활성화 시키고 진

화시키기 위해 문화 • 사회 • 환경 •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를 선행하여야 한

다.� 즉 스마트 공간은 그 속성적 특징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정보가 교

류되는 유비쿼터스적 속성을 지니되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 경험적 

측면이 고려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지금까지의 도시의 

가로공간이 단순히 걷거나 교통시설을 위한 이동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의 정보화 

된 가로공간의 개념은 사용자의 경험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지고, 게임과 음악과 

같은 문화적 경험이 가미된 새로운 환경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 환경은 기존의 구축물과 경험자의 행태의 관계의 재설정을 요구하

고 있다. 즉, 기존의 구축 환경에서의 공간의 의미는 경험자의 행태(behavior)

를 지원(affordance)하는 구축물로서 정의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구축환경으

로 인해 경험자의 행태가 규정되고 이를 물리적이고 인지적 관점에서 구조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전개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의 스마트 환경은 다양한 

방식의 정보적 경험이 기존의 물리적 경험과 결합되며 새로운 경험 특성과 관계성

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결국 행태와 지원의 개념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유기

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지금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경험자는 단순히 공

간이 제시하는 인지적이고 구조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이전의 공간에서 제공 받

을 수 없었던 다양한 이미지  및 타인의 경험 축적을 통해 형성된 이야기와 같은 

다 차원의 정보적 경험을 통해 동시적으로 공간을 인지하고, 소비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공간과 경험자의 관계는 지금의 스마트 환경으로의 변화에 있어 기존

의 공간에서의 경험되지 못한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고 있으며, 스마트 환경에서

의 공간을 지칭하는 스마트 스페이스는 단순히 정보적 특성이 가미된 공간적 의

8. 김억, “디지털 건축을 찍고 유비쿼터스 공간을 향하여”, 대한건축학회, 건축, 제53권 제1호(통권356호), 
2009,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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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으로 해석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공간을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사물이 상호 연계

되고, 미디어를 통한 정보적 경험과 기존의 공간에서 경험되어 온 물리적 경험

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며, 가변적 경험의 가능성을 사람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

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화된 유기적 공간”으로 정의하고 그 정보적 소통과 반응

의 가능성을 이미지적인 측면과 서사적 측면 그리고 인지적 특성을 통해 규명하

고자 한다.  

1-3-4 경험 (experience)
   사전적 의미에서의 경험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직접 해보거나 겪어서 얻은 지식

이나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험의 철학적 관점에서의 의미는 이보다 훨씬 복

잡하고 여러 차원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벤야민에 따르면 경험은 대상물과 자

아의 합일에 해당하는 경험, 즉 어떤 전체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은 

현재적 시간, 즉 시간과 공간이 어느 차원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에 사물의 아우라

적인 이미지가 개인의 기억이라는 창고에 저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인문학

자 홍준기는 이를 벤야민이 “진정한 경험”과 “규범화되고 변질되어 버린 일상적

인 생활 속에서 쌓여진 경험”을 구분해, 전자를 경험(Erfahrung), 후자를 체험

(Erlebnis)라 부른다고 인용하고 있다.��

   즉, 벤야민에 있어 경험은 순수한 상상 그리고 환경에 대한 반응에서 오는 감성

적 반응을 의미하며,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양한 자극과 이전의 기억 속에서의 환

경과 상황에 대한 대처를 포함한 경험적 체득은 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도시에 대한 경험을 설명하는데 있어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결국 도시

9��김응숙, “문화연구와 일상경험의 세계 - 발터 벤야민의 매체개념과 수용에 관한 논의”, 한국언론학보, 제
42-3호, 한국언론학회, 1998, p. 70. �
10. 홍준기, “발터 벤야민과 도시경험 - 벤야민의 도시인문학 방법론에 대한 고찰”,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제
12권 제1호, 한국라깡과현대정신분석학회, 2010,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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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많은 경험이 사회적, 상황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에 의해 규정되어 온 지금

의 환경에 대한 비판이자 순수한 감성으로서의 삶 속에서의 환경적 경험(Erfah-

rung)에 대한 향수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 인 것이다.

   이러한 근간에 기준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험을 벤야민의 도시인문학적 관점에

서의 견해를 활용, ‘환경에서의 순수한 감성으로서의 반응과, 이전의 기억 속에

서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대처에 따른 체험적 의미를 포함하여 얻게 되는 지식과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경험을 무엇보다 도시 환경에 대한 

도시민의 반응적 가치와 이로 인해 얻어지는 선험적 체험을 통한 새로운 환경에서

의 적응을 위한 감성 및 지적 능력에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광

의의 의미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 그리고 시간

을 통틀어 쌓아온 복잡한 기억과 상황에 대한 지식 그리고 능력을 포함한다고 할 

때,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서의 어떠한 환경적 자극에 대한 도시민의 반응과 그로 

인해 쌓여지는 선험적 가치에 보다 주목하여 이를 함께 다루고자하며, 이러한 관

점에서 경험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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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시대의 도시 공간 

2-1 도시 이론의 변화와 도시의 모습
 
2-1-1 도시 개념의 변화

  “도시의 출발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자족적인 마을경제에서 벗어나 잉여생산이 
이루어진 시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즉,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은 것이 
생산되고, 사람들이 토지에 대한 노역에서 해방되면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에 따라, 이러한 특별한 일들과 관련된 집단의 생성을 그 출발
점으로 보는 것이다.”1 

   

   이와 같은 도시의 발전은 따라서 많은 부분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인 요인에는 산업혁명과 같은 혁신적 기술의 발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산업혁신은 노동시간에 따른 생산성

을 증대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잉여시간의 활용과 공간적 거리의 극복을 통해 

도시의 공간적 한계는 꾸준히 확대되어 온 것이다. 

   특히, 최근의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은 도시의 확산과 경계의 확장 그리고 공간

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반에 있어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거

의 모든 정보는 디지털화 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단말기기에 의

해 활용 되어 지고 있으며, 이는 동시간대의 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고 있으며, 모
든 사람의 다중의 의견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소통되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발전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미래학자들의 예측과는 달
리 도시 공간의 물리적 특성, 혹은 도시 모습 자체를 일순간에 바꾸지는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1. 스피로 코스토프, 양윤재 역, “역사로 본 도시의 모습”, 공간사, 2009,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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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뉴엘 카스텔이 “The Informational City”에서 비판한 것과 같이 미래학

자들은 새로운 기술들의 잠재력과 이들의 실제 효과 간에 사회적 조직에 의해 실

행되는 역사적 매개를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들의 특성에 관한 선형적 추정

에 기초하여 사회 진화만을 예측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컨대, 이미 오래

전부터 원격통신이 발전함에 따라 재택근무와 같은 새로운 근무형태가 가능해지

면서, 기업은 정보체계의 유연성 등을 통해 이전의 기업의 오피스와 같은 물리적 

환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오랜 동안 있어왔으나, 여전히 사

람대 사람의 만남은 기업의 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으며,2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대 역시 기존 백화점이나 일반 상점의 수요를 대체하기보다

는 새로운 시장의 창출로 국한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한계 역시 미래

의 도시 공간에서 어떠한 형태로 변모하게 될지는 모르나 여전히 도시에서의 삶

의 경험은 단순히 정보의 흐름만으로 국한되어질 수 없는 무한히 복잡하고 다양

한 도시의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컨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시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유희를 즐기며, 타인과의 만남과, 자신의 발

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개인의 도시 삶에서의 다양한 요구와 행위들은 그것

들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의 요구를 만들어 내고, 우리 역사에 다양한 모습으

로 존재해 온 경제 시스템에 속에서 비록 다른 방법과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 왔음

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타인과의 실존적 관계 속에서 구축 되어왔다. 도시

의 모습과 형식은 이렇듯 도시민의 경험이 만들어 내는 삶의 모습에 따라 끊임없

이 변모하고 진화하며, 형성되어 무한히 복잡한 관계적 경험과 그로부터 형성되

어지는 이미지로서 소비되고 있다.

   도시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루이스 멈포드는 “

도시란 공동체의 권력과 문화가 최대로 집중된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3 스

2. 마뉴엘 카스텔, 최병두 역, “정보도시-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한울아카데미, 2001, pp. 15-16.

3. L.Mumfor, “The Culture of Cities, A Harvest Book, 1970,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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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코스토프의 견해에 따르면 도시는 다음과 같은 특징 혹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도시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차지한 장소다. 도시는 인구나 규모와는 

상관없고 다만 거주밀도와 관계있다. 

   둘째, 도시는 군집적으로 나타난다. 도시는 다른 도시와공존하지 않고서는 존

재 할 수 없다. 그래서 도시는 어쩔 수 없이 시스템 안에 즉, 도시의 위계 속에 갇

히게 된다. 가장 보잘것없는 도시라도 그 도시에 달린 마을을 가지게 되며, 브로

델의 주장과 같이 “도시는 자기보다 더 위계가 낮은 삶의 형태와 관계를 맺을 때

만 도시로서 존재한다.”

   셋째, 도시는 도시의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분

리시키기 위해 물질적이든 아니든 상징적이든, 일종의 물리적 제한을 둔 장소이

다. 비록 그것이 물리적 제한이 아니더라도, 도시에는 엄격한 규제와 특권이 적

용되는 법적 한계를 지닌다. 

   넷째, 도시는 직업이 분화되고 특화 - 성직자, 세공장이, 군인 등 - 되는 곳이

다. 부의 분배가 도시민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 같은 구분이 사

회적 계층을 만들며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진다. 

   다섯째, 도시는 소득의 원천이 풍부해야 한다. 소득의 원천이란 상거래, 집중

적인 농업과 잉여식품의 산출가능성, 천연의 항구와 같은 지형적 자원, 또는 관

광과 같은 자원을 말한다. 

   여섯째 도시는 문서화된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생산품을 대조하거나, 공

동체를 통치하는 법을 제정하는 일도 기록에 의한 것이고, 재산등기부를 만드는 

것도 그렇다. 왜냐하면 결국 도시는 재산의 소유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도시는 도시 외곽의 농촌과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다. 농촌은 도시민

을 먹여 살리는 땅을 가지고 있으며, 대신 도시는 농촌을 보호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여덟 번째 도시는 일종의 기념비적인 정의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는 곳이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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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면, 도시조직이 주민들의 일상생활 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은 도시의 크기

를 알려주는 일련의 공공건물을 뜻하며, 시민들이 공동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지표물이 되기도 한다. 중앙집권체제 하의 초기 도시는 공공의 영역에서 궁궐이

나 사원을 강조하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도시는 건물과 사람이 만들어 낸다. 케빈린치의 견해와 같이 “도시 

형태와 도시의 실질적인 기능 그리고 사람이 도시에 대해 직접 느끼는 생각과 가

치는 오직 하나의 현상만을 만들어 낸다.”4 

   그의 견해에 따르면 도시는 계획도시와 계획되지 않은 도시로 구분되어 질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상호작용에 의해 각각의 특징을 공유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도시사학자 카스타뇰리(F. Castagnoli)의 견해를 재인용하면, 

“불규칙적인 도시의 형태는 전적으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

어낸 결과이다. 만약 지배자가 실제 그 땅을 사용할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 땅을 나누어 처분한다면, 획일적인 도시의 패턴이 나타날 것이다.”5 

   그러나, 모든 도시의 패턴은 완벽한 획일화의 과정을 거치거나 완벽한 자유로

움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도시 공간의 형성을 이루는 것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양한 관계성 속에서 재편되기 때문이다. 결국 도시의 질서와 질서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규제를 통해 그리고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성 속에서 도시의 형태와 개념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2-1-2 도시 이론의 변화
   공간적으로 도시를 설명하고, 도시구성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접근이론

4. 스피로 코스토프, op. cit., pp. 37-40.

5. F. Castagnoli, “Orthogonal Town-Planning in Antiquity”, Cambridge Press, 1971,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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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획이론, 기능이론, 규범이론의 세 가지 범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Kevin 

Lynch, 1993). 

   첫째, 계획이론(planning theory)은 ‘도시발달에 관한 복잡한 결정들이 어

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며, 도시계획의 영역을 넘어선 보다 

일반적인 결정이론(decision theory)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능이론(function theory)은 보다 도시의 기능에 초점을 두어 ‘왜? 

도시가 특정한 형태를 갖추었으며, 이 형태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하는데 그 

의미를 부여한다. 

   셋째, 규범이론(formative theory)은 인간가치와 정주형태 사이의 일반화

된 연계를 다루는 이론으로, ‘어느 것이 양호한 도시인가’하는 점이 중요한 관심

사라 볼 수 있다.6 

   어느 경우라도 도시 이론의 주 관심사는 결국 크게 도시 형성의 과정과 그에 따

른 도시의 형태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삶을 주제로 담고 있다. 다만 시대에 따

라서 그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상이하게 적용되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이론은 결국 도시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와 그 요소간의 구

조적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즉, 기존의 대부분의 도시 계획이론은 각 나라가 추

구하는 정치적인 관념, 행정환경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일반적

으로 물리적 계획에 치중하였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계획의 수립, 정책결정, 계

획의 집행과정 등이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하여 여러 측면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

시 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사회에 관련된 모든 사물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의 

변화경향을 파악하는데 그 의미와 필요성을 둔 도시계획이론들은 주로 과정적 문

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7  

   근대에 와서 이러한 도시 이론은 다양한 방향과 관점에 의해 발전 되어 왔다.  

6. 이주형, “도시형태론”, 보성각, 2001, pp. 18-19.

7. Ibid.,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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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 성립된 국민국가는 경쟁적으로 장엄한 국가적 상징물을 만들어 도시의 

미관을 자랑했다. 그 중 유명한 것이 오스만(Georges Eugene Haussmann)

의 파리대개조이다. 이러한 도시계획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국가이고, 시민 참가

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20세기가 되면서 시민은 다양한 분야에서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삶터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에 적극

적으로 참여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영국 하

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 구상이다. 시민이 거주하는 도시에 대하

여 최초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후 20세기 전반에는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로 대표되는 근대건축운동이 발생하게 되어 현재의 도시계획 이론과 

수법이 형성되게 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재

생시키는데 이 이론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도시계

획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다.8 

   그러나 이성적 기반의 논리적 근대건축운동의 산물인 당시로선 최첨단의 도시 

모형은 유명한 ‘프루트이고(Pruitt-Igoe) 단지’의 실패 등을 통해 철저하게 입

증되었고 찰스 젱크스(Charles Jenks)의 포스트모더니즘 선언에서와 같이 급

진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와 개개인의 경험을 중

심으로 하는 감성적이고 이미지적인 도시 공간의 재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

시계획의 신조류”에서 마쓰나가 야스미쓰(松永安光)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9개념을 통해 지속가능한(sustainable)10도시의 공간형태를 지금의 도시

의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뉴 어버니즘(new urbanism)’11 

8. 마쓰나가 야스미쓰, 진영환 외2인 역, “도시 계획의 신조류”, 한울아카데미, 2006, p. 13.

9.  이 개념의 시초는 1970년대 MIT의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인 단찌그와 사티라는 학자들에 의헤 제창
된 개념적인 가상도시로 직경 2.66km의 8층 건물에 인구 25만 명을 수용하면 이동거리도 짧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또한 높이와 직경을 2배로 만들면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Ibid., p. 34. 

10.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1972년 지구환경 모델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류의 기초적인 욕구를 만족
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지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30인의 과학자 및 전문가 그륩인 로마클럽
의 한 연구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Ibid., p. 35. 

11. 미국의 건축 및 도시 계획자들인 안드래 듀어니(Andre Duany, Elizabeth Platerqyberk)와 피터 칼
소프(Peter Kalsoph) 마이클 콜벳(Michle Corbet)등에 의해 주창된 개념으로 도시중심부와 교외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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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이 적용된 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도보권 내에서의 지구계획

   둘째, 용도와 기능의 혼합

   셋째, 공지와 기 개발된 토지의 재이용 

   넷째, 다양한 거주계층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의 형성

   다섯째, 에너지 소비의 절감과 효율화

   여섯째, 공공 공간의 중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핵적인 도시 형성의 강조.12 

   요컨대 근대 이후 규범적 논리로서 구축되어 온 기능적인 도시 모델은 결국 궁

극적인 시민의 다양한 도시 경험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의 도

시는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그리고 다핵적이며 개별적인 도시에서의 경험을 요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 및 도시 공간의 창출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서울시에서는 소프트 서울(soft 

Seoul)이라는 슬로건 아래 살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거리 사업에 주력하고 있

다. 기존의 차량의 통행이라는 가장 기본적이며, 기능적 도시 구조 속에서의 도

로의 기능과 도로에서의 경험을 보다 시민 친화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도

시민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간에서의 예술적, 문화적, 그리고 

유희적 경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또한 우리 도시 공

간에서의 공공성에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적으로 분석해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민간이 주도해 도시를 개발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함. 

12. Ibid., pp. 15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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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새로운 도시개념의 등장과 정보도시
   정보화 도시의 출현과 그 기능에 따른 앞으로의 도시 변화에 대해 MIT의 윌리

엄 미첼(Mitchell. W.J.)교수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혁명의 진행과정에서 등장할 건물, 이웃, 마을, 도시는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모

습들의 대부분을 그대로 간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옛 조상인 도마뱀 두뇌 위

에 새로운 신경구조가 덧씌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잔재와 자취위에 범세계

적으로 구축될 초고속 정보통신 연계망, 스마트한 장소, 점점 더 필수 불가결하

게 될 소프트웨어들이 새로 포개질 것이다. 

   이 마지막으로 덮인 층은 기존의 도시 구성요소들의 기능과 가치를 변화시키며, 

도시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 것이다. 그 결과, 생활과 

일터가 통합된 거주공간, 24시간 깨어 있는 동네, 전자적으로 매개되어서 느슨

하게 널리 흩어진 형태를 이게 될 만남의 장소, 유연하고 분산된 생산:마케팅:유

통체계, 그리고 전자 주문배달 서비스 등이 미래 도시조직의 특징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일상공간과 장소를 다루는 건축가나 도시설계자와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 전문적 강령(agenda)이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13

   요컨대 정보화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도시민의 도시 정보의 흐름을 빠르고 다

양하게 만드는 일차원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이미 도시 전체의 삶의 모습을 바꾸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단순한 정보통신의 연계를 통해 모든 사람이 무한

한 정보를 어디서나 수용하고 활용할 있다는 기술의 발전은 도시민이 인터넷이나 

개인 단말기를 활용 각종 정보를 찾아보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파생된 

수많은 행위 및 공간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집, 사무

실과 같은 비교적 사적 기능이 강조되는 공간에서의 경험에서 벗어나 지하철, 광

장 그리고 길과 같은 공공공간에서의 다양한 행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문

13. Mitchell, W.J., 강현수 역, “ e-topia”, 한울, 1999,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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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콘텐츠로 변모하여 문화 예술적 경험으로 도시민의 삶에 역할하기도 한다. 

우리는 흔히 특히 젊은 세대의 이러한 정보화 기기 사용에 따른 변화된 모습을 쉽

게 목격할 수 있다. 

   과거 단순한 정보 교환 수단만이 확보되어 있을 때는 상상 할 수 없는 정치적 힘

이 이러한 정보화 공간과 정보화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만들어 지고 있으며, 거

의 모든 화폐 및 경제 활동은 더 이상 물질적으로 잡히지 않는 가상의 공간 속에

서의 거래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월급봉투가 사라진지 오래이며 심지어 학교

의 모든 과제가 PDF 파일로 전환된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고 온라인 성적으로 확

인된다. 많은 사이버 교육기관들이 생겨나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보다 많은 

상품의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상품의 가격은 동시적으로 비

교되며, 여기에 지역적 한계를 극복한 물류 시스템을 통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러한 도시민의 삶의 변화는 불과 20년이 지

난 지금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도시 삶의 일부로서 아니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

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연구, 개발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구축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기존의 정보화 공간이 가지고 있던 인식

과 반응의 속도 및 방법을 극대화한 이러한 유비쿼터스 기술은 무엇보다 네트워

크를 통한 정보의 입력 및 출력 방법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실현시키고 있으며, 

이전보다 훨씬 쉽고, 빠르며, 동시 다발적인 도시 경험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예를들어 앞으로의 상점은 모든 제품의 정보가 RFID와 같은 자기 인식 시

스템에 기록되며 이는 별도의 체크 없이 바로 결재 및 운송 될 수 있는 방법적 시

스템을 완성하였다. 요컨대 앞으로는 상점에서 별도의 결재를 위해 줄을 서거나 

기다릴 필요조차 없으며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골라 인식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통

로를 거치기만 하면 자동으로 자신의 신용카드에서 결제가 되며, 이 상품에는 유



��

통기간 및 사용방법이 모두 디지털 정보화되어 기존 가정 혹은 사무실에서 사용되

어지는 기기들과 동시적으로 연계되어 활용 할 수 있다. 심지어 식료품의 경우 유

통기간 및 조리 예에 따라 지능화된 냉장고에 자동 보관되며, 소비자는 원하는 요

리를 정하면 그 요리에 필요한 재료의 현재 가정 내 보유량과 함께 어디서 부족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미래의 도시가 나아가게 될 필연적 변화

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딱히 이를 비판하거나 부정할 아무런 이유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정보화도시로의 변화는 하나의 옵션이나 가능

성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2-2 공간 환경의 변화 

2-2-1 도시 형태의 개념 및 구분 
   도시의 형태는 좁은 의미로 도시외형에 대한 가시적 형태를 의미하는 도시형

태(urban form, urban shape)에 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넓게는 도시의 물

적:비물적 요소의 입지와 배치상태 및 이들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포괄적 개념

인 도시패턴(urban pattern)과, 도시내부 및 도시들의 장소간 기능적 상호연

계와 작용을 의미하는 도시구조(urban structure, urban network), 나아

가 생물학과 인문지리학적 관점에서 도시의 조직과 물적 형태 및 외관을 정의하

는 도시경관(urban morphology, urban landscape)까지 확장하여 정의할 

수 있다.14 

   이러한 도시의 형태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의와 의미에 대한 해석을 만들어 왔

다. 그중 뉴먼과 켄워씨(Newman & Kenworthy)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

14. 이주형, “도시형태론”, 보성각, 2001,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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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통적인 전근대적 보행도시 (traditional pre-modern walking city), 

산업적 교통도시(industrial transit city), 산업적 교통도시(industrial 

transit city), 근대적 자동차 도시(modern automobile city), 탈 근대적 

지속가능 도시(post-modern sustainable city) 등 네 가지  유형의  도시로 

발전해 왔다.15 또한 이러한 도시들의 특징은 가내 수공업을 기반으로 하며, 국

지적인 경제활동을 하던 전통적 전근대 도시의 특징으로 부터 정보 및 서비스 지

향의 산업화 및 글로벌한 공간적 영역을 탈피하는 탈 근대적 지속가능한 도시로

의 발전을 보여준다.

    도시형태의 발전은 단순히 도시 형태적인 양상이 아닌 도시의 경제, 사회, 문

화 전반의 다양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도시전역에 대규모 산업 지역과 공

장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국지적 경제 기반의 근대 자동차 도시의 몰락은 많

은 변화를 현재 진행형으로 가져오고 있다. 자동차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한 근대 

자동차 도시의 특징은 고층의 도심부와 저밀도 교외지역의 발전 그리고 개인주의

적 성향으로 대변되어 지는 도시 경험으로 대변되어 질 수 있다. 즉, 먹고 살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그 축으로 도시의 발전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

한 도시의 특징은 매연과 기계적인 모습의 도시 형태로 대변되어 질 수 있었다. 

특히 서울은 빠른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 문화의 보전 혹은 도시 삶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및 건축적 고민의 부재 속에서 빠르게 근대 자동차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도시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최근 청계천 지역

의 복개 및 각종 고가도로의 철거는 이러한 근대 자동차 도시로부터의 탈피를 공

식적으로 선언하고, 탈 근대적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발전을 공표하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예가 되고 있다. 

15. Katie Williams, Elizabeth Burton, Mike Jenks, “Achieving Sustainable Urban Form”, 
E&FN Spon, 2000,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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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청계천 시점부 광장, 서울, mikyung kim design

   즉, 도시의 기능을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도시민의 삶의 가치적인 것으로 전환

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경제 발전에 

따른 우리나라에 국한된 특징은 아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정보통신의 발전과 그

에 따른 업무 형태의 변화, 정보 교류 및 형식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이 경제력의 발전에 따른 도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그 근간에 있기는 하나 이와 동시적으로 많은 변화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경, 상해와 같은 도시 역

시 같은 양상의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의 산물로 목격되고 있

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역사적 도시 개발의 기본형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을 통

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유럽 도시 및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의 변화와 다

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발전의 형태

와 그 급진성의 차이에 기인한다. 근대화라는 과정 자체와 시민의식의 형성, 도

시문화의 발전 형태가 그 급진적인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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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상해 엑스포 사이트 개발. 상해, 2010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혹은 유형적 의미에서의 도시 형태는 단순히 완성된, 그

보다는 잠시 정지되어 있는 도시의 형태적 구분과 기능적 고찰에 국한된 해석이 

되기 쉽다. 도시는 스피로 코스토프(Spiro Kostof)가 주장하였듯이 다양한 지

리, 문화, 사회, 권력 등 무한히 복잡한 개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계 맺기

를 통해 형성 된다. 또한 도시는 설계자가 가졌던 훌륭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

멋대로 만들어진다. 일단 설계가 되고나면, 도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의례

적인 일과 변덕스러운 역사의 흐름에 달라 즉흥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다. 그는 

이를 ‘도시형태의 변화과정’이라고 명명하여, 도시는 최초의 만들어질 때의 모습

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한히 많은 이들의 의

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수천 가지의 행동에 의해 그 모습

을 바꾼다.16  즉, 도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오랜 시간 속에서 

행해지는 도시민의 실천적 경험과 그에 따른 반사작용에 의한 새로운 관계 맺기이

며, 이는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 새로운 경험의 지원성(af-

fordance)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케빈린치는 이러한 도시 형태에 대해 보다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역사에 대한 고

찰을 중심으로 도시의 규범적 모델(formative Models)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로 구분하고 있다. 

16. 스피로 코스토프, op. cit., pp.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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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우주론적 모델(cosmetic model)에서는 도시를 우주와 신의 해석의 관

점에 따른 계획으로 보고 각 시대별 도시의 형성을 구분한다. 즉, 르네상스와 바

로크의 이상 도시에서는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복잡한 관계의 설정이 도시의 형

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징적인 축과 폐쇄성, 그리고 거대한 랜드마크 등으

로 특징지어 질 수 있으며, 전형적인 격자와 위계가 분명한 공간구조적 특징을 보

이고 있다. 

   둘째, 실용주의적 모델(practical model)은 기계적 도시 개념으로 사실적이

고, 기능적이며, 구체적인 기능을 가진 구조 모델이다. 식민도시의 건설이나 미

국의 격자형 산업도시, 르 코르뷔지에의 방사형 도시(radiant city) 등이 그 예

로서 이러한 도시는 작고, 자율적이며, 획일적인 요소들이 엄격히 분화된 기능 속

에서 기능하는 거대한 기계와 같은 특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유기적 모델(organic model)은 생체적 도시로서 도시는 살아 있

는 유기체로서 기능하며, 분명한 영역과 적정한 규모, 그리고 상호 관계 속에서

의 다양한 응집과 분리를 통해 구조화 된다. 이러한 도시는 다양한 조건 속에서도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자연 순응적인 특성을 보인다. 프레드릭 옴스테드, 

에버네저 하워드(Ebenezer Howard), 루이스 멈포드(Lewis Mumford) 등

에 의해 발전된 이 도시 형태의 개념은 비기하학적인 도시패턴을 보이며, 이종동

형의 형태적 특징을 보인다. 17

   그러나 이러한 구분조차 하나의 도시의 형성된 시점 혹은 정지된 시점에서의 구

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즉 어떠한 도시의 형성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도시민의 삶을 담아내며 변화하고, 따라서 

모든 도시는 앞서 케빈린치가 말한 도시 구분적 특성을 동시에 함께 가지게 된다. 

다만 그 설계 및 형성의 시기에 따라 우주론적 모델로서 기획되지 않은 도시는 그

17. K. Lynch, “A Theory of Good City Form”, MIT Press, 1981, pp. 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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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특징을 가지지 않고 시작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유기적 모델로서 기획된 도

시는 우주론적 특성을 가지지 못한 채 형성되는 차이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형성의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의 형태 역시 몇 가지의 유형 혹

은 기준으로 규정되기 힘든 복잡성을 가진다. 특히나 도시의 형태는 단순히 형성

적 요인뿐만 아니라 결국 도시민의 삶을 반영하고 발전하게 된다. 즉, 케빈린치

의 세 가지 모형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국 변화를 통해 그 도시 속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도시 공간에 의해 재구성되고 그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2-2-2 도시 공간의 변화와 정보 도시 
   이러한 도시 형태 변화에 있어 2000년대 이후 뚜렷이 드러나는 특징은 의심

할 바 없이 탈근대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발전이다. 윌리암스(Katie Williams)

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특징을 정보•서비스 지향의 산업이 중심이 되고, 국지적이

지 않은 글로벌한 경제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중거리 교

통으로 부터 보행과 자전거, 그리고 비행기와 같은 근거리 및 장거리 교통수단이 

더욱 발전되는 자원의 소비가 낮고 자연에 근접한 형태의 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는 지역기반의 공

간 활용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즉 기존의 산업적 교통도시가 개인의 업무에 따른 

이동의 거리 및 시간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가로환경 즉, 도시 전반에 걸쳐 이

루어졌다면 지금의 지속가능한 도시의 특징은 지역기반의 도시환경이 주가 되며,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한 업무 형태가 보편화되며, 점차 업무상 이

동의 거리가 중거리에서 단거리 혹은 장거리 중심으로 변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된 국제적 헌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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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운 삶을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원칙을 세우고자 제정된 이

러한 헌장은 국제적으로 크게 네 개의 도시계획 헌장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그 동안 자유방임적인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으로 황폐화된 도시환경

을 치유하자는 주된 목표를 가지고 1933년 제정된 아테네 헌장이다. 이는 1930

년대의 도시문제와 도시 여건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최근의 도시의 형태 혹은 

문제와는 그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헌장인 1977년 마추피추 헌장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도시계획의 목

표로 제정하고, 생태와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20세기 초반 산업화에 

의한 도시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민참여와 

다양한 기능 간 통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1994년 제정된 메가리드 헌장으로 이는 정보화, 환경 친화, 개방화, 

공생공존 등 탈 산업사회의 도시가 지녀야 할 계획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메

가리드 헌장에서 역시 환경문제와 환경보호에 대한 개념은 더욱 강조되었으며, 

동시에 도시 활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주요한 논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96년 제정된 뉴어바니즘 헌장은 신고전적 건축가 및 도시설계

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건축양식과 도시설계 패턴으로 회귀하자는 기본정

신 속에서 발표된 도시설계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역사적인 양

식과 건축적 형태의 중시, 건축형태에 대한 관리 및 규제, 소규모 개발의 선호, 

대중교통 중심개발 그리고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 공간의 공공성의 중시 등을 들 

수 있다.18 

 

   이와 같은 도시 개발에 대한 접근의 변화는 결국 도시 형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즉, 도시민의 삶의 형태와 경험을 규정하고, 바람직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의 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도시는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하

18. SK C&C 컨설팅 본부, “ U-City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인포드림, 2009, p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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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발과 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형

태를 결정하고, 규정하는 요인들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

히,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와 같은 개념은 정보통신

의 발전에 힘입어 더욱 빠르게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결국 도시의 경

제 활동 역시 과거의 그것과는 다르게 영위될 수 있다는 지금의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 요인들은 결국 두 가지의 중요 이슈로 정리되어 질 

수 있다. 우선 지금의 도시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구의 자원과 

환경에 대한 고려는 급속히 위기감을 고조 시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을 중

심으로 한정된 자원과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전 지구적 관점에서의 도시 삶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저탄소 규제와 같은 정책과 국제적 공조는 단순히 

자동차와 난방시설의 변화와 같은 직접적 변화 외에도 대중교통과 같은 도시 교

통의 변화, 도시 내 경제활동을 위한 업무형태의 변화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다

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도시의 형태와 구조

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도시 경험의 증대이다. 지금

의 도시는 과거와 같은 구조적 특징에 의해 규정되거나 인지되지 않는다. 사람들

은 새로운 환경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위해 보다 발전된 형태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가상의 공간 경험이나 사이버스페이스와 같은 개념적 도시공간에 

대한 경험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도시민의 삶,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접근 방

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실례로 대부분의 관광객조차 더 이상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막연함을 가지고 도시를 경험하지 않는다. 전 세계 대부분의 거리와 환경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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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뷰(Road view)와 같은 삼차원 입체 정보로 언제 어디서나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지도를 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전은 실제로 도시형태와 기존 거리 환경 그리고 도시경

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동 체

제 속에서 가장 그 가치가 큰 땅은 의심할 바 없이 대로변의 건물과 상업 지역이

었다. 이러한 거리의 특징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대

로변을 끼고 있는 도시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리에서의 실제적인 도시

민의 경험은 점차 단순한 이동으로 국한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동 

및 상가의 활성화는 이면도로, 즉 자동차의 보행과 구분된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의 새로운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리의 특징은 이차

선 도로 혹은 자동차의 접근이나 주차조차 힘든 소로에 위치하며, 건축과 거리환

경이 만들어 내는 인간 중심의 스케일을 가진 공간적 특징을 가진다. 또한 이러

한 경험은 다시 유사한 지역에 보다 다양한 문화적, 건축적 공간의 형성을 가져

오게 되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유기체적 변화 속에서의 도시 공간의 변화를 가

져오고 있는 것이다. 

2-3 도시 형태:공간의 인지
 
      도시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 생활환경이 되어 왔으며 새로운 패러

다임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20세기 이후 이루어진 급속한 정보

통신과 교통의 발전은 이러한 도시의 경쟁력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디지털 노매디즘으로 대변되는 도시 유목민적 변화는 각 도시의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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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할 수 있는 창의적 도시민의 흡수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각 도시는 이를 위해 도시의 정체성 구축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모던 건축사상에 의한 도시개발이 시작된 이래로 도시는 길과 건물 그리고 그것

의 구성적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모델로 인식되어 왔으며, 도시의 구축 역

시 이러한 구조적 모델을 기초로 형성되어 왔다. 1970년대 Kevin Lynchy의 

역사적 기술인 “Image of City”에서의 Path, Nod, District, Landmark, 

Edge로 대변되는 도시 이미지 인지 모델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도시의 

구성에 있어 교과서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도시는 이러한 구조적 구

성요소의 조합을 기초로 기획되고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구조모델로 이해되고 구축되는 도시 이미지는 그 구성의 실

제적 구심점인 도시민의 관점에서의 도시 공간에 대한 이해의 결핍을 가져왔다. 

이는 구조적 인지 모델로서의 도시가 마치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거시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실재적인 도시민이 이해하고 경험하

게 되는 도시의 이미지는 그 도시 구조 속 공간에서의 실질적이고 미시적 경험에 

기초한 해석적 관점으로 이루어진다.

2-3-1 도시 형태의 구조적 인지
   지금까지의 도시의 형성과 이미지는 도시 구조모델에 의해 설명되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금까지의 도시를 만들어 온 도시의 구조적 이해와 접근이 획일적

인 틀을 가지거나 변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도시의 형성과 이미지에 대한 다

양한 연구의 축이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으며,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발전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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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형태의 구조적 인지와 의미에 대한 가장 역사적인 견해인 Kevin Lynch

에 따르면 도시는 길로 대변되는 path와 이러한 길의 교차점이 만들어 내는 nod, 

또한 길로 나누어지는 특징적인 기능적 공간으로 구분되는 district와 그 경계선

인 edge 그리고 그러한 공간을 인지하는 기준점으로 작동하는 landmark로 이

미지화되어 도시민들에게 인지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의 특성은 건축물에 의해 

규정되며, 건축물에 의해 가두어진 다양한 공공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도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계획도시의 탄생이후 도시는 일정부분 이상 그 도시의 기획

된 의도 그리고 형태적 특성에 의해 구회되어지고, 도시민은 그 환경에 영향에 따

라 각 도시 특성에 맞는 문화적 삶의 형태를 영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그 기준의 맞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규

정해온 가장 큰 틀임이 분명하다. 다만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도시의 삶이 이와 같은 하드웨어적 구분이나 구성적 이미지가 아닌 그 공간에서의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양태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이다. 또한 각 지역적 특성

이 분명히 삶의 형태를 규정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스마트 정보의 확산과 그 소비는 더 이상 기존 도시의 지역적 한계 속에서 구

조적 모델로 이해 할 수 없는 범 지역적이며 동시적인 다양한 경험을 만들어 내고 

있음에 주목하는 것이다. 

   도시를 건축으로 이해하고 건축을 도시의 시각적 이미지와 도시의 모든 건축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건설물, 즉 시간과 더불어 형성된 도시의 건설물로 바라보

는 알도로시(Aldo Rossi)의 견해에 따르면, 도시는 인간의 집단적 삶이 지금까

지 이루어 온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집단이 현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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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살고 있는 창조된 환경으로 나타나게 된다.19 그의 견해에서도 나타나듯이 도

시의 삶은 직접적으로 도시의 형태와 이미지 그리고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는 또한 도시는 시간과 더불어 자신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도시 자신의 의식

과 기억을 습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도시는 

자신의 고유한 발전동기들을 결정하고 변경한다. 그는 이러한 도시의 이미지적 

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구체적인 형태의 도시이다. 그러나 피렌체의 기

억과 이미지는 또 다른 경험을 불러일으키고, 표상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

편, 피렌체에 대한 보편적 경험만으로 피렌체의 정확한 형태, 즉 피렌체는 어떤 

유형의 도시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0 

   도시는 살아 있는 유기체적 경험과 형식이 함께 인지되고 그 안에서의 삶에 의

해 규정되는 것으로 인지되어 온 것이다. 알도 로시의 이러한 견해는 이미 모던 디

자인의 시대로 부터 도시는 단순히 구성물에 의해 구조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집단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의 집합체로 인지되고 구성되어져 왔다는  경험

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견해는, 결국 이러한 경험을 

만들어 내는 것을 역사와 도시적 형성물의 서술 방식, 도시적 형성물의 지역적 요

인과 그 건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그리고 도시에서 영속적 보편적 양상으로 활

동하고 있는 주요 정치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단순히 과거적으로 구축된 결과물적 구성물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

는 미래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관점의 틀을 만들어 내지 못하

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가 도시를 연구하는 큰 틀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19. 알도 로시, 오경근 옮김, “도시의 건축”, 도서출판 동녘, 2003, p. 34.   

20.  Ibid.,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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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도시 이론을 세우는 데에는 많은 연구 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크게는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도시를 도시의 건축과 도시의 공

간을 발생시키는 기능 체제의 산물로 고려하는 연구 체제와, 도시를 공간의 구조

로 이해하는 연구체제가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도시는 정치, 사회, 경제 체계의 

분석을 통해 파악되며, 따라서 이들 체계와 관련된 학과들의 관점에서 연구되고 

후자의 연구 체계에서 도시는 무엇보다도 건축과 지리학에 속하는 문제가 된다고 

언급하고 본인의 연구는 후자에 기반한다고 밝히고 있다.21 

   이 책에서의 견지는 이 두 가지 차원이 모두 고정적인 변화 요인과 그에 따라 변

화하는 건축 구성물에 의한 도시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서 출발한다. 물론 이는 추가적인 요인의 형성에 따른 보다 복잡해진 경험을 이해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연구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다

시 말해 지금의 경험을 기존에 연구되어 온 다양한 연구분야에서의 사실적 실증

적 가치 위에 추가적인 변화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선형적인 인

과 관계가 아닌 동시적이며, 정보와 실재가 혼재되는 복합적인 경험에 기반한 도

시 이미지와 삶의 행태 소비 과정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지금 현

재 진행 중인 정보통신의 혁명적 발전에 따른 맥락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금의 도시 경험은 단순히 도시의 형태적 특징이나 구

조적 특징 혹은 그 지역적 특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에 의해 변화하

고 있다. 또한 이 정보는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소비된다. 지역적 

특성과 관계없는 정보의 흐름이 시작된 것이다. 누차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 책에

서 주목하는 변화하는 경험에 대한 견해는 기존의 도시에 관한 수많은 연구 결과

21.  Ibid.,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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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추가적인 변화 요인을 효과적으로 설명하

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경험 요인의 새로운 해석에 기반할 따름이다.     

 

   물론 기존의 도시 형태의 구조적 인지에 대한 이론 역시 단순한 선형적 발전과

정 혹은 결과물적 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만 진행되어 오지 않았다. 도시 형

태에 대한 사회 내용의 연구가 도시경관에 의미를 부여하는 지리적 요인보다 중요

하다고 여긴 장 트리카르 (Jean Tricart)는 이미 사회적 형성물은 정확히 사회

적 내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형태와 기능에 선행하고, 그것들을 포함한다고 보

았다. 또한 그는 인문지리학의 과제를 도시의 구조가 나타나는 장소의 형태와 관

련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보고, 공간의 범위와 위치가 결정된 장소에 주목하였다. 

그는 장소의 범위를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1) 건설물과 그 건설물 주변의 빈 공간을 포함하는 도로의 단계

2) 공통된 성격을 지닌 블록의 집합으로 형성된 지구의 단계

3) 지구들의 집합으로 형성된 전체 도시의 단계22 

   지리학적 견해에 따르면 형성물 자체를 연구하는 다른 분야처럼, 도시형태학도 

통상적으로 도시계획학, 사회학, 역사학, 정치 경제학, 법학 등 다양한 학과들에

서 나온 자료들을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23 그러나 

도시민의 집단적 삶의 형태는 2000년대에 이르러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

다. 또한 그 변화의 과정과 범위가 역사적으로 다른 시기와 다른 형태를 띠고 매

우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것 또한 금세기의 새로운 특징이기도 하다. 

   “고전 건축의 경우, 아름다움은 무엇하나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조화로운 구성

22.  Ibid., pp. 69 - 70.  

23. Jean Tricart, “Cours de geographie humaine, L’habitat urbain”, Centrre de Docu-
mentation Universitaire, 1963,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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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는 요구 조건에 건축물이 부합해야 한다면, 

우리는 건축물에 변화 가능성을 부여해야 하며 그러한 적응 가능성 속에서 아름

다움을 드러내는 새로운 형태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렌조 피아노와 나는 폼피

두 센터를 기념비(monument)가 아닌 다양한 세대가 서로 다른 관심사와 서로 

다른 문화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생각했다.  중앙부는 회의장, 영화관, 레

스토랑에서 도서관, 콘서트 홀, 미술 전시관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기능들이 쉽게 재조정되고, 건물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에 따라 

형태를 계속 변화시킬 수 있는 건물을 만들고자 했다. ...골조, 설비덕트, 승강

기, 복도 등을 모조리 외부에 배치한 것은 축구 경기장 두 배 크기의 각 층 내부를 

모든 장애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의도였다.”24 - 리차드 로저스 

   렌조 피아노와 함께 폼피두 센터를 설계한 리차드 로저스의 건축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 역시 건축이 이루고 있는 도시의 형태와 삶의 모습은 경험적 기능에 의

해 부가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던 사상을 기

반으로 하는 건축에서의 지금까지의 견해는 여전히 건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의 구

성 즉, 구조주의적 관점에서의 공간과 공간의 구성에 더욱 주목하여 왔던 것 역

시 사실이다. 이는 리차드 로저스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의 상징인 공공 공간을 규정하는 것은 3차원의 개개 건

물들이다.”25  도시의 다수가 공유하는 공공 공간 역시 건축의 형식이 만들어 내

는 공간적 특징 즉 물리적 특징에 보다 주목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

해는 최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공공 공간과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그 구

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24. 리차드 로저스, 이병연 역,“도시 르네상스”, 이후출판, 2005, p. 81.

25.  Ibid., p. 72.



��

   권영걸 교수는 공공성과 공공 공간을 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회 구성원의 

관계맺음에 주목하고 있다.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기관 따위가 

사회 일반에 영향이나 이해를 미치는 성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행정학에서는 

“지역적으로 결합하여 생활하고 있는 다수의 이익에 대한 태도나 성향”으로 규정

하고 있다. 요컨대 어떠한 대상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는 국가와 사회 혹

은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맺음에 연관된 목적을 지니고 있거나 혹은 그러한 현상

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관계 맺음의 주체가 소유하는 대상임을 지칭하는 

것이다.26 여기서도 가장 큰 공간과 도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

는 읽어낼 수 있다. 즉 도시를 구조적 형식적 구축물이 아닌 사람들의 삶의 집합

적 경험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그는 이어서 디자인을 본질적으로 사회

적이자 공공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따라서 모든 디자인이 공공성에 기초하여 성

립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디자인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한 삶과 고른 문화 향수의 기회를 추구한다. 물질의 시대에서 

문화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낙후된 온갖 ‘삶의 조건’들의 격을 높여

야 한다는 요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공공디자인을 

공공디자인이게 하는 것은 그것이 다루는 대상이 아니다. 공공디자인은 무엇보

다 하나의 태도이며 입장인 바, 그것은 늘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세상 만들기’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27

    물론 이러한 입장이 디자인과 건축의 입장의 차이 혹은 형식의 차이에서 오는 

차별적 관점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나, 그보다는 본질적인 도시에서의 삶과 경험에 

주목하는 시대적 변화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6, 한국 공공디자인 학회, 권영걸 외, “공공디자인강좌”, 가인디자인랩, 2009, p. 13.

27.  Ibid.,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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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도시 공간의 경험적:해석적 인지
  도시는 거대한 유기체적 질서28로 구성되어지는 복합적 구조체임에는 틀림없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도시를 살아가는 구성원에 의해 이해되고 만들어

지는 공간으로 구성되며 그 공간에서의 이미지와 경험에 의해 인지 되는 것이다. 

이는 흡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의 파리가 개선문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방사형

의 구조체로 이해되고 기억되기보다는 마레지구의 작은 카페테리아의 향기나 거

리에서의 사람들의 패션, 그리고 샹젤리제의 조명에 의한 분위기로 보다 선명히 

기억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도시민의 도시에 대한 경험과 인지방식의 변화는 단순히 도시의 이미지

와 구조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성과 구조주의 시대로부터 이미지의 시

대, 감성의 시대 그리고 탈구조주의 시대로 변모하면서 겪게 되는 사람들의 정보 

전달 방식과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즉, 일찍이 롤랑 바르

뜨가 자본주의 사회의 체계를 당연하게 수용하도록 만드는 의미전달방식을 비판

하기 위해 “Mythologies”에서 설명하였듯이 기존의 도시가 모던 사회의 가치

를 기반으로 ‘도시는 이래야 한다’는 구조적 관점에서 생산되었다면, 지금을 살아

가는 도시 구성원에게 있어 도시의 이미지는 보다 복잡하고 개인적이며, 구체화

된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시는 이해의 대상으로 구

조적 모델에 의해 설명되어지고 인지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

와 같이 실재 시민들이 경험하는 - 도시의 실재 거주민이거나 혹은 관광 등 특수 

목적을 가지고 처음 방문한 방문자이거나 - 그 도시의 경험은 이러한 구조적 틀에 

의한 모습보다 구체적인 경험에 의해 인지되고 경험된다. 

28. 알도 로시는 유기적 이란 용어는 생물학에서 유래하였고, 라첼(F.Ratzel)의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도시
를 하나의 기관과 동일시하고, 기능이 기관 자체의 형태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히
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생태학에서 오랜 기간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인간의 기관과 생물계의 진행 과
정에 관한 비교연구가 이론화될 정도로 진전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많은 전문가에 의해 비판적 견해 없이 간
단히 정의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본 연구자 역시 유기적 건축 혹은 도시의 유기적 구성이라는 설명에 대
해 그것이 생태학적 가치와 동일시 되는 비판적 견해가 아닌 단순히 복잡한 구성 혹은 단위체가 함께 어우러지
는 현상적 견해에 국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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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서울 각 지역의 위치 및 이미지에 대한 인지 실험 ��

실험대상 :서울 거주자 10명 - 20대:3명, 30대:4명, 40대:2명, 50대:1명 
남녀 성비: 남 - 5명, 여 - 5명

실험방법 : 서울의 특정 지명 9곳 - 홍제동, 광화문, 세종로, 목동, 구로디지털단지, 이태원, 압구정동, 잠실
종합운동장, 구룡마을 - 을 차례로 불러주고 이 서울의 대략 외곽라인의 지도상에 위치와 그 지역의 특징적 경
험에 대해 기술할 것을 요청. 
지도를 주지 않고 대상 지역의 위치 및 관계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이를 차후 서울 지도에 대입하여 비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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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변화된 경험과 인지에 대한 사실은 간단한 실험에 의해서도 분명히 드러

난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서울의 특징적인 9개

의 지역을 호명하고 그 위치와 지역의 특징에 대해 방향과 위치 그리고 떠오르는 

경험적 가치를 기술해 달라는 실험에 의한 결과이다. 

   본 실험의 결과 서울에서 평균 20년 이상을 거주한 8명의 피실험자가 각 지역

의 정확한 위치와 거리 그리고 방향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서

울의 가장 중심축인 광화문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에 위치한 압구정

과 목동의 위치마저 혼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주거의 

기능이 높은 홍제동과 구룡마을의 경우 그 위치 및 방향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피실험자가 대략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

시의 구조에 대한 인지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젊

은 층에서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가 떨어지는 특징

을 보였다. 그러나 그에 반해 그 지역에 대한 생각나는 경험 혹은 이미지에 대한 

서술은 대부분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압구정동에 대한 이미지가 갤러리아 백화점, 젊은이, 로데오거리 등과 같은 

소비적 이미지로, 이태원에 대한 이미지는 외국인과 같은 다국적 문화에 대한 특

징적 단어로 대표되는 등, 거의 일치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특히 젊은 세대에

서 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랜드마크와 지역별 특성으로 대변되는 도시의 구조적 

인지가 현격히 떨어지는 원인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정보통신을 통한 도시의 활

용 방법의 변화를 그 가장 큰 이류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지금의 젊은 세대는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메타버스의 경험을 통해 물리적 경험과 정보적 경

험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도시에 대한 새로운 환경 인식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을 물리적 환경에서 정보적 환경 중심으로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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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발전된 메타버스에서의 경험은 더 이상 

새로운 환경을 인식하고 경험하는데 있어 건축이나 도시에서의 전통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는데 쓰였던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도시에서의 생활이 편리하

게하고 있다. 지하철을 통해 대부분의 이동을 하는 도시민에게 있어 목적지로 연

결되는 과정은 지하철 노선이 정해주는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운

전자 혹은 보행자에게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실재로 대부분의 현대인은 더 이

상 지도를 읽는 법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 내비게이션과 GPS가 지정해 주는 

좌표는 점점 더 알기 쉬운 길 찾는 법을 알려주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와 함께 그 

지역의 즐길거리까지 안내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도시민들이 도시에서의 경험적 삶을 영위하기위해 더 이상 도

시의 전통적인 인지 방식인 도시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않는 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새로운 장소나 위치에 대한 정보가 길, 랜드마크 등과 같은 전통적인 도

시 구조물에서 점차 소프트한 개인의 경험적 정보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재로 도시의 경제, 사회적 측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 대로

변의 지대가 안쪽 이면도로에 비해 현격하게 비싼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다. 당연

히 인지가 쉽고 간판의 노출이 많은 대로변은 여러 상행위 또는 경제활동에 유리

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가게나 상행위가 이루어지던 대로변은 도시 

구조적 관점에서 중요한 장소적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

유로 오랫동안 전통적인 부동산 개발의 특징적인 방법은 대로변의 땅과 이면도로

의 땅을 연결 하나의 부지화하여, 이면도로 쪽 부지의 지대를 상대적으로 대로변

의 지대에 맞추어 상승시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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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도심 상권 중심의 변화 - illustrated by CA Plan 

   하지만 최근의 변화는 이러한 방식의 개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준

다. 더 이상 대로변의 상점과 대형 간판의 역할은 사람들을 그 곳으로 불러 모으

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도시민들은 점차 스마트 폰이 알려주는 좁은 길 

안의 맛집과 싸고 경쟁력 있는 가게를 찾아가고 있다.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안내

하는 이러한 정보는 위치기반 GPS와 연결되어 아무리 좁고 작은 길속에 위치한 

곳이라도 전혀 어려움 없이 찾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따라서 지금의 소비자

가 찾는 것은 대형 간판이 걸려있는 찾기 쉬운 곳이 아닌 개인적 경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좋은 곳30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시의 경제활동의 형식이 도시민의 

환경 인지와 어떻게 관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즉 도시에

서 도시민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인지적 측면 혹은 도시 구조

적 측면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실례

로 2000년 이후 서울에서 지대의 가장 상승이 두드러지고 보다 많은 사람이 찾은 

장소에 대해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서울에서 최근 가장 빠르게 확장되며,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은 가로

30. 좋은 곳, 좋은 장소에 대한 개념은 매우 모호하고 정의하기 힘든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 좋은 곳
에 대한 개념을 개인의 경험적 측면에서 다시 찾고 싶은 장소 그리고 좋은 경험을 가져온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
로 사용한다. 이는 본 연구의 본론에서 다루게 될 도시 경험인자와 개인의 경험이 일치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수길과, 삼청동 그리고 홍대 앞을 들 수 있다. 이 거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앞

서 리처드 플로리다가 말한 창의적 도시(Creative City)이론에서 밝힌 바와 같

이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거리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당연히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와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많은 상점 그리

고 먹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의 특징을 살펴보면, 구조적 측면이

나 기능적 측면으로 이해 할 수 없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로수길의 경우 도산대로와 압구정로의 큰 대로변을 연결하는 작은 소로에 불

과했다. 이러한 소로는 이 두 대로변 사이에 수 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특이하

게도 이 거리는 단순히 은행나무로 이루어진 가로수가 아름답다는 이유에서 조금

씩 사람들이 찾는 거리로 탄생하게 된다. 

그림 2-3. 도심 소로의 발전과 상권 형성 - illustrated by CA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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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휴먼 스케일 공간의 활성화 사례 
- 좌로부터 가로수길, 삼청동 출처: Google map street view

   물론 그 이면에는 새로운 거리를 부동산 개발의 목적으로 발굴하고 만들어낸 개

발적 측면이 존재한다. 최초 외국에서나 봤음직한 몇 개의 커피숍과 소품을 사는 

가게가 들어서면서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이 거리는 유사한 외국에서의 경

험을 바탕으로 몇 명의 개발자가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거리라는 이야기도 있어왔

다. 즉, 개발을 목적으로 소로변의 건물을 몇 명의 개발자가 동시에 새로운 개념

의 콘텐츠를 부여하여 만들어 내고, 이것이 입소문이 나서 점차 사람들이 모여들

게 되면 이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지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발적 측면에서의 관점보다 이 거리의 특징적 모습에 보

다 주목하고자 한다. 

   사진 2-3.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이 거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개발자들

이 선호하던 대로변도, 교통이 편리한 곳도 그렇다고 심지어 주차가 편리한 지역

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적 특성만을 가진 장소였다. 가장 주차가 힘들 정도

로 밀도가 높고, 길은 2차선으로 겨우 양방향을 차가 이동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인도 역시 매우 좁은편으로 기능적 측면에서는 편안한 보행이나 많은 사람

들이 유입될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힘든 반대적 특징만을 가지고 있는 거리인 

것이다. 또한 개발적 측면에서도 가치를 가지기 힘든 고도제한과 용적률을 적용

받는 제한된 지역이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이곳은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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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젊은이들이 특히 새로운 경험과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트랜드 리더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급속히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깃거리는 그 트랜드 리더

들을 추종하는 수많은 일반 대중에게 퍼지게 되고 하나의 특징적인 거리로 새로

운 서울의 명소화 되는데 채 5년도 걸리지 않고 형성된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혁신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

다. 많은 이론가들과 도시 전문가가 주목한 도시 역사와 발자취라는 측면에서도 

이해되지 않는다. 오랜 동안 도시를 만들어 온 것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 역

사로 이해되어 왔다. 물론 이것이 잘 못된 견해이거나 지금에 와서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뛰어 넘는 새로운 변화와 

현상이 지금의 디지털에 의한 정보화 시대에 대두된 것이다. 즉, 단순히 서울의 

예에서만 보더라도 여전히 전통적인 역사와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의 발자취에 의

해 만들어진 명동, 종로와 같은 지역은 건재하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 맥락에

서 이해 할 수 없는 그렇다고 강남역이나 테해란로와 같이 개발적 측면, 혹은 구

조적 측면으로도 이해 할 수없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디지털을 통한 메타버스를 포함한 맥락적이고 새로

운 경험인 것이다. 

   가로수 길 뿐만 아니라 삼청동의 예에서도 분명하게 이러한 사실은 나타난다. 

삼청동 역시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좁은 이차선 도로 변의 소로로 구성되어 있

다. 서울의 시작과 동시에 존재해 온 이 거리 역시 전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

하다가 2000년 이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가로수길의 예에서와 같이 이 거리 

역시 불편한 교통과 어려운 주차, 좁은 인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삼청동의 경우 

주변 인사동길의 변화에서 기인한 특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과거 서울에서 가

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걷는 거리는 인사동이었다. 우리의 전통과 다양한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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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많은 문화적 향유가 가능한 인사동길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서울을 대

표하는 거리 문화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항상 도시의 경제활동의 변화가 그러하

듯, 많은 사람의 유입은 결국 지대 상승을 가져왔고, 전통적인 갤러리 혹은 문화

적 상품은 더 이상 인사동에 존재하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인사

동은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에게 보다 많은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시장으로 변모

하여 갔고, 그곳에 있던 문화 인프라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다. 그 결과 형성된 곳이 삼청동이었다. 이 곳 역시 개발적 측면에서 인위적 개

발이라는 여러 견해가 있어왔던 것 역시 이러한 사실로부터 출발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개발적 측면에서의 변화

가 아닌 사람들의 경험적 측면에서의 변화이다. 즉, 그 형성의 원인이 어떠했던 

간에 이 거리는 바뀌는 사람들의 경험적 측면을 그대로 반영하며 발전하여왔다. 

그 가장 큰 특징은 소로변의 작은 가게 그리고 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새로운 

장소의 발견이라는 측면이다. 가로수길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강북을 대표하는 

트랜드 리더들이 점차로 모이고 이것이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입소문이 나며 

급속도로 퍼져나간 특징을 보이고 있다. 소로에서의 경험은 자동차를 타고 지나

가면서 보게 되는 경험이 아닌 걷으면서 얻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가능케하고 있

다. 즉 목적 지향적인 기능적 거리가 아닌 개인들의 기억과 추억 그리고 이야기가 

함께하는 경험적 거리로 발전해 온 것이다. 

   이는 매우 큰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발전 혹은 개발적 측면에서

의 도시 활성화는 항상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

다. 어느 거리가 활성화되면 시는 그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형물을 세우고, 

억지스러운 축제와 이야깃거리를 만들기 위해 많은 세금을 투자한다. 그러나 대

부분의 이러한 개발은 수많은 실패의 사례만을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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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도시에서의 도시민의 경험을 구조적 관점에서 이해

하려는 출발에서 기인한다. 즉, 사람들의 경험은 소로에서 걷으며 보게 되는 다

양한 상품과 작은 카페에서의 이야기 소리, 함께 찾은 이들과의 기억에서 형성된

다. 멋진 건축과 편리한 교통 그리고 넓은 길과 같은 기능적 측면은 모두 부차적

인 것에 불과하다. 또한 자동차 문화로 대변되는 빠른 것과도 상반된다. 빠르게 

접근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편리함이 아닌 보다 맥락적이고 복잡한 경험에 기대

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험은 디지털에 의해 더 이상 불편한 것이 아닌 새로

운 편리함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거리 모두 어떤 도시민의 경험적 특성

을 보이는지는 이 거리의 확장성과 변화 추이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림 2-4. 소로 중심의 상권의 확대 - 좌로부터 삼청동, 가로수길  출처: 서울특별시 관광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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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의 지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두 거리 모두 매우 빠른 속도로 확

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확장의 형태는 기존 거리의 확장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그 확장의 축이 거리에서 거리로 이어지지 않고 내부의 

더 좁고 작은 거리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활성화 된 거리의 

확장이 수직적, 수평적 거리의 방향을 따라 진행된 것과 달리 면(면)적으로 내부

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도시민의 경험적 측면을 시장이 빠르

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

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제 어느 장소에 어떤 경험이 있는지

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에 어려움을 가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이유

가 단순히 정보화 기기의 활용만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음은 본 연구의 가장 기본

적인 출발인 맥락적 경험에 기반을 둘 때 당연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도시 건축

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경험의 요구와 문화적 가치 그리고 소비 경제적 측면에서

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 되어져야 한다.  

   일본의 경관학자인 신지(進士, 1997)는 이상적 도시환경을 위한 다섯 가지 조

건을 PVESM : physical, visual, ecological, social, mental 로 규정하

고 이들로 이루어진 개인의 도시 공간에서의 경험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부연하건데 앞서 얘기한 삼청동과 가로수길의 예가 전 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사실은 아닐 것이며, 그 보다는 새로운 변화적 측면에서 이해되

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여전히 도시에서의 경험은 물리적이고, 시

각적이며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다양한 맥락을 함께 포함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구조적 모델에서 보다 주목해 온 건축적이고 물리적

인 환경에서 벗어난 가상적이고 정보적인 경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변화에 있다. 

물론 건축과 도시 개발적 측면 역시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연

구가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90년대 이후 도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저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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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Delirious New York”에서 Rem Koolhaas는 뉴욕의 맨해튼을 다양

한 건축적 변이 (Central Park, the Skyscraper) 와 이상을 추구했던 미완

성의 파편 (Rockefeller Center, the U.N. Building), 그리고 비 이상적인 

현상들 (Radio City Music Hall)들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적 가치로 분석하고 

이를 매우 다양한 이미지와 지도, 사진, 엽서, 수채화, 그리고 도면 등과 같은 일

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해석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과거의 구조적인 모델로서의 뉴

욕이 아닌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었다. 즉, 지금의 도시와 도시 이미지에 대한 도

시민의 경험은 이와 같이 한 장의 사진, 혹은 엽서에서 경험되고 이해되는 보다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이미지적인 해석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석적 접근은 과거와는 다른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해석에 기반을 둔 다양한 프

로그램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5. 도시의 구조적 접근과 이해 - Understanding, 출처: 송도 신도시 개발계획안, KPF

              도시의 해석적 접근과 경험 :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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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도시 환경 분석  
      
3-1 스마트 환경의 개념 정의 및 구축 현황  

3-1-1 유비쿼터스, U-City, smart 환경
   일반적으로 스마트 공간은 단순하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간의 효율

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에 의해 디지털에 의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공간으로 

이해되고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과 구분되는 유비쿼터스의 용어의 적용이 

다르듯, 스마트 스페이스의 주요 개념은 보다 철학적이고 사회학적 개념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디지털의 접근 자체가 기술적이고 효율적인 편리성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유비쿼터스와 스마트와 같은 용어의 의미가 보다 심리적, 

철학적 개념과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로써 이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마트 공간은 근본적으로 도시 생활을 활성화 시키고 진

화시키기 위해 문화 • 사회 • 환경 •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를 선행하여야 한

다.1 즉 스마트 공간은 그 속성적 특징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정보가 교

류되는 유비쿼터스적 속성을 지니되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 경험적 

측면이 고려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도시의 

가로공간이 단순히 걷거나 교통시설을 위한 이동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의 정보

화 된 가로공간의 개념은 사용자의 경험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지고, 게임과 음

악과 같은 문화적 경험이 가미된 새로운 환경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공간을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기반한 사용자의 경

험에 따라 활용되어 질 수 있는 가상의 정보와 물리적 공간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 정의하고 스마트 환경은 이러한 스마트 공간의 질서와 가

1. 김억, “디지털 건축을 찍고 유비쿼터스 공간을 향하여”, 대한건축학회, 건축, 제53권 제1호(통권356호), 
2009,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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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구현된 환경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정의에 혼재되어 사용

되는 개념으로는 유비쿼터스가 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함”을 의하는 라틴어에서 유

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즉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는 환경을 의미한다.2 이 개념은 1998년 미국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의 마크 와

이저(Mark Weiser)가 처음 명명해 사용한 개념으로서 기존 컴퓨터 환경 즉 메인 

프레임, PC에 이은 제3의 정보혁명으로의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사용되었다.3 

유비쿼터스 환경이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ICT) 기반 하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든 상관없이 커뮤니

케이션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이 일반화된 환

경을 말한다. 이처럼 유비쿼터스 시대의 정보통신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의 

수준을 뛰어넘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유비쿼터

스로 만들어지는 세상은 단순히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모

든 활동과 관계에 있어서 사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물과 사물간의 인

터페이스가 중요해진 시대의 환경을 의미한다.4  

   고일두는 유비쿼터스 공간을 사이버 공간 혹은 가상현실 공간과 구분하고 실

재하는 물리공간과 전자공간 사이에 정보가 양방향으로 원할히 흐르며 상호 협

력하는 공간으로 보고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개체의 측면

에서 사람과 사물과 공간이 보다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물

2.김정훈 외, “유비쿼터스와 도시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No.277., 도시계획학회, 2005, 
p. 4.

3. 김영표 외 2인, “時空自存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1)”, 경기:국토연구원, 2004, p. 44.

4. 유지연, “일본 유비쿼터스 전략의 기본방향과 의미”, 정보통신정책 제16권 통권 353호, 국토연구원, 
2004,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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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간과 전자공간이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제3공간이라는 특징이다. 즉, 

유비쿼터스 공간을 기존의 물리공간에 전자공간의 지능을 덧씌운 것으로 파악한

다.5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 구현된 도시를 일컫는  U-City는 ‘ubiquitous’와 

‘city’의 합성어이며,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컴퓨팅 ( Ubiqui-

tous computing)에 의한 정보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의 편

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의한 안전 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신산업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 등 도시 제반 기능을 혁신 시킬 수 있는 신도시 개

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되어진 개념으로 U-City는 국외의 

경우 ‘informational city’, ‘wired city’, ‘telecity’, ‘intelligent city’, 

‘invisible city’, ‘teletopia’, 및 ‘digital city’등 다양한 유사 용어로 존재

하나 한국에서 보다 진보된 개념으로서 도시민의 생활과 도시의 관리 및 운영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발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6 

   이는 결국 물리적인 도시공간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삶의 편리함, 건강

함, 쾌적함, 안전함을 주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7 이러한 속

성으로 인해 U-City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한국 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2006년 도시기능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정

보 인프라를 혁신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시설에 접목시켜, 도시 내에 발생

하는 모든 업무를 실시간으로 대처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며 안락한 생활을 제공하는 신 개념의 도시로 정의하고 있으며, 

2008년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비쿼터스 도

5. 고일두, “유비쿼터스 건축, 도시공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0, pp. 50-51. 

6. 김정훈, 조춘만, 한선희, “u-City(時空自存 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2006, p. 
6.

7. SK C&C 컨설팅 본부, “ U-City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인포드림, 2009,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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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을 활용하

여 건설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서비

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U-City의 개념은 대부분 정

보통신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함으로 인해 도시의 기본적인 속성 및 

그 복잡함을 담지 못하고,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해 지능화

되는 부분만을 의미하는 의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따라서 이러

한 유비쿼터스 도시의 개념적, 의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U-City를 “지

능화 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해 도시기능과 관리의 효율화를 추구하며, 도시 내 

공간 및 시설과 사용자의 경험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적으로 연결되는 도시”로 정

의한다.

   정리하면, 유비쿼터스는 정보화에 기반한 사람들간 혹은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

는 정보의 연결체적 의미의 환경을 일컫는 개념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

든 연결되는 네트워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구축된 도시의 공

간적 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이 U-city로 정의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스마트 환경

은 가상적 정보와 실제적 정보의 융합적 성격과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의 상호 

반응적 성격을 강조하는 환경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마트 환경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들의 특성

을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점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우선 스마트 폰은 손안의 컴

퓨터라는 PDA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애플(Apple)사의 뉴튼

(Newton)과 팜(Palm)사의 팜파일럿(Palmpilot)으로부터 시작된 PDA는 초

기 전자수첩의 성격에 가까운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에서 출발하여 2007년 애플의 아이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Android)

폰8의 출시로 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8. 안드로이드 OS는 구글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2005년 7월 앤디루빈에 의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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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digital city나 informa-

tion city 혹은 국내에서 의미가 부여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U-City의 개념이 

아닌 스마트 환경을 연구주제로 설정한 이유는 지금의 모든 환경에서의 정보적 연

결의 시작이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 디바이스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의미가 클 것이

다. 그러나 이보다 스마트 환경이 가지고 있는 타 용어와 구분되는 성격은 스마트 

환경이 가지는 개인화된 정보적 경험의 확장에 기인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이 의미하는 정보적 연결체로서의 환경적 영향이 아닌 개인화

된 경험적 환경으로의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환경이 가지고 있는 이러

한 공간과 반응하는 경험적 환경으로서의 의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의 모든 디지털 환경의 변화의 축 역시 단순히 모든 기기의 연결을 통한 정보적 흐

름보다 각 기기간 환경을 인지하고 개인화된 경험과 접목될 수 있는 스마트 환경

으로의 발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즉, 유비쿼터스가 디지털의 발전에 따른 정보적 경험이 가능하게 하는 기반 시

설로서의 환경적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는 반면 스마트환경은 그러한 디지

털 기반 환경에서 개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정보와 실제적 경험의 융합적 가능성

에 주목한다. 또한 스마트환경의 또 하나의 특징은 비록 경험적 출발이 개개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생태계적 환경의 영향이다. 

   스마트환경의 핵심은 SNS 나 위치기반 서비스 그리고 애플의 앱스토어나 안드

로이드 환경과 같은 스마트 생태계를 통한 기기와 기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

2007년 휴대폰 관련 제조사 간에 경성된 OHA(Open Handset Alliance)에서 안드로이드 OS를 공식 발표
하면서 2008년 버전 1.0이 완성되었다. 오픈소스로 공개된 안드로이드는 공개적 OS인 리눅스를 기반으로 제
작되었으며, 이 때문에 앱 개발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이상 스마트 폰의 역사적 발전관련내용 출처: 지석규, 
이대호 지음, “스마트학”, 마이디 팟,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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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그리고 개인과 공간으로의 가능한 모든 방향과 이종 경험 간의 소통을 포함

한 연결적 확장성이다. 

   유엔의 미래보고서에도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한 스마트 환경의 변화

에 주목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더욱더 지능화되어 데이터 저장소 이상의 역할

을 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클라우드의 지능은 인간이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자원

으로 진화하고 우리에게 매일 각종 상황을 분석해주고, 집단지성의 콘텐츠 조합

을 통해 자문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래학자 크리스 카본

(Chris Carbone)과 크리스틴 노스(Khristin Nauth)는 이 진화된 클라우드 

컴퓨팅이 우리에게 가족의 건강 상태를 분석한 뒤 체력 단련 목표를 설정하고 차

트를 작성해주며, 가족이 선호하는 음식을 추천하고 주간 메뉴를 디자인해주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9 

그림 3-1. 데이터 처리 진화의 역사 - 출처 : 지석규, 이대호, “스마트학”, 마이디팟, 2014, p. 162. 

9. 박영숙, 제롬 글렌 외, “유엔미래보고서 2030 - The Millennium Project”, 교보문고, 2012,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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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지금의 스마트 환경의 발전이 단순히 스마트 TV나 I-pad와 같은 스마트 

기기의 발전에서 주목하는  N-Screen10에서 국한되지 않는 삶 속에서의 다양한 

경험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트위터(Twitter)와 구글(Google)로 대

변되는 SNS의 발전은 도시 공간의 경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를 만들고 있

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과 같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환경에서의 경험

은 단순히 자신의 일상을 불특정 다수와 나누는 개인적 경험에서 벗어나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과 같은 정치, 사회학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과거 미디어의 제

한된 방식에 의한 정보전달적 과정이 생략된 직접적이고 동시적인 파상적 정보의 

흐름이 거대한 사회적 혁명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러한 스마트 환경에서의 경험적 가치는 도시 

공간에서의 한정된 범위에서 연구하는 바,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의 가치는 제한

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과정과 정보적 연결이 만들고 있는 도시 삶

에서의 환경적 변화는 매우 중요하고 뚜렷하다. 이러한 정보적 흐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스마트 환경에 따른 경험의 변화 역시 매우 빠르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빠르게 인쇄 매채로 이루어진 정보로부터 스마트 기기

를 통한 정보로 이동하고 의존하고 있으며, 길을 찾거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

해 지도를 연구하지 않는다. 새로운 장소를 찾기 위해 길을 해맬 필요도 없으며, 

맛집을 찾기 위해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졌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 환경적 변화는 도시 구조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

를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자동차 운행을 중심으로 하던 주 도로의 상권의 붕

괴와 이면도로 혹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장소적 특성을 가지는 상권의 수립 등

10. N-Screen은 수학적 개념인 N개의 스크린을 뜻한다. TV나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N개의 
기기에서 하나의 콘텐츠를 끈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이는 사용자가 구입한 콘텐츠가 
단말기가 아니라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단말기로 불러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기반한다. 즉, 디지털 생태계라 불리는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계 모든 정보를 단말기를 통해 사용하는 환경과 시
스템을 말한다.출처: 지석규, 이대호 지음, “스마트학”, 마이디 팟, 2013,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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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것이다. 과거적 개념에서는 도저히 찾아 갈 수조차 없는 골목길 상권이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스마트 폰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러한 상권의 수립이 가능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더 이

상 새로운 장소 낯선 장소를 찾기 위한 어려움이 없어진 스마트 환경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행의 패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과거 패키지와 

같은 가이드 동반 여행이 급속도로 줄고, 자유여행으로 전환되는 가장 큰 이유 또

한 스마트 환경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즉,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

움 없이 지금의 사람들은 새로운 장소를 검색하고, 경험한다. 이때 중요한 정보

적 경험과 실재적 경험이 융합이 나타난다. 즉, 새로운 장소에 대한 다양한 사람

들의 정보가 실재적 경험에 앞서 이루어지고 이때, 그 장소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서사적 경험 그리고 인지적 경험이 정보적으로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SNS 혹은 다양한 장소에 대한 정보는 단순히 인지적 환경을 바꾼 것에서 그치

지 않고 그 장소에 대한 타인의 다양한 이미지 정보와 그 장소에서 개인들의 기억

을 포함한 서사적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적 경험은 그 장소에서의 실재

적 경험과 융합되어 소비되고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공간의 서사적 경험에서 밝혔듯이 공간은 그곳을 기획하기 위해 형성된 많은 내

러티브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재 공간에서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예를 들어 소피아 사라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파르테논 신

전과 에렉테이온의 관계와 의미 그 서사구조에 대해 정보적 경험이 없이 그 차이

와 의미를 읽어내기란 불가능하다. 단순 관람자로서 다른 감각에 의존, 공간적 이

미지에서의 경험적 차이만 느낄 뿐이며, 이 조차도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거의 인

지할 수조차 없는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의 공간 경험자는 현장에서 스마

트 폰이 제공하는 증강 현실적 정보와 실재 공간 경험의 융합을 통해 보다 많은 것

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기본적인 공간에서의 경험적 가치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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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스마트 환경과 도시 공간경험의 변화의 주제는 바로 여

기서 출발한다. 스마트 환경이 제공하는 정보적 경험은 이전까지 느끼거나 알 수 

없었던 많은 정보적 경험을 통해 실재적 경험과 중첩되고 새로운 이미지의 형성

과 인지과정 그리고 서사적 경험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변화를 통한 전달의 과정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디자인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

는 것이다.  

그림 3-2. 유비쿼터스도시 개념도  - 출처: 국토해양부,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2009.  

3-1-2 smart 환경 구축 현황 
   스마트 환경의 구축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도시 기

반 시설로서의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을 위한 도시적 차원의 개발이다. 이는 도시

의 정보통신 기반과 별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도시적 차원의 접근이

라는 측면에서 매우 거대하고 조직적으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이미 유비쿼터스 도시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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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유비쿼터스 도시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되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2>

1. “유비쿼터스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

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도시 차원에서의 기반시설로서의 유비쿼터스도시의 개발목표는 매우 거

대하고 담론적이다. 국토해양부의 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서 밝힌 유비

쿼터스도시의 개발목표는 편리한 도시,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만들기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기존의 도시 

개발 목표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1 즉, 유비쿼터스도시의 정책

적 접근은 결국 도시 공간에서의 실제적 경험에 기반을 두지 않은 공급자적 접근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의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스마트 환경의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

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정보통신의 발전이라는 기존의 도시기반시설로서의 통신

의 발전과 다르지 않은 차원의 개발에서 나타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또

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의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스마트 환경의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정보통신

의 발전이라는 기존의 도시기반시설로서의 통신의 발전과 다르지 않은 차원의 개

발에서 나타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의한 개발이 위의 정의에서도 나타나듯이 유비쿼터스서비스로 규정된 다

11. 문창엽, 이진철, 구지희, “유비쿼터스도시 정책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2012, pp.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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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경험적 차원에 적용되어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서비스의 

제공과 기술의 적용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유

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도시 서비스를 크게 11개의 

범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분
야 

정의 

행정 유비쿼터스 기술과 행정업무를 접목시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교통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확충 및 지능형 교통정보망 구축을 통한 
보행자 친화 환경을 지향하는 서비스 

보건, 의료, 
복지 

유비쿼터스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뿐만 아니라 일반인
에게도 의료와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환경 센서 등을 이용하여 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 전달과 경보,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 

방범, 방재 CCTV와 센서, 모바일,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범죄 우발지역 및 재난 요
소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 

시설물관리 RFID, 센서, GIS 등에서 수집된 정보로 도시기반시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교육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비쿼터스의 실시간성과 공간초월성을 이
용하여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문화, 관광, 
스포츠 

문화 행사와 관광지 안내에 대한 서비스로 쉽게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서비스 

물류 RFID 기술을 이용하여 물류의 이동사항, 물류의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근로, 고용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재택근무나 온라인 협업
과 같이 물리적인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기반 서비스 

기타 위의 서비스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사용자들의 편의
와 보다 낫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서비스 

표 3-1. 유비쿼터스 서비스 영역 
- 출처: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39,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업무지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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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국가적 차원의 도시 기반시설로서의 유비쿼터스 환경

의 구축과 서비스로 규정되는 경험의 차원은 매우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것에 머

무르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실질적인 도시 공간에 대한 다양한 형태적 고려나 그

곳에서의 도시민의 경험적 고려보다는 기술발전에 따른 적용가능성과 관리적 측

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외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개념은 크게 다

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유비쿼터스도시라는 용어의 사용은 국내에 국한

되어 나타나고 있는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해외 도시에서 역시 기반 시

설로서의 유비쿼터스 환경이 가지는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 

그림 3-3. 해외 유비쿼터스도시의 개발목표 추진현황 
- 출처: 국토해양부,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2009.

   두 번째 차원은 보다 도시민의 사용자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시 경험자

의 서비스적 차원에서의 발전이다. 이는 민간의 차원에서 개발 적용되고 있는 다

양한 스마트 서비스로 구현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스마트 폰과 연계된 다양한 클

라우딩 서비스나 SNS 그리고 N-Screen과 같은 대규모의 글로벌 네트워크 사

업의 형태에서부터 다양한 앱(application)을 통한 도시 경험적 차원에 까지 매

우 광범위하고 빠르게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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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서비스의 특징은 하나의 도시 혹은 국가와 같은 국지적 개발이 아닌 원

칙적으로 글로벌한 열린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

히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같은 플랫폼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

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하고 빠른 방향으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 3-1. 애플사의 스마트 자동차 어플리케이션 - 출처: www.apple.com

   또 하나 도시 경험자의 서비스적 차원에서의 스마트 환경의 발전의 특징은 메타

버스적 경험 즉, 물리적 공간과 정보적 정보와의 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

적으로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 위주의 개발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스마트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히 하나의 

상품으로 기획될 수 없으며, 반드시 이러한 정보의 연결을 지원하는 정보적 디지

털 생태계를 포함하고 발전하게 된다. 최근 이러한 스마트 제품의 경향은 매우 빠

르게 확산되고 있다. 매년 가장 혁신적인 전자제품을 전시하는 2013년  CES에

서는 특히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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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스마트 자동차의 미래 계획 - 출처: www.intel.com

   이 전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스마트 폰이나 스마트 TV가 주가 되었던 지금까지

의 그것과 다르게 빠르게 자동차나 스마트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뚜렷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스마트 자동차의 경우 기존의  GPS를 

활용한 내비게이션 및 전자장치에서 벗어나 환경과 공간 사람을 인지하고 반응하

는 스마트 특성을 매우 빠르게 수용하고 있다. 

   즉, 스마트 폰으로 대변되어지는 정보통신 기기에서 출발한 스마트 환경은 매

우 빠른 속도로 우리가 사는 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이는 공간과 

환경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유비쿼터스적 성격과 결합하여 글로벌한 생활환경

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구축되고 있다. 

   마지막은 공간과 문화 실험적 차원의 구축이다. 이는 보다 미시적이고 미래적

인 관점에서 이러한 스마트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공간적 경험과 미래적 삶을 변

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실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랙티브와 감성적 미

디어를 기반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이러한 공간, 문화 실험적 작업은 과거 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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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탐구에서 벗어나 그 규모나 성격이 점차 실제 도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1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되 센서에 기반

한 다양한 인터랙션의 기능은 지금까지의 일 방향적인 예술의 정보전달과는 다른 

참여형 전시로서 그 영역과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 아티스트인 스토커(Stocker, G.)는 디지털 아트를 작품 자체가 관람

객과 작품을 이어주는 인터페이스로서 기술 문화적 현실의 혼성적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발화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촉매가 되어 첨단 기술사회의 현재 상태

를 반영하며 문화적, 사회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이미지, 서사, 상징 등을 창

조하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디지털 혁명이 가져오고 있는 변화를 함께 결정하고 

적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13 

   즉, 스마트 환경의 구축은 이렇듯 도시기반시설차원에서 그리고 제품과 일상생

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사물과 경험의 차원, 마지막으로 예술과 결합된 새

로운 시도적 차원에서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또 다른 구분으로는 본 연구에서 주

목하고 있는 도시 공간에서의 경험적 차원에서의 구분이 가능하다. 경험적 차원

에서 이러한 스마트 환경의 영향은 결국 도시 공간의 인지와 삶의 형태를 규정하

는 도시 환경적 접근, 새로운 경험 방식과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미지적 접근, 

그리고 그것의 소통과 축적을 기반으로 하는 서사적 환경을 위한 도시 이야기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12. 일반적으로 미디어 아트는 1960년대 이후 백남준 등에 의해 실험적으로 시작된 다양한 아방가르드적 개념
에서의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분야로 설명되어진다. 이는 이후 다양한 센서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디
어와 인터렉티브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로 발전되고 잇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아트 혹은 디지털 아트로 
설명되는 새로운 미술 양식으로서의 인턱렉티브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적 작품의 정의나 한계에 국한하지 않고, 
이러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 예술적 실험 전체를 포함한 개념으로서의 스마트 환경 구축의 과정
으로 마지막 차원의 구축을 설명하고자 한다. 

13. Stocker, G., 김형기 편, “대중적인 디지털 미디어 아트 ; 필수불가결한 분석”, 인천국제디지털아트페
스티벌 작품집, 인처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회, 2009,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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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 공간에서의 공간적 구분을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이

거나 구축된 도시 내 스마트 공간의 구축 현황을 도시민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 환경적 관점, 도시 공간의 감성적 경험을 위한 도시 이미지적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스마트 공간의 소통과 전달을 위한 서사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대상 프로젝트의 공간적 범위는 전 세계 도시 공간내 설치를 기준으로 하되 그 

영향력과 경험의 중요성 및 시사점이 큰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시기적으로

는 이미 구축된 것과 현재 계획되어 구축 예정인 프로젝트를 포함하되 기 설치되

어 공간적 경험이 가능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또 다른 연구범위의 한계로

는 연구 대상의 다차원적 성격에 대한 규정이다. 대부분의 디지털 기술의 도시 공

간의 적용은 다양한 관점과 영역 그리고 융합적인 특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미디

어 아트의 경우 예술적 기준에 의한 구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는 공간적 

특성과 영향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새로운 경험을 스마트 환경으로 정의하거나 

국한하기 위함이 아니며, 지금의 도시 공간 경험에 변화를 만들고 있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정보적 경험과 물리적 경험이 중첩되고 융합되어 나타나는 

스마트 환경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는 앞서 정의한 스마트 공간의 특징과 의미의 한계를 확장시키고 이를 통

한 연구의 질적 실증적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3-2  스마트 공간의 도시 환경적 접근 
 
스마트 공간의 도시 환경적 접근은 도시 생활을 위한 기본적 근간이 되는 도시 기



��

반 환경, 도시 경험의 공간적 기준이 되는 건축 환경, 도시 공간 경험의 가장 중

요한 요소인 공공 환경, 그리고 도시 자연환경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 공간 내, 스마트 서비스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2-1 스마트 도시 기반 환경 
도시 기반 환경은 크게 산업기반환경과 생활기반환경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중 

산업기반환경은 도로, 교통, 통신, 수자원관리 등과 같이 도시 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적 요소를 말하며, 생활기반환경은 의료, 교육, 문화와 같은 도

시 생활에서의 경험적 요소를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및 제13호에 따

르면 도시의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구분되며, 표 4-2. 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크게 53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시설분류 개수 기반시설 
교통시설 11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

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 기계검사시설, 자동차 건설기계
운전학원 

공간시설 5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9 유통업무시설,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

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10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

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8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

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6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

료시설
환경기초시설 4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지오염방지시설, 폐차장 

표 3-2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 출처:  문창엽, 이진철, 구지희, “유비쿼터스도시 정
책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2012, p. 27. 

   앞서 이러한 도시 기반 환경의 변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도시 기반 환

경은 도시의 형성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통해 동시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또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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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형태 형성과정, 정치, 경제와 같은 기본적인 도시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특화되어 발전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도시 기반 환경의 규범

적 기준을 설정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지금의 디지털 기술의 발

전은 이러한 도시 기반 환경에 있어서도 매우 근원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기반 시설의 공간적 경험의 변화이다. 지금의 도시 생활 속에서 직접적

인 공간에서의 경험이 정보적 경험과 결합되며 나타나는 특징으로 인해 실제 공간

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정보적 경험으로 대체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

공의 문화시설의 변화나 광장, 유원지의 공간적 변화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공

항이나 항만과 같은 도시 교통 시설의 예약 및 발권 그리고 탑승과 같은 과정의 경

험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공간 경험을 위한 경험적 변화를 만들고 있는 

도시 기반 환경의 차원에서 기 설치 혹은 기획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사례연구를 

통해 그 방향성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2-1-1 스마트 도시 기반 환경 - 산업기반환경

   도시의 산업기반환경은 크게 도로/교통, 통신, 수자원 관리와 같은 도시 기

반 인프라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도시민의 도시 생활 및 경험에 가장 근간이 되

는 인프라의 발전을 위한 유비쿼터스 및 스마트 기술의 발전은 크게 정보수집 기

술, 정보가공 기술, 정보 활용 기술, 그리고 보안 및 수익모델 창출과 같은 기타 

기술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도시 경험적 차원에서 경험자

가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와 인지하거나 의식하지 못

하는 차원에서 도시 관리적 측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교통, 통신과 같은 거대 도시 인프라의 경우는 그것이 결

국 미시적인 공간경험에 많은 변화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경험

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 혼잡세 지불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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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Stockholm Congestion Charging System)은 도시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설치된 카메라를 활용 번호판 인식을 통해 자동적으로 ‘혼잡통행료’라고 명

명 된 비용을 자동 지불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200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07년

부터 실시되었다. 혼잡 통행 시간대별로 약 1유로에서 최대 2.58유로 까지 월별 

세금 형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결과는 도시 운영적 측면에서 성공적이며 전체 시 

교통량은 22% 감소, 공해는 14% 감소효과를 보이고 있다.�� 즉,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결국 도시 거리 환경에서의 경험을 바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민은 세

금으로 부과된 자신의 영수증을 확인하기 이전에는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5. 스톡홀름 혼잡세 지불 시스템 
- 출처: 윤여환, “녹색기술 동향보고서 제 3호_지능형 교통체계의 최신 교통설비 개발 동향”, 2010.

   또 다른 차원에서 전 세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거의 대부분의 근대화 된 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통합운영을 통한 통합관제의 경우에도 비상시 혹은 다

양한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도시민은 그 구축 및 현황 그리고 그로 인한 경험적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바뀌는 중요한 스마트 도시 공간변화의 흐름이 되고 있

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도시 통합 운영 플랫폼의 한 

사례인  KT의 Ubi-Cahn은 유비쿼터스 타운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서비스와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통합하고, 이러한 

14. 내용/사진 출처 : 윤여환, “녹색기술 동향보고서 제 3호_지능형 교통체계의 최신 교통설비 개발 동향”,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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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정보를 연계, 관제 및 배포하여 효율적인 도시운영의 환경을 구축하는 시스

템이다. 이 Ubi-Cahn은 여러 개의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통합운용 및 관제하며 

유비쿼터스 서비스들이 필요로 하는 공통기능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의 

추가 구축 및 개선이 용이한 구조로 구축된다. 또한 관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적

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이 서비스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도시 주민들에게 편

리, 안전, 쾌적,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에게는 업무 효율성

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6. 도시통합운영 플랫폼 사례 - 내용/사진 출처 : 백송훈, “U-City 도시통합운영 플랫폼
(Ubi-Cahn)-첨단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U-Home 활성화 세미나”, 2008. 

구분 사업지구 
기완료(3) 사업 준공(3) 화성 동탄, 용인 흥덕, 성남 판교 
추진 중
(34)

구축 중(7) 파주 운정, 아산 배방, 수원 호매실, 인천 청라, 대전 도안, 
오산 세교, 세종시 

사업 계획 중
(12)

서울 마곡, 성남 위례송파, 시흥 장현, 시흥 목감, 평택 고
덕, 인천 검단, 화성 향남1, 양주 회천, 안산 시흥 시화 
MTV, 충남도청이전, 아산 탕정, 양산 사송

사업 설계 중 
(15)

양주 옥정,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인천 영종, 대구 테크노
폴리스, 평택 소사벌, 강원 혁신도시, 충북 혁신도시, 경남 
혁신도시, 경북 혁신도시, 대구 핵심도시, 울산 혁신도시, 
전남 혁신도시, 전북 혁신도시, 김포 한강 (양촌, 장기)

표 3-3 국내 유비쿼터스도시 추진현황 (2011년 7월 기준) - 
출처: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2011. 07기준, 문창엽, 이진철, 구지희, “유비쿼터스도시 정책의 이해’, 시그마프

레스, 2012, p. 21. 재참조. 

이러한 도시 운영체계와 관련한 기술은 2000 중반 이후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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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인 통신 인프라의 빠른 확장을 기반으로 거의 모

든 도시에서 이러한 통합운영센터 및 이에 기반한 유비쿼터스도시 구축사업이 추

진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통합운영센터 및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단순히 도시의 기능을 다양한 기술적 해결을 통해 관리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도시 공간에서의 경험자를 배려한 서비스로 전환되지 않고 도시 관제 및 관리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3-7. 긴자 유비쿼터스 가로 계획- 내용/사진 출처 : 국토해양부, “U-Space 구축기술, U-
Eco City 사업단 상세기획연구 보고서”, 2008.

   이에 반해 도시 교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리의 스마트 환경 구축 사업은 보

다 경험적 측면을 고려한 기획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쿄 유비쿼터스 계획

의 하나로 서비스되고 있는 긴자의 유비쿼터스 거리 시스템의 경우 지능형 가로

등을 기반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응하는 정보코드를 인지 통합서버에 연결 

지정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적외선카드와 무선

마커 IC Tag와 QR 코드를 활용 다양한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하고, 이를 주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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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정보, 쇼핑, 지역 정보 등과 같은 긴자 거리 주요 정보에 대한 소개 및 외국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경우 단순히 도시 관리적 차원이 아닌 거리 

환경에서 사용자인 도시민 혹은 도시를 방문하는 방문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적 

안내와 경험을 통해 실제 거리 공간이 줄 수 있는 인지적 환경을 보조하는 다양한 

방법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상암동 

DMC(Digital Media City) 계획은 서울시가 지난 98년부터 추진해 온 상암동

의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트와 다양한 기반 시설로 이루어져 완성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과 미디어 제품들을 가로와 건축물에 구현함

으로써 연구소나 기업에는 새로운 제품을 전시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일반시민에게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단

계 사업에서는 DMC 상징조형물, 첨단 가로등(IP-Intellight), 첨단 광고 판

(Media Board), 첨단 정보키오스크(Info-booth) 등이 설치되었으며, 2006

년 이후부터는 전 세계 도시의 실시간 현황을 볼 수 있는 세계의창 (Window to 

the World)과 실물 없는 가게인 인터넷 상점(Thin Shop), 첨단버스안내시스

템(Info-bus station e-board) 등이 도입되었다. 이중 첨단가로등은 내장된 

센서에 의해 보행자의 접근이나 움직임정도에 따라 조도 및 색감이 다양하게 조

절되고 DMC 전체 지역에 무선랜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Access Point)을 하고 

있다. 첨단 정보키오스크는 공중전화기, 현금지급기, 웹 키오스크, PC방이 결

합된 가로형 종합정보센터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에도 그 초기 기획단계의 기술 수준과 실제 구축 당시의 기술 및 도시민의 스마트 

환경에의 적응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초기 디지털미디어 스트리트의 주된 서비스 모델이었던 정보 전달의 방

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후화되는 특성을 보

15. 이상 상암 DMC의 내용은 국토해양부, “U-Space 구축기술, U-Eco City 사업단 상세기획연구 보고서”,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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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이다. 이는 스마트 환경을 고려한 공간 기획 및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예를 들어 와이파이 기반의 무선랜의 경우 스마트 폰의 LTE서비스 

이후 급속도로 그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식의 미디어 키오스크 역

시 스마트 폰의 정보 전달로 대체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술적 발전에 따른 설비의 

노후화는 특히 공간적 경험적 고려가 어려운 도시 기반시설의 스마트 환경으로의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8. 상암 DMC와 상징조형물;이배경, 유영호, 나점수 
- 출처: 하-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 

하우: http://www.seoul.co.kr/new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마트 거리 환경 구축 사업은 매우 빠르게 전 세

계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상암동 DMC는 말레이지아의 MSC(Multimedia 

Super Corridor)등과 같은 많은 사업의 모델이 된 것이 사실이다. 베이징 미

디어 스트리트 조성사업은 역시 같은 맥락에서 2003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미디

어를 위한 거리 조성 사업으로 다양한 통신 및 방송 서비스를 기반으로 베이징 모

바일 통신사인 케시카우(Caishikou)의 피봇(Pivot) 빌딩을 거점으로 후안위

(Xuanwu) 지역에 조성되었다. 거리는 총 3.2km로 구성 되었으며 미디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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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주가 되는 사무실 및 주거 지역이 함께 조성 되었으며, 각종 쇼핑 및 음식점 

정보 및 전자지불 시스템이 제공되는 디지털 베이징 정보 부스 (Digital Beijing 

Information Booth), 실시간 정보 웹 서비스인 www.bjcs.gov.cn 을 통한 

커뮤니티 서비스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림 3-9. 스톡홀름 쓰레기 자동화 처리 시스템 - 내용/사진 출처 :정기욱, “선진 U-City 구축을 
위한 해외 ICT 기반 도시 사례 분석”, 2009., www.bjcs.gov.cn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거리 환경 조성 

사업이 가지는 한계와 시사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스마트 폰과 I-pad와 

같은 개인 단말기의 발전은 더 이상 도시의 정보적 전달이 거리에서 경험화 되는 

시설과 의미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 GPS를 기반으로 한 위치 정보 서비스 역시 

이러한 개인화된 정보기기와 공간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즉, 지금까지와 다르게 지금의 모든 정보(사진, 지도, 이미지 및 다양한 형

태의 데이터)는 빠르게 위치정보를 함께 기록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되

고 경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스마트 환경의 공간 경험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환경과 발전을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

반은 정보통신 기반시설이다. 일찍이 일본은 동경 텔레포트 레인보우(teleport 



���

rainbow) 프로젝트를 통해 위성, 광섬유, 마이크로파 기반 정보통신 서비스

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특정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

된 통합망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동경 텔레포트 센터(Tokyo Teleport 

Center)는 동경 텔레포트 타운의 중심지로서 이러한 서비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적 정보통신 체계는 빠른 스마트 환경 구축의 틀이 되

고 있다.  

그림 3-10. 동경 Teleport Center - 내용 출처 : 정기욱, “선진 U-City 구축을 위한 해외 ICT 기
반 도시 사례 분석”, 2009.원종준, “TNET 기술 동향 보고서-2011-7호, u-city 동향”, 2011. 

사진 출처 : www.tokyoteleport.co.jp

   그러나 최근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도시 공간의 적용은 단순한 기술적 적용에

서 벗어나 실제적 도시민의 경험적 공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발전적 모델로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특징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기반시설과 지역적 특성을 결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단순히 빠른 정보통신

이 가능하고 유비쿼터스적인 도시 관제가 이루어진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닌 도시

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의미와 차별성, 공간적 특징과 도시민의 삶의 모습

을 고려하여, 이러한 기반시설을 기존의 도시 공간의 차별성과 적절히 융합하여 

새로운 경험적 도시 공간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핀란드의 헬싱키 아라비안란

타 버추얼빌리지(Arabianranta verkkolehti)를 들 수 있다. 이곳은 과거 공

장지대였던 아라비안란타 지역을 유비쿼터스 공간으로 변모하고, 모든 도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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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이 네트워크 공간의 도시 정보에 무선통신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상 마을

(Virtual Village)을 구축하는 것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곳은 앞

서 언급한 기타 도시와 다르게 도시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공간적 경험 그리

고 지역적 특징을 도시 기능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큰 차

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기존의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적용이 그 지역의 장소적, 

공간적 특성을 비교적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이루어진 첨단 도시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곳은 계획 초기부터 그 지역적 특성과 장소

성 그리고 공간적 특성을 고려 대상 공간의 프로그램적 접근과 기술적 접근을 동

시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나 앞선 사례

에서도 이러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은 많은 도시 공간 활용적 아이디어와 함께 이

루어지고 있으나, 그 개발 주체의 상이성과 공간적 특성에 대한 배려의 부재 등으

로 인해 실질적인 정체성을 만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3-11. 헬싱키 아라비안란타 버추얼빌리지 - 출처: http://moravian.zc.bz/?p=1245

   또 다른 좋은 사례로는 코펜하겐의 “Crossroads Copenhagen:The intel-

ligent city district”를 들 수 있다. 이곳은 생산 기업들이 저임금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대부분 이주함에 따라 코펜하겐의 비어있는 공간에 제조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동력원을 육성하기 위해  IT 대학 등 4개 대학과 노키아, HP등 민간기업, 

16. 원종준, “u-city 동향”, GTNET 기술 동향 보고서-2011-7호, 2011,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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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방송 등 13개 공공기관을 테크노폴리스에 입주시키고 대학과 공공시설 내

에 무선 랜과 키오스크 등을 설치해 건물 내 유비쿼터스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

하면서 시작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도시 공간의 필요적 차원 즉, 특성화 및 경

험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례이며, 이는 단순히 기

술을 적용하는 사례적 디지털 공간의 구축과 매우 다른 결과와 특성을 보이고 있

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008년 엑스포를 위해 시작된 스페인 사라고사의 밀라 디지털( Zaragoza’s 

Milla Digital)�� 역시 이러한 디지털 및 스마트 기술의 도시 공간적 접근의 방향

성 및 고려사항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사진 3-2. 사라고사 밀라 디지털 (Zaragoza’s Milla Digital) - 출처: www.dwp.qaop.
net/?lang=en#digitalmile

3-2-1-2 스마트 도시 기반 환경 - 생활기반환경

   도시 산업환경과 함께 도시의 기반 환경이 되는 생활기반환경은 주로 의료나 교

육, 문화와 같은 도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형태에 기반한 환경적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최근 도시의 삶에 있어 단순한 경제적 요인이 아닌 다양한 문화 여

가적 측면에서의 요구와 중요성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경쟁력의 

17. 정기욱,  / http://supremacy.tistory.com/634

18. 2008년 Expo 개최에 맞추어 사라고사의 신역사 건설과 더불어 EL Portillo 주변 지역의 도심을 재개
발 /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시설 확충과 서비스 제공 / 공공공간에서의 디지
털 미디어 서비스, 디지털 폭포, 버스 정보시스템, LED 조명, 지능형 주차장 등의 서비스를 구현함, 출처: 
u-City IT 인프라구축 세부 가이드라인 V2.0 중 7권 u-City 국내외 최신동향 및 시장현황

: Milla Digital Area
: EXPO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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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측면이 되고 있다. 스마트 환경으로의 발전은 이러한 도시 생활기반환경

에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로체스터 대학(Rochester University)의 

미래건강센터에서 개발되고 있는 의료 서비스 모델인 스마트 메디컬 홈(Smart 

Medical Home)은 실제 가정 공간을 그대로 본떠서 설계된 다섯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적외선 센서, 컴퓨터, 바이오센서,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환

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다 자세한 환자의 정보와 기본적인 건강 정보를  스마

트 거울, 개인 의료 상담 시스템, 스마트 밴드, 곳곳에 설치된 센서 등을 통해 건

강 상태를 체크한다. 이 데이터는 의사, 간호사, 간병인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

어 실시간 의료 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기획되고 있다.

   이러한 원격 의료 서비스는 도시 생활환경으로서의 의료 서비스 공간의 본질적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 의료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기술의 적

용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2014년 CES에서 발표한 삼성의 헬스케어 시

스템의 핵심은 항상 휴대할 수 있는(wearable)이며 발전된 형태의 디스플레이

와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의 건강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의 발전이다. 이미 심박동수, 혈압,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을 실시간

으로 확인하고 이 이상여부를 바로 안내하는 스마트 헬스 시스템은 다양한 디바이

스 기기 등을 통해 시현되고 있다.��

 그림 3-12. 스마트 홈과 네트워크 헬스케어 디바이스 
- 출처: global. samsungtomorrow.com 

19. http://global.samsungtomorrow.com/?p=32810#sthash.PRwmrfSq.dp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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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단순히 원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뿐만 아니라, 

항상 자신의 건강에 대한 변화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원격의 의료진에게 실

시간 검증 받을 수 있는 시스템적 변화로 발전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다. 이러

한 변화가 가져올 도시 공간적 변화 또한 단순히 의료원이 축소되거나 형태적으로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의 기반시설로서 의료시설 자체의 

변화가 이루어 질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도시 공간경험과 관련된 생활환경은 교육을 들 수 있다. 특

히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거주자의 대부분이 도시 거주의 이유로 뽑는 가장 큰 요

인이기도 한 교육 역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환경으로의 이전이 계획 구축되고 

있다. 단순한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초기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

별 스마트패드, 3D 전자칠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갖춰진 교육공간이 조성

되고 있으며, 그러한 정보적 흐름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화 하여 보다 발전

된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카고의 civicNet��과 같은 형태의 발전도 만들어

지고 있다. 

사진 3-3. 스마트 교육공간 - 세종시 참샘 초등학교 
- 출처: http://blog.daum.net/happycity2030/706

20. 시카고에 거주하는 시민들, 사업가 및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 교육 및 커뮤니티 형상을 손쉽게 할 수 있으
며, 유비쿼터스 환경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요소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연구 기관 및 대학교 통해서 개발되고 있음. 출처: 원
종준, “u-city 동향-GTNET 기술 동향 보고서-2011-7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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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스마트 건축 공간 환경  
   전통적으로 건축은 구축물로 조성되는 건축물의 벽, 바닥, 천정 그리고 하드웨

어를 통한 공간 형성을 주된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의 다양한 형태

의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변화는 이러한 도시 공간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

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 

   루시 불리반트(Lucy Bullivant)는 지금의 건축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디

지털 기법, 공학기술, 센서를 이용하여 건축을 실시간 매개체로 바꿈으로써 건축

을 미디어에 가깝게 진화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또 반

응하는 환경을 창조하고 있는 건축가 우스만 학(Usman Haque)의 견해를 들

어 획기적인 개념을 지향하는 건축가들이 종종 예술과 건축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

품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작품을 위해 미디어예술가들이 개발

한 기법을 사용하는 건축가들이 늘고 있으며, 때로 미디어 예술가의 그것을 넘어

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이러한 반응하는 건축의 핵심은 결국 인공두뇌

학을 포함한 개인맞춤형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작업의 목

적이 결국 관찰자의 시나리오가 얼마나 잘 들어맞는가 확인하는 것은 물론, 관찰

자나 참여자의 반응이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에 얼마나 잘 반영되는가를 모색

하는데 있다고 설명한다.21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통한 건축의 발전은 이와 같이 초기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업의 그것과 같이 실험적인 경험공간에 한정되어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많은 실험적 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엑스포의 건축에서 뚜렷이 이러한 

경향성이 보인 것 등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이러한 작업은 본 

연구의 대 주제인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정보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21. 루시 불리반트, 태영란 역, “제4의 공간 대화를 시작하다, Responsive Environment: Architcture, 
Art and Design”, 픽셀하우스, 2007,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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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경험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적 건축의 발전은 2000년대 후반에 와서 빠르게 일상생활

에 영향을 주는 일상적 공간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단순히 반응하는 실험적 

작품이 아닌 우리의 삶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 주거, 업무, 그리고 다양한 경험공

간에 실제적 적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변화의 가장 큰 방향은 스마트 

환경에서 건축물이 다양한 반응적 변화를 보이는 것 외에도 공간 자체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전통적 개념의 오피스가 거의 이미 대부

분 미디어와 컴퓨터 환경을 기반으로 재조정되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

으로 유목적인 특성을 지닌 비 공간적 오피스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등이 그 

실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사진 3-4. 딜러 앤 스코피디오, “blur building” 
- 출처: http://www.dsrny.com/#/projects/blur-building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 공간 환경의 변화를 

특히 도시 공간의 공간적 경험에 영향을 주는 구축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 방향

성과 의미 그리고 그로 인한 도시 공간의 물리적 경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다만, 본 연구의 범위 및 한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건축 공간 전체 즉, 모든 건축물 혹은 건축공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경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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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아닌, 스마트 기술의 적용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건축 대상 공

간에 한정지어 진행한다. 이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공간의 구축이라는 건축

환경이 의미하는 광범위한 대상적 한계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고자 함이다. 즉, 스

마트 및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물론 지금의 거의 대부분의 건축환경에 매우 큰 영

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 삶의 다양성과 건축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체 건축 공간을 의미할 수 없는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2-2-1 스마트 주거공간  

사진 3-5. openarch 스마트 주거 플랫폼 - 출처: www.openarch.cc

   오픈아크(Openarch)는 2011년 이후 스마트 주거공간의 실제적인 프로토타

입을 제시하고 꾸준히 그 가능성을 실제화 시키고 있다. 그 기본적인 출발은 주거

에 사용되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레이어로 연결하고 

이것을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주거의 공간적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변화하는 유동적 스마트 홈을 지원하는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 플랫폼을 동시에 개발 실질적인 스마트 홈이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 환경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특징은 다양한 디지털 디스

22. www.openarch.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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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와 주거환경과 관련된 정보적 기기들을 통합하고 이를 기존의 주거 환경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각종 가전제품 및 편의 시설등과 연계 종합적 관리와 

연계를 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동통신 전문회사인 노키아 역시 스마트 폰이나 PC등을 통해 집안이나 원격

지에서 가전제품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홈 플랫폼의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스마

트 폰으로 집안 전략을 감시 관리하거나 전원을 끄거나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제 3자의 스마트 홈 솔루션 및 서비스와 통합시킬 수도 있는 개방성

을 특징으로 개발되었다. 

사진 3-6. 노키아 스마트 홈 솔루션 
- 출처: http://blog.naver.com/smart_home/120116472670

   또 다른 특징인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기술 또한 주거공간의 스마트 체계를 만

드는 중요한 기술요소가 되었다. IBM사의 Smart home Solution은 가정에

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전기 및 가스, 상하수도에 관련된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원격에서 관리 및 제어를 하는 통합 모니터링(Asset Monitoring) 솔루션으로 

주거 환경의 효율적 운영을 스마트 기술을 통해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로 발전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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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IBM Smart Home Solution 
- 출처: charlottethornton.wordpress.com/2011/02/20/imb-smarter-planet-poster

   이러한 초기 스마트 홈의 가장 특징으로는 말 그대로 똑똑한 환경을 만들기 위

한 기술들을 연계 하나의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

에서의 사람들의 행태를 고려한 스마트 기기들의 통합적인 발전은 이미 우리나

라에서도 많은 발전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자가 기획 디자인한 그린스마

트 자이 프로젝트 역시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전기기와 기술들을 연

계 하나의 플랫폼인 아파트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으로 완성되어 전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거공간에서의 다양한 정보적 기기들의 통합과 관리의 스마트 기술

의 적용은 다음단계로의 발전인 주거공간 자체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연구

자가 설계한 그린스마트 자이의 미래 스마트 주택의 경우에도 습도 및 온도 조절

장치와 함께 고안된 투명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한 거실창과 같이 기존의 물리적 

공간이 가지고 있었던 내외부의 연결의 변화, 사용자의 동선 및 행동 패턴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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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자동 조절되는 조명기기, 거주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식단과 같은 다

양한 사용자와 공간간의 정보적 관계의 해석을 통해 공간의 재활용 및 해석과 새

로운 공간 개념의 형성이 가능한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

인 개념의 창은 외부 경관과의 연계를 통해 조망을 위한 기능 외에도 햇빛을 실내

로 끌어들어들이는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왔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은 광섬유를 통해 햇빛을 원하는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조망을 위한 창의 기능을 

대신하는 초고해상도 투명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과 사람의 행동패턴을 인지하는 

다양한 기술적 발전을 통해 과거 물리적 공간이 가지고 있던 배치 및 향 그리고 공

간적 한계를 뛰어 넘는 많은 가능성을 새롭게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전통적인 모든 건축환경, 특히 주거환경의 건축적 가

치 및 의미를 바꾸거나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마트 기술의 적용이 제한된 도시 공간에서의 다양한 실험으

로서 많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 또한 분명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 3-7. 정도균, ‘Greensmart Xii’, @ GL Associates, 서울, 2008.

3-2-2-2 스마트 업무공간  

    한국 전산원의 2005년 U-City 응용서비스 모델 연구에서는 이미 미래의 디

지털 공간의 서비스 예측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필요 서비스 구축을 위한 지원 시설 및 기술의 발전 로드

맵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밝힌 업무공간과 관련된 주요 기술 서비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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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FID 리더(Reader)를 회사 내부의 테스트 룸이나 회의실 등에 설치하여 그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부의 참석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사내 위치 정보 서비스.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직원들이 소지한 고유 RFID 태그를 통하여 자동으로 

체크함으로써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내 위치 정보 서비스. 

사무실 출입이나 중요 지점, 파일 보관함 등 보안이 필요한 곳에 생체 인식 장치

를 설치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기 위한 생체 인증 서비스. 미국 이동통

신사인 스프린트 넥스텔에서 개발 중인 자신이 보고 있는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

나 자신이 봤던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콘텐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콘텐츠 스트

리밍 서비스. 

   센서 태그를 이용하여 근무 중에도 건강 상태 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조치

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건강 상태 정보 서비스. 

   외부 손님이나 다른 회사를 방문할 경우, 회사의 위치나 교통 정보, 미팅 일정 

등과 같은 서비스를 모바일 폰이나 PDA 등의 개인 단말기를 통해 알림으로써 방

문객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Office 위치 정보 서비스.

   가상의 인공생명을 가진 에이전트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전화를 걸거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의 일들을 처리해주는 전자 비서의 차세대 스마트 에이전

트 서비스.

외근이나 기타 사정상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무실 외 

원격지에서도 언제든지 자신의 근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원격지 근무 서비스.

   부동산 통합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의 위치, 판매 조건, 건물 정보, 토지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실제 거주 환경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

로 시청하여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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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내의 인적자원들이 업무수행 중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

화하여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관리시스템(KMS : Knowledge 

Management System)과 각종 서류 및 문서를 웹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문서 관리를 돕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 (EDMS : Electronic Docu-

ment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기업 간, 기업 내 지식 정보 검색/

공유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 공유 서비스.2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용가능시점 
공공행정 위치 정보 사내 위치 정보 서비스 2007년 ~ 

업무 지원 근태 관리 서비스 2007년 ~ 
국방치안 보안 생체 인증 서비스 2007년 ~ 
교육 콘텐츠 서비스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2007년 ~ 
의료보건 원격 진료 건강 상태 정보 서비스 2010년 ~

원격 진료 서비스 2010년 ~
교통 위치 정보 오피스 위치 정보 서비스 2007년 ~ 
제조 자재 관리  자재 관리 서비스 2007년 ~ 
통신 업무 지원 화상 회의 서비스 2007년 ~ 

스마트 에이전트 서비스 2015년 ~
원격지 근무 서비스 2007년 ~ 

부동산 임대 정보 제공 부동산 정보 서비스 2007년 ~ 
사업 서비스 정보 관리 정보 공유 서비스 2007년 ~ 

표 3-4. office 응용서비스 분류 - 출처: 한국전산원, 수탁기관 (주)앨릭슨, “u-City 응용서비스 모
델 연구”, 한국전산원, 2005, p. 96.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2005년 연구에서 

밝힌 기술적 서비스는 2014년 현재 거의 대부분 실현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홍채인식이나 지문인식을 통한 생체 인식 서비스가 이미 상용화되어 있으며, 자

재 관리 및 화상 회의 시스템은 당시의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이

미 상용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23. 한국전산원, 수탁기관 (주)앨릭슨, “u-City 응용서비스 모델 연구”, 한국전산원, 2005, pp. 9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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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재 우리의 업무 환경에 적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인다. 즉, 기술의 필요성과 가능성 외에도 실재 적용에 있어 이러한 스

마트 기술의 적용은 다른 여러 가지 변수와 요인에 따라 그 실질적인 적용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사내 위치 정보 서비스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사

생활의 보호 등의 이유로 그 기술적 적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업무환경

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오피스 환경 혹은 한 지역으로 국한되어 예상되었던 서비스의 영

역적 확장 또한 매우 특징적인 변화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콘

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현재 애플의 I-Cloud나 Dropbox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클라우딩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한 서비스로 지원되고 있으며, 부동산 정

보 서비스나 위치 정보 서비스와 같은 경우 google map이나 우리나라의 네이버 

및 다음 맵과 같이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발전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되어 

이미 실현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워크(smart work)는 기존의 지정된 업무공

간으로 한정되어 있던 사무실의 개념을 탈피하고,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장소에

서 디지털 기술과 정보가 제공하는 새로운 업무 환경을 말한다.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화두는 무엇보다 스마트 폰의 

급성장이다. 이러한 스마트 폰의 확장은 새로운 업무 형태인 모바일 오피스의 개

념 또한 만들어 내고 있다. 스마트 폰은 PC와 같이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 정보이용, 소통방식 등 업무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

다. 특히 인터넷, 멀티미디어, 전자문서 결재, 고객관리 등 사무업무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한 모바일 오피스 구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24 또한 클라우

24. 이재성,김흥식,”스마트 워크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지역정보화 학회지, 201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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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컴퓨팅의 본격적인 발전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업무환경에 대한 요구를 빠

르게 증가 시키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유목민적 성격의 유동적 업무 환경의 변

화 외에도 기존 업무환경의 공간적 변화 역시 뚜렷하다. 과거 지식 기반의 산업에

서 창조 기반의 산업으로 발전과 함께 업무 형태의 변화는 사무실의 공간적 변화

를 빠르게 가져오고 있다. google office에서 시작된 창의적 공간의 요구와 중

요성은 기존의 업무 환경에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의 적용과 함께 업무환경의 기

본적 의미를 변화시키고 있다. 

 

사진 3-8. nhn 그린 팩토리, 서울, 2010. - 출처:  www.navercorp.com

   이러한 새로운 업무행태 변화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빠르게 새로운 업무환경

과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완공된 nhn의 그린 팩토리 사옥도 이러한 변

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업무공간 변화의 특징은 업무공간과 휴계

공간의 일체화, 회의와 휴식공간의 융합, 개인 업무공간의 탈 위계화 등 많은 공

간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과거의 업무환경에서 직급과 업무에 따라 고정

적이고 위계를 중시하는 사무실의 공간은 다양한 업무형태와 창의적 업무를 위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좋은 예측은 이미 2005년 독일의 IT 비전으로 제시되었

던  “Living Tomorrow” 연구에서도 그 선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미국 Rand 

연구소가 독일 도이치 텔레콤의 제안으로 2015년 독일사회의 정보통신에 따른 

발전의 방향을 예측한 보고서인 이 연구에서 일하는 새로운 방식(New way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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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이라는 업무 환경에 대한 변화는 지금의 업무환경에서의 특징을 잘 예

측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15년 독일에서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림 3-14. 새로운 업무형태의 요구와 행태

   이에 맞춰 기업들은 좀 더 자유로운 구조로 회사를 운영할 것이며, 지식 집약

적 기업은 대부분의 업무를 전문가 집단에 아웃소싱 하여 관련 지식을 더욱더 전

문화하고, 자신들은 다른 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으로 예측했

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도 사람들은 전통적인 환경에

서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점이나 

음료 자판기 앞에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 그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주변의 일들

을 이야기하며 지내고, 이는 지속적으로 정보기술이 발전하여도,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 초점인 접촉이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의 형태와 모

습은 언급했던 것과 같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기업은 분산화

에 초점을 맞추고, 업무자의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프로젝트별 인력관리를 하는 

양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기기는 더욱 저렴해지고, 이

와 관련된 인력의 필요성 이 감소함으로써 조직의 분산화를 가중시킬 것이다. 이

는 기업의 경영상의 혜택 뿐 아니라 업무 당사자에게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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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면서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  지금의 환경에서 이러한 예측은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하는 관계성과 업무의 형태는 새로운 가

변적이고, 위계가 없는 통합적 업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3-2-2-3 스마트 경험공간

   지금까지의 스마트 환경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경험적 공간의 특징이 가장 잘 

발현되는 것은 주거나 업무환경과 같이 특정한 기능이 전제되지 않은 경험공간일 

것이다. 경험공간은 앞서 제 3의 공간의 저자인 크리스티앙 미쿤다가 제시한 바와 

같이 기능적이고 능률을 위해 조성된 기존 공간과 달리 일상적인 도시생활을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목적지(destination)로

서 역할 한다. 그리고 그를 위해 사람들이 즐기게 되는 제3의 공간은 단순히 보는 

공간이 아닌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 주는 공간으로 결국 벤야민이 추구하고자 했던 

순수하고 진정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마트 환경에서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적 접

근은 이러한 도시 공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공간과 물질적 환경과의 관계성

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기존에 미쳐 이해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즉, 새로운 감성

과 경험을 제공하며 발전하고 있다. 공공환경에 설치되어 함께 조작하는 행위를 

통해 기존 우리의 도시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경험을 제공하는 작업이 많은 

미디어 아티스트들에 의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작가인  라

파엘(Raphel Lozano-Hemmer)의 인터렉티브 비디오 설치 작업인 “Under 

Scan”은 전 세계 각 지역의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행위와 관점 그리고 그 공간

25. 김사혁, 임혜경, 주진형, ‘2015년 독일의 IT 비전: “Living Tomorrow”, 정보통신정책 제 17권 21
호 통권 382호, 2005,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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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신

들 스스로의 초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다양한 행태를 보여주는 타

인의 모습에서  자신을 반영하고 있는 타인과 눈을 마주치며 새로운 감성적 교감

을 하게 된다. 

   2008년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스퀘어(Trafalgar Square)에서의 설치는 이 

광장을 지나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동안 인지하거나 느끼지 못했던 타인의 시

선과 관심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3-9. Lozano-Hemmer, ‘Under Scan’, 
London, England 

- 출처: http://www.lozano-hemmer.com/under_scan.php

   2012년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 또 다른 설치 작업인 그레이월드(Greyworld)

의 트라팔가의 태양(Trafalgar Sun)는 도시 공간이 어떻게 새로운 경험공간으

로 만들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설치 작업은 2.5

톤이 넘고 210,000 와트의 밝기를 가진 인공의 태양은 트라팔가(Trafalgar) 

광장에 한 시간 일찍 새벽을 맞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음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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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추운 영국의 겨울을 환하고 따뜻한 아침을 제공한 설치미술이었다.�� 물론 이

러한 설치 미술적 미디어 작품은 스마트 환경과의 관계성이 적은 일시적 행사에 

불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3-10 Greyworld, “Trafalgar sun”, London, England -
출처: http://www.psfk.com/2012/01/tropicana-lights-up-londons-wintry-morning-

with-a-giant-glowing-sun.html

   하지만 같은 장소 다른 시간에 펼쳐진 다른 미디어 설치는 도시 공간에서의 경

험이 지속적이고 참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스마트 공간의 특징을 대변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즉, 역사적 의미와 장소성 그리고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사

람들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경험의 공간으로 사람들과 교감하고 공유할 수 있

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특성은 스마트 공간의 공간

적 사례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도시 이야기 요소와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험공간의 이러한 작업은 특히 서사적인 도시 이미지 형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소통과 참여를 기본적 속성으로 하는 대부분의 

스마트 공간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현진은 이러한 현상을 예술 및 디자인의 관점에서 도시 자체를 하나의 시공

간적 무대이자, 거대한 스크린으로써 바라보려는 개념적이고 인식론적인 시도로 

26. http://greyworld.org/archives/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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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도시라는 공공의 장소가 대중의 자유로운 참여

와 표현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미디어 환경으로 변화 되어가는 현상과, 이러한 환

경 속에서 콘텐츠 생산방식 역시 전문기획자나 작가중심에서 점차 관객과 참여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즉, 지금의 도시 공간에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이벤트와 새로운 경험은 단순히 도시 생활에 있어 업무적이거나 

주거와 같은 목적적 경험과는 다른 감성과 즐거움을 전달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

고 있으며, 스마트 환경으로의 변화는 이러한 비일상적이고 변화 가능한 새로운 

경험을 공간에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앤 겔러웨이(Anne Galloway)는 스마트와 유비쿼터스로 대변되는 디지털 기

술의 핵심이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놀이 즉, 가변성과 변화 그리고 해석에 의해 

경험되는 새로운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작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과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의 경험을 설명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지금의 스

마트 환경에서의 경험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경험의 유동적 변화, 그리고 

개인화된 경험의 집단적 공유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것이 고정된 물리적 공간, 

그리고 관점에 대한 해석적 경험을 통한 소통으로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는 이후 스마트 공간의 특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자 한다. 또 다른 스마트 환경에

서의 경험공간의 특징으로는 개인적 경험의 공유를 들 수 있다. 

   필립 세민과 파트너들(Philippe Samyn & Partners)에 의해 2006년 벨기

에 부르쉘( Brussels, Belgium)에 설치 되었던 덱시아 타워 프로젝트(Dexia 

27. 이현진, “도시 미디어 스크린 경험의 확장: 거대한 캔버스가 되는 도시”,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94호, 
Vol. 24. No. 1, 2010, p. 8. 

28. Dunne, Anthony and Fiona Raby. Design Noir: The Secret Life of Electronic Objects. 
Basel: Birkhauser., Anne Galloway, “Playful Mobilities: Ubiquitous Computing in the 
City”, Alternative Mobility Futures Conference, Lancaster University, 9-11 January 
200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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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는 한 명의 시민이 건물 앞 컨트롤 패널을 조작함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내장된 LED에 의해 원하는 대로 건물 색깔과 디자인을 바꿀 수 있도록 설치 되었

다. 또한 시간과 날씨 정보를 다양한 컬러와 기하학적 패턴으로 제공함으로써 공

공의 건축물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으로 나

타났다. 여기서의 공공에 대한 정보는 실제 건축 공간에 투사되는 가상의 이미지

로 사람들에게 경험되고, 이는 개인의 조작에 의해 구현되는 개인적 경험의 공공

과의 소통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연출하게 된다. 

사진 3-11. Philippe Samyn & Partners, “Dexia Tower”, Brussels, Belgium.
- 출처: blog.naver.com/chuloh1?Redirect=Log&logNo=80035643448

3-3 스마트 공간의 도시 이미지적 접근  

   앞서 살펴본 공간적 범위에서의 다양한 스마트 공간의 구축은 도시 이미지에 있

어서도 많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 그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기존의 도시 공간의 

경험이 도시 공간의 조형성 특히 물리적 공간이 만들어 내는 공간적 이미지에 의

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에서 점차 정보적 경험과 실제적 경험의 공진화가 이루어

지는 소통하는 공간이미지 형성 즉, 상호 소통하는 공간적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

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도시 이미지의 변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정적이고 물

리적인 공간이 가지는 조형적 절대성이 다양한 정보적 경험과 결합되면서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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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경험 이전에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적 경험과 사후에 이루어지는 소통

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지금의 도시공간의 이미지는 다

양한 매체, 이벤트, 참여와 소통을 통해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서 느끼고 경험하

는 조형적 특성 외에도 정보적 스키마와 그 이미지를 다양한 디지털 사진 및 동영

상으로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얻어지는 해석적 경험 그리고 그것이 다시 타인의 공

간적 스키마로 전환되는 순환적 연결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도시 이미지의 영향을 주는 매채적 다양성

과 소통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의 이미지의 재해석을 만들고 있는 스마트 공간 경

험 사례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3-3-1 보기(seeing)   
   스마트 환경에서의 시각적 경험은 단순히 물리적 구축 공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다

양한 매체와 환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그 가장 큰 변화는 앞서 언급한 메타버

스적 경험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즉, 가상적 경험과 실제적 경험의 혼합이 이루어지기 시

작한 것이다. 이러한 메타버스적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가장 큰 매체는 구글 지도와 이미

지로 대변되는 다양한 매직월드의 정보적 이미지이다. 이미 구글은 2004년부터 지구의 

모든 지역에 대한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통합, 중첩된 3차원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용 컴퓨터 환경에서 뿐

만 아니라 스마트 폰과 스마트 패드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나사

의 위성을 이용한 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의 정보를 활용한 

DEM(digital elevation model) 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단순히 

지구의 표면적인 정보나 이미지 외에 삼차원의 정보를 통해 그 전에 가질 수 없었던 지구 

곳곳의 거의 대부분의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9.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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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2. 구글 Earth  - 출처: Google earth

   또한 이곳에서는 사용자의 참여에 의한 정보의 축적과 교류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지역의 과거 정보에서부터 여행정보, 건물 및 사용자 정보를 포함한 각

종 비즈니스 관련정보, 개인적인 사진 이미지까지 광범위한 정보가 업데이트되

고 있으며, 이는 그 장소에 대한 사전적 경험을 통해 실제적인 물리적인 공간의 

이미지와 함께 도시 공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 3-13. 구글 Earth의 다양한 정보 서비스  - 출처: Google earth

   이러한 구글의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경우 naver나 daum 이 서비스하고 있는 

지도 및 항공뷰, 그리고 거리 뷰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통해 이전 내비게

이션이 제공했던 장소의 위치적 정보 이외에도 공간이 가지는 정보적 전달을 통

해 단순히 길을 찾기 쉬운 것이 아닌 장소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직접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보적 이미지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이미지가 

단순히 시각적 사진 자료에 국한되지 않고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이야기 혹

은 개개인이 겪게 되는 다양한 그 장소에서의 경험의 이야기로 타인과 소통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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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직월드만이 아닌 메타버스의 또 다른 특징인 라이

프로깅 즉 SNS나 블로그를 통한 공간의 정보는 그 장소의 이미지 형성에 타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장소에 대한 정보는 단순히 위치정보에 그치지 않고 그 장소의 

시간적, 계절적 변화를 포함한 대표 이미지의 형성, 그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경

험적 정보 및 각종 즐길 거리에 대한 의견과 소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장소에 대한 사전적 정보를 기반으로 그 장소에서의 경

험을 계획하고, 많은 경우 타인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적인 공간에서의 물리적 경험을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적인 경

험에 동감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행위를 통해 참여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의 양이 극대화 되고, 그 정보의 검색 방식이 스마트 폰과 

같은 스마트 환경으로 전화되면서 더 극대화 되고 있다. 즉, 인터넷 환경에서는 

사전적인 경험의 스키마적 정보에 국한되었던 정보적 경험이 이제 메타버스의 또 

다른 특징인 증강현실을 통해 중첩되어 경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 환경에서의 증강현실을 통한 공간의 이미지 형성은 지금의 디지

털 세대에게 있어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공간의 소비 방식이 되고 있다. 또 하나

의 대표적 스마트 환경에서의 도시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한 타인, 특히 공간과 장소 혹은 여행에 대한 영향력있는 사람들의 사진 

혹은 동영상 이미지를 들 수 있다. 마치 중국의 차경에서 보여주던 특징과 같이 

스마트 환경에서 사람들은 그 장소의 대표적 이미지를 정보로서 찾고, 그것을 목

격하기 위해 공간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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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4.  정보적 이미지 경험의 공유, 이화마을, 서울 -   출처: naver image

   이렇듯 공유된 장소의 이미지는 실제 공간에서의 감성적 이미지 경험과 함께 사

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다른 형태로 타인과 공유하는 메타버스적 이미지로 소비되

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스마트 환경에서의 시각적 특징은 실제 공간이 가질 수 

있는 가변적 이미지와 변화의 모습이다. 즉, 지금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다양한 시

각화 기술은 과거 생각하지 못했던 도시 공간의 또 다른 측면을 이미지로 전환하

여 소통하고 있다. 미디어 파사드로 대표되어지는 이러한 도시 공간의 새로운 이

미지 경험은 과거 물성적이고 절대적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

키고, 이를 통해 가변적으로 변화하고 시간과 경험 대상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요소에 반응하는 새로운 이미지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특히 과거 스크린 혹은 제한된 디스플레이에 국한되었던 영상적 이미지가 

실제 공간으로 확장되어 경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

다. 즉, 언제 어디서든 정보가 흐르고 연결되어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또 다른 

특징인 아름다운 시각화(beautiful view)가 실제 공간에서 이미지로 치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스케일적 변화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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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5. Urbanscreen, ‘555 Kubik’, Hamburg Galerie der Gegenwart, 독일, 2008.  
- 출처: http://www.urbanscreen.com/usc/41

사진 3-16. obscura digital ‘Sheikh Zayed Grand Mosque projections’, Abu 
Dhabi, U.A.E, 2011. - 출처: http://www.obscuradigital.com/work/detail/uae-national-

day-celebration

사진 3-17. Urbanscreen 외, ‘Vivid Sydney Festival of Lights’, 시드니, 2012.
- 출처: http://5osa.com/entry/Vivid-Syndey-Festival-of-Lights-2012

   사진 4-26.에서 보이는 시드니의 ‘Vivid Sydney Festival of Lights’의 

경우 시드니 전역의 50여개의 설치물과 기념물 또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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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시의 주요 랜드마크 빌딩 위에 투영되는 프로젝션을 통해 기존의 도시 공간

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이미지와 나아가 도시 아이텐티티를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프랑스 리옹이나 홍콩의 미디어 쇼와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 될 수 

있는 가변적 미디어에 의한 도시 이미지의 뚜렷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화의 방법 또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과거 프로젝터에 의한 투

사의 방법에서 LED와 같이 물성에 포함된 매체의 적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

의 키네틱 요소의 도입 등으로 인해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을 이루는 거의 대

부분의 환경적 요소는 가변적 이미지로 치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프로젝션 방식이 가지고 있던 조도가 어두운 야간의 환경에 

국한되었던 변화적 요소를 주간에도 가능할 수 있게 변모하고 있으며, 재료 자체

에 LED가 내장되는 방식 등을 통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디어에 의한 도시 경관 이미지의 변화가 스마트 환경으로 정의 될 수 있

는 환경적 의미와는 다른 이미지 혹은 예술적 접근이라는 견해가 가능함에도 불

구하고 정보적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의 혼합과 중첩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스마트 환경에서의 도시 공간 이미지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

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진 3-18. 바닥을 활용한 미디어 조명 - 정도균, 한빛 미디어갤러리 
@ GL Associates, 서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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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9. LED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 서울스퀘어 미디어 파사드, 서울, 2010.�� 
출처: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37278 (좌 : 그래픽 디자이너 문

용호) / 가나아트센터 부설 문화연구소 (우 : Julian Opie, Crowds)

   또한 이러한 스마트 환경에서의 도시 공간의 시각적 이미지는 기존에 실제로 눈

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정보의 시각화를 통한 경험적 치환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전

달하고 있다. 랜덤웍스(randomwalks)사의 ‘Living Lights’는 환경데이터

에 반응하는 파빌리온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서울시에서 지역구를 단위로 제공하

는 오늘의 공기 오염지수를 어제와 비교하여 변화 값을 시각화하는 데이터 비주얼

라이제이션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유형으로 옵스큐어 디지털사(obscura digital)에 의해 코펜하겐에 설
치된 ‘CO2 Cube’는 8.2mx 8.2mx 8.2m의 정육면체 시설물로 Google 및 
YouTube에서 제공하는 이산화탄소 정보를 시각화하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
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가변적인 정보에 의해 변화하는 미디어 시설
의 경우 기본적인 형상이 가지는 고정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변
화적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다. 즉, 미디어 환경이 가지는 상황과 
정보적 의미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표출하고, 이것이 경험자에게 지속적으로 다
른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간에서의 역할은 매울 맥락적으로 나타나게 된
다. 물론 물리적 설치가 가지고 있는 불변적인 설치의 이미지가 고정적으로 한계
를 만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공간에서의 미디어 시설의 가

30. 서울 스퀘어 미디어 파사드의 경우 4만 2000여 개의 LED를 이용한 99m X 78m의 미디어아트 캔버스로 
설치되어, 이미 많은 세계 각지 미디어 아티스트의 캔버스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도시 교통의 안전상의 이유 
등을 빌어 많은 비판 이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서울의 첫 관문인 서울역의 공간적 이미지를 바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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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특징은 이러한 변화하는 이미지의 생성이라는 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 또

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사진 3-20. 랜덤웍스(randomwalks), ‘Living Lights’, 서울, 2009.
- 출처: http://randomwalks.org/ 

사진 3-21. 옵스큐어 디지털(obscura digital), ‘CO2 Cube’, 코펜하겐, 2009. 
- 출처: http://www.obscuradigital.com/work/detail/c02-cube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도시 공간의 시각적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의 시각적 이미지로의 치환을 통해 장소와 공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적 의미, 그리

고 그것이 도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점을 관람자에게 제공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환경에서의 이러한 미디어적 연출을 통한 도시 공간 이미지

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변화이다. 뉴욕 아이빔센터의 

그래피티 리서치 랩에서 제작한 시스템인 ‘L.A.S.E.R. Tag’는 참여자들이 초

록색 레이저 포인터로 건물에 직접 쏘며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레이저 태그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레이저 태깅 시스템으로 레이저 포인터가 가르치는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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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읽어 그 부분에 프로젝터로 실시간으로 페인터 질감의 이미지로 그려줌

으로써 단순한 이미지의 형성이 아닌 참여에 의한 변화와 미디어 연출에 의한 도

시 공간 이미지의 가변적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사진 3-22. 그레피티 리서치 랩(Graffiti Research Lab), ‘L.A.S.E.R. Tag’, 보스톤, 
2007. - 출처: http://graffitiresearchlab.com  

   사람은 결코 동시간대에 존재하는 상황의 이면을 지각할 수 없다는 지금까지

의 이해는 앞서 마빈 민스키의 새로운 견해를 통해 다른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

였다. 즉, 두 차원에서의 결합이 그것이다. 상상의 심벌(imagery symbolic)

과 두 차원에서 연결(two-dimensional fragments)의 과정을 통해 결국 사

람들이 보게 되는 시각의 연속성과 우리의 움직임에 따른 연속성을 일치시켜가

며 우리는 상황에 대한 예상을 통해(expectations)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도시 공간적 차원에서 재해석해 보면 보다 다른 차원에서의 도시 공간의 

경험을 이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환경은 누구에 의해서도 한눈에 지각

되거나 인지될 수 없다. 그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의 환경적 요인을 만들고 

있는 수많은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 도시 공간의 경험은 지각되

거나 인지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각

과 인지 그리고 경험의 과정을 통해 도시의 환경을 소비하고 평가한다. 경험을 이

31. 마빈 민스키의 견해는 다음의 발표를 토대로 재구성. A Framework for Representing Knowl-
edge, MIT-AI Laboratory Memo 306, June, 1974. and Matter, Mind and Models pub-
lished in Semantic Information Processing, MIT Press,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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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는 결국 인지의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

는 예측가능성과 상상의 연결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스마트 환경에서는 개인의 경험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

적 이미지에 대한 정보적 교류를 통해 더 발전된 형태의 인지와 지각 그리고 경험

의 이미지가 재탄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은 개인 시각의 연속성에 그치지 않

고 타인의 시각과 중첩되고, 개인의 움직임에 제한되지 않고 타인의 움직임을 정

보적 흐름을 통해 예상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그 장소가 가지는 이미지에 사회, 

경제, 문화적 정보를 중첩(superimposition)시켜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정보

와 결합된 경험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3-3-2 듣다(hearing), 느끼다(feeling)  
   도시 공간 경험과 이미지의 형성에 있어 모든 감각의 작용이 그러하듯이 시각적 

자극과 이에 따른 반응적 경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적 요소나 후각적 요소가 공간의 이미지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

는 것 또한 불변의 사실일 것이다. 특히 이러한 비 시각적 요소는 장소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공간에서의 경험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강한 이미지적 경험이 

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환경에서의 다양

한 매체적 경험은 그 기술적, 매체적 한계로 인해 많은 부분 시각적 자극 및 요소

에 국한되어 발전되고 있다. 특히 청각적 요소에 비해 후각적이거나 촉각적인 이

미지 형성을 위한 기술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인간이 가지는 지각 능력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 자극에 비해 청각, 

후각, 촉각과 같은 자극은 영향력이 적은 반면 그 미묘한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

타나는 특성을 보이는 것에도 기인한다. 시각적으로 우리는 외면하고자 하는 것

에서 부터 빠르게 벗어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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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나 후각적 요소는 반응에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시각적 자극은 단순히 눈을 감거나 눈을 돌리는 방법만으로도 그 대상에서 

회피할 수 있는 반면, 청각은 귀를 막는 것이 시각에 비해 힘들고 후각은 더욱 불

가능한 신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좋은 반응보다 불쾌

한 반응에 있어 청각적이거나 후각과 같은 비 시각적 자극에서 오는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최근 많은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는 층간소음과 같은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기계적 장치에 의해 기존의 

물리적 환경에 추가적인 정보 및 자극을 통해 구현되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비 시

각적 감각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한 신체적 반응과 회피의 능력 그리고 그 미묘한 

감성적 차이는 그 한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3-23의 예와 같이 단순히 보이는 것에서 벗어난 다른 

감각적 차원의 이미지는 단순히 시각적 차원의 그것에 비해 매우 강렬하게 이미

지화 된다. 

사진 3-23. 토쿠진 요시오카(Tokujin Yoshioka), ‘window installation at Maison 
Hermes’, 도쿄, 2010. - 출처: www.designboom.com/weblog/cat/8/view/8384/tokujin-

yoshioka-maison-hermes-window-display.html

   도쿄 긴자 에르메스 매장에 설치된 이 설치물은 비디오 영상 속의 인물이 바람

을 부는 것과 동시에 실제 스카프가 날리는 이미지적 연출을 통해 제품이 가지는 

특성과 감성을 이미지로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가장 번화한 도쿄 긴자 거리의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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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에서 이 영상과 설치가 보여주는 여유와 쉼의 감성은 새로운 매체적 특성이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 설치물 역

시 시각적 반응에 의한 이미지로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바람이 표출

하는 이미지적 연출은 단순히 시각적 반응이 아닌 오감을 통한 이미지로 치환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도시 공간에서 청각적인 요소는 이미 물리적 환

경에 있어서도 도시 이미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구축되어 왔다. 특히 쉽게 

느끼지 못하거나 듣기 어려운 자연의 소리를 모아 예측하지 못한 공간에서 감성적

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설치물의 경우에는 디지털적인 기계장치 없이도 공간

의 이미지 형성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오고 있다. 사진 4-33과 34의 설치 예

는 바람이 만들어 내는 소리를 공간적 경험으로 치환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사진 3-24. 타이코 소노(TAIKO SHONO), ‘Wave Wave Wave ‘, 아쿠아마린 파크, 후쿠
시마, 2000.  - 출처: http://www.ne.jp/asahi/shsh/aaa/umie_frame.html

사진 3-25. Liam Curtin & John Goodwin, ‘The Blackpool High Tide Organ‘, 
Blackpool, Lancashire, 2006. - 출처: www.mayomo.com/27429-blackpool-high-tide-

organ-blackpool-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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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러한 청각적 요소는 지금의 스마트 환경에서 많은 경험적 변화를 만들

어 오고 있다. 과거 음악을 듣기 위한 장치와 음원의 관계는 이미 정보적 환경에

서 클라우딩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형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 공간에서의 도시민의 음악적 경험은 매우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가장 큰 변화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마트 환경

으로의 변화 일 것이다. 즉, 자신이 소유한 음원의 한계가 극복되고 스마트 폰 자

체가 무한의 음원을 연결하는 장치가 되고 있으며, 음원의 질적 변화와 함께 이

어폰, 헤드폰의 빠른 발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블루레이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음악 파일은 실제 음원과 거의 같은 품질의 음악이 언제 어디서든 제공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또한 공간적 경험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 3-26. ‘Sound spot’, buger King, 
도쿄, 2010. - 출처: http://news.walkerplus.com/2010/0701/12/

   사진 4-35의 극초지향성 스피커와 같이 자신의 영역에서 이어폰과 같은 별도

의 장치 없이 자신만의 공간적 영역을 확보하기도 하며, 블루투스를 통해 자신의 

음원을 공공의 장소에서 타인과 공유하기도 한다. 또한 사진 4-36의 설치 작품

에서와 같이 소리의 시각화를 통해 다양한 장소에서의 공간적 이미지를 치환하기

도 한다. 물론 이러한 스마트 환경에서의 비 시각적 요소의 활용은 앞서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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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시각적 요소에 비해 도시 공간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매우 제한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그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시도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는 비 시각적 요소의 공간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가능성에 기인

한다. 즉, 시각적 요소에 비해 비시각적 요소가 가지는 이미지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과 그 새로움이 공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각적 자극은 지금까지 인공, 특히 디지털로 해결 될 수 없는 매우 생소한 

영역에서 많은 기술적 진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에듀아르

도(Eduardo Kac)에 의해 실험된 아로마포에트리(Aromapoetry)는 12개의 

각기 다른 아로마 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진 3-27. United Visual Artists, ‘Volume’, London/Hong Kong/Taiwan/ Mel-
bourne/St Petersburg , 2010. - 출처: http://www.uva.co.uk/work/volume#/0

사진 3-28. Eduardo Kac, ‘아로마포에트리(Aromapoetry)’, 2011.- 출처: http://
www.ekac.org/aromapoet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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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시는 아주 다양한 향으로 관객들을 자극하고 의미적 공명(semantic 

resonance)을 이끌어 낸다. 눈이 아니라 코로 읽는 아주 특별한 이 책은 향을 

잡아 두는 200나노미터(nanometers) 두께의 아주 얇은 투과성 유리(porous 

glass)로 구성된 나노기술로 완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근 미래 공간

에서의 향기와 냄새를 다른 차원에서 관리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비 시각적 자극을 활용한 공감각적 경험에 대한 실험은 더 감

각적이고 다 차원적인 이미지의 형성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인 프라프락스(plaplax)에 의해 실험적으로 설

치된 ‘ars electronica day’는 냄새의 시각화 프로젝트로서, 화학실험에서 이

용되는 냄새 감별기를 이용하여 감별된 냄새를 바탕으로 각각 다른 모양의 이미지

를 만들어 형성한다. 즉, 어떤 향이 나는 가에 따라 각각 다른 작품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실험인 것이다. 

사진 3-29. 프라프락스(plaplax), ‘ars electronica day’, 2006. - 출처: http://she-
seesred.blogspot.com/2007/09/ars-electronica-day-2.html

   또한 다양한 형태의 촉각적인 변화 역시 도시 공간에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팔론 그룹(agency Fallon)은 플로리다에서 소니의 

신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460톤에 달하는 대규모의 거품을 도시 공간에 뿜어내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냈다. 물론 단순한 이벤트적인 성격의 일시적 

32. http://www.artmuseums.kr/admin/?corea=sub2_9&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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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일상적인 매체와 물성의 경험은 도시 공간에서의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공감각적 자극을 통한 공간 이미지 형성의 실험은 스마트 환경

에서의 도시 공간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변화

와 시도가 대부분 실험적 작품에 국한되고 있고, 도시 공간에서의 적용에 많은 한

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자극에 의한 이미지 보다 더 강렬하고 지

속적인 이미지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가능성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또

한 지금의 대부분의 기술적 진보의 속도가 지금까지의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빠르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간과할 수 없는 시도가 될 것이

다. 요컨대 지금의 스마트환경에서의 공간에서의 이미지는 이처럼 단순히 물리적 

환경에서의 인지적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적 가능성, 지금까지 볼 수 없었

던 시각적 자극과 소리, 냄새 촉각과 같은 공감각적 자극을 통한 다른 차원의 공

감각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발전과 변화가 이

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통해 사람들의 인지적 감성을 뛰어넘

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감성과 이미지의 형성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사진 3-30. 팔론 그룹(agency Fallon), ‘Foam City, Sony’s Latest Advert’, the 
centre of the Florida, 2008.- 출처: http://cubeme.com/blog/2008/04/16/foam-city-so-
nys-latest-advert/#more-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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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스마트 도시 공간 경험의 서사적 접근

3-4-1. 스마트 환경에서의 서사적 경험 
   이현진은 프랑스의 문화이론가 미셀 드 셀토(Michel de Certeau)의 저서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1984)의 언급을 통해 공간과 관계되는 

매일 매일의 무의식적인 실천(혹은 실행, practice)을 통해 공간에서의 사람들

의 참여와 소통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

에 적응하고, 이를 변화시키고, 이용하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문

화적 생산물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공간적 실천에 대한 태도를 

‘strategies’와 ‘tactics’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는데, 전자가 힘과 권력의 관

계에 놓여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합법적이고 제도권적인 움직임이라 한다면, 후

자는 도시를 돌아다니는 ‘걷기’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혹은 집

단적으로 자신들만의 의미 있는 공간을 접근하고, 언급하며(speaking), 이를 

조금씩 새로운 의미의 공간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실천적 움직임이라 말한다고 인

용하고 있다.33 이러한 견해는 결국 공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경험에 있어 그 경

험은 자신만의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공간에 수많은 시간과 사람들의 움직임과 이

야기에 의해 채워지고 그것이 개인의 그것에서 집단의 그것으로 확장되며 참여와 

소통을 통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에서의 경험에 대한 참여와 소통은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

는 스마트 환경에서 극단적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마트 환경에서의 개인의 경험은 유비쿼터스적 기술에 의해 무한히 확장되고 있

다. 특히 메타 버스에서 언급하고 있는 라이프로깅(life logging)은 특히 도시에

33. 이현진, “도시 미디어 스크린 경험의 확장: 거대한 캔버스가 되는 도시”,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94호, Vol. 
24. No. 1, 2010,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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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경험적 이야기를 작게는 자신과 같은 도시 공간의 사용자에서 전혀 그 공간

을 방문하지 못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확장을 통해 전 세계로 전달하고 있

다. 앞서 롤랑바르트의 인용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서사의 기본적인 속성은 나

누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이야기,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이야기가 어떠한 방식으

로 표현되어 나누어지는 것이 서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이자 가치인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공간의 서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결

국 그 공간에서 일어났거나 혹은 일어 날 수 있는 다양한 행태, 문화, 사건에 기초

한 개인의 경험은 미셀 드 셀토의 주장과 같이 다양한 방식과 차원에서 표현되고 

공유함을 통해 완성된다. 특히 유비쿼터스와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공간에

서의 사람들의 경험은 단순히 공간의 인지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도시의 이야기를 

만들고 또한 타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확대되고 있다는 기본적인 특징을 보이게 된다.

사진 3-31. 아이폰과 한글 트위터의 연동 앱(파랑새)과 트위터의 위치 정보 시각화 앱
(tweetglobe)  

   포스퀘어(foursquare)와 같은 위치 기반 서비스 앱에서는 단순히 그 장소의 

위치나 이미지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과 스마트 공간 속에서의 지인들에게 그 공

간에서의 경험이야기를 전달하고 공유하고 정보와 함께 소통한다. 단순히 그 공

간의 방문을 넘어 그 장소에 자신의 기억과 경험의 이야기를 남기고 그것을 소통

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즉 앞서 미셀 드 셀토의 실천적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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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의 방법이 걷기와 같은 물리적 방문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속에서의 접근으

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어떤 상황, 환경에서 보다 이는 빠르고 편리

하게 타인과의 공감을 가지게 된다.   

사진 3-32. 포스퀘어(foursquare)의 서비스 사례

   공간의 접근뿐만 아니라 언급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공간으

로의 창출과 소통의 속도와 방식 그리고 그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확장

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소통 방식의 발견에서 그치지 않고 공간에서의 경

험에 실천적인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앞서 공간의 서사적 경험에 관한 주장에 있어 밝힌 바와 같이 공간의 설계자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맥락적 정보와 사용자의 경험에 대한 예측을 공간적 

질서를 통해 서사적으로 구축한다. 그 이야기 속에는 장소적 특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이야기와 함께 새로운 공간에서 만들어지게 될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문화

적 경험이 포함된다. 즉, 공간의 서사구조는 가장 기본적으로 역사에 기반한 공

간의 장소적 이야기와(history), 그 안에 담기는 공간 사용자의 행위에 의한 문

화적 이야기(culture)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포함한 많은 변수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건(events)으로 시간 속에서 생명력 있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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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간의 기획과 설계의 과정은 결국 과거의 장소적 역사성을 이해하고 그 내재

된 특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사용자의 행태와 경험을 지원(affordance) 하며 

시간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정보통신의 발전에 힘입은 스마트 환경에서 사람들은 빠르게 그

러한 도시 공간이 가지는 장소적 이야기를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다. 매우 단편적

인 공간에서의 감흥이나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부터 그곳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

의 공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환경에서 만들고자 하는 바람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이야기가 생성되고 소비되며 소통되고 있는 것이다. 

3-4-2 역사, 문화, 이벤트 그리고 집단지성 
   김성아는 라파엘 로렌조-헴머(Rafael Lozano-Hemmer)의 ‘Body Mov-

ies’ 프로젝트 해석을 통해 역사적 콘텐츠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연출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로렌조-헴머가 제시하는 미디어 연출의 개념

은 기본적으로 장소와 그 공간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 그리고 기록을 통해 새로

운 경험과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작품에서 그들은 평소 특별한 용도가 없던 마

을 공회당의 커다란 벽면에 세계각지에서 촬영된 사람들의 이미지를 투사하고 투

사된 이미지와 프로젝터 빔에 의해 만들어진 행인들의 그림자가 겹쳤을 때 일어나

는 사람들의 경험과 반응을 기록한다. 

   행인들은 벽면에 투사된 이미지와 자신들의 그림자가 화대 왜곡되면서 만들어

지는 이미지를  보면서 발길을 멈추고 구경을 하다가 스스로 재미있는 그림자를 

만들어 낸다. 결국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 자체가 그 작품과 공간의 이야기를 만

들어 내는 주인공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던 의미

를 재해석하고 그 곳에서의 경험을 재생산한다. 즉 그들의 시나리오 속에서의 사

회적 상호작용은 공간에 새로운 의미와 경험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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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Rafael Lozano-Hemmer의 ‘Body Movies’, 2006.와 Hoogstraten’s
의 판화인 “The Shadow Dance” (1675) - 출처: http://www.lozano-hemmer.com/ 

english/projects/bodymovies.htm

 

   이때 그들은 그러한 이미지와 시나리오 개념의 설정에 있어 1600년대 판화가인 

호그스테인(Samuel van Hoogstraten)의 ‘The Shadow Dance’ (Rot-

terdam, 1675)을 그 작품의 주된 영감의 원천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34 

즉, 같은 장소의 역사적 사건과 그 해석을 다른 차원의 미디어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새로운 경험으로 치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콘텐츠의 재해석은 자

칫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 설치 작업이 의미 없는 해프닝이나 도시 공간에서의 사

용자의 즐거움만을 위한 이벤트로 제한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도시 공간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위한 설치 작업이 이와 같이 심각

하거나 어떠한 주장을 전달하는 의미적 가치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그 공간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이야기

를 창출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의 경험에 전이되고 영향을 주는 출발점일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아의 견해와 같이 의미 없는 해프닝으로서 단순한 디

지털 기술에 의한 새로운 자극은 그 장소와 도시 공간이 가지는 서사적 구성에 의

한 상상과 순수한 감성에 의한 경험적 가치에 비해 그 영향력과 참여 그리고 소통

34. 이상 로렌조-헴머 작품의 분석 및 견해는 김성아, “U-Space: 지능적 공간에서 경험의 공간으로”, 건축 
0901, 대한건축학회, 2009, p. 22. 의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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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앤 겔러웨이(Anne Galloway)는 듄(Dunne, Anthony)과 

라비(Fiona Raby)의 재인용을 통해 지금과 같은 매우 빠른 기술의 발전에 있어 

우리는 반영(reflection)과 비판(criticism)이 동시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

다. 그것은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순수하거나 중립적이고 깨끗한 것으

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적으로 그것은 매우 이데올로기적이며 특정한 세계관의 

관점에서 실제 대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35  즉, 디자이너 혹은 건축가를 포함한 모든 경험의 기획 및 설계자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설계 과정에 있어 그 공간의 사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

지 혹은 이야기를 설정하고 그것을 공간적 경험으로 치환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이

다. 이때 듄과 라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경험은 과거의 그

것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복잡한 차원에서의 의미전달이 가능한 것 또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베르나르 추미의 라빌레뜨 공원에서의 설계가 가지는 빨간색의 폴리

에서의 경험은 설사 건축 및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해하거나 설명

할 수 없는 매우 철학적이고 복잡한 경험의 연속성에 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서의 경험은 이러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가지

는 조형적 이미지로만 소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때 지금의 스마트 환경에

서의 가능성은 증강현실 혹은 또 다른 차원의 정보적 경험과 서사적 경험을 통해 

보다 해석적이고 설명적인 경험의 방법을 전달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베르나르 

추미가 이러한 설명적이고 해석적인 경험을 원하는 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공간에서의 다

35. Dunne, Anthony and Fiona Raby. Design Noir: The Secret Life of Electronic Objects. 
Basel: Birkhauser., Anne Galloway, “Playful Mobilities: Ubiquitous Computing in the 
City”, Alternative Mobility Futures Conference, Lancaster University, 9-11 January 
200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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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역사적, 문화적 이벤트적 경험이 만들어 내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

ligence)에 주목한다. 집단지성의 개념은 미국 하버드대 교수이자 곤충학자 윌

리엄 모튼 윌러(William Morton Wheeler)의 “Ants: Their Structure, 

Development, and Behavior”에서 개미의 사회적 행동을 관찰하면서 처음 

제시되었다. Wheeler는 개미들이 집단을 이루어 협업을 하였을 때, 공동체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효율적인 집단관리를 시도할 때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며, 이것을 집단의 힘, 다수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피

터 러셀(Peter Russell)은 집단지성과 유사한 개념에 대한 논의로서 ‘Global 

Brain’을 제시하며 개인보다 높은 사회의 지능과 정보통신을 활용한 지적 네트

워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네트워크와 디지털을 통한 집단지성의 개념

은 레비(L]vy)의 그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그는 집단지성을 서로 다른 

경험이나 지식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화 되어 개인이 소유한 정보나 지

식을 교환하고 공유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각과 시도로 문제해결에 대한 창의적 아

이디어를 창출하여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특히 집단지성을 어디에나 분포하며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조

정되며, 실제적 역량으로 동원되는 지성으로 정의하였다. 지속적으로 재평가되

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지식의 공간에서 구성원들이 맺는 유동적인 관계에 집단

지성의 요체가 있다는 것이다.36 그는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공동체적 커뮤니티

의 형성을 통해 어디에서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개개인의 실제적인 참

여에 의한 집단지성을 발현을 예측했으며 이는 실제적으로 급속도로 발전된 스마

트 환경에서 SNS에 의해 극적으로 현실화 되었다. 또한 이러한 집단지성은 단순

히 사이버 공간이나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보적 흐름에 멈추지 않고 튀니지 혁명과 

연이은 아랍 혁명 등에서 그 실체적 경험으로 나타났다. 

36. 이상 집단지성의 정의 및 levy의 견해는 Levy, P. “Collective Intelligence: Mankind’s Emerg-
ing World in Cyberspace”, Lightning Source Inc.2000. 의 내용을 이영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
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2013. 의 내용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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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33. 튀니지 재스민혁명과 이라크 혁명
- 출처: 좌: http://article.wn.com/view/2013/08/03/Political_violence_and_the_efforts_
to_salvage_Tunisia_s_revo/, 우: http://harvardpolitics.com/world/2011-five-things-i-

learned-this-year/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랍권 혁명의 시작이 된 튀니지(Tunisias)의 재

스민 혁명은 그동안 통제되어 왔던 미디어의 한계를 넘어선 메타버스 속에서의 

개개인의 참여적 과정이 어떻게 강력한 힘으로 실체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사진 4-4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그 곳에서의 수많은 이미

지는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인에게 동시적으로 전달되었고 이것은 단순히 이

미지적 경험을 넘어선 강력한 집단지성으로 발현될 수 있는 동기적 힘이 된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간경험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벤트 혹은 역사

적 이야기의 전파는 매우 강력하고 빠르게 전파되고 공유되며, 소통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차원적으로 위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공간에서의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그 공간의 경험을 일시에 뒤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것이다. 또한 스마트 환

경에서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그 장소에서 참여한 실제적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그 공간이 가지는 그리고 그곳에서 정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강력한 서사적 이미지로 치환될 수 있었다. 

물론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광장과 같은 공간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이야기와 사

건 그리고 문화적 경험을 만들어 오고 있으며, 그것의 기억을 전달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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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경험은 과거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동시적 경

험과 이야기의 소통을 가능하게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3-34. 로자노 헴머(Rafael Lozano-Hemmer), ‘Solar Equation, The Light in 
Winter Festival’, Melbourne, 2011. - 출처: http://technabob.com/blog/2010/06/07/so-
lar-equation-melbourne-australia, Alexis Coudurier(좌) / http://www.fedsquare.com/

events/the-light-in-winter/history(우)

   스마트 환경에서의 이야기 요소는 이러한 정치적 혹은 역사적 이야기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이미지와 연계되어 표현되기도 한다. 로자노 헴머(Rafael 

Lozano-Hemmer)의 또 다른 참여적 이벤트였던 호주 멜버른(Melbourne)에

서 펼쳐진 ‘Solar Equation, The Light in Winter Festival’에서는 태양의 

1억 분의 1의 크기의 대형 풍선에 5개의 프로젝터에 의해 빛으로 완전하게 맵핑

이 되도록 연출하였다. 이 빛은 사람들과의 스마트폰을 사용한 상호작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화한다. 그에 따라 태양의 표면에서 볼 수 있는 난류, 불꽃, 흑점이 

달라짐. 이 태양은 사람들과 호흡하는 한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것에 의미를 공간적 

경험으로 치환하고 있다. 이는 도시민의 비일상적인 이벤트이자 문화적 참여가 

스마트 환경에서 어떻게 도시 공간에서 이미지로 형성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

는 사례가 되고 있다. 즉, 도시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사건과 역사 그

리고 이벤트와 문화적 경험은 이미 인류의 역사와 함께 있어온 장소가 가지는 의

미이자 경험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 환경이 제공하는 참여적 관점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소통의 관계가 그러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만들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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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간에서의 경험을 극대화하고 동시화하며 무엇보다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의 서사적 관점에서의 경험적 특징은 과거의 그것과는 매우 다

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과거의 서사적 관점에서의 공간적 경험은 

대체로 특정한 이야기 요소를 공간에 삽입하거나 그것이 가지는 연속성에 근거하

여 공간에서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의 도시 공간에

서의 이야기는 과거의 그것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지고 공유되며 재생산되는 유기

체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스마트 환경이 제공하는 소통과 참여의 방식

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분명하거니와 지금의 도시 사용자의 변화에도 기인

하고 있다. 즉, 디지털 시대 이전의 대부분의 정보입수 방식이었던 서사적 기반

의 언어적 소통의 방식이 이미지의 선택적 재조합의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

이다. 이는 지금의 디지털 세대의 생각하는 근본적 방식의 변화와 함께 그것을 전

달하고 공유하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도구의 제공으로 인해 급진적인 진화를 만들

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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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 공간경험 특성의 변화
 
4-1 경험, 도시 공간의 경험   

   경제학자인 B. Joseph Pine II과 James H. Gilmore는 “경험경제로의 초

대”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경험의 새로운 경제활동에 대하여 언급하며, 경험을 무

정형구조물이 아닌 서비스, 재화, 상품과 마찬가지로 실제 제공물로 정의하고 있

다. 오늘날의 서비스 경제에서 많은 기업들은 그들이 기존에 제공해오던 상품을 

더 잘 판매하기 위해 경험으로 포장한다고 본 것이다. 그들은 경험을 정의하기 위

해 서비스와의 차별성 그리고 독립된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

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경험을 서비스와 함

께 생각한다. 그러나 재화와 용역이 다르듯이 경험은 서비스와는 다른 경제적 제

공물이다. 오늘날 소비자는 분명히 경험1을 원하고 보다 더 많은 기업 역시 경험

을 설계하고 홍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요구에 부흥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소

비하고 생산하는 것을 중심으로 경험디자인이라는 용어는 빠르게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을 단순히 경제활동의 하나의 가치이거나 유

행처럼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험에 대

한 중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의 전환이 불

러온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2차 세계 대전 이후 자본주

1. 이들은 이러한 경제활동에서 주목하는 경험의 특성을 두 가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첫 번
째 차원은 고객참여이다. 이 스펙트럼의 한끝에는 소극적인 참여가 위치하는데, 이를 통해 고객은 퍼포먼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참여는 교향악단 콘서트관객과 같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들
은 행사를 관찰자나 청취자로서 경험한다. 스펙트럼의 반대쪽에는 적극적인 참가가 위치하는데 이들은 경험을 
창출하는 퍼포먼스나 행사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참가자의 유형으로는 스키어가 있다. 그러
나 스키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도 완전히 소극적인 참가자는 아니다. 단지 그 곳에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경
험하는 시각적 혹은 청각적 행사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차원은 고객과 행사 혹은 퍼포먼스를 연결하는 
환경적 관계 즉 연관이다. 연관이라는 스펙트럼의 한 끝에는 흡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몰입이 있다. 그랜드
스탠드에서 켄터키 더비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발 밑에서 혹은 앞에서 펼쳐지는 경기를 흡수할 수 있고 
경기장 안에 서있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싸는 광경, 소리 그리고 향에 몰입될 수 있다. 물리학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노트를 하는 것은 교과서를 읽는 것보다 더욱 흡수가 잘 된다. 많은 관객과, 큰 스크린, 그리고 스테레
오 사운드를 갖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은 집에서 비디오로 같은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몰입이 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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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승리는 전 세계적 시스템으로서 삶의 형태를 바꾼 것이 사실이다. 그에 따

라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주된 환경인 도시의 형태와 그 속에서의 사람들의 

생활과 경험의 터전은 빠르게 자본주의적 속성인 경제성의 논리 즉, 가장 효율적

인 기능적 공간으로 변모하여 왔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대적 회귀 즉, 효율적

인 도시와 경제적 삶에 지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요구로서 도시에서의 경

험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벤야민(Walter Benjamin)2의 경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도시의 경험을 이

해하는 가장 중요한 준거틀이 될 수 있다. 그는 아우라라는 개념을 통해 도시의 

경험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유명한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도시라는 공적 공

간을 하나의 환등상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 즉 아케이드, 박람회, 광고, 패

션, 건축물 등에 대해 언급한다. 예컨대 그는 1851년 런던엑스포의 수정궁에 대

해 이렇게 말한다. “전체가 마치 기적과 같아 사고력보다는 상상력을 더 크게 움

직이게 한다. 내가 이 공간의 광경을 어떤 동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단지 말의 신중한 절약 때문일 뿐이다.” 도시인문학자 홍준기는 

이를 벤야민이 “진정한 경험”과 “규범화되고 변질되어 버린 일상적인 생활 속에

서 쌓여진 경험”을 구분해, 전자를 경험(Erfahrung), 후자를 체험(Erlebnis)

라 부른다고 인용하고 있다.3

   즉 그의 견해에 따르면 경험은 순수한 상상 그리고 환경에 대한 반응에서 오는 

2. 벤야민은 근대적 경험이 발생하고 발달되는 초기의 시기를 탐구한 문화연구가이다. 그는 근대성을 표징하
는 다양한 기호들의 문화적 의미를 찾아냄으로써 그 안에서 역사적 과정을 동시에 발견코자 하였다. 벤야민은 
사물을 하나의 기호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사회적 과정을 중개하는 언어적 기능을 담지하는 것
으로 간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벤야민에게 사물들은 하나의 텍스트로서 경험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
물들은 단순히 정보적인 파편들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조명하는 매체가 된다고 보았다. - 김응숙, “문화연
구와 일상경험의 세계 - 발터 벤야민의 매체개념과 수용에 관한 논의”, 한국언론학보, 제42-3호, 한국언론학
회, 1998, p. 68.

3. 홍준기, “발터 벤야민과 도시경험 - 벤야민의 도시인문학 방법론에 대한 고찰”,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제
12권 제1호, 한국라깡과현대정신분석학회, 2010,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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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반응을 지칭하며,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양한 자극과 이전의 기억 속에서

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대처를 포함한 경험적 체득을 체험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

이다. 이는 도시에 대한 경험적 사고에 있어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벤야민이 

아케이드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도시에서의 많은 경험이 사회적, 상

황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에 의해 규정되어 온 지금의 환경에 대한 비판이자 순수

한 감성으로서의 삶 속에서의 환경적 경험(Erfahrung)에 대한 향수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시를 이야기 할 때 

경험과 체험의 구분이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

리는 사회라는 구성 속에서 단순히 순수한 감성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

이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라는 가장 확고한 전 세계적 시스템 속에서 도시는 결

국 삶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 점에서 순수한 감

성적 발현인 경험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일상적인 삶을 

경험하는 도시민에게 거리와 다양한 건축적 양식으로 이루어진 도시의 환경은 즐

길 거리가 아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다. 

   이러한 진정한 경험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쌓여진 경험으로서의 체험은 일반

적인 도시에서의 일상에서 극단적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게 된다. 회사와 집으로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과 생활의 공간은 거리로 불리는 전이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단순히 이동하고 일하고 쉬는 목적 지향적 환

경으로 인지하며 생활하게 된다. 주말과 휴식의 시간은 그래서 이들에게 매우 중

요한 삶의 요소가 되고 있다. 일상의 삶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성적 경험을 위해 교

외로 그리고 도심의 휴식과 여가를 가능하게 하는 장소와 환경을 찾아 새로운 경

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도심의 많은 카페테리아나 상점 그리고 음식점은 새

로운 경험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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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공간의 경험에 대한 견해는 들뢰즈(Gilles Deleuze)에 와서 더욱 복

잡하게 나타난다. 그는 우리의 삶이 경험(events)과 실체화(Virtuality)를 통

해 이루어지며, 그를 통한 연결구조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았다.4 즉 기존의 세계

관에서 여러 감각(senses)에 의해 얻어지는 경험이 이성적 인지 과정의 선형적 

연결에 의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그의 견해에 따르면, 경험은 

단순히 그것 즉, 물리적 인지 만으로 설명하거나 이루어 질 수 없는 가변적이고 

역설적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공간에서의 경험

으로 치환하면, 들뢰즈에게 있어 공간은 물리적 실체로만 존재할 수 없는 가변적

이고 무한의 가능성을 지닌 경험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많은 건축가들의 실천적 설계를 통해 구현되었다. 

   특히 베르나르 추미(Bernard Tschumi)는 “Manhattan transcript”를 

통해 이러한 이상적 공간과 실재적 공간에 대한 미학적 실천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 책에서 뉴욕시의 거리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가상의 서사적 구조를 건축적 구조

로 전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이상적 공간과 실재적 공간을 접목시키는 실험적 작

업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적 작업은 라빌레뜨 공원(Le Parc de la 

Villette)에서 극적으로 연출된다. 

 그는 순위적 질서를 가지지 않고 분포된 연속적인 점들을 통해 공간을 중심으로

부터 이탈 시키고, 이를 통해 그리드를 만들고 있는 여러 개의 다양한 점들을 통

해 공간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중심을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순위적 질서나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러한 점들은 그럼으로써 사전에 결정되거나 조직되지 

않는 다양한 관계성을 만들어 내는 기제로서 역할하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

는 파리라는 실재적인 공간에 영화적 성격을 지닌 서사적 구조를 통한 새로운 그

4. Gilles Deleuze, “L’Immanence: une vie”, in Philosopie, 47, September 1995, p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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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시스템을 다중겹침(superimposition)을 통해 겹침으로써 공간에 복잡성

과 다양성을 동시에 구체화 시킬 수 있었다.5 이러한 방법을 통해 라빌레뜨 공원

은 확정되지 않은 공간의 무한한 이동을 가능하도록 구축되었으며, 공간 경험자

의 다양한 경험(events)에 의해 비로소 실체화(virtual)되는 구축환경으로 만

들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6 

그림 4-1.라빌레뜨 공원 개념도- 출처: Tschumi.com

   또 다른 측면에서 공간의 경험은 매우 실제적이고 가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간 마케터인 크리스티앙 미쿤다(Christian Mikunda)는 “제3의 공간”을 통

해 인류가 만들어 온 삶의 환경으로서 공간을 그 가치와 경험적 기준을 통해 역사

5. Charles Jencks, “The Architecture of the Jumping Universe”, Academy Editions, Re-
vised edition, 1995, p. 82.

6. 정도균, “들뢰즈의 폴드 해석을 통한 공간 유동성에 관한 연구”, 디지털 디자인학연구, Vol. 10 No. 3 통
권 27호,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10, p.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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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되어 왔던 주거의 공간

을 제1의 공간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경제활동이 도시를 통해 이루어지면 만들어

져 왔던 회사의 공간을 제2의 공간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한 즐거움을 추

구하며 만들어 온 새로운 개념의 공간을 제3의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제삼의 공간이 기능적이고 능률을 위해 조성된 기존 공간과 달리 일상적

인 도시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목적지

(destination)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를 위해 사람들이 즐기게 

되는 제삼의 공간은 단순히 보는 공간이 아닌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 주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 용어가 어떠하든 결국 벤야민이 추구하고자 했던 

순수하고 진정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제3의 공간이 되기 위한 조건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

고 있다. 첫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찾아가게 만드는 랜드마크적(Land-

mark)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결국 찾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새로운 경험을 위한 공간은 반드시 목적 지향적 기능적 공간이 아닌 마

치 쇼핑몰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것과 같은  편안한 둘러보기(Malling)가 가능해

야 한다. 

   셋째, 이러한 공간은 다른 장소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 공간만의 정체성을 가진 

특징적 개념을(Concept Line)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곳은 새롭고 즐거운 즐길 거리로(Core Attraction) 가

득차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제3의 공간의 개념은 결국 일상적인 삶에서의 

목적 지향적 체험을 벗어나 진정한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형식화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제3의 공간으로 들 수 있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예를 들면 이러한 경험적 가치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구 3만 명의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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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였던 뉴욕에 센트럴 파크를 설계한 옴스테드 (Frederick Law Olmsted)7

는 가장 밀도 있는 경제활동의 터전인 도시가 살아 있기 위해서는 도시의 일상을 

벗어난 새로운 휴식과 경험이 가능한 자연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지금의 뉴욕

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기획으로 평가 받게 된다. 그 출발이 어떠하였든 센트럴 

파크에서의 경험은 분명히 일상적 체험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벤야민이 이야기

한 경험이 가능한 장소임에 틀림없다. 

사진 4-1. 센트럴 파크, 뉴욕 

4-1-1. 도시 공간 경험의 변화   

   “여름날 오후의 고요함 속에서 지평선 위에 걸쳐진 산과, 그림자를 만드는 나뭇가지 
하나를 보는 것, 이들과 보는 이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그보다 그 순간 바라보고 있
다는 것은 바로 그 산의 그리고 나뭇가지의 아우라를 숨 쉬게 되는 것이다.” -  벤야민

(Walter Benjamin)

7. Frederick Law Olmsted는 1822년 코네티컷에서 태어나 14세 때 시력이 심하게 나빠진 이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그의 나이 18살에 뉴욕으로 옮겨가며 과학 영농에 관련된 직업을 가졌으나 제대로 자
리를 잡지 못한 후 그의 형과 함께 무역 상인으로 일하며 유럽을 여행하였고, 신문 특파원으로서 남미를 여행
하며 몇 권의 책을 내기도 하였다. 뉴욕의 컬럼니스트와의 몇 번의 교섭을 통해 1857년에 뉴욕 센트럴파크의 
개발 계획의 총 감독자로 임명되었다. Olmsted는 환경을 개량하기 위해 공공 공원에 미술을 적용한 미국 최
초의 계획에서 책임건축가 직책을 맡았다. 이 공사는 광범위한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그는 이후 미국에서 추
진된 거의 비슷한 성격의 주요공사 대부분에 참여하게 되었다. 
1861년에 센트럴파크 설계를 마치고 미국 보건위원회(現 적십자)의 행정비서로서 시민전쟁 중의 미국 연합군
을 원조하는 일을 하였다. 1863에는 채금업의 책임자로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게 되었고 후에 뉴욕으로 돌
아와 프로스펙트파크(1865-1876), 시카고의 리버사이드단지, 버팔로파크(1868-1876)와 나이아가라 폭포 
공원 계획(1887)에 참여하였고 1903년 8월 28일 죽었다. 그가 세운 회사는 1980년까지 존속하며 550건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이행하였다.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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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숙의 해석에 따르면 벤야민의 이러한 경험은 대상물과 자아의 합일에 해당

하는 경험, 즉 어떤 전체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은 현재적 시간, 즉 

시간과 공간이 어느 차원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에 사물의 아우라적인 이미지가 개

인의 기억이라는 창고에 저장되는 것을 의미한다.8 이는 사물의 인지 혹은 공간의 

인지를 통해 대상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의미하는 체험과 구분되는 감성적 

그리고 기억과 스키마가 아우러진 종합적인 기억의 과정을 의미한다. 지금의 정

보화 시대에 점차 경험이 강조되는 것은 물리적 환경에서의 인지적 한계를 벗어난 

수많은 정보적 관점, 그리고 그 정보의 소통에서 오는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간접 경험 등에 의해 전체를 아우르는 아우라적 이미지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즉, 지금의 시대에 있어 하나의 공간과 대상에 대한 경험은 즉각적인 인지와 반응

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정보적 반응과 함께 이루어진다. 새로운 환

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지각과 감각 그

리고 인지와 기억의 과정의 재해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경험의 과정은 감각을 통해 일차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말단의 기능인 수용의 과정의 거쳐 뇌에서의 정보적 처리를 통해 이것이 어떠한 

자극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기존의 학습 혹은 본능에서 오는 여러 사전적 정보를 

통해 어떤 자극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을 지각(知覺)으로 이해되어진다. 지각은 

결국 사람이 환경 혹은 어떤 특정 대상과 사건에 대한 감각의 통합적 과정을 통해 

판단의 과정을 거친 것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감각은 외부로부터의 자극 혹은 신

체적 반응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즉, 학습이나 과거의 기억 혹은 스키마와 같은 

인지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전체적 내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외기에 대한 인상(印象)을 포함하나 벤야민의 견해에 따르면 경

ㄷ. 김응숙, “문화연구와 일상경험의 세계 - 발터 벤야민의 매체개념과 수용에 관한 논의”, 한국언론학보, 제
42-3호, 한국언론학회, 1998,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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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여기에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자기 소화의 과정을 거쳐 기억의 기제로 활용

되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심리학적 견해에 있어서도 감각과 경험은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의식 과정 속에서 복잡한 이해의 과정 혹은 시간적, 공간적 관계를 포함한 전체적

인 형태를 갖춘 것을 경험이라 일컫고 그러한 공간적 시간적 관계 혹은 과정을 가

지지 않은 자극에 대한 지각을 감각으로 이해한다. 

   공간에서의 경험을 이야기 할 때 이러한 감각과 경험 그리고 지각과 인지의 차

이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공간에서 느끼게 되

는 가장 일차원적인 자극은 사용자에게 감각적으로 수용된다. 그리고 그 감각을 

기반으로 우리는 기존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그것을 해석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와 일체화되는 경험으로 소비한다. 따라서 디자이너가 경

험을 이야기 할 때 단순히 미적 관점에서의 형태적 접근은 감각적 작용에 기대는 

행위에 불과하다. 

   자연스럽게 디자이너는 그 공간에서의 경험을 기획하고 경험을 만드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기억하게 하고 싶다”와 같은 단순한 목

적과 일치한다. 혹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좋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 또한 경험을 

만드는 의도가 된다. 즉,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공간에 와서 어쩠다라고 느끼기

만을 원하는 디자이너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 까지를 바라기

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전달하는 감성적 판단을 포함하여 좋아하기를 바

라게 된다. 혹은 적어도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생각하기라도 바랄 것

이다. 이는 결국 디자이너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단순한 지각에 의한 감각적 반응

이 아닌 공간을 매개로 사용자의 기억과 판단 그리고 해석에 의해 기억하고 즐기

는 경험적 공간으로의 완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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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이가 무엇이던 공간이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로서의 공간에서 행위와 행태 그리고 감각과 반응에 대한 과정을 통해 경험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험에 대한 이해는 또 다른 많은 질

문을 만들게 된다. ‘과연 디자이너가 타인의 기억과 과정, 판단을 이해하고 그것

과 일체화 된 아우라를 형상화 할 수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모두 다른데 어떻

게 일반적인 견해가 존재하게 될까?’, ‘타고난 지역이 다르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같은 판단적 경험을 줄 수는 없는 것일까?’

   이 많은 질문이 결국 지금까지의 디자인 담론과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좁은 의미에서의 본격적인 디

자인의 시작을 바우하우스라고 볼 때 - 물론 연구자를 포함 많은 이들이 디자

인의 용어적 시작에 불가하다고 인정할지라도 -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의한 합

리적인 질서와 조화가 결국 보편타당한 답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그 답

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의 예술적 혹은 합리적 학습의 습득과 연구가 필수적이라

고 본 그들의 이상적 접근은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것

은 분명하게 21세기를 거치면서 많은 디자인에서의 실험과 담론이 그것의 한계

를 극복해 온 이후의 결론이라는 전재에서 보더라도 쉽게 사람들의 생각을 합리

적으로 유도 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가능해서도 안 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인 감성을 움직이는 이성적이고 합리

적인 답이 있다고 믿어온 모던 디자인을 단순히 과거의 오류로 폄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그러한 믿음에서 만들어진 많은 공간이 물론 모든 이들에게는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순수한 감성의 전체적 결합을 포함한 경험을 그것도 매우 좋

은 경험을 전달하는 많은 선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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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 이후의 모던 디자인에 반하는 포스트 모던 혹은 해체로 불린 많은 작업

이 오히려 감성적 반응에 기대는 새로운 형태적 자극 실험에 국한 된 사례가 더 많

다는 것에서도 이 질문이 그렇게 쉽게 일반화 될 수 없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어

쩌면 그 이유는 분명하게 이해 된다. 우선 모던 디자인 이후의 디자인에서 추구했

던 실험들이 결국 모던 디자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반응적 대안에

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이 진정한 경험을 만드는 혹은 좋은 공간을 만

드는 것에 그 근간을 두었다고 믿어 주더라도, 1980년대 이후 새로운 개념으로

서의 모던 이후의 디자인이 추구했던 기본적인 이상은 보다 근본적인 사람들의 경

험적 가치가 아닌 디자인에 반하는 디자인 혹은 새로운 형태와 구조를 만드는 디

자인에 더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상 가장 명쾌한 발전의 과정을 설

명해 낸 해겔의 정반합의 관점에서 이러한 실험이 의미가 없었다고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필요했고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와 필요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

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질적인 인간과 공간에 대한 경험적 가

치에 대한 질문, 즉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디자인 행위의 가장 큰 목적은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이

는 매우 단순하지만 어려운 명제이다. 자신이 좋아 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 

한다는 것에는 이미 사람들을 이해해야 하는 기본적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감성과 기억 그리고 경험을 온전히 제어할 수 없는 존재라

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구조주의에서 후기 구조주의로 넘어오

며 대두된 개인의 이성적 판단과 행위에 대한 구조적 한계는 쉽게 사람들이 인지

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현대 건축과 조경 그리고 공간 디자인 모든 분야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계기로 받아들여지는 라빌레뜨 공원(Le Parc de la Villette)

에서의 베르나르 추미(Bernard Tschumi) 실험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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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하게 된다. 물론 이 실험은 사람들의 경험이 반응적 과정을 넘어 장소에 대

한 역사성과 의미 그리고 공간과 시간의 과정을 통해 얻어 질수 있다는 디자인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감성적 

아우라로서의 경험은 그 훨씬 이전 시대에 만들어 진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의 센트럴 파크에서 뉴욕시민과 방문자가 느끼는 그것에 비해 못 미치

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디자인만으로 해결 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

운 학문적 영역임에 틀림없다.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학문의 기본

적인 출발이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그 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일차

원적으로 쉽게 접근을 하더라도 지금의 사회 속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삶을 들

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지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은 결국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특히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느끼는 감성은 명확하게 상대적이다. 불과 50년 전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문명적 편리성을 가지고도 지금의 사람들은 그것이 편

리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과거의 어떠한 제품이나 공간 보다 좋은 곳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좋다고 느끼지 못한다. 

   보다 쉽게 예를 들면, 지금도 돌아 다니는 1994연식 벤츠를 타던 사람과 지금 

현재 모든 의미에서 그것보다 훨씬 좋은 성능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2014연식 소

나타를 비교해 보자. 좋은 자동차의 기준을 운동성능과 제동, 편리성과 안정성

과 같은 것이라고 보편타당하게 인정할 때 2014년 소나타는 1994년의 벤츠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좋은 차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나타를 

타는 사람 중에 적어도 대부분이 당시의 벤츠를 타던 사람만큼 자기의 차를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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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바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차이는 분명

해 진다. ‘그렀다면, 좋다는 것이 편리성이나 합리성이 아닌 새로운 것에서 오는 

것일까?’ 앞서 라빌레뜨와 센트럴 파크에서의 예에서처럼 이것 역시 옳다고 말할 

수 없음은 분명해 진다. 

   경험에 있어 발터 벤야민이 언급한 순수한 감성의 발현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대의 좋은 경험을 이해하는 것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벤야민이 이야기한 

시간과 공간이 어느 차원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에 사물의 아우라적인 이미지가 개

인의 기억이라는 창고에 저장되는 과정과 결과물로서의 경험은 결국 지금을 살아

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

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축 환경, 시간과 공간, 사전적 기억과 학습이라는 많

은 변수에 의해 맥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인간의 본성

에 기인하는 근본적인 것이기도 하다. 즉, 좋은 경험은 분명하게 새로운 경험과 

다르다. 그것은 근본적인 것과 맥락적인 것의 경계에서 의도적이거나 타인의 견

해에 영향 받지 않는 순수한 감성의 발현이다. 

   정치학자 마이클 왈저는 도시 공간을 두 그룹으로 구분했는데, ‘외곬 공간’과 ‘

열린 공간’이 그것이다. ‘외곬 공간’은 단일 기능으로 채워진 도시 공간 개념을 일

컫는 말이다. 이는 주로 보수적인 계획가나 개발업자들의 결정에 따른 공간이다. 

‘열린 공간’은 다기능을 의미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된 혹은 끊임없는 발전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교외주거지, 주택단지, 업무지

고, 공장지구, 주차구역, 지하도, 환상도로, 쇼핑몰, 심지어 자동차 역시 ‘외곬 

공간’이 된다. 반면 분주한 광장, 활기 넘치는 거리, 시장, 공원, 노상카페는 ‘열

린 공간’이다.9  전자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괜스레 다급해지나, ‘열린 공간’에

9. 리차드 로저스, op. cit.,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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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타인들의 시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참여하게 된다. 즉 공간은 그 특성에 따

라 그 공간의 사용자인 사람에게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되는 경험을 제공하게 된

다. 물론 이것을 장소적 특성이나 혹은 디자인적 가치에 의한 하나의 측면에서 이

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사람이 공간을 인지하고 체험하는 방법

이 단순히 하나의 규정된 특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 경험의 집합체로

서의 도시 공간은 더 복잡한 유기적10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때 한 가지 주목해야할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여러 도시 공간의 

경험의 분석과 연구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 변화하는 도시적 관점에서

의 연구가 아닌 단순한 도시 공간의 구분과 그 특성에 관한 부분에 집중되어 이루

어져 왔다는 것이다. 특히 구조주의적 관점에서의 도시 공간은 그 기능적 특성에 

따라 상업지역, 주거지역, 도심지역 등과 같은 도시 내 공간에서의 역할에 따른 

구분에 의해 나누어져 왔고 이러한 기능적 구분에 의한 도시에서의 경험을 중심

으로 파악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시에서의 경험은 이와 같

이 분절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종합적이고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진 다

는 것이다. 그와 다르게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도시 경험에서는 이미 이러한 사람

들의 삶 속에 녹아 있는 도시의 경험과 이야기에 오랫동안 주목하여 왔다. 그러나 

이 역시 실질적인 도시의 물리적 공간 특성과 그 공간에서의 행태에 의한 체험적 

경험이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왔다. 즉 도시라는 특성 상 전체 구조를 하나의 관점

으로 파악할 때 그 연구의 한계와 방법적인 특성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점에 따른 연구의 편의상 도시의 경험이 종합적으로 연

구된 사례가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0. 여기서의 유기적 가치는 일반적인 건축에서의 형태적 복잡성을 지닌 유기체로서의 특성을 강조한 것이 아
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생명적 특성을 가진 유기적 특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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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종합적인 사고에서의 도시 경험의 도

출이며, 이를 도시 기획과 도시 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다. 즉, 도시 경험을 도출하고 디자인함에 있어 우리는 하나의 방향에 의한 접근

이 아닌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단

순히 기능적 접근 혹은 인문학적 접근과 같이 분절된 사고에 의한 방법의 제시와 

이에 따른 기획으로는 부족하다. 전체와 부분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반드

시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의 경험을 이루는 다양한 관

점을 크게 전통적인 인지 심리학적 관점, 도시의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도시 이미지적 관점, 인문학적 이야기구조에 의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아

내는 서사적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디지털적 경험으로 구

분하고 여기서 도출되는 경험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4-2 인지적 도시 공간 경험 - 환경과 경험 

4-2-1 인지적 공간 경험
   도시의 이미지와 인지에 관한 가장 역사적인 연구는 케빈 린치의 1960년대 도

시 구조와 개인의 인지 과정과 구조에 대한 연구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인간의 사고와 인지에 관련된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훨씬 오래 전부터 이

루어져 왔다. 인지(cognition)는 구조의 습득과 이를 지식에 이용하는 심리학적 

과정을 일컫는 말로 정의되어 왔다.�� 그리고 인지 심리학��은 결국 사람들이 내

11. Woods, D. D. . “Commentary: Designs are hypotheses about how artefacts shape cog-
nition and collaboration”, Ergonomics, 1998, pp. 169-173.

12. 인지(cognition)란 인식으로도 번역되며, 온갖 사물을 알아보고 그것을 기억하며 추리해서 결론을 얻어
내고, 그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정신적인 과정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심리학이나 철학:의학 분야
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그 중 지식의 기원이나 한계 등의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은 철학
이 다루고, 각종 정신 활동에 관여하는 두뇌 활동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들의 역할:순환 등에 대한 탐구
는 의학이 맡고 있는 한편, 심리학에서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리하고 계산하는 등 많은 정신 활동의 내적 메
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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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외적 정보를 받아들여 어떤 과정을 통해 이것을 사용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

한 정보와 요인들이 작용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어떻게 사람들이 특정

한 대상 혹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그 대상을 지각하며, 특정 내용을 저

장하고 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과정에 

활용하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인지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중 환경과 관련된 인지

심리학적 접근으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깁슨(J.J. Gibson)에 의해 연구된 즉

각적인 환경의 인지와 반응에 관한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환경에서 감각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감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정보는 지각(perception)을 통해 전달된다. 이렇게 

지각된 정보는 어포던스��에 의해 환경에 대한 행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환

경에서의 지각된 정보에 의해 판단되는 행태 유발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포던스

는 그의 1979년 저서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에서  세상과 행위자(사람이나 동물) 사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속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깁슨에 따르면 어포던스는 관계를 말한다. 이에 비해 도널

드 노먼 (Donald A. Norman)은 1988년 그의 저서 디자인과 인간심리(The 

Psychology of Everyday Things, POET)에서 어포던스의 개념을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분야의 관점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도널드 노먼이 

방법론적으로는 실험심리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실시하여 그것으로부터 얻어진 결론을 토
대로 예상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실험 결과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과 어떻게 다르게 나
오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인지과정에 대여하는 구조와 원리를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것이다. 정신 활동이
라는 특성상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가설과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그 내부 
구조를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이 인지심리학의 목표이다. 
(출처: 인지심리학 (認知心理學), cognitive psychology, 두산 백과사전)
 

13. 어포던스 (Affordance)는 어떤 행동을 유도한다는 뜻으로 행동유도성이라고도 한다. 뿌리말 어포드(Af-
ford)는 원래 ‘~할 여유가 있다, ~하여도 된다, ~을 공급하다, 산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보통 사전
에 없는 뜻으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인지 심리학, 산업 디자인, 인터렉션 디자인, 환경 심리학 그리고 인공
지능학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개념을 연결하는 것’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 물건(object)과 생
물(organism, 주로 사람) 사이의 특정한 관계에 따라서 제시되는 것이 가능한 사용(uses), 동작(actions), 
기능(functions)의 연계 가능성을 의미한다. (출처: 어포던스,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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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어포던스의 개념은 엄밀히 말하면 지각(知覺) 어포던스(Perceived Af-

fordance)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림 4-2. 환경요소에 대한 인지과정 - 1979년 J.J. Gibson의 환경에서의 인지과정을 저자 재구성 

   도널드 노먼 자신도 이후 자신의 용어에 대한 혼란을 인정하며 제임스 깁슨의 

어포던스와 구별하기 위해 지각된 어포던스 (Perceived Affordance)라고 수

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 지각된 어포던스(Affordance)는 한국어 환경에서는 

행동 유도성, 행위 유발성, 유발성, 제시성(提示性), 제공성 혹은 문맥에 따라 직

관성(直觀性)으로 쓰이고 있으며,�� 권영걸에 따르면 행태유발성 즉, 주어진 환경

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및 행동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집단화되어 단순한 반응

으로서의 행동이 아닌 행태(behavior)로 유발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어떻게 불리든 이 어포던스의 개념은 이후 공간 디자인분야에서 다양하고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권영걸은 디자인의 본질적인 개

14. 출처: 어포던스: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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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포던스를 제공하여 사

람들의 행위를 유발하는 소프트웨어적 행태 유발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다. 특

히 노먼은 “The Psychology of Everythings”에서 하나의 목표를 위한 사람

들의 행위과정을 7개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목표를 설정하기 (Forming the 

goal), 둘째, 의도설정하기 (Forming th intention), 셋째, 행위를 규정하기 

(Specifying an action), 넷째, 행위를 실행하기 (Executing the action), 

다섯째, 환경의 상태를 지각하기 (Perceiving the state of the world), 여섯

째, 환경의 상태를 해석하기 (Interpreting the state of the world), 마지막

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Evaluating the outcome)가 그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관점에서의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반응과 어포던스의 개념은 물

론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사람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을 가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앞서 권영걸 교수의 행태적 장치로서의 디자인의 개념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객

관적인 일종의 관계 맺기가 가능한 것 또한 사실이다. 카플란부부(S. Kaplan, 

R. Kaplan)는 이를 사람들과 환경에 존재하는 일종의 인지와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반응을 고려한 디자인적 측면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첫째로 사람들이 물리적 환경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대할 때 일반적이고 

객관화된 방법을 찾고자 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보았다. 즉 새로운 환경에서의 특

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친숙한 환경에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

인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서의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측면이다. 이는 친숙한 환경에서의 특정 경험은 새로운 환경에서 그 환경을 이해

15. Norman, Donald A., “The psychology of everyday things”, BasicBooks a Division of 
HarpeCollinspublishers, 1988,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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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적응하기 위한 문제를 도와주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환경에서의 경험에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또한 디

자인과 기획 그리고 관리에 의해 형성되어온 결과라는 점에 주목한다. 즉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루어지는 지를 아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

람과 도시의 환경 그리고 디자인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의 경험과 디자인 그리고 삶의 순환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다만 예상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도시 형성과정과 기획 그리고 관리적 측면에

서의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환경에서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화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에서의 경험을 

최초의 문제해결에서 축적된 상징적 표상으로 형성하고 저장, 활용하는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인지과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지적 특성은 바로 이런 측면

에서 기호적 표상(representation)과 이를 활용하는 계산(computation)적 

정보처리 과정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정모에 따르면 체화적 인지 접근( 그런데 과거의 1990년대 전반까지의 ‘

인간－인공물’ 상호작용의 연구는 깁슨(J. Gibson)류의 생태심리학적 접근과 노

먼(D. Norman)의 전통적 인지공학도 포함하여) 전통적인 데카르트적 인식론

에 기초한 이론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고 보았다. 마음은 환경과는 독립적으

로 존재하고, 독자적인 표상을 지닌다는 데카르트적 입장에 바탕을 두어, 내적으

로 뇌 속에 표상화된 개별 지식의 전달과 이를 표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인지적 

활동뿐만 아니라 인간－인공물 상호작용을 개념화했던 과거의 전통적 관점은 역동

적인 인간－인공물 상호작용, 특히 연속적 시간 궤적 상에서의 역동적 심리적 현

16. S.Kaplan, R. Kaplan, “Cognition and Environment”, Praeger, NewYork, 1982, pp.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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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며, 몸을 통하여 구현되는 활동(activities)으로서

의 마음의 작용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의 마음이 뇌 속에 갇힌 인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활동 과정상에서 역동적 시간 궤적 상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상

호작용적 활동성을 무시하고 정적인 상징(기호)표상의 저장과 이에 대한 고전적 

계산으로서의 ‘마음’으로 개념화함으로써, 인지활동의 상황의존성, 맥락의존성, 

사회문화요인에 의한 결정성 등이 무시되었고, 실제 장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 인공물을 디자인하게 하였다. 즉 인간과 환경 인공물간의 변증법적 통

일성(dialectic unity in activity) 측면을 파악하지도, 살리지도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17 이러한 관점은 들뢰즈적인 맥락적 사고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그는 사람들의 사고와 이를 통한 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사회

의 구성은 결코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며(nomad), 일 방향적이 아닌 

다면적 연속성(fold)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또한 굉장히 복잡한 차원에서

의 시간 연속성과 공간의 차원에 존재하게 되어(multiplicity) 유기적으로 팽창

하고 움직이며 성장하는 것(rhizom)으로 보았다. 물론 들뢰즈의 관점이 환경을 

인지하는 과정 속에서 설명된 것은 아니나 그의 가장 중심적인 사고의 이러한 네 

가지 틀은 결국 사람들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적 활동성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변화요인의 다차원적 틀 속에서 인지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맥락

적 사고를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결국 그 사고의 틀이 

상호의존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맥락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사람

17. 이정모, “체화적 인지 접근: 몸에 바탕을 둔 심리학의 새 틀”, 지식융합-창간호, 동덕여대 지식융합연구
소, 2011, pp. 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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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에서의 인지과정은 본질적으로 환경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정보의 조합과 기억 그리고 재활용에 의해 사람들이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새로운 환

경에 처했을 때 이러한 과정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우선 그곳에서의 적응을 위한 질문을 시작한다. 그것은 물론 그 환경에 

가기전 그곳에서의 활동에 위한 목적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인지를 위한 환경에서의 정보수집은 이러한 질문의 가

장 첫 번째 인지과정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환경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잠정적인 감각정보

이다. 카플란 부부는 “인지와 환경”이라는 책을 통해 라포포트(Rapoport)의 견

해를 중심으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러한 정보는 시각정보를 포함하여 소리와 냄새,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 그리고 환

경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활동과 환경의 물체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인간의 감각에 의해 정보화되어 수용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감

각��은 자극이 신체에 수용되면서 신체 내의 복잡한 작용에 의하여 중추신경에 전

해졌을 때 여기서 일어나는 대응을 일컫는다.  

18. 감각의 말단기능을 수용이라 한다. 그리고 최후로는 뇌의 기능으로 그것이 어떤 자극인가를 알게 되는데, 
이것을 지각(知覺)이라고 한다. 지각이란 감각이 통합되어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고차원의 기능이다. 감각이라
는 말은 최초에는 외계나 체내의 자극으로부터 직접 일어나는 의식 전체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기억이나 사고 :
반성 등이 가미되지 않은 의식이지만 자극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인 한 감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용
어에 의하면, 외적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인상(印象)은 감각이라 해도 좋으나, 그 후 감정적 요소를 넣지 않은 
것을 감각이라 하게 되었다.

또한, 심리학이나 생리학에서는 자극으로부터 야기되는 의식 내용에서도 복잡한 형태를 제외한 단순한 내용
을 들어서 감각이라 부른다. 즉, 자극을 받아서 느끼는 경험은 시간적 :공간적 관계를 갖추고, 또한 대부분은 
형태를 갖춘 지각이다. 그 지각으로부터 공간적 관계나 시간적 관계, 형태성 등을 뺀 내용을 감각이라 하고 있
다.예를 들어,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방향(공간적 방향) 및 소리가 들리고 있는 시간적 관계가 느껴
지는데, 그와 같은 관계를 빼고서 소리의 강약이나 음조 등을 끄집어 낸 것이 음의 성질이며, 이러한 성질로서 
나타내는 것이 음의 감각이다.
감각이 생기기 위해서는, ① 감각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수용기(感覺受容器), ② 수용기에 자극이 잘 작용되
도록 활동하는 감각기관, ③ 자극에 의하여 수용기에 생긴 흥분을 신호로 해서 중추신경에 전달하는 감각신경, 
④ 신호가 도달하는 대뇌의 표면, 즉 대뇌피질의 감각령 등이 관여하고 있다. 결국, 감각령의 신경세포가 신호
를 받아서 흥분하면 감각이 생긴다. 그러나 흥분이 어떻게 하여 감각으로 바뀌는가 하는 것은 철학의 영역이다
[출처] 감각 [感覺, sensation ]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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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인지과학에서의 접근에 따르면 인간의 감각중 시각에 의한 정보의 비중

은 80% 이상으로 알려져 왔다. 다만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에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감각의 과정은 복합적이며 동시적이라는 것이다.  

표 4-1. 감각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감각 정보 - 
출처: S.Kaplan, R. Kaplan, “Cognition and Environment”, Praeger, NewYork, 1982, pp. 118-119.

A List of possible potential cues

Vision: shape, size, scale, height, color, materials, textures, 
details, 
      decorations, graffiti, furniture, furnishings, etc.
      Spaces: quality, size, shape, enclosing elements, 
          paving, 
      barriers and links, etc. 
      Light and shade, light levels, light quality
      greenery, presence of planting, 
      controlled versus natural, type of planting, 
arrangement
      age-new versus old, type of order, order versus 
disorder
      perceived density, level of maintenance, topography   
      location - prominence, centrality versus periphery, 
                       hills or valleys, exposed or hidden, etc.
sound: sound quality-dead, reverberant, noisy, quiet, human-
made  
      sound, natural sounds, temporal changes in sound
smells: human-made, natural, pleasant, unpleasant, foods

social elements

people : languages spoken, behavior, dress, physical type, 
age, 
     sex, occupation, etc.
activities and uses : intensity; type-such as industry, clubs,  
                      restaurants, residential, religious, fairs, 
          markets, shops, recreation; separated 
               and uniform versus mixed cars, pedestrians, 
          or other travel 
modes; cooking, eating, sleeping, playing, etc.
objects: sign, advertisements, foods, decor, fences, plants and 
   gardens, possessions, etc. - Rapopport,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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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시각과 지각에 의한 공간의 인지에 대한 과정을 연구하고 있는 마빈 민

스키(Marvin Minsky)는 우리가 어떠한 장소를 지날 때 무엇을 지각하고 기억

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시각은 장면을 스캔하고 이때 공간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정보를 수집한다. 전통적인 인지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정보는 특

히 공간에서의 모서리와 가장자리 크기, 그리고 눈높이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

집하게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지의 기준은 눈높이 즉 수평선을 기준으로 하

는 환경의 스케일과 형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경에 대해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측면은 그 이면 즉 

동시간에 존재하는 다른 쪽에서의 인지를 상상을 통해 연결하는 것이다. 

그림 4-3. 마빈 민스키의 시지각 작용 과정
출처: Marvin Minsky,  “A Framework for Representing Knowledge”, MIT-AI Laboratory 

Memo 306, June, 1974.

  

   사람은 결코 동시간대에 존재하는 상황의 이면을 지각할 수 없다. 민스키는 이

것을 두 차원에서의 결합으로 설명하였다. 상상의 심벌(imagery symbolic)

과 두차원에서 연결(two-dimensional fragments)의 과정이 그것이다. 이

는 결국 사람들이 보게 되는 시각의 연속성과 우리의 움직임에 따른 연속성을 일

치시켜가며 우리는 상황에 대한 예상을 통해(expectations)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19 

19. 마빈 민스키의 견해는 다음의 발표를 토대로 재구성. Marvin Minsky, “A Framework for 



���

   이를 도시적 차원에서 재해석해 보면 보다 다른 차원에서의 도시의 경험을 이해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환경은 누구에 의해서도 한눈에 지각되거나 인지

될 수 없다. 그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의 환경적 요인을 만들고 있는 수많

은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 도시의 경험은 지각되거나 인지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각과 인지 그리고 

경험의 과정을 통해 도시의 환경을 소비하고 평가한다. 경험을 이루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는 결국 인지의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예측가능성

과 상상의 연결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조금 더 도식적으로 분석하면 도시에서의 경험을 위한 인지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도시민의 구축되어 있는 환경의 다양한 감각요소를 추출하여 도시환경에 

대한 지각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도시의 환경을 이루고 있는 직접

적인 정보가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진다. 이는 크게 감각기관을 통해 우리가 습득

할 수 있는 시각적, 청각적 정보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사

람들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 물리적 정보를 의미한다. 

   두 번째 과정에서 이렇게 감각되어지는 정보는 상상과 예측가능성에 기반을 두

어 변형된다. 이 과정은 앞서 벤자민의 순수한 감성으로서의 경험이 체험화되는 

것과 유사하다.

  즉, 도시에서의 개개인의 삶의 기억이 영향을 미치는 체험적 과거에 의한 변형

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이거나 사회적 기반에 따른 환경에 대한 

다른 이해가 이 부분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도시의 자연 녹지나 공원환경에 대

Representing Knowledge”, MIT-AI Laboratory Memo 306, June, 1974. and Matter, “Mind 
and Models published in Semantic Information Processing”, MIT Press,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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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똑 같은 물리적 감각을 가지고도 어떤 이는 휴식과 여유로운 체험을 할 수 있

는 것에 비해, 어떤 이에게 이 공간은 불필요한 낭비나 사치로 인식되어질 수 있

는 것이다. 
 

그림 4-4. 환경에서의 인식과정 - 라포포트, 1997, 견해의 저자 재구성

   따라서 이 스키마��는 다른측면에서 지식을 규정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질 수 있

20. 새로운 경험이 내면화되고 이해되는 정신의 모델 또는 틀. 어린이가 상이한 발달단계에서 세계를 이해하
는 방식을 묘사하기 위해 피아제(Piaget)에 의해 사용된 이 용어는 이미 수립된 이해방식 또는 경험구성의 방
식이 새로운 사건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데 쓰인다. 말하자면 새로운 사건은 친숙한 
사건의 패턴에 맞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정보가 왜곡되는 현상을 설명
해 준다. 즉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정보의 상실, 또는 왜곡에 관해 유용한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인지발달과 관련하여, 피아제는 스키마를 지적인 표상으로 간주했다. 예를 들어 어린 아기가 유모차라는 기호
를 습득했다고 하면, 이것은 구속적이며 움직이는 다른 대상에 대한 미래의 이해 또는 준거점을 제공하는 것이
다. 궁극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스키마들은 몇가지 일관성있는 구조 또는 정신적 지도로 조직될 수 있다. 그렇
게 해서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사건들과 관계들이 습득되거나 인지적 구조화가 진전함에 따라 수정되거나 대체되
게 된다.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세번째 과정에서 이러한 체험적 환경에 

대한 인지는 또 다른 환경과 공간에 대

한 구조적 모델로 작용하게 된다. 

즉, 구축환경에 대한 변형된 체험적 기

억이 다른 환경에 적응하거나 다른 환

경을 경험할 때 또 다른 변형을 이르키

는 원인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일

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스키마

는 이러한 변화 요인으로 작동하는 장기 

기억의 기재로서 이해될 수 있다. 리차

드 엔더슨은 이러한 스키마의 역활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스키마는 구

성요소간 관계성을 재현하는 감각의 구

조이다.



���

다. 왜냐하면 지식의 본질은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지식은 단순히 사실의 집합

체가 아닌 것이다.”�� 결국 환경에서의 경험과정은 사람들의 인식의 틀을 만들어 

내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될 수 있다. 물론 환경의 인지적 과정을 통한 직접적

인 경험 외에도 사람의 지식과 인식의 형성을 위한 요소는 너무나도 방대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구축된 환경에서의 삶을 통한 경험적 기억이 또 다른 경험과 예

측 가능한 상상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출발이 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인 

것이다. 라포포트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환경의 조성과정 속에

서 설명될 수 있다. 그는 모든 기존의 환경은 이미 과거적 기억과 수많은 사건에 

의해 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방법과 상황 그리고 의미를 통해

서 특정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환경의 정보는 새로운 구축환경을 만

드는 출발점이자 근간이 되며 사회 문화적, 정치적, 개인적 경험이 더해져 앞으

로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림 4-5. 환경 정보의 적응 과정 - 라포포트, 1997, 견해의 저자 재구성  

   이러한 인지적 관점에서의 환경에 대한 경험 과정은 또 다른 측면에서 도시의 

구조적인 접근이 아닌 경험적 접근을 통한 기획과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

이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즉, 도시민의 경험은 인지적 관점에서의 환경적 구축

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산물이며, 도시에서의 삶과 기억 

21. “A schema is structured in the sense that it represents the relationships among com-
ponents. The term schema is an accepted for characterizing knowledge, because the es-
sence of knowledge is structure. Knowledge is not basket of facts.” - Richard Anderso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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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를 포함한 맥락적 체험의 집합체인 것이다. 일찍이 

칼 융(Carl G. Jung)은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가지 정신구조를 가지

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의식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외현기억(상위구조)과 구분

되는 밑으로 가라않아 잠재되어 있는 암묵기억(하위구조)을 무의식으로 본 것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이 다양한 정보를 통해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지각

될 때의 일련의 과정을 현실 지각이 되고, 이 내용들이 마음의 영역에서 심적인 

과정을 거쳐 무의식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무의식의 영역은 결국 거대한 

저장고 역할로서 이후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에 활용되어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집단적인 도시 환경에 대한 요구

는 결국 새로운 도시환경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되며, 이러한 요구사

항의 건축적이고 구축적 해결이 새로운 환경을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도시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서 개개인의 개인

적인 사건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도시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환

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간에서의 경험은 결국 순간순간의 경험을 확장하여 연속적인 시

간을 통한 경험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 내게 된다. 즉,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람들의 이동과 배경의 관계, 그리고 장소가 만드는 공간에서의 경험은 메를로 

퐁티가 현상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인지자 경험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

다. 다시 말해 도시 공간에서의 경험은 사람들의 수많은 인지 요소와 과정 그리고 

장소가 가지는 의미성에 대한 해석을 통해 변화하며 이루어지며,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경험의 소통을 통해 공간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22. Carl G. Jung저, 설영환 역, “무의식 분석”, 선영사, 1997, p. 54.

23. 김재경,조경수,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축공간의 인식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
발표 논문집 제24권 제2호, 대한건축학회, 2004, p.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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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학표현 인지요소 공간경험인지

움직임  |  시간성  |  몸(지각주체)  |  장소성공간 인지자
경험

그림 4-6. 메를로 퐁티의 공간 형상학의 인지요소의 재구성 

4-2-2 도시 공간 인지 경험의 변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인지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도시 경험을 이

루는 순환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인지되는 가장 기본적인 도시 환경요소를 분명하

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무엇보다 인지의 과정은 개개인의 사

전적 경험과 그에 따른 기억에 의한 스키마 그리고 새로운 예측가능성과 상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요소의 추출을 위한 경

험디자인을 위한 인지적 출발로서의 물리적 도시 경험 요소는 도시 기반 환경, 건

축환경, 공공환경, 그리고 도시 자연환경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4-2-2-1 도시 기반 환경-Infrastructure 

   그중 도시 기반 환경은 직접적인 경험적 인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실

질적인 삶의 경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통과 관

련된 시설이다. 일찍이 케빈린치가 도시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뽑았던 

도시의 연결은 도시의 기능 및 경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교통은 도

시의 시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고대로 부터 환경에서의 이동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에 대한 영향보다 물이나 산과 같은 환경적 요소에 의해 영향 

받아 왔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시간적 경험은 현대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고 있다. 도시에서의 교통에 의한 시간의 문제는 단순히 이동거리의 증가 혹은 

경제성으로 국한되기 어려운 경험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건축가인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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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 로저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각기 다른 주민들로 구성된 거리를 비교해서 도

로교통이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조용한 거리와 번잡한 거리를 

선택한 뒤에 이웃들 간의 소통을 측정한 것이다. 결과는 이웃 간의 사회적인 교류 

정도, 다시 말해 그 거리의 공동체감은 거리를 지나는 교통량에 반비례했다. 이 

연구는 시민들이 고립되어 결과적으로 시민의식이 소멸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도시교통 체계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24  

   이렇듯 도시에서의 길로 대변되는 교통의 의미는 과거에도 지금에도 매우 중요

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길의 의미는 최근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개인화된 경험적 측면에서의 길의 의미는 과거와

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GPS정보를 활용한 내비게이션이다. 문화평론가 박훈하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정

보통신과 결합된 길의 경험은 우리에게서 ‘길’의 원래 의미를 빼앗고 있다. 그는 

내비게이션이 만드는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길 찾는 짜증과 고통을 해소해 주는 이 기계 덕에 우리는 특정 공간에 대한 유

의미한 정보의 축적은 물론 어떠한 장소감도 획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매번 가는 

길조차 늘 초행일 따름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실물과의 접촉이 절단되어 버림으로

써 이 장치는 사람들이 실물로부터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거꾸로 지도로부터 현실을 기입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 고민은 장소와 공

간의 문제로 제기된다. 장소와 공간은 인간의 지각이 활성화되어 경험이 제공되는 

거의 유일한 지점이고, 이를 통해서만 주체로서의 인간이 존립 가능하기 때문이

다. 사실상 인간이 스스로를 ‘나’라고 지칭할 때, 이 ‘나’는 기억에 의해 보장되는 

과거와 현재의 일체감(identify)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체성이란 뜻을 가

24. 리차드 로저스, 이병연 역,“도시 르네상스”, 이후출판, 2005,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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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identity’가 ‘나’를 구성하는 중요한 표식이 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25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길과 교통의 변화가 인간의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비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도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

한 변화는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이든, 부정적인 변화이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도시의 경험은 필연적인 것이고 그 변화를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환경을 새

로운 개인적 경험으로 치환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도

시 경험을 만드는 모든 요소는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도시에서의 개

인의 경험의 변화에 주목한다. 

그림 4-7. GPS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 지도의 예 - illustrated by Lee Sung A

  당연 적으로 도시 경험을 만드는 또 하나의 가장 큰 도시 기반 환경 요소는  통

신이다. 현대 사회로 오면서 통신의 발전은 도시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

다.26  전통적으로 도시에서의 교통이 시간과 도시민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이었다면, 현대로 오면서부터는 오히려 통신의 발달이 ‘길’로 대변

되어 지는 교통이 만들어 온 시간적 한계를 다양한 측면으로 극복하고 있다. 특히 

25. 박훈하 글, 이인미 사진, “나는 도시에 산다”, 비온후, 2008, p. 146.  

26. 정보통신을 통한 디지털적 도시경험은 향후 별도로 다루며 여기서는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통신만을 한정
지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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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정보통신의 발달은 직접적인 대면 없이도 업무 및 교류가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생산해 내고 있으며, 개인 정보화기기의 보급과 스마트 폰의 일상적 생활

화와 함께 이러한 변화는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물리적 공간이 가지는 환경의 극복을 정보화와 통신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통신의 발전은 단순히 업무의 효율성이나 방법을 바꾸는 것뿐만 아

니라 앞서 내비게이션의 역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의 경험이라는 의미적 

측면에서 부터, 도시에서의 경험 자체를 급격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다. 과거 개

인 휴대폰의 보급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와 현재의 삶의 패턴 및 만남의 방법을 

보면 이러한 변화는 뚜렷이 구분된다. 불과 199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통

신 수단은 업무용 혹은 주택에 하나의 전화기로 한정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

한 결과로 사람들은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개인 휴

대폰의 보급은 결국 단순히 어디서든 통화를 할 수 있다는 변화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에서의 삶의 방식, 만남과 소통의 방식 자체를 바꾸어 버린 것이다. 물론 이

러한 변화는 스마트 폰으로 불리는 정보통신과 휴대폰의 결합으로 더욱 극단적으

로 변화하게 된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도시 인프라로서 무선 통신망이 갖추어

지면서 일어나게 된 변화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휴대폰의 보급을 개인적 경험으

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통신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오지나 미개발 국가에

서 이 통신 인프라의 발전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를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즉, 통신 인프라의 구축은 지금 도시에서의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바

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물론 도시 경험에 기반이 되고 있는 도시 환경요소는 교통, 통신 이외

에도 다양하다. 물을 공급하고 처리하는 수 처리 시스템, 도시의 오물 및 쓰레기

의 처리 등과 같은 산업 기반 환경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흔히 간과하기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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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나 실질적으로는 도시의 경험과 환경을 정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다. 

또한 산업기반 환경 외에도 도시에서의 생활 기반환경이 되는 교육, 문화, 의료 

서비스 등도 도시의 경험을 만드는 중요한 도시 환경요소가 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범위는 도시의 경험이 아닌 도시 공간에서의 경험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도시의 인문, 사회학적 경험이 아닌 공간적 경험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소로 국한

지어 다루고자 한다. 

그림 4-8. 물리적 공간에서 정보적 공간으로의 변화 - illustrated by CA Plan

4-2-2-2 건축환경-Architecture

   도시에서의 공간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축환경은 물론 단순히 기능적 

구분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인지적 관점에서의 

경험을 위한 건축 환경은 보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되

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는 생활의 기본이 되는 집과 관련된 주거 환경이다.  

주거환경에 대한 시간적, 역사적 의미와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기

조차 어려운만큼의 방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결과가 도출되어 있다. 다만, 본 연

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뀌는 도시의 경험을 만들고 있는 주거 건축환경의 변화

이다. 즉, 지금의 주거환경을 이루는 건축 공간의 의미는 과거와 다른 변화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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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적응하고 있다.  

   두 번째는 도시에서의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업무공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그 의미와 필요성이 강하고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경험공간이다. 이 경험공간은 다른 말로 여가 공간 혹은 문화 공간과 같은 의미로 

구분되어 질 수도 있으나 그 의미적 한계를 고려할 때 경험공간으로 구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앞서 언급한 크리스티앙 미쿤다는 이것을 제3의 공간으로 규정하

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주거기능과 경재활동의 기능을 벗어난 모든 공간을 경

험공간으로 정의하고 구분하고 있다. 

   건축환경에 있어 이러한 구분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 가치 경중이 다르게 나

타나고 있다. 즉, 과거 인간의 활동이 보다 생존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던 시절 

주거공간은 자신을 보호하고 쉴 수 있으며,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물론 이 기능은 지금에 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나 지금

의 주거공간을 단순히 이와 같은 생존을 위한 쉼터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사람은 

급속히 적어지고 있다. 또한 업무공간의 경우도 창의적 오피스와 같은 새로운 접

근은 업무공간을 단순히 일을 하는 장소로 한정되는 것에 반대한다. 즉, 집도 공

원도 도시의 모든 공간이 업무공간화 되는 특성을 지니기 시작한 것이다. 이 또

한 디지털이 만들어 내는 커다란 변화의 하나로, 부연컨대 지금의 도시환경에서

의 건축환경은 단순히 주거, 업무, 경험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적 통섭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공간의 경험적 관점에 대해 크리스찬 노메르크 슐츠(Christian 

Norberg-Schulz)는 거시적 관점에서 공간을 실존적 공간과 건축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중 실존적 공간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을 의미

하며 그 중심을 이루는 인간과 특정한 관계를 갖고 인간의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를 결정하여 그 정체성을 경험하게 만든다. 그에 반해 건축적 공간은 실존

적 공간이 구체화 된 것으로 케빈 린치의 견해와 같이 장소와 결절점, 통로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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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과 지구의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때 건축의 목표는 인간이 가운데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환경, 즉 가능성의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강

조 한다. 결국 실존적 공간 개념과 장소의 혼의 개념, 그리고 스키마의 개념은 인

간의 건축에 대한 체험구조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활용되어 질 수 있

다고 보았다.27 이를 조금 더 인간의 경험적 측면에서의 도시 내 건축의 의미로 분

석하면, 결국 건축은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적 소프트웨어 즉, 

건축을 채우는 경험적 가치에 의해 도시민에게 경험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건

축의 형태적, 구조적 특징이 만들어 내는 도시의 이미지와 그 기능에 따른 어포던

스적 역할에 의한 도시민의 체험적 형태가 건축적 질서에 의해 의존적으로 나타

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츠가 제시한 바와 같이 지금의 도시

민에게 건축적 환경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에 기반을 둔다고 보는 것

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건축적 공간이 실존적 공간화 되는 과정이 디지털 및 도

시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급속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가장 큰 변화의 원인

은 물론 유비쿼터스 혹은 스마트로 부를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의 발전과 이에 따

른 삶의 행태적 변화에 기인한다. 

그림 4-9. 공간 구조적 경험에서 공간 콘텐츠적 경험으로의 변화 
- illustrated by CA Plan 

27. 김재경,조경수,  op. cit., p.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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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Plan 

그림 4-10. 건축적 스케일에서 도시 공간 스케일에서의 경험으로의 변화
 - illustrated by CA Plan 

   더 이상 사람들은 건축적 공간이 만들어 내는 인지적 특성에 따라 도시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 그 보다 정보적 공간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디지털 기

기에 의존하여 도시의 환경을 인지하고 그 공간을 체험하게 된다. 부연컨대, 도

시 공간을 인지하는 가장 큰 건축적 경험인 주요 랜드마크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

적 특성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다른 변화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서울에서 잠실종합 운동장이 어디에 있는지 인지하지 못함

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열리는 운동경기를 관람하는데 아무

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장소에 대해 내비게

이션이나 스마트 폰이 제시하는 가상적 길의 경험이 실제적 인지요소에 의한 건

축적 환경의 영향에 우선하게 된 것이다. 즉 지금부터의 도시 환경에서의 건축의 

역할과 의미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케빈린치가 언급한 것과 같이 도

시에서의 이미지와 환경에 대한 인지를 위한 가장 큰 역할을 해 오던 랜드마크와 

길, 그리고 지역(district)의 중요성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그 반면, 사람들

의 SNS 혹은 개인 정보기기에 나타나는 프로그램적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시 경

험적 역할은 빠르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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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각각의 건축적 변화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를 구성하는 건

축의 역할과 기능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적 변화를 고

려하지 않고서라도, 건축사학자인 크리스틴 티켈은 도시환경에서의 건축의 기능

과 경험의 구분이 도시의 실질적 소비자인 도시민들의 경험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런던처럼 중심과 그 주변 

지역들이 결합하는 방식은, 기능별로 구역이 나뉜 거대 도시들에 비하면 살만하

다고 주장한다. 그에 반해 기능별로 나뉜 도시의 전형인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도

시는 ‘어느 곳에도 없는 도시’가 되어 버렸다고 보았다. 거대한 콘크리트 방벽으

로 둘러싸인 주택지구는 시민의식을 약화시키며, 도시 계획가들은 개인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중심상가 지구-공업지구-기숙사지구-쇼

핑 지구 등으로 도시를 구획하여 ‘게토’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8 

   즉, 지금의 도시공간에서는 도시 개발자들의 개발적 편의에 의한 혹은 합리적, 

기능적 기준에 의한 구분이나 건축적 질서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의 경험적 축, 

즉 슐츠가 언급한 ‘나’를 중심으로 하는 개개인의 실존적 경험에 기반을 둔 공간

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을 이루는 개개인의 경험

은 다양한 정보통신적 툴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특정한 관계를 갖고 인간의 환경

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를 결정하여 그 정체성을 재 경험하는 방식으로 변모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도시의 건축물이 여전히 이러한 변화에 따른 경험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리차드 로저스는 모던

이후의 이러한 건축적 질서만을 고려한 기능적 건축을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있다. 

28. 크리스핀 티켈의 서언 중에서, 리차드 로저스, 이병연 역,“도시 르네상스”, 이후출판, 2005,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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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경험공간의 확장 - illustrated by CA Plan

 

   “한 세기 동안 기술이 점점 개선되어, 콘크리트와 철 구조 건물은 역사상 가장 

저렴한 건축물이 되었다. 고전주의, 신지역주의, 모더니즘과 같이 유형별로 만들

어진 카탈로그에서 건물 외관을 하나 고른 것에 불과한 이 메마른 구조물들은 건

물이 들어서는 장소와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사람과도 어울리지 못한다. 모든 유

형의 건물들이 표준화되고 일괄구매 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작품의 질이 아니라 

경제성이 건축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다. 건축가가 하는 일이라고는 가장 짧

은 기간에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덮개를 만드는 것이며, 고작 한두 가지 ‘볼트

조임법’만으로 전체 파사드를 장식하려고 한다.” 29 

   물론 지금의 도시를 만들고 있는 모든 건축이 이렇듯 하나하나의 건축을 가장 

저렴하게 짓기위한 방법으로만 설계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

금의 건축이 도시에서의 인지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경험적 

공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빠르게 도시민의 삶은 

이러한 경험적 공간에 대한 요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도시에서의 건축환

29. 리차드 로저스, op. cit.,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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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대한 인지는 그 건축 공간에서의 개별적 경험과 정보통신 툴에 의한 사진과 

이미지를 통한 가상적 간접 경험에 더욱 영향 받고 있다. 

4-2-2-3 공공환경-Public Space 

   권영걸에 따르면 사회의 기본 구성요소는 공공이며, 도시는 공공성이 물리적으

로 표현된  실체라 보았다.30 또한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자 공공적인 것

으로, 모든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에 기초하여 성립한다.31 여기에 공공이

란 특성이 소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결국 도시에 있어 공공 환경이란 도시민

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가치를 말할 수 있으며, 권영걸에 따르면 그 범위와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질 수 있다. 

   첫째, 사물의 영역에 포함되는 휴게시설, 위생시설, 조명시설, 정보시설, 교통

시설, 수경시설, 관리시설과 같은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공공성의 목적으로 설치

되는 시설물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집기와 도구, 나아가 경찰차량, 

경찰복, 청소차량, 미화원의 제복과 같은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둘째, 공간의 영역에 속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가는 각종의 가로

와 도로, 거리와 골목, 공원, 경찰서와 같은 공공기관, 유아원과 같은 보육시설,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 놀이터, 근린상가와 시장, 나아가 리조트, 공항 등으로 공

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셋째, 이미지의 영역에 속하는 대상으로, 가로의 표지판, 간판, 자동차 번호

판, 공공기관의 각종표지, 서식 및 증명서, 여권 등과 같은 시각전달매체 등과 함

께 아울러 도시환경의 빛, 색과 같은 매질을 수단으로 도시환경의 쾌적성과 생태

학적 건강성을 확보하려는 모든 시각적 매체를 포함한다.32 

30. 사단법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편, “공공디자인강좌”, 도서출판가인, 2009, p. 11. 

31. Ibid., p.15.  

32. Ibid., p.18.의 내용을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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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도시에서의 공공환경의 중요성은 단순히 물리적 영역으로서의 도시의 

환경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앞서 정치학자 마이클 왈저의 ‘외곬 공간’과 ‘열린 

공간’의 차이와 변화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 공공환경의 역할은 공공이 이

용하는 환경적 영향 및 공간의 범위를 넘어 무엇보다 도시민의 경험의 공공성 즉, 

함께 이루어지는 삶의 형태 및 행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공환경이 

결국 도시민의 만남과 공유의 삶을 만들어 내는 기본적인 틀의 역할을 한다는 의

미를 담고 있다. 즉, 단순히 기능적 역할을 위한 공간과 환경이 아닌 삶의 모습과 

경험의 틀을 공공환경이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환경의 역할과 구성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미적 경험을 뛰

어 넘는 도시 공간 구성적 측면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이클 왈저의 견

해와 같이 공간은 그 특성에 따라 그 공간의 사용자인 사람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의 변화되는 경험을 제공하게 되고 이것은 장소적 특성이나 혹은 디자인적 가치에 

의한 하나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이유는 결국 사람이 

단순히 공간을 인지하고 체험하는 방법이 단순히 하나의 규정된 특성을 따르지 않

기 때문인 것이다. 그 경험의 집합체로서의 도시 공간은 더 복잡한 유기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33 그리고 그 가치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도시 경험의 다양한 

측면인 인지적 경험과 서사적 경험 그리고 이미지적 경험을 넘어 개인적 삶의 축

척된 다양한 시간적 경험을 통틀어 만들어 지게 되는 것이다. 

   조경가 제임스 코너(James Corner)는 테라 플럭서스(Terra Fluxus)라는 

글에서 공공 공간의 첫째 의미는 집합적 기억과 요구를 수용하는 용기이며, 두 번

째 의미는 새로운 관계와 일련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한 지형적, 사회적 상상력

을 위한 장소로 구분하였다. 그는 이 공공 공간에서 실체성, 재현성, 그리고 상

상력을 다른 차원의 주제로 보지 않고, 따라서 장소를 만듦으로써 발생하는 정치

33. 리차드 로저스, 이병연 역,“도시 르네상스”, 이후출판, 2005,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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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를 실체적인 행위의 영역 못지않게 재현적이며, 동시에 상징적 영역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도시화의 과정은 - 자본 축적, 탈규제화, 세계화, 환경 보호 등과 같은 - 도

시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도시계획상의 공간적 형태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물리적 구조가 새로운 사회적 양상을 산출하리라는 모더니즘의 개념은 프로세스

에 기인하지 않으며 그를 조절할 수도 없었던 고정된 공간적 틀 안에 도시적 프로

세스의 동태적 다양성을 담으려는 시도가 실패함에 따라 그 생명을 다하고 말았

다. 도시적 프로세스에 대한 강조는 공간적 형태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공간적 형태가 그를 통해 흐르고 드러나며 유지되는 일련의 과정과 어떠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변증법적인 이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34

   그의 견해와 같이 공공의 환경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구성적, 공간적, 물리적 틀

을 만드는 행위와 분명히 다른 종합적이고 경험적 가치를 상상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적 관점에서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경험을 편리한 

분석적 틀을 통해 구분하고 세분화하여 공간을 기획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결국 그 전체를 통합적인 사고의 틀을 통해 맥락적으로 인지하고 구성할 수 있느냐

는 것이다. 부연컨대 공공 환경은 특히 그 어떤 도시 경험 요소 보다 더욱 맥락적 견

지에서의 이해가 중요하게  대두 된다. 그 이유는 공공 환경의 특성이 결국 함께 만

들어 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해관계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인지적 특성에 의한 

물리적 환경이 개인의 감각과 이에 대한 반응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면, 이 공공 환

경에서는 무엇보다 함께 만들어 가는 경험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도시 광장의 경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의 공

간이 주는 순수한 감성으로서의 경험이 만들어 지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공공환경

34. 찰스 왈드하임 엮음, 김영민 옮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도서출판 조경, 2007, pp.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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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 타인의 흔적과 모습 그리고 그들의 견해가 함께 구성되어 만들어지는 다

양한 사전적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떠한 공간 보다 공공공간과 환경

은 단순히 공간적 형태와 이미지가 아닌 사회 구성원의 집합적 경험에 의해 경험

되고 소비된다.

사진 4-2.천안문 광장과 월드컵 때의 서울광장
- 출처: 좌로부터 google map, http://www.museum.seoul.kr

   여기서 주목 해야 하는 것은 이 집단화된 경험의 변화이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

인 정보통신의 발전과 변화에 따른 경험의 변화가 이러한 공공 환경에서의 집단적 

경험 혹은 타인의 관계성 속에서의 경험을 극단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부연하지 않고서라도 지금의 거리, 공원 등을 포함한 공공 환경에서의 가장 뚜렷

한 행태는 스마트 폰을 통한 개인화된 경험의 집합이다. 즉, 과거의 공공 환경에

서의 경험이 보다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실재적 경험에 기반을 두었다면, 지금

의 집단적 경험과 공감대는 오히려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는 SNS를 통한 가상적 경험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실재 공공 환경

에서의 만남과 공유는 이러한 가상적 정보와 경험에 의해 전제된 유사한 사람들의 

체험적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그림 4-12.공공환경에서의 경험의 소통

   특히 거리와 같은 공공이 이용하는 환경을 기획할 때 이러한 복잡하고 급진적인 

변화에 따른 맥락적 이해는 더욱 중요하게 대두된다. 앞서 도시 경험의 맥락적 견

해에서도 예를 든 바와 같이 강남과 강북의 가장 대표적인 거리문화를 만들어 가

고 있는 삼청동과 가로수길 등의 예에서와 같이 지금의 공공 환경과 경험은 기존 

도시 경제적 측면에서의 강북과 강남 문화권의 중심이 되었던 종로와 강남과는 다

른 문화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즉, 기존의 종로 및 강남이 대로변의 교통 

중심지에 높은 빌딩으로 이루어진 경제적 이슈에 기반을 둔 집단적 경험을 기반으

로 이루어진 환경인데 비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공공의 대표적 거리는 

2차선의 좁은 도로가에 매우 좋은 인도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개인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특정 문화의 개인화 된 이미지가 투영된 경험을 

기반으로 공공 환경 역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13. 경험의 공유와 그에 따른 경험의 연계 - illustrated by CA Plan 

공공환경에서의 경험 콘텐츠 및 경험정보의 수집 및 공유  경험의 확장 및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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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의 발전 등에 기인한 상대적으로 개인화된 경험이 공공 환경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수 없이 많다. 즉, 지금의 공공 환경에서의 경험적 요구

는 과거 이렇게 사는 것이 공공의 질서와 환경 그리고 함께 사는 질서에 도움이 되

며 그러한 공통의 관점에 우선하는 기획으로 이루어진 구조적 관점의 중요성을 약

화시키고 있다. 그에 반해 최소한의 타인의 영향 속에 자신의 개인화된 도시 경험

을 즐기고 영위하려는 변화하는 경험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것이 직간접

적으로 형태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2-2-4 도시 자연환경-City Scape 

   근대 건축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르 코르뷔지에는 3백만이 거주 할 브에노스 아

이레스 도시 계획을 설명하며 현대 도시가 수목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

리고 그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도시 어디에나 나무를 한 그루씩 심는 법률

을 만들 자고 제안하였다. 나무에는 그 나무를 심은 어린이의 이름을 붙이고 오륙

십년 안에 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행위로 만들어진 도시위에 나이가 든 당사자들

은 엄청나게 가지를 뻗은 나무 숲 아래에서 우리의 몸과 심장에 자연이 얼마나 중

요한지를 알려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림 4-14. 르코르뷔지에, 푸른 도시(La Ville Verte) 
 - 출처: 르 코르뷔지에, 정진국, 이관석 역, “ 프레시지옹”, 동녘, 2004, pp. 17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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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기술에 의한 새로운 도시와 건축을 설명하는 자리에

서 그가 주장한 푸른 도시(La Ville Verte)는 지금의 우리의 도시에 가장 필요

한 화두를 던져 주고 있다. 그 가장 큰 변화의 시작 역시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기존 도시에서의 경제활동을 위한 업무 행태의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과거 도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심할 바 없이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 

시설 및 관련 인원의 집적화 였다. 이는 경제 활동의 가장 주체가 되는 인적, 물

적 요소를 포함한 모든 기반 시설의 집적화를 만들었다. 산업혁명 이후의 도시화

의 가장 주된 요소인 인적요소의 집적은 근대화 이후 도시의 정체성을 변화시키

는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도시는 생산을 위한 보다 효율적

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발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아닌 경제 활동을 위한 가치 그리고 그 효율성을 위한 자본적 

가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물론 매우 심각한 도시 환경의 피폐화

를 가져왔다. 도시의 인적 집적화는 도시 내 지가의 상승을 가져왔고, 도시의 모

든 열린 공간은 자본적 가치로 환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손

실은 결국 도시 내 자연환경의 축소였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보다 근대화의 경

험을 급격히 만들어낸 신흥 도시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선진국에 비

해 근대화 및 도시 경제화의 요구가 보다 절실했던 개도국 및 후진국에서 보다 많

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일본 마치나미경관 연구회에서 90년대 말에 출간한 “도시건축의 경관창조”에

서 도시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건축물과 토목구조물 그리고 자연물로 구성

되는 사물의 형태적 요소, 통행인이나 주민의 행동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사람의 

활동성(activity), 그리고 시간축 속에 존재하는 경관으로서의 역사성을 들고 있

다.35 도시의 경관과 이미지를 만드는 요소에 있어 사람들의 행동과 행위의 변화

35. 건축 마치나미경관연구회 저, 조용준 외 역, “도시건축의 경관창조”, 기문당, 1998,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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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시의 환경을 변화하는 큰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정보통신의 발전은 

도시 경제 활동의 가장 근본적인 업무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단순히 인터넷

과 개인단말기의 발전에 따른 업무적 회의의 형태 변화뿐만 아니라, 그 근무환경

과 근무행태 자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도시는 단순히 업무의 집적화가 아닌 삶의 질적 가치를 실현시켜주어

야 할 환경으로서의 장소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최

근 모든 도시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는 도시 내 자연환경의 확보와 그 역할에 

대한 재해석이다. 도시는 단순히 경제활동을 위한 장소이기 이전에 도시민의 삶

의 터전으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살기 좋은 환경에 대한 요구

는 무엇보다 도시 내 자연환경의 확보 및 강화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

다. 조경가인 제임스 코너(James Corner)는 젠스 옌센(Jens Jensen)의 견

해를 들어 도시는 무엇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 만들어지며, 미래의 도시 계획가들

의 첫 번째 관심사는 도시 복합체(complex)의 녹지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이 녹색의 복합체(Green complex)는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의 형

태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환경은 도시에 공익, 건강, 사회평등, 그리고 경제

적 개발을 가져오리라고 주장한다.36  그의 견해와 같이 도시 자연환경의 가장 큰 

축은 무엇보다 공원과 가로수 그리고 열린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도시 내 가로수

의 역할은 도시 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며,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핵심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관 혹은 미관적 차원이 아닌 도시민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고 변

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많은 논란의 중심에서 최근 서울의 용산 미군기

지 부지의 당선안으로 선정된 승효상과 West8의 작품을 보면 이러한 변화의 요

구는 현실적으로 두드러진다. 

36. 찰스 왈드하임 엮음, 김영민 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도서출판 조경, 2007,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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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용산 공원 설계 당선작 - west 8, 이로재 외 

   서울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가장 지가가 높은 이 지역은 결국 도시민의 허파

로서 그리고 서울의 미래를 재설정하는 공원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 내 자연

환경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재해석되었다. 단순히 도시 내 가

로수 혹은 정원과 같은 요소로서의 자연환경이 아닌 도시 삶과 연계되어지는 도시

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도시 자연환경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연환경에 대한 주목이 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미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근대도시 계획에 있어, 그 보다 더 오랜 유럽의 도

시 공원의 수 없이 많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시 내 자연환경의 역할과 의미는 

시대적 변화를 넘어 도시 공간의 형성 및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

다. 또 다른 도시 공간 내 자연환경 요소로는 물과 공기를 들 수 있다. 수변 공간

을 중심으로 발전된 도시의 형성에 관해서는 부연할 필요 없이 수 없이 많은 역사

적 증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도시의 형성에 있어 무엇보다 물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며, 이는 도시 기반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또

한 도시 내 물의 역할은 단순히 생활을 위한 기반 시설로서가 아니라 도시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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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리고 도시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도시에

서의 찾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열린 공간이 되기도하며, 계절적 요인과 함께 수

변 공간은 도시의 다양한 문화적 향유의 기본적 공간이 되어왔다.

   이러한 도시 내 자연환경에 대한 경험  또한 정보화와 디지털에 의해 많은 변화

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도시 내 자연환경이 단순히 여가와 

관련된 쉼터의 개념에서 도시 생활과 관련된 정보화된 경험과 결합되어 새로운 형

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찰스 왈드하임(Charles Waldheim)이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적 개념에서의 

경관(landscape)는 매체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할 것이다. 그의 견해

와 같이 순간적인 변화, 변형, 적용, 연속의 현상에 유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경

관의 매체적 특성은 오늘날의 도시화 과정을 닮고 있으며, 현대 도시적 상황이 요

구하는 개방성, 비결정성, 그리고 가변성에 부합하는 매체가 되게 한다. 그가 알

렌(Allen)의 언급에서 다시금 밝혔듯이 경관은 오늘날 어바니즘을 위한 형태의 

모델일 뿐 아니라 과정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다.37  즉, 지금의 도시 내 자연환

경을 포함한 경관의 의미와 경험의 방식은 과거의 그것과 다르게 비결정성과 유

동성을 기반으로 사용자 혹은 경험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용자의 경험적 기반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유동적 변화의 경험은 이미 많은 실천적 사례를 통해 우

리의 도시 공간에 적용되고 있다. 

   렘 쿨하스(Rem Koolhaas)는 시간의 변화와 사용자 경험에 따른 유동적 자연

환경의 경험을 비결정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지속적 경험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

을 강조한다. 그는 “공원의 생에 있어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리라 

37.  Ibid.,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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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공원은 기능을 하면 할수록 끊임없는 교정의 상태

에 놓인다. 형태적 개념의 근간이 되는 프로그램의 비결정성에 대한 근본적 원칙

은 최초의 가정을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어떠한 변화, 수정, 교체, 교환도 가능하

게 한다.”고 밝히고, 경관의 경험과 시간에 따른 맥락적 경험을 염두에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38 이러한 변화는 도시 내 자연경관 혹은 조경 공간의 경험을 지속

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도시 내 자연환경의 경험적 가치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도시 내 자연환경이 가지는 고전적인 가치가 약화되거나 변질되는 것은 물

론 아니다. 다만 최근의 도시 내 경관 혹은 자연환경적 요소의 경험의 계획이 단순

히 자연요소를 도시 내로 끌어들이는 일차원적 경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도시의 삶

과 변화 도시민의 경험적 상상력과 의미를 통해 보다 복잡하고 다차원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도시 공간을 변모시

키고 있으며, 또 다른 도시 공간의 이미지와 경험으로 영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4-3 이미지를 통한 도시 공간 경험 - 이미지와 경험

4-3-1 도시 공간 이미지
  아른하임(Arnheim)은 공간을 그 안에 존재하는 대상과의 관계 그리고 대상과 

나와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즉, 물리적 공간 안에 있는 건물과 구조

물, 시설, 교통 등과 같은 물질적 요소들에 의해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을 사용하고 전유하며 지각하는 활동과 과정에 의해 공간이 활성화되고 경험된

다는 것이다.39 이렇듯 도시 공간의 지각은 결국 다양한 방식의 경험을 통해 사람

38. Rem Koolhass, “Congestion without Matter”, Monacelli, 1999, p. 921. 

39. Arnheim, R., “The Dynamics of Architectural for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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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이미지로 인식되어지고 소비된다. 도시 공간 이미지의 소비는 물론 단순

히 물리적 공간의 인지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것이다. 도시 생

활에서의 정치 경제적 영향과 사회적 삶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의미가 도

시 생활의 이미지와 관련되어지며 이는 결국 도시 삶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로 치

환 될 수밖에 없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도시 삶 속에서의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

과 변수에 의한 종합적인 삶의 이미지가 아닌 도시 공간에서의 물리적 감성적 경

험을 이미지로 한정하고 다루고자 한다. 물론 이와 같이 한정된 개념에서의 도시 

이미지 역시 단순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요인과 과정 그리고 개개인의 다른 사전

적 스키마와 같은 심리학적 관점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지는 

형성되고 소비되고 있다.  
 
   이는 도시 공간의 종합적 이미지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의 경험적 인지의 

과정과 방식의 변화에서도 기인한다. 권영걸에 따르면 인간의 공간행태는 그 움

직임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 변화가 급전하므로, 공간의 인식은 그 당시의 상황에 

부합되어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따라서 인간이 느끼는 공간적 체험이란 자신

이 놓인 상황과 실존적 공간 사이에서 생기는 긴장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

다.40 이는 단순히 공간에서의 경험이 주어진 상황에서의 절대적 반응이 아닌 경

험자의 사전적 인식과 순간적 반응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 공간의 이미지는 하나의 멈추어 있는 정지적 개념이 

아닌 연속성에 기반을 둔 시간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권영걸은 이에 

대해 삐아제(J. Piaget)의 공간 지각에 대한 연속성의 개념을 들어 공간에 대한 

1983.  

40.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1,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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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고정된 관찰자의 시지각적 이동, 혹은 관찰자 자체의 이동에 의해 형성되

는 것으로 보았다. 즉 도시 공간은 지각의 대상으로서 유기적 이동을 통하여 공간

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부여받고,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전개되는 인과계열 속에서 

분리 될 수 있는 항목들을 구성하는 지각적 이미지 체계로 본 것이다.41 

   이미지의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학술적 정의와 견해가 따른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이미지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으로 설명될 수 있다.42 

학술적 개념에서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리프먼(Lippman, W.)에서 비롯되었

다. 그는 이미지를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갖는 머릿속의 그림”이라고 정의하

면서43 이미지에는 선입견과 편견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결

국 이미지는 대상을 모방한 어떤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갖

는 일반적인 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44

   1950년대 보울딩(K.E. Boulding)의 정의에 따르면 45 이미지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는 주관적 마음의 세계로서 형성된 경험의 종합적인 결과로 형성되는 

사물과 대상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보들리야르는 현대사회를 이

미지 소비의 사회로 규정하고 사람들은 실재를 미학적으로 과장된 스타일에 의

해 만들어진 이미지를 통해 이해한다고 언급하고 있다.46 또한 코틀러(Kotler, 

K. L.)의 연구에 따르면, 이미지는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

(beliefs)이나 인상(impression) 등의 집합으로서, 자신이 지각하고 중요하게 

고려하는 관점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하였고 마케팅학자는 물론 관광, 지리, 공

41. Ibid., p. 73.

4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43. Lippman, W., “The public opinion”.the MacMilan Company, 1922.

44. 김덕현, “도시 이미지의 선,후행 요인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학위 청구 논문, 
2008, p. 8.

45. Boulding K. E., :The Imag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6, p. 35. 

46. 김유경, 이재호, “eBrand 이미지 차원의 특성과 경험요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7-2
호, 2003,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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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행정 분과 학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47

   이때 코틀러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평가는 도시 공간의 이미지를 규정하는데 있

어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미지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이와 같

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의 이미지는 

결국 주관적 감성에 의해 경험되어지는 소비자의 경험적 산물로 이해 될 수 있는 

것이다. 

   임승빈도 ‘도시이미지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에서 도시의 이미지를 “특정 개체 

및 주체에 의해 단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 아닌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인간 환

경사이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전적 연구 속에서 설명되는 공간의 이미지는 결국 다양한 감각에 의한 

지각작용의 결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기억되는 일련의 선택과정을 통해 형

성된 감성적 결과물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이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이러한 감

각적 작용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과정과 기준에 의해 선택 혹은 평가 되는

가는 결국 공간의 사용자에 경험되는 다양한 지각활동의 결과물로서의 이미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도시인문학자 홍준기의 발터 벤야민의 도시경험에 대한 고찰에서 언급한  벤야

민의 견해는 이러한 도시 이미지 경험에 대한 중요한 논점을 시사하고 있다. “변

증법적 이미지는 섬광처럼 나타나는 이미지이다. 따라서 과거의 이미지를, 이 경

우에는 보들레르의 이미지를, 인식가능성의 ‘지금’ 섬광처럼 나타나는 이미지로 

붙잡아야 한다. 이 방식으로, 오직 이 방식으로만 수행되는 구원은, 아무런 구원 

47. 김덕현, op. cit.,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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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없이 상실되는 것을 지각함으로써만, 이룩될 수 있다.”48 여기서의 섬

광처럼 나타는 이미지의 가능성은 결국 도시라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경험에 대

한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이렇게 상실된 경험에 대한 인식 안에서 사람

들이 겪게 되는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일상적 체험에 대한 반성으로 이해된다. 홍

준기의 벤야민에 대한 이해는 결국 아우라로 설명되어지는 경험에 대한 해석 그

리고 그것의 상실 속에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의 경험적 가능

성을 의미한다. 

   권영걸은 2000대 초기에 현대사회를 이미지의 시대로 규정하고, 소비행동의 

가치기준과 평가기준을 포함한 감성소비의 시대를 예측하였다. 그는 이미지를 객

관적이고 물리적인 동시에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간에서의 물리적 형태와 형태적 조건을 구현하는 것을 결국 그 공간

에 내재된 이미지를 번안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공간의 이용자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공간의 이미지체계 내에서 이미지

를 소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49 보았다. 

   이러한 도시 이미지에 대한 많은 사전적 연구에서 이해되는 도시 공간 경험에 

대한 해석은 결국 사람들의 경험 과정에 있어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감성적 경험

의 방식은 단순히 물리적이고 인지적인 감각에 의한 지각활동이 아닌 다양한 사전

적 경험에 기반한 주관적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견

해는 특히 현대사회의 디지털에 의한 정보적 경험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상황에

서 도시 공간 경험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전달한다. 즉, 지금의 사용자 혹은 도시 

경험자에게 환경적이고 물리적 인지의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형태와 구조에 대한 

이해는 과거의 그것에 비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에 반해 개개인

48. 홍준기, “발터 벤야민과 도시경험-벤야민의 도시인문학 방법론에 대한 고찰”, Journal of Lacan & 
Contemporary Psychoanalysis Vol. 12 No. 1 Summer, 2010, p. 195.에서 재인용 

49. 권영걸, op. cit., p.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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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전적 경험 - 그것이 과거의 실제적 경험이든 혹은 타인의 경험에 대한 간접

적이고 정보적인 경험이든 -에 대한 비판과 해석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내재된 이

미지의 복원 혹은 번안을 통해 도시 공간에서의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도시 공간에서의 경험적 이미지의 과정에 대해 이와 같이 실제적 자극에 의

한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다양한 반론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

다. 앙리 포시롱(Henri Focillon)은 “단순히 환경과 무관하게 형태의 전개를 보

고자 하는 바람, 즉 우리의 일부인 사고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전개되

는 특수한 영역에 의해 형태는 모든 것에 우선한 자격을 얻는다.”50고 주장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여전히 물리적 형태와 공간이 가지는 인지적 자극은 그것이 

해석되고 이해되는 어떠한 과정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형

태적 감성과 이해를 통해 공간을 사용하고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개

념의 도시 이미지와 관련된 가장 진보적인 연구는 물론 케빈 린치의 그것에서 찾

아 볼 수 있다. 그는 장소의 이미지는 개인 혹은 집단의 경험 및 그들의 장소에 대

한 의도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케빈 린치는 그의 역

사적 저술인 “도시 이미지(The Image of City)에서 도시의 인지를 결정하는 이

미지적 요소를 도시의 정체성(identity), 도시의 관찰자가 형성하는 도시의 구

조(structure) 그리고 도시에서의 기억의 총합으로 구성되는 의미(meaning)

으로 설명하며, 이 세 요소는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항상 동시에 

표현되며, 구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시 공간 경험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한 연구가 그러하듯이 분명한 것은 이

것이 어떠한 하나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거나 형성될 수 있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

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도시 공간의 이미지 역시 이와 같은 다양한 담론의 가능

성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가진 복잡성에 기반한 이와 같은 다양한 

50. 찰스 왈드하임 엮음, op. cit., p. 101.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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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도시 공간의 이미지가 지금의 정보통신과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 과정과 철학적 담

론에 앞서 지금의 도시 사용자 혹은 경험자는 다양한 방식에 의해 도시 공간의 이

미지를 상정하고 이것을 소비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변화는 그 사전적 경험의 소

통에서 시작되고 있다. 즉 과거의 도시 공간의 이미지가 그것을 만드는 사람 - 건

축가, 조경가, 도시설계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 및 예술가 -과 그것

을 소비하는 도시 경험자로 이분화 되어 관계되어 진 것에 비해 지금의 도시 이미

지는 그것을 해석하고 비판하고 소개하는 다양한 정보적 연결자에 의해 기존의 방

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에 있어 도시 공간의 경험 속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

소인 도시민의 삶의 모습 혹은 행태에 대한 요소를 제거하고 도시 공간 이미지 전

체를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다만 이 모든 요소를 다루는 

총체적인 도시 경험을 위한 도시 공간 이미지는 사실상 철학적 연구 범위로 확산

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도시 공간의 경험적 이미지에 한정하여 그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4-3-2 도시 공간 이미지 경험의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 공간의 이미지는 그 해석적 관점에 따라 매우 다른 

과정과 결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도시 경험에 있어 

이미지가 미치는 영향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지금의 도시 공간의 이미지가 

단순히 한명 한명의 개별적 관점에 의해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닌 다수의 다양한 

관점과 많은 사전적 경험의 결합으로 소비되기 시작한 것 또한 분명한 사실 일 것

이다. 이러한 연유로 도시 공간의 이미지는 결국 그 도시를 경험하는 가장 사전적

이고 중요한 과정이자 요소가 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도시 공간의 이해가 아닌 

기억의 방식이며 소비의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도시 공간 이미지가 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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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구분되는 정체성을 통해 비교되어 형성되고 소비 된다는 것은 도시 공간 

이미지의 형성 및 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그림 4-16. 구글 어스 - 출처: google earth

   특히 빠르게 발전해온 항공사진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 이미지 정보는 이러한 정

보적 이미지에 의한 도시 공간 이미지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과

거 지도가 가지고 있던 도시 공간의 구조적 이해와 매우 다른 다양한 정보적 이미

지를 형성하고 이에 기반한 도시 공간의 활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

보의 중요한 흐름인 SNS의 발전은 단순히 이러한 정보가 개인적 경험에 국한되

지 않고 수많은 사람과의 정보적 교류를 통해 소통되고 축적되고 있다. 지금의 도

시 사용자는 그 도시에 대한 낯선 환경을 극복하거나 경험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

고도 모든 필요한 정보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선험적 경험을 사전적으로 경험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새로운 공간을 경험한다. 특히나 새로운 도시 공간의 

경험에 있어 이러한 변화는 매우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적 사용자는 공

항에서 부터 자신이 가고자 하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자신의 경험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과거와 같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가 아닌 이미지에 의한 직관적인 경험이 가능하게 된 

것은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이미지 정보가 만들어 내고 있는 큰 변화인 것이다. 

   새로운 도시 공간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익숙한 도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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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미지에 의한 정보적 경험은 큰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사람들은 식사를 하거나 새로운 여가문화를 위해 더 이상 직접적인 만남이나 방문

을 통해서가 아닌 수 없이 많은 정보적 사이트를 통해 사전적 경험과 이미지를 가

지고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거리의 이미지 정보는 이미 대도시 뿐 만 아니라 거

의 모든 도시의 모든 거리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실시

간 CC TV의 확인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까지도 사전에 수집이 가능하다. 

도시에 숨어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믿을 만 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도시 공간을 소비한다. 가상적인 공간에 자신의 견

해를 남기고 그 이미지를 SNS상에 올리며 또 다른 사람들과의 간접적인 경험을 

공유한다. 공간의 시간적 변화를 이미지로 확인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견한다. 

   이러한 변화된 도시 공간의 경험은 또한 그것을 만드는 디자인과 건축, 그리

고 조경을 포함한 모든 창작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찍이 츄미

(Bernard Tschumi)는 라빌레뜨 공원 설계 당선 이전부터 이러한 도시 공간의 

맥락적 경험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패러독스(paradox)라는 개념을 통해 실

제적 환경이 만들어 내는 이미지와 사람들의 경험 사이의 차이를 현재적 경험으

로 치환하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적 이미지 산출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인 패

러독스를 건축적 질서와 경험의 즐거움을 이미지적으로 섞어 내는 것으로 설명한

다. 51 즉, 실제적 환경이 만들어 내는 이미지는 단순히 조형적 - 츄미는 건축적 

질서로 설명하였으나 - 인식의 문제에서 벗어나 경험자의 이상적이며 맥락적인 

이미지적 산물로서 경험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지금의 

정보화된 공간 경험의 과정과 의미를 설명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51. Bernard Tschumi, “Architecture and Disjunction”, MIT Press, Boston, 1994,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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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도시 공간의 경험은 크리스토프 지로(Christophe Girot)가 “움직임 

속의 시각-Vision in Motion: Representing Landscape in Time”에서 

밝혔듯이  퇴보, 연속성, 변형이라는 세 가지 힘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

다.52 즉, 고정된 하나의 이미지가 아닌 연속성과 변화에 기반한 맥락적 이미지에 

의해 경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그가 언급한 동영상적 표현으로 얻어 질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던져주고 있다. 또한 사람들 하나하나의 사

전적 경험의 차이가 만들어 내는 공간 경험의 이미지는 디자이너가 의도한 바와 

매우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사실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변형과 연속에 

기반한 도시 공간의 경험적 이미지가 어떤 형식이건 형성되고 있으며, 정보적 소

통과 흐름 속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상의 개인화되고 개별적인 흔히 해체주

의적 관점에서 파편적으로 설명되어 온 분절적 경험은 보다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는 관점 혹은 태도에 의해 타인의 경험적 사고의 스키마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장소를 경험함에 있어 타인이 만들어 놓은 가장 최적화된 장

소의 이미지를 실제 경험에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한다. 이러한 방식의 경험

이 만들어 내는 공통된 도시 공간 경험의 이미지는 그 장소에 대한 하나의 정체

성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타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스키마적 정보로 활용되

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도시 공간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듯 분절적이고 유동적이라는 견해에 반대

하는 견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리학자 도린 마세이(Doreen 

Massey)는 사람들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장소도 그러한 정체성을 지

52. Ibid.,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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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현대 디자인 이론에서 정체성의 이동성을 탈영역화된 

유목민적 용어(nomadic term)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며, 정체성이 고정되지 

않더라도 고유한 지리적, 역사적인 방식을 통해 공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

한다.53 그리고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적 경험으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공감각적 이미지는 결국 실재적 공간에서의 직접적 경험으로서만 이루어 질 수 있

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그러한 실재적 공간 경험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정보

적 경험과 결합되고 혼재되어 새로운 형식의 이미지로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경

험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즉, 공간의 고전적이고 실제적인 많

은 경험적 요소의 본질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소통과 흐름 그리

고 변화 속에서 각각의 개별 경험자의 맥락적 경험이 강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

다 정확한 견해일 것이다.  

그림 4-17. 스마트 앱을 활용한 공간 정보 시스템과 이미지 

  

  즉 지금의 도시 공간의 이미지는 과거의 정지된 개념에서의 고정적이고 결정론

적 경험과 포스트모던 이후의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이미지의 혼재와의 어느 정

53. Doreen Massey, “introduction to Space, Place, and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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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합일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대표적 역사이미지가 되고 

있는 창덕궁이나 북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의 경험자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을 결합시키고 있다. 이는 다양한 매체에서 오는 정보적 경험

을 기반으로 도시 공간에 대한 사전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확인하며 개인화

하는 과정을 통해 도시 공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즉, 지금의 도시 공

간의 경험은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맥락적 특성을 기반으로 과거 절대적이고 선

험적인 경험의 합을 통해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으며, 이는 정보적 이미지와 실재

적 이미지에서 지금까지 포스트모던 건축가와 조경가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던 실

험적 파편의 결합적 이미지에 대한 대안적 경험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4-5 도시 이야기와 경험 - 도시공간의 서사적 구조
와 이야기 요소 

4-4-1 공간의 서사 구조
   “우리의 지각 작용 가운데 물질적이고 일상적이며 합리적인 영역과 특별히 정

신적인 영역을 나누는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선 아래에는 무엇인가 존재하며, 

선위에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선 아래쪽에는 재료의 저항, 물리학, 화

학이라는 주제로 명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낱말인 기술을 담습니다. 

두 번째 접시에는 사회학이라고 쓰고 이것을 새 시대를 위한 주택과 도시의 새로

운 계획으로 간주합니다. - 중략-

   세 번째 접시에는 경제학이라고 씁니다. - 중략 -  이것이 건축이 병든 이유입

니다. 건축이 병들자 나라도 병들었습니다. 표준화, 대량생산, 효율성, 이 세 가

지가 연계된 현상은 난폭하지도 극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질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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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순수함, 자유로 이끕니다. 이제 선을 넘어서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파이프 담배와 연기를 그립니다. 이어서 날아가는 새 한 마리와 예쁜 보라색 구름

을 그린 다음, 시적 감흥이라고 씁니다. 나는 시적 감흥이 곧 개인의 창조라고 단

호하게 말합니다. 드라마가 무엇인지, 비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덧붙여 씁니

다. 이 감정들은 전 시대에 걸쳐 모든 인류의 마음에 다시 불꽃을 일으킬 영원한 

가치 니다.”  - 르 코르뷔지에, “프레시지옹” 중에서 - 54

   르 코르뷔지에의 견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간의 서사적 관점은 역사적으로 매

우 오랜 전통을 만들어 오고 있다. 과거 그리스 로마의 신전 건축에서부터 동양의 

궁궐이나 읍성, 사찰 혹은 정자와 같은 거의 모든 공간의 구축에 있어 공간은 결

국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경험과 이야기가 만들어낸 경험의 집

합체이다. 공간의 설계자는 그곳이 어떻게 쓰이기를 기획하고 그 이야기를 공간

적 질서를 통해 구축한다. 비록 그것이 사용자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 하더라도 그 공간은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그 공간에서의 경험

은 또 다른 그 공간의 기억으로 남는다. 이렇게 시간 속에서 쌓여가는 기본적 공

간의 경험 속성은 결국 공간의 서사적 경험구조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으며, 우리

는 공간이 담고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소비하고 또 다시 만들어 내는 등장인물로 

공간과 관계하게 되는 것이다. 

   보다 좁은 의미에서 이러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서사적 경험 구조는 그 공간의 

설계에 있어 많은 영감과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권영걸은 이러한 내러티브적 공

간에 대해 영화적 창작과 유사한 형식의 과정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영화감독

들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작업을 하듯이, 영화언어에 관심이 많은 오늘날의 공간

디자이너들은 공간 이용자들을 배우로 삼아 공간적 배경을 이끌어 내고 있다. 내

러티브(Narrative)는 문자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의미로, 기승전결의 설명적 수

54. 르 코르뷔지에 지음, 정진국,이관석 옮김, “프레시지옹”, 동녘, 2004,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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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말하는 것이다. 내러티브가 강한 영화에서는 시각적 표현보다 연속적이고 

순차적인 화면 구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형식은 공간설계 부문으로 넘어오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설계 등에서 차용되고 있다. 즉 가상의 공간이용자를 

대상으로 연속적인 이동에 따른 공간체험의 차원에서 장면 및 공간을 설계해 나

가는 것이다.55 그 방식과 과정 그리고 적용 정도가 상이할 수는 있으나 거의 모든 

공간이 이러한 서사적 내러티브를 가지고 기획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즉, 공

간의 설계자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맥락적 정보와 사용자의 경험에 대한 

예측을 공간적 질서를 통해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 속에는 장소적 특

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이야기와 함께 새로운 공간에서 만들어지게 될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문화적 경험이 포함된다. 즉, 공간의 서사구조는 가장 기본적으로 

역사에 기반한 공간의 장소적 이야기와(history), 그 안에 담기는 공간 사용자

의 행위에 의한 문화적 이야기(culture)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포함한 수많은 변

수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건(events)으로 시간 속에서 생명력 있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의 기획과 설계의 과정은 결국 과거의 장소적 역사성

을 이해하고 그 내재된 특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사용자의 행태와 경험을 지원

(affordance) 하며 시간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베르나르 츄미(Bernard Tschumi)는 건축의 지각적 측면들이 관찰자의 움

직임을 담고 있는 공간과 사건의 시퀀스, ‘연속적인 상호형상들(Configura-

tions-en-suite)’, 엔필레이드(enfilade)56, 공통의 축 상에 정렬된 공간들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즉 그의 견해에 따르면 건축 공간에서의 사건은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함축이나 프로그램적 시퀀스에 연관한다고 본 것이다. 그의 설명에 따

르면, 하나의 함축적인 내러티브가 있어, 한 사건 혹은 연쇄적인 사건들이 제시

55. 권영걸, op. cit, p. 291.  

56. 엔필레이드(enfilade) : 연결된 방들의 전체 길이가 보이도록 방들 간의 출입구들을 하나의 축선 상에 배
치하거나, 한 방에서 방 양쪽 거울을 배치하여 무한히 확장되는 시야를 만드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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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있어 이러한 연결이 있는 그대로 혹은 그로 인해 바뀌어 가는 공간적 해석을 

결합시키게 된다고 본 것이다.57  특히 츄미는 스크린플레이 시리즈(Screenplay 

Series, 1978-1982)나 그의 역사적 설계안인 라빌레뜨 공원 설계(Parc de la 

Villette. 1982-1995)와 같은 초기 작품을 통해 이상적인 공간(ideal space)

와 실제 공간(real space)의 경험을 결합함에 있어 그 공간이 만들어 내는 서사

적 경험에 주목하였다. 그는 공간과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events)이 원인

과 결과의 관계처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공간의 형성 자체에 큰 영향을 미

치게 된다고 보았다. 즉, 공간은 단순히 그 물리적 환경으로서 경험되는 것이 아

니라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다양한 경험자의 사건과 그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서사적 구조에 의해 경험되고 이해 된다고 본 것이다.58

   이러한 공간의 경험과 구조 그리고 경험이 만들어 내는 서사적 관점을 해석하

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존재한다. 힐리어(Bill Hiller)와 핸슨(Hanson 

Julienne)은 공간을 묘사하고 그것을 사회적 의미와 연결하기 위하여 공간 구문

론(Space Syntax)를 제안하였다.59 이는 공간 상호간의 구조를 분석하여 각 공

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접근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방법론으로 활용되

어진다. 허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 이론은 건축의 공간구조와 사회구조간의 연관

성에 관한 질문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물론 공간 구문론이 주목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공간의 서사적 경험과 이야기와는 다른 차원의 연구임에는 

틀림없으나 결국 공간에서의 경험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구조에 대한 해석과 예측

을 위한 방법적 연구가 되고 있다. 즉, 공간이 만들어 내는 질서 속에서 경험자의 

이동과 지각 그리고 그를 통한 반응으로서의 행태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57. 소피아 사라, 조순익 옮김, “건축과 네러티브”, 시공문화사, 2010, p. 5.

58. Fabio Oppici and Enrique Walker, “Entrevistas con Arquitectos, Escuela de Arqui-
tectura”, Santiago, 1998, p. 22.

59. 소피아 사라, op. cit,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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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공간의 기획과 설계가 이루어

야 할 경험의 서사적 구조에 대한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18. 베르나르 추미(Bernard Tschumi), “Manhattan Transcripts”
출처:  Bernard Tschumi, “Manhattan Transcripts”, St. Martin’s Press, 1981, p. 18.

 이러한 공간의 경험과 구조 그리고 경험이 만들어 내는 서사적 관점을 해석하

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존재한다. 힐리어(Bill Hiller)와 핸슨(Hanson 

Julienne)은 공간을 묘사하고 그것을 사회적 의미와 연결하기 위하여 공간 구문

론(Space Syntax)를 제안하였다.�� 이는 공간 상호간의 구조를 분석하여 각 공

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접근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방법론으로 활용되

어진다. 허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 이론은 건축의 공간구조와 사회구조간의 연관

성에 관한 질문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물론 공간 구문론이 주목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공간의 서사적 경험과 이야기와는 다른 차원의 연구임에는 

틀림없으나 결국 공간에서의 경험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구조에 대한 해석과 예측

을 위한 방법적 연구가 되고 있다. 즉, 공간이 만들어 내는 질서 속에서 경험자의 

60. Ibid.,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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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과 지각 그리고 그를 통한 반응으로서의 행태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디자인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공간의 기획과 설계가 이루어

야 할 경험의 서사적 구조에 대한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간의 구축과 설계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과 

행태 그리고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관계 맺기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이러한 건축에서의 내러티브적 관점에서의 

질서는 제한적 공간질서와 형태적 측면에 국한되는 것이 사실이다. 소피아 사라

(Sophia Psarra)가 그의 책 ‘건축과 내러티브’에서 밝히고 있듯이 좁은 의미에

서의 서사적 설계는 기본적으로 건축의 기하학적 특성들, 즉 대칭(symmetry), 

리듬(rhythm), 정렬(alignment), 일치(congruence), 반복(repetition)

과 같은 건축에서의 독립적인 기하학적 특성들과 관찰자와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 경우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이야기(history) 요소와 비 일상

성에 의한 사건(events), 그리고 매우 복잡하고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공간

의 이용행태와 그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문화적 관점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앞서 르 코르뷔지에의 서언에서와 같이 공간의 설계자

는 감성적인 방식으로서의 접근과 시적 접근 혹은 상상을 일으키는 이미지적 관점

을 통해 공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정량적이고 예견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 과정만으로는 그 공간이 지속하는 오랜 시간 동안 담게 되는 수 없이 많은 

공간의 이야기 요소를 상상하고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이 공간에서 느끼게 되는 건축적 질서와 공간적 이미지는 사람들과

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경험이 그 공간의 

질서와 어우러져 도시 공간의 새로운 이야기로 지속성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도시 경험적 측면에서의 내러티브는 보다 확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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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적 개념에서의 경험적 측면에 주목하여야 한다. 물론 궁극적으로 도시

를 이루는 형상적 가치는 건축적 질서의 확대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도시적 차원

에서 역시 이러한 디자인의 개념적 질서와 도시민의 지각적인 질서의 연결은 매

우 중요하다. 

   소피아 사라(Sophia Psarra)는 “건축과 내러티브”에서 이러한 공간이 가지

는 의미와 서사가 어떻게 기획되고 사람들에게 경험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

다. 그녀는 건축이 형태와 공간의 관계들이라는 추상적인 영역 속에서 어떻게 개

념화되고(conceived), 체현되는 경험(embodied experience)이라는 물리적

이고 사회적인 공간 속에서 어떻게 지각되는지, 그리고 그 개념적이고 지각적인 

효과가 문화적인 내용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에 대해 그

녀는 의미가 공간 자체의 형태학적 특성 속에 배타적으로 존재 할 수 없으며, 여

라 다른 종류의 사회적 지식을 체현하고 생산하는 공간적이고 사회적이며, 지적

이고 직무적인 실제들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건축을 

포함한 공간의 작업이 개념적인 영역과 물리적 공간에서 신체가 느끼는 실재라는 

이원성으로 나누어 질 수 없다고 설명한다. 즉, 공간에서 느끼게 되는 의미적이

고 서사적인 관계성은 공간 자체가 전달하는 실재적 경험과 함께 나타나고 발현

된다고 본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과 서사적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그녀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과 에렉테이온을 비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이질적인 두개의 역사적 건축물을 

통해 파르테논이 가지는 위계적인 부분 배열과 연결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내용

의 통일성과, 에렉테이온에서의 견고하지 않은 요소들의 조직이 만들어 내는 열

린 메시지의 전달을 비교 설명한다. 파르테논에서의 개념적이고 내러티브적인 내

용이 오직 한 가지 가능한 방식으로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 개념적 통일성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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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각적 경험을 만들어 냈다면, 에렉테이온에서는 지각적인 차이들에 우선한 

자유로운 서사적 전달이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즉, 파르테논이 내러티

브의 의미적 표현을 통해 공간적 질서를 경험하게 하는 반면, 에렉테이온에서는 

해석적인 변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61 

   이런 경험적 차이가 가능한 것은 결국 공간의 구축에 있어 서사적 경험을 기초

한 의미적 전달의 과정이 디자인에 필요하며, 가능하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건축

을 포함한 공간의 의미는 그 기획자 혹은 설계자의 다양한 의미 전달의 방법을 통

해 구축되며, 경험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일 건축물의 규모에서의 제한된 건축의 공간적 질서와 관찰자의 관계가 서사

적 경험으로  발현된 사례는 우리의 전통건축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림 4-19.부석사 개념도와 안양루 
출처: 좌-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p. 186. 

61.  소피아 사라, op. cit., pp.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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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석사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찰자의 연속적인 공간에서의 관찰이 어떻

게 건축과 공간의 관계성을 통해 개념화되고 체현되는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서사적 관점에서의 공간적 

경험가치는 부석사를 포함한 소수소원과 병산서원을 가진 지역, 즉 과거 역사적 

가치와 이야기, 문화적 유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을 포함한 서사적 관점에

서의 경험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천년 넘게 그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다

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성과 신화적 사건, 그리고 자연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누

구에게는 이곳이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과 공간으로 경험되고 기억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일생을 바꾼 새로운 사건의 시작점이기도 하며, 보다 적극

적으로 관계 맺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일생을 바꾼 삶의 터전이기도 할 것이다. 

4-4-2 도시 공간 서사 경험의 변화
   롤랑바르트 (Barthes, Roland) 는 서사적 관점에서 인간을 설명하고 모든 존

재의 가치를 서사를 통해 설명하면서 서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세상에 서사들은 수없이 많다. 서사는 우선 무엇보다도 매우 다양한 장르이며, 

그들 스스로  마치 어떤 제재가 인간의 스토리들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것처럼 

다른 내용들 사이에 퍼져 있다. 서사는 분명하게 표현된 언어로, 말로 표현된 혹

은 글로 씌어진, 그리고 고정되거나 변하는 이미지, 제스처 그리고 모든 이러한 

색채들의 질서정연한 혼합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서사 는 신화, 전설, 우

화, 설화, 소설, 역사, 비극, 드라마, 코미디, 마임, 회화(카르파초의「성 우르술 

라」를 생각해보라)와 스테인드글라스, 영화, 희극, 대화에 존재한다. 그것은 바

로 인류의 역사로 시작하며, 서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은 없다. 모든 계급, 

모든 인간집단은 자신만의 서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종종 다른 심지어 정반

대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함께 나누는 기쁨을 갖는다. 훌륭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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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서투른 문학사이의 구분에는 개의치 않기 때문에 서사는 국제 적인 것이고, 

초역사적인 것이며, 초문화적인 것이다. 즉 그것은 단순히 삶 그 자체처럼 거기

에 있다.62” 

   그는 서사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나누는 것으로 보았다. 즉 자신의 이야기,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이야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나누어지는 것이 서사

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이자 가치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공간의 

서사에도 많은 의미를 전달한다. 즉, 공간의 서사는 결국 그 공간에서 일어났거

나 혹은 일어 날 수 있는 다양한 행태, 문화, 사건에 기초하여 표현되고 공유함을 

통해 완성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공간의 서사는 미디어와 정보에 의해 매우 

빠르게 그 목적을 달성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 이

야기는 다시 그 공간의 재 사용자에게 경험되는 기재로 작동한다. 공간을 상상하

고 느끼고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20세기 이후의 발전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경험의 공유를 통한 사회 

문화적 변화까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

회 문화적 발전은 일찍이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설명하고자 했던 ‘

근대성(modernity)’과 근대적 경험, 그리고 다양한 기호들을 통한 문화적 의미

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에서 그 변화의 의미를 살

펴 볼 수 있다. 그는 사물을 하나의 기호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사회

적 과정을 중개하는 언어적 기능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벤야민

에게 사물들은 하나의 텍스트로서 경험되고 그 과정을 통해 사물들이 단순히 하나

의 정보적인 파편들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조명하는 매체로서 기능한다고 보았

62. Barthes, Roland, “Image, Music, Text, Translated by Stephen Heath”, New York: 
Hill and Wang, 1977. p. 79. (볼프강 켐프 「서사」 in 로버트 S.넬슨, 리처드 시프 엮음, 신방흔 외 옮김 
앞의 책. pp. 114-1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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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맥락에서 마샬 버만(marshall Berman)은 벤야민의 문화적 비전을 ‘

역사적 경험’과 소통으로 설명한다.63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생생한 경험의 양식이 있다. 공간과 시간

의 경험, 자아와 타자에 대한 경험, 인생의 가능성과 시련에 대한 경험. 나는 이러

한 경험들을 모더니티(modernity)라고 부를 것이다. -중략-근대적 환경과 경

험은 지리적, 인종적, 계급적, 민족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인 모든 경계를 무

너뜨린다.”64

   상상과 감성 그리고 계획을 통한 공간의 질서를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간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또한 츄미가 맨해튼 트랜스크립트

(Mahattan Transcripts)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도시 공간에서의 수많은 일상

적, 혹은 비일상적 사건과 경험이 어떻게 공간의 이야기로서 그곳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적 접근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물

론 이 경우 이러한 역사성과 사건 그리고 문화적 관점에서의 도시 이야기가 삶의 

경험에 직,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그 범위를 한정짓기란 매우 힘든 것이 사실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시 공간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관계성을 경험

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근간으로 만들어지는 많은 공간과 건축을 통해 삶을 영위

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 이야기 속에서 생성되고 소비되는 지역, 도시에서의 경

험은 앞서 언급해 왔던, 인지적 관점과 이미지적 관점에서의 환경을 포함한 총체

적인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소들의 경험은 본 연구의 일관된 기준으로 제

시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 하나의 분석적 혹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63. 김응숙, “ 문화연구와 일상경험의 세계 : 발터 벤야민의 매체개념과 수용에 관한 논의”, 한국언론학보, 
제42-3호, 1998, 한국언론학회, p. 71. 

64. Berman, M., “The Experience of Modernity :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Simon 
& Schuster, 1982, p. 15. 김응숙, “ 문화연구와 일상경험의 세계 : 발터 벤야민의 매체개념과 수용에 관
한 논의”, 한국언론학보, 제42-3호, 1998, 한국언론학회, p. 72. 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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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통섭에 의한 동시적이고 맥락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이러한 도시 공간의 서사 경험은 앞서 언급한 집단지성에 의한 무한한 소

통과 그 결과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공간의 서사구조 혹은 서사적  

경험이 그 공간의 장소성 혹은 공간의 역사성과 같은 단일 공간의 내재적 특성에 

해 규정되거나 이해되었다면 지금의 공간에서의 서사적 경험은 무한히 많은 사람

들간 경험의 소통과 그 영향에 의해 형성되는 복합적이고 맥락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적 소통에서 벗어나 공간이 제공하는 정보적 경

험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기존에 쉽게 접근하거나 이해 할 수 없었던 공

간의 많은 서사적 요소 -역사, 문화, 이벤트를 포함한-를 지금의 공간에서의 사

용자는 즉각적이고 동시적으로 제공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적 경험과 

물리적 공간에서의 경험은 디지털에 의한 메타버스적 경험으로 설명될 수 있다. 

4-5 디지털을 통한 맥락적 도시 공간 경험
  

A life contains only the virtual. It is made of virtualities, events, 

singularities. _ Gilles Deleuze 65

   현대 철학에서 공간과 경험이라는 주제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의 

하나인 들뢰즈는 우리의 삶이 경험(events)과 실체화(Virtuality)를 통해 이루

어지며, 그를 통한 연결구조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실재(actualiza-

tion)와 구현(realization)은 인식과 경험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Deleuze에게 있어 세상은 모나드(monads) 와 정신(souls)에 의해 구현된 실

질적인(virtuality) 것이다. 이러한 실질은 인간의 정신과 몸의 경험에 의해 이

65. Gilles Deleuze, “L’Immanence; une vie”, in Philosopie, 47, September 1995,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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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Deleuze는 이 두개의 경험을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죄의 사과

를 먹은 아담의 정신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의 몸은 그것을 먹

는 죄를 지었다. 여기서 아담의 정신이 죄를 짓는 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실재

화 (actualized)된 경험을 한다면, 그의 몸은 행위를 구현화(realized)화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두 가지 차원은 에셔의 그림에서와 같이 

퍼스팩티브로 대변되어지는 유클리드 기하학에 입각한 인지와 경험의 과정에 대

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즉, 결정론적 세계관에서는 여러 감각(senses)에 의해 얻어지는 경험이 이성

적 인지 과정의 선형적 연결에 의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현대 철학

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그것과 일치할 수 없는 가변적, 역설적 경험으로 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들뢰즈의 철학적 개념에서의 경험 역시 기본적인 전제 있어 

앞서 언급한 벤야민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가장 큰 공통점은 결국 지금의 경험이 과거의 개념과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감각에 의해 얻어지는 지각과 구분되는 이성적 혹은 감성적 관

념에서의 상상 그리고 그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이것에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정보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러

한 관점이 정보적 경험과 실재 공간에서의 물리적 경험의 공진화를 이해하는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정보통신의 발전은 매우 

복잡한 차원의 경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특히 실세계를 나타내는 ‘유

니버스(universe)’라는 말 대신 ‘가공:추상(Meta)’이라는 접두사를 붙여 만든 

합성어인 메타버스(Metaverse)는 1992년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

의 소설 ‘Snow Crash’ 에서 처음 등장하여, 현재는 3D 가상 세계를 통해 현실

의 모습이 나타나는 광경을 지칭하는 데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이것은 



���

결국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혼재 혹은 혼합된 경험을 일컫는다. 이 메타버스의 

용어적 특성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지금의 도시에서의 삶, 그리고 경험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에서의 전통적인 경험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의 게임과 같은 정보적 공간의 경험이 빠르게 현실공간과 융합되고 

있으며, AR과 같은 새로운 경험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메타버스에 

의한 경험은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동시에 혼재되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정립

되지 않은 매우 복합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인간 환경의 다양한 측면에서

의 경험으로 전개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메타버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규

정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방식의 혼합 즉, 컨퍼전스(convergence)가 일어

나는 것이다. 공감각적인 융합으로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융합을 의미하는 컨

버전스적 특성은 작게는 각종 디바이스의 정보 교류적 융합으로 부터 크게는 디

지털적 정보를 교류하지 않는 물리적 환경에서의 경험과의 융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지금의 도시에서의 공간 경험과 삶 자체는 다양한 지각방식과 경

험, 그리고 정보전달의 혼합을 가져오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정보적 공간의 영속성(permanency)이다. 즉, 지금 만들어

지고 있는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와 같은 가상 공간의 형성은 보다 많은 정

보와 경험이 그 안에서 축적되어지며 영속되는 실재적 특성을 지닌다. 이는 이러

한 가상의 공간에서의 정보가 실재 공간의 정보와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 얻어

지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장(extension)되는 특징을 보인다.  철학적 개념에 있

어 모든 물체는 공간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면서 존재한다. 물체의 이러한 성질을 

연장이라 하며, 형이상학적 유물론은 물질을 특징 지울 때 이러한 성질의 유무(

有無)를 판단한다. 고대 철학에 있어서의 원자론적 유물론, 또 근대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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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 스피노자로 이어지는 사고 속에서는 물질에서 운동이라는 성질이 제

거되고 단지 기하학적인 공간의 특성만을 인정하게 된다.66 하지만 물질의 공간

적 형태는 그 특성이기는 하지만, 물질의 참된 존재 양식은 운동하고 있는 것으

로 공간적 성질은 운동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지금의 정보적 환경에서 

더 큰 설득력을 갖는다. 

그림 4-20. 메타버스의 특징

   이와 관련된 철학적 개념은 이미 라이프니츠(Leibniz)의 그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동적이고 가변적인 물체라 할지라도 여전히 특정한 형태의 fold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연결로 인하여 그것들

은 따로 떨어지지 않고 무한히 반복되는 보다 더 작은 fold의 연속구조로 특정한 

연결 구조를 반복한다.” 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개념을 발전

시킨 들뢰즈는 어떠한 일의 핵심이 과정의 무한 반복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

것은 어떻게 그것을 끝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

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현상을 지금의 경험공간의 확장과 그 연결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놀랍게도 카카오 톡이나 페이스 북과 같은 SNS 속에서의 관계성을 보면 어떠한 

하나의 경험을 주제로 한 관계성이 끊임없이 생성, 연결, 확장됨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적 경험은 개개인의 맥락적 해석에 

66. 임석진 외 편저,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p. 325.

융합
Convergence

영속성
Permanency

확장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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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생명력 있게 변화한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변하기

도 하고, 혹은 남의 그것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곳에서의 정보의 생명력은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전달되고 변이되며 확장되고 있

는가 하는 것이다. 즉, 형이상학적 유물론에서 주목한 연장의 지속성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 기반한 메타버스에서의 공간과 실존하는 물체의 관계는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확장된 연속성을 지니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의 범주는 크게 네 가지로 규정되고 있다. 첫 번째는 

증강현실(Argumented Reality)에 의한 공간의 경험이다. 현실공간에 가상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결합하거나 정보의 추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혼합하여 보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증강현실은 특히 위치기반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스마트 폰

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경험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과 그 정보뿐만 아니라 그 환경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상의 정보로의 확장

이 가능해 졌으며, 특히 주목할 것은 이러한 가상과 실재의 환경에서의 정보가 실

시간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특징이다. 

   두 번째 범주는 삼차원 입체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

계를 지칭하는 미러월드(mirror world)이다. 이는 Google Earth가 가장 구

체적인 모델로서, 거의 전 세계 전체가 이미 가상의 세계 속에서 정보적 공간으

로 존재하며, 특히 참여자가 이 가상의 세계에 직접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참

여함으로써 그 공간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매우 빠

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발전은 결국 이와 같은 현실세계와 거

의 동일한 정보를 다른 차원에서의 정보접속방식과 표현방식에 의해 구현되고 있

는 것이다. 

   세 번째는 라이프로깅(Life-logging)으로 불리는 정보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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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Network)를 들 수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러한 사회 참여적 정보 공유는 이제 개인의 사생활적 정보를 넘어 세계 전체의 공

통된 관심사과 경험에 대한 실시간 공유라는 측면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

다. 특히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일상의 정보가 끊임없이 데이터화되어 가

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고정되어 있는 컴퓨터 앞에서의 경험의 교류가 아닌 스

마트 폰을 통해 항상 함께 하는 정보의 교류와 더 나아가 감성의 교류의 방법이 되

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간의 전통적인 방식이 되어버린 가상세계(Virtual World)

를 들 수 있다. 이 가상세계는 인터넷과 같은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연결

된 삼차원 그래픽으로 구현된 인터렉티브(interactive)환경을 일컫는다. 이 또

한 실사와 구분되지 않는 정보적 공간의 경험이 가능해 지면서 점차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영화 아바타에서 가상의 공간의 경험이 어디까지 가능해 질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전 세계적인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지금의 공간의 경험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에서의 인지적 특성만으로 

규정 될 수 없는 다양한 정보와 디스플레이의 방법, 그리고 그러한 정보와 경험의 

교류적 특성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다

양한 차원을 통해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소비되어지고 있다. 지금의 공간에서의 

경험은 따라서 앞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연결과 상상 그리고 정보와 감각의 공진

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의 경험은 다양한 

정보와 감각의 혼합을 만들어 내고, 타인과의 연계와 확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

화하며 생명력을 유지한다. 그리고 그것은 축적되며 공간이 가지는 의미에 영향

을 미쳐 다시금 새로운 경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어쩌면 공간 디자이너에게 매우 당연한 질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공간의 기획과 디자인에 있어 이러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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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그 내재적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경우 크게 강조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창의적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디자인과 다른 것을 어쩌면 디자인의 새로운 

경험 가치로 두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디자인이 제공해야 할 공간에서의 경험은 모던 디자인 이후의 규범화되는 것에

서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순히 그에 반하

는 새로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은 디자인의 사조나 스타일에 의한 새

로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따라 새로

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맺기 혹은 살아가기 위한 경험적 가치를 만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메타버스의 세계는 그러한 경험의 가치

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명의 경험은 더 이

상 그 하나의 경험으로 사라지지 않고 매우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타인의 그것으

로 확장되고 연계된다. 

   또한 그 경험 방식과 경험의 표현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

다.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간판과 같은 물리적 정보에 의

존하지 않는다. 이미 구글 어스나 우리나라의 다음, 네이버와 같은 포털이 제공하

는 지도는 단순히 거리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장소의 이미지와 변화, 

그리고 프로그램과 같은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실시간

에 가까운 내비게이션의 역할과 과거 전화 안내가 담당했던 연락정보와 같은 다양

한 정보의 혼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은 타인의 경험과 연계

된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메타버스 속 경험은 이렇듯 확장(extension)되고 영

속적(permanency)으로 혼합(convergence)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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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메타버스의 범주 

현실공간에 가상의 물체를 부분적으로 결합하거나 정보를 추가해 실
시간으로 보여주는 기술

새로운 컴퓨터그래픽 환경을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기술에 기반한 메
타버스.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이며 실제 세계의 반영. 

인터넷과 같은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연결된 3차원 컴
퓨터 그래픽 기반의 인터랙티브(Interactive) 환경, 즉 가상공
간화 된 세계

사물과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일상의 정보들을 데이터화하여 저장 공유하는 메타버스. 컴퓨터 
앞에 앉지 않고 이동 중에도 끊임없이 기록하고 저장하고 공유할 환경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는 것이 특징

카메라 화면 위에 정보를 증강시켜주는Layer 2.0

Google Earth

Second Life

유저들의 참여로 유지되는 U-tube, Twitter

증강현실

미러월드

가상세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유발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교육의 틀과 정보 전달의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

참여자가 월드에 접속하여 정보를 추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영역이 커지는 추세

실시간으로 전세계의 사람들을 하나의 가상 공간에서 동시에 조우 가능케 하고 실제와 구분이 안 되는 
CG기술로  몰입감을 생성시키므로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추세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케 해주는  Smart Phone의 보급으로 점차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

라이프로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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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소결: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 경험 특성    
 
   스마트 환경은 결과적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에 의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Reality), 정보의 소통이 무한히 확장되어(Reach) 정보적 경험과 실제 공

간에서의 물리적 경험이 중첩되며 모든 정보와 제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Realtime) 3R의 정보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림 4-22. 스마트 환경의 정보적 특징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스마트 환경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보적 

특징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람들의 도시 공간에서의 경험의 방식과 방법 그리고 

그 경험의 소통의 확장을 통해 기존의 도시 공간 경험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가능

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에 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지금까지는 매우 선

택적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디지털 세대의 지속적인 성장은 거

의 모든 경험과 그 경험을 만드는 정보의 흐름을 바꾸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환경의 구축과 공간 경험 모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도

시 공간에서의 스마트 환경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상황의 인지를 통한 공간 경험 과정에서 정보의 인지를 통한 사전적 경

험과 실제 공간에서의 물리적 인지 과정의 결합이다. 이는 스마트 환경이 가지는 

정보의 무한한 제공과 그 소통에서 기본적인 가능성이 시작되고 있다. 스마트 폰

Realtime
실시간

3R

Reach
정보:소통의 
무한 확장

Reality
공간제약을 
극복한 실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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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변되는 개인 디바이스는 더 이상 휴대폰으로서 기능이 아닌 거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로 연결되는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적 소

통은 물리적 환경과 결합되는 메타버스적 경험을 통해 실제 공간과의 지속적인 

중첩과 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번째 특징인 직, 간접 경험의 융합적 성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즉, 

메타버스에 의한 물리적 공간의 확장과 정보적 공간의 결합이 이전의 공간에서

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이루어져 새로운 형태의 공간 경험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

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감각적인 융합으로부터 다양한 매체의 융합 

그리고 각종 디바이스의 정보 교류적 융합을 포함한 컨버전스적 성격과 정보적 

공간의 영속성(permanency), 그리고 정보의 흐름의 연속성에 기반한 연장

(extension)됨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증강현실(Argumented Reality), 

미러월드(mirror world), 라이프로깅(Life-logging), 그리고 가상세계

(Virtual World)로 구분될 수 있는 이러한 메타버스적 경험은 결과적으로 공

간이 가지는 한계를 무한히 확장하고 이를 간접적 경험과 융합(convergence)

시키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조형과 감성을 통한 도시 공간에서의 이미지의 형성과 전달과

정이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며 재조합되어 유기체적으로 소

통하며 변화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공간에서의 이미지적 소비가 단순히 그것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정보적 경험과 결합되어 새로운 이미지로 치환

되고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치환의 과정은 개인의 경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집단적 이미지 경험을 위한 요소로 작용하여 타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실제 공간이 가지는 경험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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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와 매체적 특성의 공간적 결합을 통해 그것이 가지는 새로운 가능성, 공간이 

지니는 역사적 경험과 의미 그리고 그 공간이 가지는 수많은 개별 경험적 이야기

가 하나의 집단적 경험으로 혹은 선택적 경험으로 변화하며 살아 있는 이미지로

서 생성되고 있다. 

   마지막 특징은 구조화된 정보의 서사적 이해가 이러한 소통을 기반으로 파편

적 정보의 소통에 의한 개별적이며, 해석적 과정과 관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의 공간이 가지는 구조화된 의미를 수동

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남기는 경험의 이야기를 융합하

고 해석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또한 들뢰즈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고의 과정을 

포함한 정보적 흐름은 탈 위계적 특성을 포함한 (non-hierarchy) 다층적이고

(multiplicity), 유동적이며(nomade), 유기체적(rhizome)인 전환과 반전 

(fold) 속에서 절대적이거나 순위적이지 않은 새로운 스토리로서 사람들에게 경

험되고 있다. 또한 이는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융합되며 변화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 경험을 예측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험의 요소가 순위적 질서나 구조화

된 형식을 통해 하나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변화 요소에 의

해 끊임없이 바뀌고 재생성되는 상호적 혹은 비 결정적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공간의 기획과 생성 그리고 경험의 과정에서 만들어 주목해 온 공

급자적 방식으로서의 정보와 공간 이미지의 형성은 지금의 스마트 환경에서 매

우 다르게 변모하며 소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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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간 경험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 경
험 

경험 구조 구조적 해석적 / 맥락적 
경험의 차원 물리적 공간에서의 직접 경험 메타버스(metaverse)에 

의한 직, 간접 경험의 융합 
경험 정보 상황의 인지 정보의 인지 
정보의 소통 구조화된 정보의 서사적 이해 파편적 정보의 소통에 의한 

해석적 이해 
공간 이미지 조형과 감성을 통한 이미지 형성

과 전달 
상호작용을 통한 이미지의 
생성과 변화 

표 4-2.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 경험 변화

 
   이러한 스마트환경에서의 경험은 결국 공간과 사람이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확장되어 무한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적 특징을 만
들고 있다. 이곳에서의 사람들의 경험은 더욱 개인화되고(Personalize) 그 개
인화된 경험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차원과 방법으로(Multiplex) 교류된다. 
경험은 확장되고(Expansion), 소통하며 축적된다(Database of Memo-
ries). 스마트 환경이 제공하는 이러한 새로운 지원성(Affordance)는 결국 인
간과 인간, 인간과 공간 그리고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교류하고 반응하는 환경
(Responsive Environment)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림 4-23. 스마트 환경의 경험적 특징 

3FTQPOTJWF�
&OWJSPONFOU�

인간과 공간이 쌍방향으로 교류하고 반응하는 환경

%BUBCBTF�
.FNPSJFT
사람들의 소통을 
이뤄주는

어울림의 공간

1FSTPOBMJ[F
개개인의 Needs에 맞춘
개인형 서비스 제공

.VMUJQMFY
경험의 다중화

&YQBOTJPO�
on/off line의 
시공간을

초월한 생동하는 공간

"GGPSEBODF
상호교감을 이용한
체감형 • 감성적 
아이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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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기반으로 도시 공간 변화에 따른 스마트 환경에서의 경험공간의 특징을 

고려한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가치적 변화를 요구한다. 

 

   첫째, 구조적 경험 모델에서 맥락적 경험으로의 변화이다. 과거의 경험이 인

지적 관점이나 구조적 관점에 의해 도시민의 경험을 규범화 혹은 지원적 가치를 

통해 제공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발전적으로 나아가, 각각의 수많은 경험적 스

키마와 가치 그리고 상황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경험이 개별적이며, 맥락

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수용하고,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함에 있어 교류하고 

반응하는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맥락적 경험 모델을 요구한다. 

   둘째, 공간의 가변적 변화 가능성이다. 지금의 공간은 단순히 정보를 담거나 

경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정보적 경험과 물리적 경험의 공진화 속에서 개개인

의 맥락적 경험을 위한 반응적 환경을 요구한다. 이는 스마트 환경에 의해 극대

화되어 변화 가능한 열린 경험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과거의 물리적 환경에서

의 공간이 가지는 많은 경험적 배경으로서의 가치에 추가되어 정보적 축적과 소

통을 기반으로 하는 변화하는 공간(open platform)으로서의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공간(responsive environment)으로의 변화하는 공

간적 특성에 기반한 경험의 소통과 축적이다. 이제 공간은 물리적 환경으로서 사

람들의 경험을 지원하는 단순한 환경적 영향에서 벗어나 개별적이며 동시에 사

회적인 경험의 소통을 통해 소비된다. 이는 축적되고 재생산되며, 또 다른 경험

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경험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스마트 환경으로의 발전에 따른 공간과 그 공간에서의 경험 변화는 이와 같이 

또 다른 디자인적 가치와 의미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공간 디자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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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공간과 공간 경험적 특징 그리고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과 공간 경험을 고려한 디자인 가치

를 고려한 디자인 프로세스의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맥락적 경험 디

자인을 위한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존 공간 디자인 특성

구조적 경험 모델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공간 구축

개별적 경험을 지원하는 공간 소통을 통해 소비되는 공간

가변적으로 반응하는 경험 제공  

맥락적 경험 모델 

스마트 공간 디자인 특성

표 4-3. 기존 공간 디자인과 스마트 공간 디자인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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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mart 경험공간 디자인  

5-1 대상 공간의 선정 및 배경 

   일반적으로 공간디자인의 경우 디자이너는 대상 공간을 자신의 관심을 통해 선

정하는 것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의해 출발하게 된다. 특히 도시 공간의 경

우 공공의 목적과 필요에 의한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공간 디자인이 시

작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도시 공간에 있어 대상 공간의 선정은 공간 자체의 

기획보다 그 공간의 사용자의 요구 혹은 가치 창출을 위한 대상 공간의 분석에서 

출발하게 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 전제인 스마트 환경에서의 맥락적 경험공

간의 디자인 적용을 위해 대상공간으로 근미래 스마트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디

지털 가로 공간을 선정하고 스마트 환경을 고려한 도시 공간 디자인 사례로 고찰

하고자 한다. 

   가로공간은 도시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 환경 요소로서 공공의 영역임과 

동시에 다양한 행위가 유발되며 발생하는 사적 영역이기도 하다. 특히 디지털 기

반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가로 공간은 과거의 단순한 도시 구성의 물질적 요소에서 

다양한 경험이 이루어지고 공유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공적 영역으로서 정보 

교환과 사람들과의 접촉 그리고 사용자의 감성과 경험에 따라 상호 인터랙션이 가

능한 다 차원의 경험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는 기존의 가로가 가지는 역사적, 장소적 의미를 

포함한 그 장소에서의 사람들의 경험을 유도하는 종합적 결과물로서의 디자인으

로 진행하기보다는 앞선 선행연구에서 밝힌 스마트 환경이 가지는 특징을 반영하

고 적용하는 사례로서, 스마트 환경에서의 다양한 기술적 요소와 정보적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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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그것을 통해 변화 가능한 새로운 경험적 환경의 구축을 위한 디자인 적

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간이 아닌 불특정 디지털 가로 공간을 그 대상

공간으로 선정하고 그 공간에서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특징을 반영한, 물리적 가

로 공간의 역할 변화, 서사적, 이미지적 변화를 고려한 경험공간의 디자인을 위

한 가이드라인 연구를 목표로 구성한다. 이는 기존 가로 공간의 역사적, 상황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적 가치를 고려한 디자인에 있어, 스마트 환경이 가지

는 특징의 적용이 가지는 복잡성을 제거하고, 도시 공간 기획에 있어 스마트 환

경의 특성과 그에 따른 변화의 적용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 공간의 변

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 경험 디자인이 가지는 다양한 한계와 제한을 넘어 스마

트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도시 공간 기획 및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

에 대한 최대한의 적용을 위해 새로이 형성되는 가로 공간의 디자인을 그 대상공

간으로 선정하고 그 디자인 과정과 고려 대상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해 고찰한다.

5-1-1. 경험 변화의 이해 - 도시 가로 공간의 특성과 변화 
   메를로 퐁티(Merleau Ponty)는 지각의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지각을 경험

하는 대상자는 자신의 몸(body)과 지각의 대상, 그리고 연속적인 움직임을 통한 

시간의 요소가 그 대상이 되는 공간의 세계와 하나의 의미작용을 통해 인지 경험

을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또한 사람은 결국 순간순간의 경험을 확장하여 연속적

인 시간을 통한 경험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 내며, 배경과 끊임없이 변화하

는 과정 그리고 보행자의 움직임에 따라 시간과 공간과 함께 존재하도록 경험한

다고 보았다. �

1. M. Merleau Ponty,”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 Galimard,1945, pp.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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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메를로 퐁티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인간 중심적 공간개념

   특히 가로 공간에서의 사람들의 경험은 주체로서의 경험자의 움직임과 장소가 

가지는 배경으로서의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시간적 경험의 축적을 통해 다

양하게 나타난다. 물론 가로 공간을 만들어 내는 배경과 장소로서의 건축적 질서

와 가로 공간 자체가 가지는 인지적 특성은 앞서 경험의 물리적 환경 요소에서 인

지적 특성을 만들어 내는 가장 기본적인 도시 공간의 출발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도시 가로 공간의 특징은 이러한 장소성

과 시간성 외에도 정보적 경험에 의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즉, 메를로 퐁

티가 주목했던 지각주체의 행위와 그에 따른 공간의 인지의 과정이 정보적 행위와 

경험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가로 공간에서의 경험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 가고 있다. 과거 가

장 기본적인 가로의 역할은 도시를 구성하는 물적 요소로서 사람들의 이동을 전제

로 하는 우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가로 

공간은 무엇보다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다양한 지원적 특성

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 환경에서의 가로는 더욱 많은 경험을 기반으로 기

획될 것이다. 우선 건축물로 둘러싸인 내부의 공간으로서의 가로와 외부적인 표

피로서의 건축의 관계가 정보적으로 중첩되며 가로 공간이 단순히 건물로 둘러싸

인 비어있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관계성이 형성되며 발전하고 있다. 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와 건축의 표피적 변화에 기인한다. 또한 경험자의 

현상학표현 인지요소 공간경험인지

움직임  |  시간성  |  몸(지각주체)  |  장소성공간 인지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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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과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전이공간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즉, 디지

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거리 공간의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

니라 정보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다양한 인터랙션을 강화하는 새로운 경험공

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과거의 도시에서의 거리공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상점으로 둘러싸인 작은 거리의 활력은 디지털적 변화를 제외하

고도 많은 인터랙션과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활기찬 도시 공간으로 작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공간이 양방향으로 교류하고 반응

하는 지금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거리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확장적인 경험공간으

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5-2. 기존의 가로공간의 구성요소와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가로의 기능

   이러한 가로공간의 변화는 결국 보행자의 통행공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에 

디지털적인 스마트 환경을 활용한 선험적 체험과 경험자의 기억과 경험의 소통과 

축적을 통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정보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중첩되는 특징

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메를로 퐁티가 주목했던 움직임과 시간성, 지각주체로

서의 몸의 지각적 반응, 그리고 장소성의 특징이 보다 확장되고 다차원적인 결합

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도시 공간의 변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스마트 환경으로의 발전에 

정보 교환 장소
로서의 가로

접촉의 장
으로서의 가로

문화공유의 장
으로서의 가로

출처: 케빈 린치의 가로공간 구성요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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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금의 도시 가로 공간은 도시적 스케일 혹은 건축적 매스에서 점차 사람들 

보행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 공간으로 인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 지금

의 거리 환경은 점차 자동차 중심의 이동의 역할에서 보행자 중심의 경험적 공간

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림 5-3. 도로 환경의 변화와 공간 특성 - illustrated by Dokuen Jung & CA Plan

   이러한 변화는 앞서 살펴 본 스마트 환경에서의 사람들의 경험 특성과 요구 그

리고 변화에 따른 가로의 기능과 환경적 특징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또한 거리 환경에서의 경험

은 점차 건축을 포함한 구

조적 관점에서의 인지 특성

에서 오는 경험으로 부터 

그 내부적 콘텐츠 즉 그 공

간에서의 프로그램과 실제

적인 즐길거리에 의해 좌우

되고 있다. 

이는 결국 하드웨어적인 발

전에서 내부적이고 실질적

인 즐길거리를 포함하는 소

프트웨어적인 변화와 발전

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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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지금의 도로 환경에서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통행공간으로

서의 기능이 아닌 체험과 구분되는 경험적 가치 그리고 이에 기반한 변화를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거리를 단순히 찾아가는 과정 혹은 연결로서의 의미

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즉, 디지털 스마트 환경

에서의 거리는 단순히 목적지향적인 공간이 아닌 다양한 경험공간으로 도시 공공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5-4. 가로 공간의 경험적 가치와 역할

   이는 앞서 살펴 본 도시 공간의 경험적 변화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의 스

마트 환경에서의 공간에서의 경험적 특성인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새로움을 위한 

경험적 가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거리 환경에서의 경험적 요구의 확대는 단순히 

거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스마트 환경 전체가 가지는 특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거리 환경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에 기반한 스마트 환경에서의 경험적 변화에 기반

한 공간 경험을 연구하는 하나의 대표적 모델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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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구축 현황 및 분석 - 스마트 가로환경 구축사례 분석 
   지금까지의 국내외 스마트 가로 환경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다양한 디지

털 매체를 통한 시지각적 변화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디

어 파사드나 프로젝션, LED 등의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사용자 경험을 중

심으로 한 디스플레이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

만 지금까지의 스마트 가로환경의 구축은 디지털 기술의 단순 적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 5-1. 국내 디지털 미디어 가로환경 구축 사례

위치

표현
방식

체험
방식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2가 장교동 길 

•  미디어 모자이크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방문자를 촬영하고  
그 사진이 대형 ’미디어보드’에서 보여짐
•  LED 전광판 영상가로등에서 아름다운 사계절 변화를 영상으
로 표현되는 화려한 퍼포먼스 영상쇼

•  시민의 얼굴을 주제로 하는 참여형 미디어아트 제공
•  보행자의 움직임에 따라 상이 바뀌는 상호교감형 영상가로등

을지 한빛 거리 

위치

표현
방식

체험
방식

서울 중구 청계천 

•  프로젝터로 청계천 옹벽에 꽃의 영상을 투사한 ‘디지털 가든’은 
지나가는 시민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며 감상자와 호흡하고
   대화함
•  광교상류에 위치한 디지털 캔버스 안개분수, 스크린분수를
   워터스크린 삼아 레이저로 빛의 그림을 그림

• 서울의 문화와 관광콘텐츠를 디지털화된 도시공간으로 연출

청계천 디지털 스트림

위치

표현
방식

체험
방식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  30m간격으로 22개 설치된 높이 12m 종합시설물 ‘미디어 폴’은 
   스크린 모니터를 통해서  작품의 영상물 상영과 공공정보,
   디지털뉴스, 지역상가, 교통정보 등의 검색 뿐만 아니라
   즉석에서 사진 및 UCC(사용자 제작 콘텐트)를 제작하여
   이메일이나 자신의 블로그로 바로 전송이 가능함

•  가로의 모든 시설물의 기능까지 통합하는 최첨단 디지털
   가로시설물로 IT와 디자인이 접목된 새로운 디지털 문화가
   있는 시민참여 공간으로 탈바꿈됨

강남 U-Street

몸(시지각)

움직임

장
소
성

시
간 
성

몸(시지각)

움직임

장
소
성

시
간 
성

몸(시지각)

움직임

장
소
성

시
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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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순한 기술의 적용에 대해 김억은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유비

쿼터스 공간 서비스는 이론적인 배경 없이 막연한 상상력에 의존하거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논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분석하고,  유비쿼터스 공간 서비스를 위

한 시나리오의 구성은 먼저 제공 서비스의 심리,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와 메타포

(meaning & metaphor)가 있는지를 해석하고 시나리오의 명확한 서비스 제

공 목표를 위한 정의(definition), 시나리오 구축을 위한 주요기술과 기능을 현

재 구현 가능한 기술과 개발 중인 기술(core technology & function)로써 분

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

한 가로환경의 구축이 스마트 환경의 특징을 고려하기보다는 유비쿼터스적인 즉, 

정보적인 네트워크로서의 시설물에 국한되어 기획, 설치 된 것에서도 그러한 한

계를 찾아 볼 수 있다. 

   김억의 견해와 같이 전체적인 사람들의 경험 시나리오에 기반하지 않은 단순한 

기술의 적용은 결국 시설물이 사용자의 경험에 인지적 경험과 같은 제한적 범위에

서의 기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콘텐츠의 생성이나 경험의 축적 혹은 이미지 형성에 

한계를 가지고 발전해 온 것이다. 

   또한 메를로 퐁티의 움직임과 시간성에 기반한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보

면 이러한 경향성을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사례로 든 국내의 을지 한빛 

거리와 강남 U-street, 그리고 청계천 디지털 스트림의 경우 장소적 콘텐츠에 

기반하여 다양한 정보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으로 강점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세 사례 모두 정보의 축적과 사용자의 경험과 시간에 따라 재 생

성되는 이미지 혹은 이야기 요소가 부족함을 볼 수 있다. 이는 공급자 위주의 정

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며 재생산되는 의미를 

생성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움직임에 반응하는 상호작용의 

2. 김억, “ 디지털 건축을 찍고 유비쿼터스 공간을 향하여”, 건축 0901, 대한건축학회, 2009,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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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그 공간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정보적 흐름과 소통을 통한 스마트환경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 사례에서의 공통적인 인터랙션은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소극적인 인터

랙션으로 국한되어 일시적인 재미요소나 반응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강

남 U-street의 경우에는 고정된 이미지의 투사가 아닌 IP -network기반의 독

립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로서 각종 공공정보, 디지털뉴스, 지역상가 및 교통정보

와 같은 변화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설로 기획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진 촬영 및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상영이나 전송

이 가능한 하드웨어적 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적 측면에 대

한 고려의 부재는 이러한 시설의 실질적 활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지금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사용자는 더 이상 정보적 전달을 공공의 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개별 디바이스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으로써 단순한 정보 뉴스와 같은 정보

의 전달이 더 이상 공공의 미디어에 연결되어 전달하는 것은 매체적 특성과 공간

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이 

아닌 어떻게 경험화 시키는 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라스베이거스에 설치된 Fremont St.와 타임 스퀘어의 경우 

건물과 가로 공간의 이미지를 새로이 형성하며 정보의 경험적 전달이라는 측면에

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경험으로 치환하여 전달함으로써 도

시 공간에서의 새로운 재미와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은 결국 지금

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 경험을 고려한 디지털 시설물 혹은 공간의 기획에 있

어 정보의 전달과 소통 그리고 경험을 위한 이미지의 형성이 하나의 맥락적 결과

물로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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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하나의 디지털 기술의 적용을 통해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가 아닌 그것이 

만들어 내는 공간에서의 경험적 기획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위

한 공간의 기획은 그 정보적 흐름과 소통 그리고 축적과 전달과 같은 스마트 환경

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표 5-2. 국외 디지털 미디어 가로환경 구축 사례

Fremont Street
_Las Vegas.USA
LED 전광판 영상가로등에서
아름다운 사계절 변화를
영상으로 표현되는 화려한
퍼포먼스 영상쇼

Time Square
_Newyork.USA
건물의 각층마다 영상이
흐르며 계속 끊임없이 변한다.
이는 마치 건물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줌

The Place
_Beijing.China
Full color LED와 고화질의
LED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다.
낮에는 평범한 유리창이지만
저녁때는 다이나믹한 공간

몸(시지각)

움직임

장
소
성

시
간 
성

몸(시지각)

움직임

장
소
성

시
간 
성

몸(시지각)

움직임

장
소
성

시
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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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스마트 환경 분석

5-2-1 시간적 공간적 변화 및 운영적 특성을 고려한 기술 
분석  
   이러한 스마트 환경에서의 특징을 고려한 도시 공간 디자인은 따라서 기술적인 

요소와 정보적 경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간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해석을 종합

하는 과정(process)을 통해 기획되어야 한다. 즉, 단순히 공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의 경험을 예측하고 스마트환경에서의 경험의 이미지화와 이

야기구조 그리고 그것의 소통과 축적을 통한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맥락적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도시 공간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장소성(site)과 기술요소(Technology), 

그리고 소통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와 주제(theme)에 대한 고려이다. 

   이는 스마트 환경의 경험적 특징인 인지적, 서사적, 이미지적 특성과도 깊은 관

련을 가지고 있다. 결국 공간디자인은 특정 공간에서의 사람들의 경험을 기획하

고 그 경험을 위한 지원성(affordance)을 제공하는 것을 그 기본적인 출발이라

고 보았을 때, 이러한 공간이 가지는 맥락적 정보와 공간적 경험, 도시 공간이 가

지는 역사, 문화, 사건과 개별적인 경험이 만들어 내는 정보의 소통과 축적, 그리

고 기술로 진보되어 나타나는 상호 소통적이며 반응하는 다양한 기술요소의 적용

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와 이야기,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기술, 그리고 공간의 맥락적이고 공간적 경험으로 전환하

는 것을 기본적인 디자인의 가치로 형성하게 된다. 

 

  즉, 스마트 환경의 고려에 있어 이러한 각 요소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환

경 분석을 단순히 자료 조사적 차원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서 매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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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작업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환경 분석에서 고정된 요소의 파악

과 그에 대한 해석적 관점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기술 요소와 그 

기술 요소에 기반한 운영적 변화에 대한 분석 및 해석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다. 예를 들어 불과 10년 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적 기

기의 제어는 유선을 기반으로 매우 복잡한 선로 설계와 제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단순히 사용자 경험을 위한 시스템적 구축 외에도 매우 많

은 부가적 시스템의 설계 및 고려가 중요하게 대두 되어왔다. 그러나 2000년 후

반의 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은 각 시설 및 공간의 제어가 매우 간단한 조작과 시스

템으로 운영 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림 5-5. 스마트 가로 디자인을 위한 기술 요소 검토의 예

   따라서 지금의 스마트 환경의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기초 자료 및 

사례분석으로 부터 상위계획의 조사 및 분석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과 

기술 운영적 측면에서의 기술 진보에 대한 종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 국내외 기초자료 조사 및 사례분석
 • 상위계획 분석

• 미래 가로의 개념 분석 / 설정 
• 미래 가로 환경 시설물  
   분석/설정 
• 타 시설과의 연계방안

• 추진 로드맵 • 운영계획 (시범 및 임시 운영 포함) • 소요예산 계획 및 유지비용 최소화 계획 • 지속적 운영 방안

• 정보 관리 기술 요소분석 
• 정보 처리 서비스 모델 분석 
• Digital, Green기술적용방안
• 통합정보 시스템 고려

• 운영체계 및 프로세스 고려 
• 시스템 관리방안 
• 통합정보 시스템 기술요소 분석 
• 사용자 참여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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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적 검토는 결국 스마트 환경 특히, 스마트 스페이스의 관리 및 지속가

능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요소의 분석과 장소성

에 기반한 환경, 이미지, 이야기의 분석은 따라서 매우 창의적이고 맥락적인 분

석 방법과 과정을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자료를 모으고 하나하나의 요소에 대한 

분석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상황과 공간에 대한 경험적 시뮬레이션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분석 및 해석의 과정은 도식적인 방법론으로 규정할 수 없는 

맥락적이고 해석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상에 꼭 필요한 사

전 자료조사 및 예측에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첫째,  현재 국내 가로 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상위법의 조사 및 국내외 기존 

유사 구축 현황에 대한 조사이다. 

현재 국내 거리 환경의 디자인에 있어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은 매우 복잡하다. 우

선 건설교통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부터 시작하여, 

“도로법”,”도로 교통법”, “도시개발법”, “경관법”에 이르는 기본적인 거리 환경

이 가져야 할 규범적 틀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08년 3월 수립되어 2012년 4

월에 시행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 그 상위법에 해당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기반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광대역 통합정보통신망

과 같은 다양한 정보통신 시설에 관한 법률과도 기본적인 전제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14년 3월 시행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도 다양한 정보 시설의 공간

활용 및 적용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거리 환경 시설물

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다양한 표시 기준 및 공공

목적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기존 사례 분석을 통한 유사 시설 콘텐츠 및 유사 기술의 적용에 대한 조

사가 필요하다. 앞서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스마

트 환경 구축과 관련된 많은 사업이 펼쳐지고 있으며, 유사시설의 분석을 통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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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한 기술의 적용이 아닌 사람들의 경험과 관련된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반

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각종 적용 기술에 대한 기술 발전 로드맵을 형성 지금 적용하는 기술의 

시간적 한계와  향후 업그레이드 방안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거리 환경에서의 스마트 정보체계는 기본적인 정보통신망의 발전에 따라 급속도

로 발전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추이는 물론 스마트 폰의 보급과 그 통신 속도의 향

상에 따른 사용 환경의 변화이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사용자의 증가 및 사용 환

경의 발전에 따른 콘텐츠 보급의 확장 또한 매우 주목해야 할 요소이다. 즉, 지

금의 스마트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인 정보적 경험과 실제적 경험의 공진화가 더욱 

밀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지금 구축되는 스마트 거리 환경에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환경과 변화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명

명되는 1980년대 생 이후 급격하게 나타나는 디지털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이해이

다. 즉, 지금의 사회는 여전히 스마트 환경에 낯선 아날로그 세대와 거의 모든 정

보를 디지털에 의존하는 디지털 세대로 구분되고 이 두 세대 간 공존이 이루어지

고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기존의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를 아우르는 정보

전달 방식과 공간 구성 방식의 공존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디지털 피로감과 같이 

지나친 디지털 환경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이 급속도로 증가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실제 공간과 정보적 공간의 조화는 매우 필수적인 사전 조건이 된다. 가로환경과 

같은 공공환경에서의 이러한 관점은 특히 필요하다. 사적 영역에서와 같이 개인

화된 단말기의 사용이 아닌 공적 디스플레이의 경우 더욱 세대 간 그리고 사용자

간 간섭사항과 주 사용자의 거리 활용 목적성 등을 고려 정보전달의 방식과 크기 

그리고 소통의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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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장소성에 기반한 환경, 이미지, 이야기 분석  
   이러한 기술요소의 분석과 함께 스마트 공간 디자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험을 

위한 분석은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유기적 자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과거 디자인 방법론의 체계화를 위해 수립된 도식화된 디자인 프로세스와는 달리 

지금의 경험은 앞서 여러 차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절적이나 그것의 연계와 

연결 그리고 중첩 등을 통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감각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공간에서의 경험적 과정을 고려할 때, 그 디자인에 있

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들의 경험을 종합적 사고에 의해 통합할 수 있는 다

양한 정보의 조합 특히 가상적 정보와 실제 공간에서의 물리적 자극에 의한 경험 

정보에 대한 예측과 고려 일 것이다. 

그림 5-6. 공간 경험 요소와 스마트 스페이스 디자인의 주요 고려사항

   특히 스마트 스페이스의 구축에 있어 이러한 종합적 사고를 위한 다 차원적 자

Technology
digital : information

Site
contextual : spatial 

Theme
history : culture : events  

도시 환경 요소 도시 공간 이미지 요소 도시 공간 이야기 요소 

 도시 기반 환경  
  산업기반환경:도로/교통, 
                      통신, 물 
  생활기반환경 : 의료, 교육, 문화
건축 환경    
   주거공간, 업무공간, 경험공간
공공 환경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

도시 자연 환경 
  물(Water), 식생(Green)
  공기(Air)

보기(seeing)
  Scale 
  Style
  Lights  
  Color and Material
  Text/Character

듣기(hearing)
  소리(Sound)
  음악(Music)

느끼기(feeling)
  냄새(Smell)/향기(Ordor)
와 악취(Fragrance)
  촉각(Touch)
  맛(Food)

역사 컨텐츠

문화 컨텐츠

이벤트 

경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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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조사 및 분석의 과정은 동시적이고 함축적인 경험적 특성을 계획하고 만드는 데

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공간 분석의 툴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해석을 위한 과정이 요구된다.  

그림 5-7. 전통적인 공간 분석의 방법과 가상현실 및 AR을 활용한 메타버스적 공간 분석의 
예 - 상으로 부터 여수 엑스포 공간 분석 및 스카이라인 분석, VR을 활용한 공간 해석, AR 과 life logging 
상의 장소에 대한 사전적 경험 자료 

   즉, 장소성에 기반한 다양한 지리학적, 지질학적 정보 및 날씨 환경에 대한 요

구사항, 기존 구축물에 대한 분석 및 앞으로의 변화 예측, 그리고 건축 및 도시 계

획법에 의한 규제 등 장소에 기반한 기본적인 공간적 정보의 메타버스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스마트 환경에서의 사용자의 도시 공간 경험의 시작이 이러

한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적 정보에 의해 선행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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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 지금의 도시 공간의 사용자는 정보적 경험을 통해 실제 환경에서 겪

게 되는 인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전적 경험을 통해 공간을 소비한다. 따라서 

구글 어스나 각종 매체적 정보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분석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지금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은 위 그림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도면 및 지도의 분석 외에도 각종 GIS 데이터를 활용한 VR의 구성 

및 사용자 시점에서의 공간분석, 그리고 위성지도와 AR에 의한 사용자 정보 및 

이미지, 그리고 SNS 등에 선험적으로 기술된 사람들의 사전적 경험 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차원적인 관점에서의 정보는 결국 앞

서 언급한 공간과 기술 그리고 공간에서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맥락적으로 종합하

는 기본적 출발이 되어야 한다. 

5-3 Storytelling 

5-3-1 맥락적 공간 경험 기획  
   결과적으로 이러한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 경험 방식의 변화는 기존 공간에서

의 구조적 인지 모델과 이에 기반한 공간 디자인 프로세스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험 디자인은 결국 공간디자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출발인 지원성의 개념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이 개념을 통해 공간 디자인은 사

람들의 특정 장소에서의 행위체계를 유발하는 경험을 예상하고 이를 실체화 시키

는 작업이다. 즉, 공간 디자인은 결국 특정 자극 혹은 인지를 통해 상황에 적응하

고 이에 따른 행태적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의 행위체계를 예상하고 적절한 방향 

혹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장소에서 주고자 하는 의도 및 경험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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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체적 결과물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적 

경험과 물리적 경험의 결합을 통해 나타나는 공간 경험 변화는 매우 다른 디자인

적 과정과 특징을 요구하게 된다. 

   첫째, 인지적 경험을 고려한 구조화된 모델에서 다양한 정보적 경험을 고려한 

맥락적 모델로의 변화이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도시 공간의 디자인은 인지적 

과정과 이에 기반한 구조화된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과거 케빈 린치의 역사

적 연구에서 규범화 된 것과 같은 물리적 공간의 구분과 구조화로는 설명할 수 없

는 도시 공간의 다변화와 다축화 그리고 세부적 공간에서의 상황적 인지에 따른 

수많은 변화 요소를 고려한 가변적 디자인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상의 정보적 경험이 선행되는 지금의 스마트 환

경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새로운 장소에 대한 인지적 경험을 기존의 물리적 환경

에서 한정되어 있던 스키마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구조의 사고 및 인

지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적 경험의 과정과 결과물은 자신의 그

것에서 한정되지 않고 매체적 발전에 따라 빠르게 소통되고 축적된다. 물론 과거

로부터 책과 글을 통한 다양한 선험적 경험이 가능했으며, 다양한 이미지적 정보

의 생성과 소통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스마트 환경에서 주목하

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제한된 소통 혹은 특정 작가에 의한 관점의 선험적 이미지

화가 아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실제와 흡사하거나 직접경험과 유사하게 인지

하기 쉬운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지화 된 정보의 무한하고 다차원적인 흐름 속에

서의 선험적 정보의 소통이 가져오는 변화인 것이다. 즉, 스마트 환경에서의 경

험의 과정은 이전의 이미지 그리고 서사적 관점에서의 경험적 과정을 더 극단적

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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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러한 정보적 흐름의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는 과거의 이미지 혹은 글을 

통한 사전적 정보와 지금의 정보의 접근 방식과 전달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변화이

다. 스마트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인 언제, 어디서든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와 실제

적 경험의 결합은 지금의 정보적 경험이 시간의 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동

시적인 메타버스적 인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증강현실과 

같은 예에서와 같이 단순히 재미적 요소 혹은 이미지적 연출에서 벗어나 사고의 

과정을 중첩시켜 순위적 과정 혹은 시간적 정보의 흐름이 아닌 동시적이고 맥락

적인 경험의 과정을 만들고 있다. 공간의 인지적 특성에서 마빈 민스키의 연구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의 공간의 인지의 과정이 동시적이고 일시적 찰라에 이

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험적 이미지는 정보의 흐름 과정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이미지화되고 변화하며 

무한한 소통의 채널 속에서 축적된다. 

   이처럼 지금의 개별 공간에서의 사람들의 경험과정은 이와 같은 스마트 환경에

서의 정보와 이미지의 생성과 축적의 과정과 매우 흡사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의 과정을 지원하고 실체화하는 디자인의 접근은 매우 맥락적

이고 종합적인 사고의 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첫 번째 단계인 사전조사와 그 해석에서부터 디자인의 과

정 전반에 걸쳐 많은 발전적 변화를 요구한다. 지금의 정보의 소통과 축적에 기반

한 사람들의 경험은 일반화되거나 구조화 될 수 없이 매우 가변적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흐름은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그 장소가 가지는 의미와 경험적 요구 혹은 그 경험의 질적 차이 등과 같

은 수많은 변수에 의해 맥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예측하고 종합하여 실체적 행위체계로 구성해야 하는 디자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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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결정론적 경험이 아닌 하이퍼 텍스트적 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획으로 정의 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서사적 스토리텔링의 제공에서 유기체적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생성, 

소비, 재생산되는 변화하는 정보적 흐름을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open plat-

form)의 제공이다. 하이퍼 텍스트적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결국 디자인에서 결과적으로 도출된 실체적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process)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과 같이 경험이 가지는 다양성에 기반

한 맥락적 모델의 특징은 그 결과가 결정되지 않은 변화 가능한 것으로 귀결된다. 

스마트 환경의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한 플랫폼(platform)은 결국 사용자의 경험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툴의 제공이며, 이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생태계적 변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림 5-8. 스마트 스페이스 기획의 전제  

Interactive 
Space Image
for communications

Open Platform
 by smart technolgy

Contextual 
Experience 
with collective 

intelligence

Technology Site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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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조형성에 기초한 공간의 이미지 구성에서 정보적 경험과 실제적 경

험의 공진화가 이루어지는 소통하는 공간이미지 형성이 가능한 상호적 공간 이

미지(interactive space image)의 제공이다. 즉, 이러한 공간에서의 다양한 

경험의 생성과 축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오픈 플랫폼은 

사람들의 변화와 다양성을 인지하고 반응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스마트 환

경을 만드는 기술적 특징인 상호작용성이 디자인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5-3-2 사용자 경험 시나리오   
   이러한 스마트 공간의 기획의 전제를 기반으로 공간에서의 지원성을 통한 경험

을 예측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사용자 경험 시나리오의 

작성이 필요하다. 특히 거리 공간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 하나의 관점에서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적절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또한 스마트 환경의 특징 중의 하나인 개별적 경

험의 집합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스마트 가로 공간에서의 경험 시나리오는 다양

한 사람들의 수 없이 많은 개별적 경험을 지원할 수 있는 사용자의 참여를 기본적

인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를 필요로 한다. 

   이인화는 스토리텔링을 스토리, 담화, 이야기가 담화로 변화는 과정의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 지금 디지털 시대의 소통은 필연적으

로 다중적인 참여에 의한 변화하는 과정 속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는 또한 지금

까지의 선형적이고 일 방향적인 이야기 혹은 정보의 전달이 아닌 다중적이고 비선

형적 특성을 보이고 발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보통신에 의한 소통의 기본적인 

속성은 결국 불특정 다수의 다중적 참여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야기의 전개

로 이해될 수 있다. 테오도르 넬슨(Theodor Holm Nelson)은 이를 컴퓨터 저

3. 이인화; 고욱; 전봉관; 강심호; 전경란; 배주영; 한혜원; 이정엽, “디지털스토리텔링”, 황금가지, 2003,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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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스크린 디스플레이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순차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을 주창했다.�

   이는 더 나아가 지금의 정보적 연결과 그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개념과 지식을 생

산해 나가는 집단지성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집단지성이란 소셜 네트워크에

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해나가고, 그 바탕으로 대규모 협력을 이용하여 공동의 지

식을 생산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며, 그 형태로는 사소한 생활 경험에서부터 전

문적 지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앞서 스마트 환경의 서사적 

특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의 공간의 경험역시 이러한 정보적 경험의 방식

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정인 혹은 심지어 건축가나 공간

의 설계자의 의도 자체가 반영된 경험이기 보다는 보다 많은 불특정 다수의 견해

는 디지털 미디어의 기본적인 속성 안에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정의와 경험으로 

사용자에게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스마트 공간의 기획에 있어 이

러한 열린 결론과 소통을 전제로 하는 공간 경험의 기획은 매우 중요하며 가장 본

질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그 속성상 특정한 동선으로 

연계되는 선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경험의 기획에 있어 

수 없이 많은 경험의 방식과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따라

서 스마트 공간 기획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관점은 기본적인 지원적 성격의 스

토리텔링과 디자인 전개로 귀결 될 수 있다. 즉, 공간 사용자의 기본적인 가이드

와 공간 경험 방식을 제안하고 그 안에서의 경험을 소통하며 성격을 사용자의 참

여에 의해 재규정해 나가는 방식이다. 

4. Randall Packer; Ken Jordan, Multimedia from Wagner to virtual reality, 아트센 터 나비 학
예연구실 역, “멀티미디어. 바그너에서 가상현실까지”, 나비프레스, 2004, p.258. 의 내용을 전혜정, “SNS
에서의 비선형, 다중참여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콘텐츠 디자인 연구 - 페이스북 집단창작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이화여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3, p. 22. 에서 재 인용. 

5. 윤호성, 이기동,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집단지성 측정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9권 제2호, 55-63, 한
국디지털정책학회, 2011,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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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사용자 경험 시나리오를 위한 페르소나 유형 이미지 

그림 5-10. MBTI의 유형에 따른 성향 및 성격유형 - illustrated by 민혜기,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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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지금까지의 규범화되고 이성적으로 완벽한 공간의 구성을 통해 만들어지

는 질서와는 다른 차원의 공간적 경험을 기획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기획하

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페르소나를 활용한 가이드라인과 소통을 전제로 하는 경험 

시나리오를 들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완성형의 시나리오가 아닌 다양한 선험적 가

능성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가이드에 맞는 도시 공간을 경험하며 그 경험이 또 

다른 페르소나로서 타인의 경험의 선험적 정보가 되는 구조의 하이퍼 텍스트적 구

성을 위한 지원적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11. 경험의 교류 예시

   이때 페르소나는 우리의 도시 공간을 살아가는 가장 전형적인 유형(type)을 선

정하고 이를 MBTI와� 같은 특정 정보성향에 맞추어 자신과 유사한 라이프스타일

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유형과 연령에 맞추어 자신이 경험하게 될 도시 공간의 

선험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경험 방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기획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은 SNS등을 통해 또 다른 하나의 페르소나

로 타인의 경험에 정보적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식이다. 

6. MBTI는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로 성격유형은 모두 16개이며 외
향형과 내향형, 감각형과 직관형, 사고형과 감정형, 판단형과 인식형 등 네 가지의 분리된 선호 경향을 구성된
다. 선호경향은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잠재되어 있는 선천적 심리경향을 말하며, 각 개인은 자
신의 기질과 셩향에 따라 각각 네 가지의 한쪽 성향을 띠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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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도시 공간 이용별 사용 시나리오의 예 - illustrated by CA Plan

   이와 같은 경험 시나리오는 결국 도시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을 고정된 것에서 

탈피, 가능한 많은 유형을 제공하고 그 역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새로

운 경험의 선험적 정보가 될 수 있는 지금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경험 특성을 고려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도 그 가

짓수와 유형의 선정 그리고 참여의 정도에 따라 공간 경험의 다양성과 가치는 많

이 좌우 된다고 할 수 있다. 

5-4 Mapping

   스마트 거리 공간 디자인을 위한 다음 단계는 경험 시나리오의 실제적 경험을 

지원하는 물리적 환경의 구축이다. 물론 이 단계에서의 물리적 환경에는 정보적 

경험을 만드는 기술적 요소와 실제적 공간을 구축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특히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의 구축에 있어 정보적 경험과 

실제 공간에서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적 경험은 공진화되어야 하며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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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중첩되고 상호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앞서 제시된 비선형적 스토리와 

경험의 전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5-4-1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적 경험을 고려한 경험 모델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 경험을 고려한 디자인의 첫 번째 이슈는 기존의 인지적 

경험을 고려한 디자인적 접근에서 다양한 매체와 디지털 기술 그리고 스마트 환경

이 제공하는 정보적 경험을 함께 고려한 맥락적 모델의 형성이다. 

특히 도시의 거리 환경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정보와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의 경험

을 함께 고려하며 동시에 건축과 공공 공간 등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거리 환경의 

이미지 또한 주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그림 5-13. 스마트 환경에서의 도시 공간 경험 모델

사용자 경험과 관계성 

• 스마트 환경에서의 일상 경험
• 디지털로 즐길 수 있는 문화 경험
• 경험의 소통 및 축적 

• 스마트 공간의 이미지 설정
• 도시 공간 프로그램과 연계된 정체성 설정
• 스마트 서비스가 지원되는 환경 구축

•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터렉티브 요소
  (스트리트 퍼니쳐, 미디어보드 등)
  스마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공간장치

• 스마트 서비스가 지원되는 환경 구축
• 건축물, 스트리트, 네트워크 인프라 등 실질적인 
   물리적 환경 요소

• 스마트 환경의 무한한 정보 환경요소

공간 이미지 / 아이덴티티 

스마트 시설 환경 

도시 인프라 및 건축 환경

정보 환경 

공간 경험 
요소 

도시
기반요소
(기술
및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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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의 공간에서의 경험은 정보적 환경의 기반

이 되는 무한한 정보 환경과 실제 공간 형성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 공간을 형성하

는 도시 인프라 및 기존 건축환경, 그리고 공간에서의 다양한 정보와 실제적 경험

의 복합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메타버스(meta-verse)적 경험을 고려한 스마

트 환경시설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이미지 그리고 미디어적 경험을 통해 도시 공

간 사용자의 경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의 경험이 중첩되고 소통되

며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림 5-14. 정보적 경험 모델 구축을 위한 거리 환경 요소 

 

5-4-1-1 정보 디바이스를 활용한 공간 경험

   지금의 스마트 환경을 고려한 맥락적 디자인은 이러한 기술과 도시 공간을 형

성하는 인프라로서의 도시 기반 요소와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 이미지, 서사

적 경험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맥락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 공간 디자인의 특성상 어느 하나의 프로젝트 혹은 

한명의 디자이너에 의해 공간 전체의 아이덴티티나 이 공간에서의 사용자의 경험

을 완성할 수 없는 시간적, 개념적 한계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도시 가로 환경의 경우 기술적 기반의 도시 인프라시설과 건축환

Gateway

Public 
device

Informa-
tion 
device

Street 
Furniture

Spati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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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그리고 정보환경의 구성 주체가 다르고, 그 구축 과정과 적용 기술, 그리고 적

용 범위가 매우 상이한 복합적 구성의 결과물로 형성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요소는 결국 도시 공간에서 사용자의 경험을 만들고 

규정하는 연계된 구성요소이며, 따라서 지금의 디자이너는 이러한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맥락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기존의 환경을 인정하고, 그 발

전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의 작업에 있어, 

그 장소와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기반한 기존 시설 및 환경 요소의 

분석과 앞으로서의 시간적 발전을 고려한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원성에 기반한 정보적 경험 모델을 거리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5-14.와 같은 거리 환경 요소의 구축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경험을 연결하는 개인 정보화 기기와 그 기기의 연결이 가능

하게 하는 정보통신 망의 구축이다. 이는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더 이상 강조하거

나 전제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와 빠른 속도의 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다. 과거 wifi를 통한 초고속 인터넷 망의 설치가 국가적 화두로 정보

화의 가장 기본이 되었으나 지금은 이미 LTE와 같은 무선 정보통신망의 속도와 

질적 발전이 더 이상 개별적인 구성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두 번째는 거리 환경의 물리적 구축이다. 이는 기존 공간이 가지고 있어야 할 디

자인적 가치와 더불어 정보적 공간과의 소통을 위해 정보적 경험을 지원하는 시설

과의 연계, 정보적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설계, 그리고 미디어적 시설을 고려한 

조명 및 디자인 요소 등과 같은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적 경험을 지원하는 스트리트 퍼니쳐와 정보화 시설물 마지막으로 

대형 디스플레이와 같은 공간형 디스플레이의 구성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화 시

설물은 모든 거리 환경에 적용되거나 함께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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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미디어의 연출과 경험은 결국 다양한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적 연출에 

의해 경험되어져야 하는만큼 그 필요와 요구 상황과 장소성에 기반한 시설의 구

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거리 환경에 적용 가능한 정보화 시설물 및 경험 시나리오의 사례를 몇 

가지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b. Street App Store : contents navigation

a. 정보 검색 및 정보적 경험 

경험 시나리오
• AR map을 이용해서 접근 경로 확인
• 실제 공간 환경과 정보 환경의 차이를 인식하고 주변 정보 및 경험 루트 선정 
• 길을 잃었을 경우 미아 찾기 시스템에 의해 경로 이탈을 확인하고, 새로운 길 안내 시
스템 구동
• Smart Phone으로 현재의 위치와 주변 경험 장소 곳곳의 위치 및 관련 정보를 얻음
• 사전 경험자의 콘텐츠 생성 및 새로운 경험 모델 개발
• 블로그 등의 Contents 제작 및 공유

경험 시나리오
• 특정 거리 공간을 방문하기 위해 가정의 컴퓨터를 통해 정보수집 
• 메타버스적 경험을 통해 각종 정보 수집 및 교통 정보 확인 
• 각종 블로그 및 선험적 경험 이야기 수집 
• 자신의 경험 시나리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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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edia Board

• 다양한 형태의 Interactive 매개를 통해 실제 상황에 놓인 듯한 서비스 가능
• 각종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Personal Device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음

경험 시나리오 

• 거리의 미디어 홀로그램 시설물에 기업들의 홍보메세지들이 전송되어 선택적으로 체험
• 관람객이 전송을 허용하면 Smart Phone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홍보내용을 확인
• 관람객이 Smart Phone으로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을 전송
• Street의 – Hologram Board 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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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nteractiveFloor

e. Street Robot 

f. transportation booth

경험 시나리오
• 관람객은 스마트 폰을 통해 Identity 정보 입
력
• 로봇은  Identity 성격에 따른 Avatar 샘
플 제공
• 관람객은 로봇으로부터 Avatar를 부여 받음
• 스마트폰의 app 실행
• AR 사용법 안내
• 관람객의 접근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로봇 서
비스
• 로봇은 관람객에게 동선 및 주변 시설물 및 편
의 시설 안내 
• 위치 안내

경험 시나리오
• 에너지 생산을 체험하는 친환경 영
상 바닥
• 보행 중 발생하는 압력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 다양한 미디어 아트 영
상연출
• 관람객이 보내는 MMS문자 메세지가 
바닥에 연출
• Media Art 연출
• Event Time Gallery
• 개인단말기와 연동한 참여형 서비스
• 그린에너지 생성에 대한 정보 및 에너
지 생성과정 연출

경험 시나리오
• 대중교통 운행시간 및 각종 
   교통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음
• 거리 주변 환경의 각종 정보 검색
이 
  가능하며, Personal Device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함 
• 대중교통 운행정보제공
• 거리 주변의 각종 이벤트 및 
   일정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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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Digital kiosk 

h. smart street furniture

경험 시나리오
• 각종 개인형 서비스 지원매체
• 관람객의 시야각을 태양광의 위
치 따라 최적의 각도로 변화하는 
Display
• Personal Device와 연동하
여 위치정보 제공
• 미아찾기, 위치정보, 메시지 
전송
•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조치 
• Wi-fi가 탑재된 시설물과 태양
광을 통한 핸드폰 충전이 가능한 
개인형 서비스 제공

경험 시나리오
• 휴게 및 편의를 위한 진화형 가로시설물
• 사람에게 반응하여 빛과 소리가 조절되는 감성형 벤치
• 신체리듬을 감지하는 Personal Device의 app에 반응하는 음수대
• 관람객의 감성에 반응하는 Water Fountain
• Personal Device로 만들어낸 개인의 흔적을 포스팅하는 U-Wall
• 관람객의 움직임이나 터치스크린에 반응하는 Interactive Information Service 
• 모두함께 즐기는 참여형 협업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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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시나리오
• 사용자 수 및 교통량에 따라 자동으
로 조명이 변하는 감성 LED
• WI-FI 탑재, 주변밝기를 감지하는 
자동 조광 서비스

경험 시나리오
• 거리에 설치한 각종 시설물과 Interactive하게 소통할 수 있는 매개로 Media Art 
영상의 조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송하기도 하고 현재 연출되는 영상을 담아올 
수도 있음
• 관람정보를 추천하며, 실시간 동선안내가 가능함.
•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제공 및 유비쿼터스 체험
• 다중 체험을 지원, MMS 메세지 전송

i. smart street app

j. smart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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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보화 시설물은 거리 환경에 부가적인 시설물로서의 단순한 추가적 설

치가 아닌 장소적 특성과 사용환경 그리고 대상 공간의 사용자 경험시나리오에 

기반한 맥락적 고려를 통해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스마트 시설물의 경우 

점차적으로 개인화 된 스마트 기기를 통해 각종 정보 및 정보적 경험이 결합되는 

형식으로 발전됨에 따라 매우 선택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치되어야 한다.

 스마트 기기 및 스마트 스트리트 퍼니쳐의 특징 및 설치에 따른 검토사항은 다음

과 같다. 

• IP와의 접목을 통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 가로환경 스스로가 선택적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견인

• 개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전송

 • 가로 환경은 선택적으로 전송된 정보를 확장하여 경험하는 디지털 게이트웨이 

역할 수행

• 선택적 정보를 꼭 필요한 개인에게 전송하는 맞춤형 Service 제공

• 스마트 폰의 등장이 변화시킨 미디어 환경을 적극 수용

• 모든 개인이 이동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성을 확보하고

• 스마트 폰과 연계된 개인의 아이덴티티 활용

   즉, 지금의 스마트 환경의 발전은 모든 기기의 통합 그리고 개인화 된 정보기기

에 의한 정보적 경험과 물리적 경험의 혼재로 특징되는 바, 이러한 환경 시설물로

서의 스마트 기기의 설치 및 디자인은 전체 공간의 맥락적 상황과 장소성에 기반

한 스토리텔링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한다. 

5-4-2-2 정보 디바이스를 설치를 위한 기술 적용  

   이와 같은 스마트 환경을 고려한 거리 환경은 결국 모든 기기의 정보적 연결과 

개별적 경험으로 구성되며, 기기간 통합 및 연결은 결국 매우 복잡하고 기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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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방안을 필요로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적 연결의 사용자 환

경과 인터페이스 고려를 통한 숨어 있는 기술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과정과 관점에서 기술적인 요소 및 구성에 대한 기본적

인 고려는 사용자 경험 시나리오의 실질적 적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모든 기술의 적용에 있어 기술 발전의 속도를 예측하고 이에 상응하는 시설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스마트 폰과 관련된 기술 발전 속도

는 진행형으로 현재에도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표 5-3. 모바일 플랫폼 발전 방향 및 추이

   표 5-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10년 혹은 5년 추이로 발전하던 모바일 플

랫폼의 발전 속도 역시 2-3년 추이로 빠르게 발전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다만, 이러한 발전 속도가 최근 다시 정체기에 들어가는 것 또한 주목해

야 한다. 그 가장 큰 요인은 4G 이후의 발전이 실제적으로 더 이상 필요 없을 정

도로 빠른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디스플레이의 발전과 마찬가

구분 과거
(-2010년)

단순 모바일 게임 모바일 실시간 게임 다자간 모바일 게임

단순텍스트 검색 맞춤형 검색 지능형 검색

위치기반 서비스 Mash-Up 서비스 3D 증강현실 서비스

모바일 보안문제 제기

피쳐폰 / 스마트폰 스마트북 / e-북 등 웨어러블 기기

개별 범용운영체제

3G
(300K-13Mbps)

다중 SW플랫폼 지원

3.9G - LTE
(30-100Mbps)

다중 단말간 협업 지원

4G
(100M-600Mbps)

단말기보안 무선서비스 보안

현재
(2012-2014년)

근미래 
(2015년-)

응용서비스

SW플랫폼

기기

이동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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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모바일 이동망의 발전은 그 속도가 완만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환경의 기반이 되는 기술의 이해와 발전에 관한 예측은 실

제 스마트 환경 구축에 매우 중요한 정보이자 기술 적용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선 통신망의 발전은 더 이상 기기간 연결의 제한이 없는 새로

운 스마트 기술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많은 사용자와 

기술 그리고 경험 정보의 축적과 연결, 소통은 매우 어려운 기술적 제한을 만들고 

있다. 스마트 거리 구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다양한 정보의 통합적인 처

리 방법과 체계의 구축이다. 

그림 5-15. 유무선 통신을 활용한 스마트 공간 정보 연계 방안 예시  
출처:GL Associates, LG CNS, 여수 expo EDG 스마트 거리 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제안, 2010.  

    특히 스마트 환경에서 스마트 폰과 각종 디바이스와 같은 개인 단말기와 실제 

물리적 구축물과의 연계와 관리는 매우 중요한 기술적 전제가 된다. 이때 각종 정

보의 처리와 관리를 지원하는 서버와 각 기기의 영상 정보를 제어하는 관리체계는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관리센터
관리자 운영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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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마트 환경에서의 또 하나의 가장 기본적 특징인 사용자의 위치 및 각종 정

보의 수집을 위한 센서와 센서에 의한 사용자 정보의 처리 방안 역시 매우 중요한 

기술적 전제가 된다. 흔히 USN(Ubiquitous Sensor Network)로 설명되는 

공간의 사용자 인지 센서 정보는 시설물 센서, RFID 와 같은 테그 정보, 음향의 

크기 및 방향을 인지하는 소리센서, 그리고 온도 및 바람과 같은 각종 환경정보를 

인식하는 환경센서 등과 같은 다양한 인지 센서에 의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실

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영상 및 정보로 전환, 스마트 폰이나 대형 디스플

레이와 같은 각종 디바이스로 전송하게 된다. 

그림 5-16. USN 구성 개념도
출처:GL Associates, LG CNS, 여수 expo EDG 스마트 거리 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제안, 2010.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각종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 구체적인 사용자 

정보로 사용자에게 송출된다. 이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사용자와 환경으로부터 

수집하고 어떻게 처리하며, 그 중 어떤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전달 

할 것인가에 대한 스토리는 결국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적 경험을 만드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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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센싱 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통합

공통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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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디렉토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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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능화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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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계층

추상화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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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된다. 즉, 스마트 공간에서의 경험 시나리오는 

물리적 환경에서의 인지적이고 물리적인 환경 특성과 함께 정보적 경험에 대한 복

합적인 시나리오의 구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기술적 정보의 흐름과 사용자 경험

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적 경험의 기술적 고려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

한 기술의 적용이 아닌 어떤 정보를 거리 환경에서 수집하고 어떻게 사용자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관한 정교한 시나리오의 설계와 그 고려에 기반한 기술의 적용

이며, 이는 결국 사용자가 정보적 흐름 속에서 유기체적 스토리텔링을 완성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서의 환경 구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림 5-17. USN을 통한 센서 네트워킹 시스템 구성 개념도
출처:GL Associates, LG CNS, 여수 expo EDG 스마트 거리 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제안, 2010.  

5-4-2 정보적 흐름을 제공하는 Open Platform 경험 설계 
   정보적 경험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인 기술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스마트 환경의 

또 다른 특징은 사용자의 맥락적 경험을 지원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특징지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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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결국 사용자들 개개인의 상황과 정보 그리고 맥락적 경험을 통해 

유기체적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공간 경험의 설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오픈 플랫

폼적 성격은 또한 한명 한명의 개별적 경험 정보의 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집단 지

성에 의한 경험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 즉, 생성, 소비, 재

생산되는 변화하는 정보적 흐름을 제공하는 open platform으로서의 공간은 사

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 그리고 사람과 정보가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그 스

스로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성장하는 경험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디자인 과정에서의 경험 시나리오에 의한 기본적인 방향과 방

식의 제안이 된다. 

   즉, 디자이너는 메타버스적 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적 가치를 제공하고 사

용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그 콘텐츠가 변화하며 경험될 수 있는 지원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미디어적 매체와 개인 단말기와 같은 디바이스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소비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견해

와 경험을 수용하고, 이를 또 다른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치환하며 발전된다. 

   이러한 사용자 개개인에 반응하는 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네

트워크 속의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하며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이러

한 공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공간적 시간적 경험의 확장이다. 이는 스마트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이기도 하며 동시에 무한한 메타버스적 성격의 공간 경험을 구성한다. 

   둘째, 공간의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다양성(multiplicity)의 특징을 지닌다. 

정보적 경험을 통해 하나의 공간은 단순히 그 물리적 환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목적적 확장성을 가능케 한다. 

   셋째, 각각의 사람들의 경험을 연결하여 사람들의 새로운 형태의 소통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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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어울림의 공간적 특징을 지닌다. 이는 결국 각 장소에서의 사람들의 기

억의 저장(database of memories)이며, 동시에 그 기억의 나눔의 경험을 가

능하게 한다. 

   넷째, 상호 교감을 전제로 한 새로운 체험 및 감성의 지원(affordance)을 가

능하게 한다. 한명의 공간적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그 경험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교감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특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다른 특징과 반하는 개인화(personalize)화 된 경

험의 제공이다. 소통을 전제로 하는 정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개별적인 경

험을 동시에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이는 개인의 공간에서의 요구에 부합하는 차

별화된 경험의 제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5-18. 오픈 플랫폼으로 구성된 스마트 공간 경험의 특징

   이렇게 완성되는 정보와 공간의 공진화된 경험은 그 정보적 경험의 속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공간 디자인적 가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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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첫 번째는 반응에 의한 변화를 고려한 디자인 아이덴티티(Responsive 

identity)이다. 보다 정확히는 사용자 경험과 공간 경험 정보의 축적과 소통을 

통해 끊임 없이 변화하는 공간의 정체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 반응하는 상호작용을 고려한 새로운 체험적 요소의 창조이다. 정보적 

경험과 공간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변화와 반응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적 

경험의 지원(affordance)이 요구된다. 

   세 번째, 반응하고 변화하는 새로운 이벤트와 경험 요소(Responsive per-

formance)의 창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응하는 미디어(Responsive media)를 통한 새로운 공

간 경험이 필요하다.

Responsive identity 반응에 의해 변화하는 디자인 아이덴티티
Responsive interaction 반응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새로운 체험적 요

소 창조
Responsive 
performance

반응하고 변화하는 이벤트

Responsive media 반응형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경험

 표 5-4. 오픈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마트 공간 디자인의 요구조건 

5-4-3 Interactive space image 구현
   오픈 플랫폼에 의해 사용자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공간의 이미

지는 정보적 경험과 실제적 경험의 공진화가 이루어지는 소통하는 공간이미지로 

구현된다. 공간에서의 인터랙션은 결국 사용자와 공간, 사용자와 사용자 그리고 

사용자의 경험과 시간적 간극을 가지는 또 다른 경험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

다. 이는 정보적 경험의 소통과 축적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환경의 또 다른 특

징이자 기본적 전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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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9. 공간과 경험자간 인터랙티브 이미지 형성의 차원 

   우선적으로 공간과의 정보적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랙션은 메타버스적 성

격을 가지는 스마트 환경과의 개인적 경험 이미지로부터 이러한 경험의 공동체적 

경험을 통한 이미지 그리고 그것의 배경 혹은 그러한 경험이 중첩되어 표현되는 

미디어 경험 이미지로 구성된다. 즉, 공간에서의 개인 디바이스를 통한 개인적인 

경험이 공동체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로 변화하며 그것이 만들어 내

는 통합적인 메타버스적 경험 이미지로 동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앞서 언급한 오픈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마트 공간의 반응에 의

한 변화하는 디자인적 가치에 의해 형성되며 결과적으로 공간 사용자의 경험에 의

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태와 아이덴티티로 표현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세 가

지 차원의 경험 이미지는 순차적인 구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배경으로서의 기

본적인 공간의 이미지의 제공과 그 공간에서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경험의 소

통과 축적에 의해 변화하는 공간은 유기체적인 생성 과정을 통해 공간에서의 경

험으로 소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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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World

Public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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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거리 환경에 반응하는 공간의 특징적 이미지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 

그 거리의 장소성에 기반한 공간 경험의 배경이자 출발이 될 수 있는 스토리 기반

의 미디어 경험 이미지가 필요하다. 이는 앞서 인지적 공간 특성을 고려한 공간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간이 가지는 서사적 특성과 이미지

적 특성 그리고 인지적 특성을 모두 고려한 경험적 이미지의 형성에서 시작 된다.     

그림 5-20. 스토리 기반의 미디어 경험 이미지의 예 - 2012 여수 expo digital street 제안 설게

   이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메타버스 공간의 특징인 정보적 경험과 실제 공간이 가

지는 물리적 경험의 공진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적 가상 공간의 이미지 

형성이며, 동시에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 미디어적으로 연출되는 배경적 이미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의 연출에 의한 가상적 이미지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실제 물리적 환경과 연결된다. 앞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거리 환경의 사

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공간적 이미지 구현은 매우 발전적이며 다양한 미디어 파사드의 구성을 통해 구

체화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다양한 사례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상 환경의 이미지와 실제적 공간 이미지의 개연성 및 연계를 고려하는 것

나눔, 소통, 조화의 삶을 Keyword로 삼아 조화를 이루는 2050년 세계관 구축

EDG Noosphere :  
해양과 인간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공존하는 2050년
VALUE : 전 지구적 가치를 공유하게 된 인류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건설한 따뜻한 미래.

COMMUNICATION :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 사람과 자연, 사람과 생명체가 교감하는 세
계.

ENVIRONMENT : 오염된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고, 생명의 원천으로 다시 태어나는 바다. 

LIVING : 연안에서 심해에 이르는 모든 공간에 서식하는 생명체와 교감하는 삶

ENERGY : 심해 천연 자원을 무공해 에너지로 치환하고, 바닷물 자체가 에너지원이 되는 세계.

Commune HarmonyShare



���

은 매우 중요한 디자인의 요구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단순히 디지털 미

디어의 적용이 아닌 실제 공간적 특성과 환경 그리고 장소성에 기반한 미디어 디

스플레이의 선정과 디자인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이는 초기 디지털 미디

어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로 국한되는 정보적 연출의 한계를 넘고 새로운 인터렉

티브 공간 이미지 형성을 위한 첫 번째 요소가 된다. 

  그림 5-21, 22.의 사례에서 연구자는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의 이미지를 

벽, 바닥, 천정을 모두 활용한 미디어 이미지로 구성하고 이를 기존의 건축환경

에 중첩함으로써 기존 건축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새로운 공간으로 치환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는 동양적 개념의 차경을 새

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창의 개념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공간 구성 방

법으로 구체화 되었다. 즉, 창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외부를 바라보는 시각적 통

로가 된다. 이것을 시간적 개념을 넘어 미래적 공간을 가두어 연결하는 새로운 방

식으로 재해석하고 한 것이다. 

그림 5-21. 동양적 차경을 이용한 가상공간과 미디어 이미지의 연결  
- 2012 여수 expo digital street 제안 설게

   이를 통해 물리적 공간은 가상적 공간과 공간적으로 결합하고 사람들은 안과 밖

의 기존 공간이 가지는 질서 속에서의 인지적 특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기존 건축 공간이 만들어 내는 공간적 성격은 메타버스적 경

험과 연계될 수 있는 인지적 연결 고리가 되며, 이미지가 만들어 내는 서사적 관

점과 거대한 영상은 반응하고 변화하는 미디어적 경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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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가상적 미디어 이미지의 공간 적용 사례 - 2012 여수 expo digital street 제안 설게

   이와 같은 미디어 파사드에 의한 거리 공간의 형성은 두 번째 경험 차원인 다

양한 디바이스의 연결을 통해 개인적 경험으로 치환 될 수 있다. 이미 앞서 스마

트 경험공간의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 폰을 포함한 개인용 디바이스

와 미디어 디스플레이의 소통은 AR과 같은 메타버스적 경험을 통해 다양한 방식

으로 연결 될 수 있다. 

   그림 5-22의 미디어 경험 방식의 제안에서와 같이 이러한 경험은 결국 개인

화된 정보화 기기와 공간 그리고 개인 간 소통을 전제로 한 정보 서비스를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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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다. 이때 AR, 

위치기반 상황인지 시스템 

(location base system)

과 같은 시스템적 정보화 기

술은 각 개인과 공간적 구축

물 그리고 가상의 정보세계

인 SNS와 연결되는 통로로

서 기능한다. 

   따라서 스마트 공간의 기획

에 있어 개인화된 정보화 경

험은 단순히 정보의 제공에

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참여

와 소통 그리고 공간과의 연

계를 통해 경험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인화된 연결은 단순

히 그 개인적 경험에 국한되

지 않고 SNS와 같은 사회적 

연결로 확장된다. 정보적 흐

름의 특징인 무한대의 불특

정 다수와의 연결은 공간에

서의 경험을 타인과 교류하

는 통로로서 역할하며, 그 결

과로 사람들은 새로운 공간

위치기반(Location Based) 상황인지 시스템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및 각종 센서를 활용한
  상황인지 및 처리를 통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제공

증강현실을 이용한 실시간 공간인지
• 폰으로 영상면의 컨텐츠를 촬영시 이에 대한 해설과 안내 도출
• 모바일 폰의 화상위에 다양한 안내 컨텐츠를 추가하여 
   안내 및 체험 강화

영상면 촬영

영상면과 이미지 소통
• 관람객의 스마트폰내의 사진이미지를 미리 선정
• 개인 단말기와 대형 디스플레이의 이미지 소통 

이미지 전송

실시간 사용자 UCC 구성
• 스마트폰으로 영상면을 배경으로 동영상 촬영
• 촬영된 동영상을 특정 영상면에서 즉시 확인 가능

실시간 영상면 재생

UCC 제작

그림 5-23. 개인 단말기를 통한 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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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선험적 경험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5-22의 사례에서와 같이 공간과 개

인화된 경험 이미지의 소통은 하나의 기본적 출발이며, 그 공간에서의 사진과 텍

스트로 구성되는 정보에 대한 고려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림 5-24. 미디어 파사드를 통한 공간 정보 및 이미지 연출의 사례 

   또 하나의 중요한 인터렉티브 공간 이미지의 특징은 변화하는 공간 이미지를 들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시설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 다양한 영상 혹은 이미지의 

송출을 통해 공간적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림 5-23에서와 같

은 기존의 미디어 파사드와 같이 하나의 면 혹은 영상으로 인지 되는 영상면의 변

화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공간 경험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여수 엑스포 디

지털 미디어 스트리트 제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벽, 바닥, 천정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연출은 단순히 정보적 이미지의 교체가 아닌 공간 전체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림 5-25. 다면 영상 디바이스를 활용한 공간 전체의 이미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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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스마트 경험공간 디자인 프로세스 

5-5-1 스마트 환경 경험요소 정의    
   스마트 환경은 결국 다양한 정보적 경험과 실재 공간에서의 전통적인 물리적 경

험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사물과 경험자가 상호 연계되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정보적 경험과 물리적 경험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며, 가

변적 경험의 가능성을 사람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유기적 공간으로 정

의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을 정의하고 디자인하기 위

해서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구축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의 경험자의 다양한 

경험적 가능성을 염두애 두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이를 위한 경험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첫째, 기존 공간 환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즉, 기존 공간의 경험을 정

의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에 추가하여 스마트 공간에서의 경험을 정의하기 위해서

는 공간에서의 가변적 이미지와 정보적 경험을 고려한 다 차원적인 공간 정보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공간의 이미지 정보에서 벗어나 공간이 만들어 내

고 반응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며 동시에 공간이 제공하는 장소적 특징

을 포함한다. 또한 지금의 공간은 그 소통의 방법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의 그것에 

비해 빠르게 집단화되고 있다. 앞서 공공공간의 정의 및 변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단순히 개인적 경험에서 국한되지 않고 타인의 경험과 소통되며 집단화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 환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는 반드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사

람과 사람, 공간과 공간 그리고 공간을 구성하는 사물요소들의 관계성을 파악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공간의 정보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는 메타버스 환경에 대한 고려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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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AR, VR 그리고 SNS등과 같은 소통의 채널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상적 경험 정보와 경험 정보간 결함, 그리고 소통을 통해 형성되

는 새로운 공간 경험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결국 지금의 공간에서의 경험

은 정보적 경험과 물리적 경험 그리고 타인의 경험과 연계되어 나타나며, 이는 새

로운 해석적 관점을 요구한다. 

   셋째, 공간의 이야기 요소에 대한 고려이다. 물론 기존의 공간에서 역시 이러

한 공간의 서사적 경험과 이야기 그리고 콘텐츠는 공간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매

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도시 공간에 있어 

이러한 공간의 이야기는 다양한 방법으로의 소통을 통해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

는 것이다. 또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특성뿐만 아니라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사건(event)적 경험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콘텐츠의 소통 및 재생성의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공간 이미지에 대한 해석이다. 지금의 공간의 이미지는 앞서 언급한 다

양한 방법을 통해 연속적이고 가변적으로 변화하며 소비된다. 또한 기존의 공간

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다양한 가능성을 통해 공감각적인 이미지의 형성이 가능

해 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상적 이미지와 실재적 이미지의 결합을 통한 공간의 이

미지의 다차원적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공간에서의 이미

지를 단순히 형성, 소비 할 수 없는 해석과 결합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양한 공간 경험 요소의 소통과 연계에 대한 고려이다. 이

는 지금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이 가지게 될 가장 차별화된 경험 요소가 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공간이 단순히 공간과 경험자간의 일대일적 관계로 국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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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면, 지금의 공간은 공간과 경험자간, 경험자와 다른 경험자간의 다양한 소통

과 정보의 연계를 통해 경험이 정의되고 소비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지

금의 스마트 공간에서의 경험을 고려할 때 우리는 과거에 하지 않아도 될 소통의 

방법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 공간 디자인을 위한 경험 요소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표 5-5. 스마트 공간 디자인을 위한 경험 요소의 정의 

해석 및 결합 

공간의 
관계성 

정보적 경험의 
연계와 해석 

공간 콘텐츠의 
소통 및 재 생성  

실재 이미지와 
정보적 이미지 

집단화된 
공간의 경험

경험 정보의 
소통 

이벤트

공감각적 
이미지 

소통의 채널 

가변적 
공간 정보 

경험 정보간 
결합 

문화 

가변성 

경험자간 소통 

장소성 

가상적 
경험 정보 

역사

연속성 

  공간과 경험자

공간 환경 

메타버스 환경 

콘텐츠 

이미지 

소통 / 연계

5-5-2 경험공간 디자인의 고려 대상 및 프로세스 
   스마트 환경에서의 경험 변화와 그 특징을 고려할 때, 스마트 공간의 디자인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공간에서의 경험과 다른 정보적 공간에 대한 고려와 이미지 

및 이야기 요소의 소통 및 연계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특징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이러한 스마트 환경에서의 경험공간의 디자인이 단순히 공간 자

체의 설계 혹은 구축에서 그치지 않고 그 공간 경험의 정보적 소통에 관한 스토리

텔링과 이미지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연컨대 스

마트 환경에서의 공간적 경험의 특징은 오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열린 결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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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결 될 수 있다. 즉, 사용자의 특성과 경험적 특징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하

는 다양한 맥락적 경험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스마트 스페이스의  

디자인에 있어 사람과 공간, 사물과 공간 그리고 사람과 사람간의 정보적 연결을 

위한 기술 요소의 분석 및 미디어 설계는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 이는 기존의 공

간 디자인 과정에 추가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닌 동시적이고 확장적인 방법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즉,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 경험 설계에 있어 스토리텔링은 단순

히 공간에서의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 가능

성에 기반한 다양한 미디어 및 기술 요소 그리고 공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공간의 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도 기존의 공간개념에서와는 다

른 과정과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경험 설계과 

정과 그 고려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대상 공간의 선정과 사용자 분석. 

스마트 환경에서의 대상 공간은 결국 상호 연계되어 있는 공간적 개념에서 대상

이 되는 특정 공간의 한계와 그 사용자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이는 대상 기

준의 정의, 대상선정, 사용자 분석, 사전 경험의 정의를 거쳐 대상 공간에서의 경

험을 고려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I-1. 대상 기준의 정의 및 대상선정: 스마트 환경은 기존 환경에 비해 공

간간의 상호  관련성 및 연계성이 매우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경험의 디자인 및 설계를 위한 대상의 선정에 있

어 연계 및 관련성을 포함한 공간경험을 위한 공간 및 경험적 범위의 선정과 그 기

준설정을 필요로 한다. 

 I-2. 사용자 분석: 단순한 공간 설계가 아닌 공간경험 설계를 위한 사용



���

자의 정의 및 사용자의 기술이해도 및 사용성에 대한 고려를 함께 진행한다.     

 I-3. 사전 경험의 정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경험은 기존 정보 및 사용 환

경 그리고 사전적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는바, 사용자의 정보적 경험을 포함한 사

전 경험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고려한 경험 설계를 필요로 한다. 

 I-4. 요구사항 정의: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공간적 요구사항 및 경험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II. 환경 분석 및 설계 방안 검토. 

공간적 경험과 정보적 경험을 함께 고려하는 스마트 경험공간 디자인에 있어 내/

외부 환경의 분석은 기술적 요소의 검토와 함께 현재 가장 적합한 기술적 표준을 

정의하는 것에서 부터 IT의 발전 방향과 그 속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

존의 IT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관련 법/제도의 검토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환경 분석의 결과는 결국 특정 스마트 공간의 설계 방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며, 그 특성상 모든 상황에 적합한 설계 방안의 고려가 요구된다.

 II-1. 내/외부환경 분석: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은 정보, 공간, 스마트 

서비스 및 기술환경과 같은 다양한 내/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간적 환경에서 국한되지 않은 공간경험의 정의 및 설계를 위한 다양한 

환경적 분석을 요구한다. 

 II-2. IT 동향 분석: 스마트 환경에 적용되는 기술요소의 발전 속도 및 

표준화는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환경으로서의 필수적인 고려 대상이 된다. 

 II-3. IT 시설물 현황분석: 기존 공간의 기 설치 되어 있는 IT 시설물 및 

관련시설을 분석하고 연계 및 적용범위를 설정한다.  

  II-4. 법/제도 검토: 스마트 환경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의 경우 다양한 

법적 제도에 한정되거나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경험 제공을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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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법 및 제도의 검토를 필요로한다. 

 II-4. 설계방안 검토: 이러한 환경분석을 통해 대상 공간 및 사용자를 고

려한 설계방안 및 기준을 검토하고 적정 방향성을 구체화한다. 

   III. 공간 경험의 정의. 

대상 공간에서의 가능한 그리고 필요한 공간 경험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는 대상 공간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소와 부가적인 경험 요소를 함께 고려하고 

필요 서비스별 기능 및 콘텐츠의 정의를 통해 경험 요소를 분석하는 것으로 세분

화 된다. 이때 도출된 세부 경험 요소는 결국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의 

가능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 될 수 있다.

 III-1. 공간 경험 분석: 대상공간 및 사용자의 사전적 경험 및 환경분석

을 토대로 적용가능한 공간 경험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한다. 

 III-2. 서비스별 기능 및 콘텐츠 정의: 대상 공간 및 사용자별 제공 서비

스 및 콘텐츠 방향을 설정하고, 그 위계 및 차별화 방안을 정의한다. 

 III-3. 경험 요소 분석: 차별화된 경험제공을 위한 경험 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필요 사항 및 기술요소를 분석한다. 

 III-4. 세부 경험요소 도출: 적용되는 경험을 위한 기술, 사용성, 적정성

을 고려한 세부 경험요소 및 경험제공을 위한 필수요소를 검토한다. 

 III-5. 공간 경험요소 정의: 공간에 적용가능한 공간경험을 정의하고 이

를 위한 기술 및 필수요소를 정의한다.   

 

   IV. 스토리텔링. 

스마트 공간에서 가장 특징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로는 대상 공간이 가지는 그리고 

그 공간에서 경험을 통해 만들어 질 수 있는 이야기 요소의 정의와 전개 방안의 

구축에 있다. 이는 지원적 개념으로서의 이야기 요소의 정의에서 소통 방안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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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고려를 통해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구현될 수 있다. 

 IV-1. 대상 공간 이야기요소의 분석: 대상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

(history), 문화(culture), 이벤트(event)의 해석을 통해 적용가능한 공간의 

이야기 요소를 도출한다. 

 IV-2. 이야기 전개방안 구축: 공간 경험과 연계된 서사적 관점의 전개방

안을 도출하고 공간경험요소와의 연계방안을 정의한다. 

 IV-3. 소통 방안 정의: 기술요소 분석 및 환경분석을 통한 적용 방안 및 

소통 방안을 고려하고, 경험 방식에 따른 구체화를 통해 정리한다. 

 IV-4. 인터페이스 정의: 소통 방안에 따른 서비스 및 경험별 인터페이스

의 설정 및 표준화를 고려한다. 

 IV-5. 스토리텔링 구축: 공간이 가지는 이야기 요소의 생성, 전개, 소통

을 고려한 스토리텔링 경험 방안에 대해 정의한다. 

   V. 공간 설계.  

물론 스마트 환경에서의 경험이 다른 차원에서의 소통을 기반으로 함에도 불구하

고 결국 이는 공간적 경험으로 치환되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공간 디

자인을 위한 과정은 스마트 공간 디자인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 특히 

스토리텔링과 소통을 전제로 하는 스마트 공간의 디자인에 있어 장소가 가지는 맥

락적 특징은 더욱 강조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가능성을 통해 맥락적 경험이 

가능하다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간 자체가 가지는 기존의 예술적 가치 등을 포함

한 공간의 특화 및 아이덴티티는 스마트 공간 디자인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요소

가 된다. 이는 자칫 미디어를 포함한 정보적 경험만을 고려한 스마트 공간이 가지

게 되는 일반화 혹은 비 물성적 표현에 국한된 디자인이 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된다. 다만 기존 공간과 다른 특징으로는 결국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스마

트 환경의 특성을 고려 미디어 시설의 연계 및 통합의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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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대상 공간의 장소성 고려: 대상 공간의 이야기 요소 및 사전적 경험을 

토대로한 장소적 특징을 규명하고 사용자의 경험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을 고찰한다. 

 V-2. 공간 특화 방안: 장소성 및 대상 공간의 스토리텔링을 고려한 창의

적 경험 방식을 공간적 경험으로 치환한다.

 V-3. 재료 및 구조: 공간의 경험 및 특성을 고려한 적용 재료 및 구조적 

특성을 정의하고 구체화한다. 

 V-4. 미디어 시설 연계 방안: 공간의 정보적 경험을 지원하는 미디어 시

설에 대한 고려와 공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한다. 

   VI. 메타버스 경험 설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 공간의 경험 특징은 다양한 디지털적 가능성을 통

한 메타버스적 경험이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의 경험과 공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메타버스를 통한 새로운 경험 방식의 확장의 고려와 운

영방안, 이를 위한 데이터 표준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또

한 이는 그 경험적 소통 방안의 고려를 통해 기존 공간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계방

안의 고려를 요구한다. 

 VI-1. 경험 방식의 확장: AR, VR, life logging과 같은 다양한 방식

의 메타버스적 경험 가능성을 고찰하고 기술 환경분석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적

용 방식을 정의한다. 

 VI-2. 운영방안 설계: 메타버스적 경험을 위한 적용방안의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고려 및 설계를 구체화한다. 

 VI-3. 데이터 설계: 정보적 경험을 위한 각종 콘텐츠 및 UI를 정의하고 

이를 구체화 한다. 

 VI-4. 어플리케이션 설계: 메타버스적 경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규정

하고 이를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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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5. 테스트 계획 수립 / 테스트: 정보적 경험을 위한 콘텐츠 및 인터페

이스를 고려한 구체적 경험 방식의 실행 및 보안을 통해 소통 및 전개를 위한 구체

화 방안을 수립한다. 

   VII. 미디어 설계. 

메타버스적 경험을 위한 미디어 설계의 과정은 공간 및 기존 가용 시설의 분석에

서 출발하여 하드웨어의 표준화 및 구성 방안 그리고 기타 어플리케이션 및 경험 

방안을 고려한 콘텐츠 연계 방안의 고려를 요구한다. 

 VII-1. 하드웨어 구성 방안: 정보적 경험의 실제 공간에서의 적용을 위

한 기술 요소의 정의 및 설계. 

 VII-2. 콘텐츠 연계 방안: 공간에 적용하는 스토리텔링의 구체적 경험 

방식 및 소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적용. 

   VIII. 운영 / 관리. 

또한 스마트 경험공간에서의 정보는 새로운 형태의 운영 및 관리를 요구하게 된

다. 이는 기존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물리적 관리 및 운영에서 벗어나 정보적 확장

을 위한 고려 및 방안의 모색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스마트 공간이 이러

한 정보적 경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고려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거 및 

업무공간과 같이 개인적 공간으로 구분 될 수 있는 공간의 경우 그 필요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반면에 상업공간 및 공공공간에서의 이러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고

려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중요

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관련 제도 및 규제를 고려하고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자원 및 비용 수급 방안 그리고 추진조직 및 시스템 확장 방안의 고려는 스마

트 경험공간 디자인에 있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고려 대상으로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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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I-1. 업그레이드 일정 계획: 스마트 환경의 특징 중의 하나인 지속적

인 업그레이드 및 기술 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기술, 콘텐츠, 서비스 업그

레이드 계획의 수립 및 로드맵의 수립. 

 VIII-2. 추진 조직 정의: 공간 경험 및 정보적 경험의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추진 조직 및 방안의 정의. 

 VIII-3. 시스템 확장 방안: 향후 설치될 연계 공간 및 서비스와의 소통을 

통한 확장성을 고려하고, 이를 위한 기술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계획 및 연계 방

안의 수립.  

이러한 스마트 공간에서의 경험 디자인을 위한 고려 대상 및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표 5-6. 스마트 공간에서의 경험 디자인을 위한 고려 대상 및 프로세스 

설계방안
검토

요구사항
정의

법/제도
검토

IT 시설물
현황분석

공간 경험 
요소 정의 

스토리텔링 구축

테스트 계획
수립

어플리케이션
설계

데이터
설계

시스템 
확장 방안

사전 경험 정의

IT 동향
분석

세부 경험 
요소 도출 

인터페이스
정의

미디어 시설 
연계 방안 

추진 조직
정의

사용자 분석 

내/외부환경
분석

경험 요소 분석

소통 방안 정의 

재료 및 구조

운영 방안
설계

콘텐츠 
연계 방안

업그레이드 
일정 계획 

대상선정

서비스별 기능
및 콘텐츠 정의

이야기 전개
방안 구축 

공간 특화 
방안 

하드웨어
구성 방안 

대상선정
기준정의

공간 경험 
분석 

대상 공간 
이야기 분석

대상 공간의 
장소성 고려

경험 방식의 
확장

I 대상 공간 선정 

II 환경분석

III 공간 경험
정의

IV 스토리텔링

V 공간 설계

VI 메타버스 경험 
설계 

VII 미디이 설계

VIII 운영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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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스마트 경험공간 디자인 체크리스트 
   스마트 환경에서의 경험 변화와 그 특징을 고려한 경험공간 디자인의 프로세스 

상의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I. 대상 공간 선정 

I-1. 사용자 경험 및 가치 창출을 위한 요구사항의 파악

I-2. 사용자별 스마트 기기 활용 정도 및 사전적 경험에 대한 이해

I-3. 대상 공간의 기존 사용환경에 대한 파악

I-4. 대상 공간의 정보적, 물리적 확장 및 연계성

I-5. 대상 공간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적 경험 가치 분석

I-6. 대상 공간 및 사용자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요구조건의 분석  

   II. 환경 분석 

II-1. 대상 공간의 장소성(site)에 대한 환경적 고려 

 - 장소성에 기반한 지리학적, 지질학적 정보 및 날씨, 환경에 대한 요구

   사항, 기존 구축물의 정보 및 변화 예측

II-2. 대상 공간의 이미지 분석 

 - 시각적, 청각적, 공감각적 이미지의 고려 

II-3. 대상 공간의 역사, 문화, 이벤트 등 콘텐츠 요소의 분석 

II-4. 대상 공간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적용가능 기술요소 분석

II-5. 대상 공간에 적용되는 법/제도 검토 

II-6. 적용 가능 기술요소의 향후 발전 방향 및 속도에 대한 고려 

II-7. 적용 가능 기술요소의 향후 업그레이드 방안 

II-8. 사용자 환경의 변화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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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공간 경험 정의

III-1. 공간 경험의 인지적, 이미지적, 서사적 수용 과정 및 맥락적 통합 고려 

III-1. 공간의 물리적 경험요소와 정보적 경험의 공진화에 대한 고려

III-2. 공간 경험의 소통을 위한 방법 적용 여부  

III-3. 다양한 정보적 경험의 소통 및 수용을 위한 open platform으로서의 기

능 요소 반영 여부 

III-4. 사용자별 변화와 요구사항의 인지 및 반응을 위한 인터랙션의 고려 

III-5. 경험 정보의 생성, 소비, 재생산 과정과 그 흐름에 대한 고려 

III-6. 공간 경험의 다양성에 따른 공간 활용의 적정성에 대한 고려

III-7. 경험의 소통, 축적에 따른 사전적 경험 변화에 대한 고려 

   IV. 스토리텔링

IV-1. 스토리, 담화, 이야기로 변화하는 소통 과정에 대한 고려

IV-2. 다중적 참여에 의한 변화에 대한 고려 

IV-3. 스토리텔링의 장소적 특성의 반영 여부 

IV-4. 사용자별 특성을 고려한 정보 및 스토리 전달 방식 및 소통 방식에 대한 고려 

IV-5. 공간적 경험과 스토리 경험의 통합 및 맥락적 연계 방안의 적용 여부 

IV-6. 사용자 참여에 의한 경험 및 스토리 변화의 고려 및 방법 적용 

   V. 공간 설계

V-1. 사용자 경험 및 이야기 요소의 공간적 표현 여부 

V-2. 사용 환경 및 경험을 위한 사용자 요구조건의 수용 여부 

V-3. 장소성에 기반한 공간 특화(identity) 방안의 고려

V-4. 반응에 의해 변화하는 디자인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려 

V-5. 사용 매체, 기술 요소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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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물리적 공간 구축을 위한 재료 및 구축 방안과 정보적 경험을 위한 매체 및 

기술 요소의 연계 및 통합적 적용 여부 

V-7. 사용자 경험을 지원하는 시설의 적정성 

   VI. 메타버스 경험 설계 

VI-1. 개인적 경험을 연결하는 개인 정보화 기기의 특성 및 변화에 대한 고려 

VI-2. 정보적 경험을 지원하는 시설간 연계 방안에 대한 고려 

VI-3. 정보적 소통을 위한 표준 설정 및 방법에 대한 고려 

VI-4. 기존 메타버스 경험 매체와의 연계 및 소통 방안에 대한 고려 

VI-5. 경험 방식의 발전 및 변화에 대한 고려 

VI-6. 해당 공간의 경험적 확장 및 연계 방안에 대한 고려

VI-7. 개인적 경험 이미지와 공동체적 경험 이미지 그리고 확장된 미디어 상에서

의 경험 이미지에 대한 고려 및 소통 방안 검토 

VI-8. 경험정보의 데이타베이스화 및 활용에 대한 검토  

   VII. 미디어 설계 

VII-1. 적용 미디어 및 기술요소의 적정성 

VII-2. 하드웨어의 크기, 속도 및 향후 발전 방향 및 요구에 대한 고려 

VII-3. 적용 미디어의 운영 및 유지 방안에 대한 고려 

VII-4. 미디어 적용 요소의 경제성 및 향후 가치 변화에 대한 고려 

VII-5. 개인 정보화 기기와의 연계 및 소통 방안에 대한 고려 

VII-6. 공간의 물리적, 이미지적, 서사적 경험의 대응 및 요구조건 수용 및 그 변

화에 따른 적정성에 대한 고려

VII-7. 타 시설 및 매체에서의 사용성을 고려한 호환성 및 연계를 위한 표준화 검토 

VII-8. 콘텐츠 종류, 크기, 소통을 위한 요구조건의 수용 및 향후 변화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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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I. 운영 / 관리 

VIII-1.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제성 검토 및 적정성 고려 

VIII-2. 향후 업그레이드의 편리성 및 요구조건 변화에 따른 대응에 대한 고려 

VIII-3. 개인 정보의 보안 및 관리 방안의 고려 

VIII-4. 정보적 경험의 축적 및 재활용에 대한 고려 

VIII-5. 최소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적용 기술 및 가능성 검토  

그림 5-26. 스마트 경험공간 구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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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앨런 제이콥스(Allan Jacobs)와 도널드 애플야드(Doland Appleyard)는 

매력적인 장소를 모든 사람들이 비교적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 갈 수 있을 정

도로 살기 좋은 곳으로 어느정도의 소유의식과 소속감을 갖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

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곳은 기회, 상상력, 흥분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며 

공동체와 참여의식을 느낄수 있고, 지속가능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러한 매력적인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시 환경의 유형을 주장하고 이 모든것

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미래도시의 특성은 이러한 물리적 공간의 특

성외에도 스마트 환경으로 전환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공간적 특성에 

관해 논하였다. 그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지금의 도시에서의 공간의 경험이 기존

의 연구에서 주목해왔던 공간의 물리적 특성 외에도 정보적 경험을 고려한 융합

적 사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 공간의 경험적 사고에서 출발

하고 있다. 즉, 지금의 도시 공간에서의 도시민의 경험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

지적 수용 외에도 다양한 정보적 이미지와 혼재된 도시 이미지적 경험과 그 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발생하는 다양한 이야기의 소통과 축적을 통해 도시 공간을 

소비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구조적 관점에서 도시를 나누고 공간을 기획하는 것이 아닌 그 장소

에서 발생하고 실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경험적 관점에서 보다 복잡하고 다차원

적인 기획과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 이상 앨런 제이콥스와 도널드 애플야드의 견해는 피터 홀, 울리히 파이퍼 지음, 임창호, 구자훈 역, “미래
의 도시; 21세기 도시의 과제 및 대응전략 - urban future 21”, 한울, 2005, pp. 36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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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의 도시 공간이 가져야 할 그

리고 가지고 있는 물리적 공간의 특성과 그 질적 요구가 상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공간적 질서와 특성이 지금의 사용자가 요구하고 있

는 다양한 방법과 차원에서의 경험을 고려 치밀하고 동시에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발현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의 발전과 도시 공간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

간에서 실재 사람들이 느끼고 사용하는 도시 공간 경험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그

것은 발터 벤야민의 견해와 같이 순수한 상상 그리고 환경에 대한 반응에서 오는 

감성적 반응인 경험의 재 해석에서 시작했다. 즉, 그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양

한 자극과 이전의 기억속에서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대처를 포함한 경험적 체득으

로 정의 한 체험과 구분되는 경험의 순수한 감성과 그 의미를 지금의 디지털에 의

해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도시 공간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구축 할 것인지에 대

한 실천적 질문이다. 벤야민이 아케이드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던 도시에서의 사

회적, 상황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에 의해 규정되어 온 지금의 환경에 대한 비판이

자 순수한 감성으로서의 삶 속에서의 환경적 경험(Erfahrung)에 대한 향수를 

지금의 스마트 환경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찾고자 함이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지금의 디지털 환경을 넘어 스마트 환경으로 변화하는 상

황에서 도시 공간에서의 경험 변화에 대해 주목하였다.

   스마트 환경은 결국 기존의 구축물과 경험자의 행태의 관계의 재 설정을 요구하

고 있다. 즉, 기존의 구축 환경에서의 공간의 의미는 경험자의 행태(behavior) 

를 지원(affordance)하는 구축물로서 정의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구축환경으로 

인해 경험자의 행태가 규정되고 이를 물리적이고 인지적 관점에서 구조화하는 방

향으로 디자인이 전개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의 스마트 환경은 다양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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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정보적 경험이 기존의 물리적 경험과 결합되며 새로운 경험 특성과 관계성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행태와 지원의 개념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유기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지금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경험자는 단순히 

공간이 제시하는 인지적이고 구조적인 특성 뿐만 아니라, 이전의 공간에서 제공 

받을 수 없었던 다양한 이미지  및 타인의 경험 축적을 통해 형성된 이야기와 같은 

다 차원의 정보적 경험을 통해 동시적으로 공간을 인지하고, 소비하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과 경험자의 관계는 지금의 스마트 환경으로의 변화에 있

어 기존의 공간에서의 경험되지 못한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공간을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사물이 상호 연계되

고, 미디어를 통한 정보적 경험과 기존의 공간에서 경험되어 온 물리적 경험이 동

시적으로 이루어지며, 가변적 경험의 가능성을 사람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제

공할 수 있는 지능화된 유기적 공간”으로 정의하고 그 정보적 소통과 반응의 가능

성을 이미지적인 측면과 서사적 측면 그리고 인지적 특성을 통해 규명하고, 이러

한 변화된 개념으로서의 스마트 공간에서의 경험 변화를 고찰, 이를 고려한 새로

운 디자인적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스마트 공간에서의 경험 변화는 결국 다음과 같은 특성의 변화를 통해 

설명 될 수 있다. 우선 경험의 구조에 있어 기존의 도시 공간에서의 경험을 설명

할 수 있었던 구조적 관점에서의 이해에서부터 해석적이고 맥락적인 경험 방식으

로의 변화이다. 공간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시각적 혹은 청각이나 후각과 같은 감

각에 의한 정보의 해석과 사전에 가지고 있는 스키마와 같은 기제에 의해 이루어

진다.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스키마는 특정한 도시의 형태와 구조를 기억하고 새

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사전적 경험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때 지금의 정보

적 환경으로의 발전은 기존의 공간 경험 과정에서 가지지 못했던 사전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정보에 의한 다양한 경험은 결국 그 장소에 대한 기존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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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물리적 공간 경험에서 그 구조적 틀을 빌어오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사전

경험을 통해 도시 공간 경험 구조의 틀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의 도시 공간의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지과정을 도와주는 공간적 혹

은 구조적 질서가 아닌 개별적이며, 맥락적인 경험과정을 위한 배려와 고민이 필

요한 것이다. 

   두 번째, 상황의 인지를 통한 공간 경험 과정에서 정보의 인지를 통한 사전적 

경험과 실제 공간에서의 물리적 인지 과정의 결합이다. 이는 스마트 환경이 가지

는 정보의 무한한 제공과 그 소통에서 기본적인 가능성이 시작되고 있다. 스마

트 폰으로 대변되는 개인 디바이스는 더 이상 휴대폰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거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로 연결되는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해석

적, 맥락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공간의 경험은 더욱 복잡하고 다차원적으로 변

화하고 있다. 

   세 번째, 물리적 공간에서의 직접 경험 방식에서 확장 되는 메타버스에 의

한 직, 간접 경험의 융합이다. 이는 증강현실(Argumented Reality), 미러

월드(mirro world), 라이프로깅(Life-logging), 그리고 가상세계(Virtual 

World) 등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차원의 공간에서의 경험을 의미한다. 

이곳에서의 사람들의 경험은 더욱 개인화되고(Personalize) 그 개인화된 경험

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차원과 방법으로(Multiplex) 교류된다. 경험은 확장

되고(Expansion), 소통하며 축적된다(Database of Memories). 스마트 환

경이 제공하는 이러한 새로운 지원성(Affordance)은 결국 인간과 인간, 인간

과 공간 그리고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교류하고 반응하는 환경(Responsive 
Environment)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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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다양한 방식으로의 소통의 확장은 결국 구조화된 정보의 서사적 이해

에서 벗어나 파편적 정보의 소통에 의한 해석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들

뢰즈가 언급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움직임에 기반한 구조의 새로운 변화가 지금

의 도시 공간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 될 것이다. 그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는 유동적이고(nomad), 다차원적으로(multiplicity), 지속적

으로 새로운 차원으로의 이동을 기반으로(fold), 탈 위계적이며 유기적인 확장

(rhyzome)의 모습을 통해 무한히 제공되고 있다. 또한 그 정보적 흐름은 하나

의 선형적 모습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형

식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나간다. 즉, 지금의 도시 공간에서의 경험은 결국 디자

이너 혹은 건축가가 기획한 하나의 방식 혹은 의도와 상관없는 다양한 결과와 결

론으로 경험되며, 이는 하이퍼텍스트적인 서사구조의 전개로 설명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성된 도시 공간 경험의 이미지화에 있어서의 변화이다. 조

형과 감성을 통한 이미지의 형성과 전달 과정은 앞서 이야기한 정보의 흐름과 변

화, 확장을 통해 보다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로의 생성과 변화로 받아들

여진다. 지금의 도시 공간에서의 경험이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확정

적 모습으로 이해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보적 경험과 그에 따른 새로운 

도시 공간 이미지의 경험을 통해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변화하는 도시 공간 경험 방식은 결국 앞으로의 도시 공간 자체의 변화

를 가져 올 것이 분명하다. 지금의 정보적 경험의 확장은 단순히 손 안의 스마트 

폰과 같은 디바이스에서 벗어나 도시 공간 전체로 확장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환경이 사람을 인지하고 그 인지에 따른 새로운 경험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는 세

상으로의 발전이 지금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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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공간 경험의 변화를 고려한 디자인 또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변화를 요구

한다. 우선 공간 경험 요소의 재해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공간 디자인에서 주

로 고려해 왔던 물리적 공간의 해석과 경험의 정의에서 확장되어 맥락적 공간 경

험을 고려한 경험 시나리오 및 기획이 요구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변화하는 경

험 요소의 재 정의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도시 공간에서의 기술 요소의 적용의 범

위가 확대되고 공간과 공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이 소통하는 새로운 경험

적 가치를 재 정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간 환경적 요소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경험 요소를 비롯하여 공간의 이야기 요소의 재 정의 

및 이에 따른 공간 콘텐츠의 소통 및 재 생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적 경험의 가치

를 재 정의하기 위한 요소를 재시하고 있다. 특히 연속적이며 가변화된 공간의 이

미지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고 실재 물리적 이미지와 정보적 이미지의 공진화

를 통한 해석과 맥락적 경험에 대한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경험의 소통과 연계를 공간 경험 요소로 포함하고자 한다. 즉, 지

금의 공간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하나의 공간적 경험에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고 다

른 공간, 그리고 공간에서의 정보적 경험 등과 같은 다차원적이고 맥락적 환경에

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따라서 지금의 공간의 경험을 기획하고 디자인

하는 과정에 있어 무엇보다 공간에서의 경험적 소통과 방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스마트 도시 환경의 경험을 정의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즉, 지금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도시 공간 디자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안이자 

차별적 가치는 맥락적 공간 경험의 기획과 경험 시나리오를 통한 스마트 공간 스

토리텔링으로 정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보적 경험을 고려한 경험 모델의 형

성, 정보 디바이스를 통한 기술 적용 방안 구축, 정보적 흐름을 제공하는 Open 

Platform의 제공, 그리고 이러한 경험 방법의 경험 설계를 통한 반응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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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구현으로 귀결 된다. 이는 지금까지의 공간 디자인과 차별화 되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기존의 공간 디자인 과정에 있어 간과되어 온 사람

들간의 소통에 의한 공간의 사전적 경험과 개인의 차이에 의해 형성되는 차별적 

경험을 고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간이 가지는 

가변적 경험의 가능성을 사람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지능화된 유기적 

공간으로서의 특징이 만들어 주는 미래적 가치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공간이 행태(behavior)를 지원(affordance)하는 구축물로서 경

험자와의 일대일 대응을 통해 경험되어 왔다면, 앞으로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

간이 가지는 행태와 지원의 개념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그럼으로써 맥락적이고 

개별적이며 해석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유기적 환경으로서의 공간적 가능성

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도시 공간의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 진보 외에도 도시 공간

이 가지고 있어왔으며, 반드시 가져야 할 많은 기존의 가치와 새로운 경험이 만

들어 내는 가능성에 따른 새로운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진 가장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며 생명력있

는 유기체적 질서이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하나의 이미지적인 것에서 그

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 자체를 규정하고 특징짓는 기본적인 환경이자 

삶의 배경이 되어왔다. 따라서 도시 공간의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나 새로운 체험적 변화로 채워질 수 없고 채워져서는 안되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

자 삶 자체이다. 

   공간을 만들고 기획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멋진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닌 보

다 확장된 개념의 공간으로 연결되어 결국 도시와 도시에서의 삶을 규정하고 만

드는 일이다. 그것이 스마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도시 공간에서의 경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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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뿌리깊은 성찰이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이 연구는 물

론 이 모든 변화와 성찰을 관통하는 대안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변화 자체와 인과 관계 조차도 아직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도시와 도시 공간 그리고 도시 공간에서의 경험에 대한 상관관계

와 정보적 변화가 가져오고 있는 그리고 빠르게 만들어 갈 새로운 삶에 대한 성찰

과 연구는 공간을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이들이 반드시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주

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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