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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 현

현대 도시의 위기는 고향 상실에서 비롯된 공허감과 불안감에서 왔다

고 한다 현대 사회의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현(Heidegger, 1927). ,

대인이 느끼는 상실감에 대한 논의는 장소의 상실과 관련하여 이루어졌

다 현대 도시에서 인간 실존적 안전감을 느끼게 해주는(Arefi, 1999).

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소상실 즉 무장소성 은. , (placelessness)

시장과 규제의 영향과 함께 논의되면서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특징의,

하나로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현대 도시의 특성 중 하나인 장소상실.

이 조경설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상을 규명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장소 만들기를 추구하는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장소성을 느

낄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나 현대 도시에서 많,

은 장소들은 서로 비슷비슷한 느낌을 주며 고유의 특징을 상실한 공간,

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데이비드 하비는 장소는 외적으로. “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며 따라서 공간이나 시간과, ,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읽히고 이해되어야 한다 고 했다.” .

장소상실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른 현상으로 사회문화적 영향을 주고받,

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변화는 또한 경관의 변화를 불러왔.

으며 이에 장소상실에 대한 연구는 의미를 가질 수(Frampt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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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장소상실에 대한 단순히 부정적인 시각만으로는 현대 도시 경관을.

이해하는 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대 도시의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계획과 설계로 인해 도시는 또 다른 무장소의 공간을 야,

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장소상실은 현대 도시를 나타내는 특성의 하나로.

서 현대 도시의 장소적 속성으로 접근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

장소상실이 나타나는 현상은 한국의 신도시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관주도하에 진행되는 개발의 특성은 신도시가 자본과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기존 장소의 해체와 상실과.

함께 새로운 장소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신도시는 지역 고유의 정체성,

과 생태적 맥락을 포함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

및 지방 도심의 신도시 개발 구도심 재개발 등을 통해 한국의 도시개, ,

발은 많은 성장을 이루면서 계획 방법에 있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도시 경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타.

났다 모더니즘의 도시개발 경험을 통해 최근 현대 도시는 광의적 규모. ,

의 생태와 경관의 가치를 자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대

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도시의 조경설계에서 나타나는 장소상.

실에 대한 고찰은 현 도시설계의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

색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인문지리학자 에드워드 렐프의 장소상실에 대한 연

구를 조경설계에 적용해봄으로서 한국 신도시 조경설계의 장소상실을,

고찰해보는 것에 있다 따라서 장소상실에 대한 접근을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장소성에 대해 탐구했던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신도시 조경설.

계의 장소상실에 대한 고찰 및 이론적 틀 마련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은 장소 만들기의 구성요소를 분석 항목으로 설정.

하여 도시개발의 배경과 계획 내용 조경설계안의 분석 및 전문가 비평, ,

과 현장 답사를 통한 현상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설계 분석을 통.

한 장소상실 연구는 신도시 조경설계의 장소 만들기 과정에 대한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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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시각을 견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도시의 연구를 통해 살펴.

본 장소상실의 현상은 대부분 개발 사업 진행 과정 속의 사회적 요인들

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장소상실은 단순히 물리적인 결과물만으로 논의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

다 도시계획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시대에 따른 정치. , ·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영향을 끼쳤으며 이에 따라 장소상실의 표출 양상 또한 달라졌,

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신도시 조경설계에서 드러난 장소상실의 현상은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설계의 매너리즘적인 태도 혹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인해 공간의 획일화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무의식적인 디자인 복제 및, .

양식적 설계 요소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설계의 질적 저하는 유사 경관의

창출로 이어진다 그리고 공간에의 과도한 개념 설정과 의미부여 프로. ,

그램 과잉은 폐쇄적이고 확정적인 공간 행태를 발생시키며 현실적 조건,

과 맞지 않는 과잉설계는 공간적 구현에서 획일적인 모습의 결과를 낳는

다 따라서 현실적 조건에 맞춘 구체적인 공모 지침이 필요하며 조성까. ,

지의 충분한 시간적 과정의 중요성을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로는 도시계획에서 생태계와 분리되어 행해지는 설계의 관성으로

인해 대상지의 지역적 맥락과 시간적 연속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이,

다 이는 대상지를 백지화시켜버리는 장소파괴적인 현상과 생태적 요소.

를 양식적으로 도입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상지의.

지역성과 시간성을 반영한 과정적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계획을 위해서는 생태 시스템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계획 과정에서 정책적 통합의 부재 및 하향식 개발 방식,

으로 인해 이용자가 안전을 느끼지 못하는 공간이 창출된다는 점이다, .

이는 비인간적 스케일의 공간으로 생성되거나 지속적인 공간 형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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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지 못하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장소로 나타나게 되었다 단순히.

설계안의 디자인적 해결 방안이 아닌 계획 과정에서 건축 조경 도시설, , ,

계의 영역을 통합하고 분야 간 소통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거, .

시적인 관점의 도시계획이 미시적인 일상생활의 계획과 함께 변증법적으

로 실천되어야 한다.

조경의 공간설계는 물리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서 조경이 사회 경제적으로 전유되는 방식의 탐구는 곧 정체성을 모색, ·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도시의 특성인 장소상실을.

신도시 조경설계 분석을 통해 고찰한 본 연구는 신도시 조경설계의 정,

체성을 연구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요어 장소상실 장소성 신도시 조경설계 현대도시 획일적 경관: , , , , ,

학 번 : 2009-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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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도시는 문명의 특성을 드러내는 인공물로서 역사적으로 도시의 물리,

적 건조 환경은 시대의 모습을 반영해왔다 공공계획은 국가 계획의 목.

표아래 행동하며 도시민의 생활양식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가, .

하면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인간을 만든다“ .”1)는 말처럼 도시,

의 모습 역시 사회 문화적으로 도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쳐왔다 이는· .

런던의 공원 파리의 불르바르와 백화점 세계박람회와 같은 도시문화의, ,

주된 양상의 모습과 도시 정비로 인한 계급 계층별 주거지 분화에 대한·

사회적 갈등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근대를 지나면서 대 도시는 급속도로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경제적, .

효율성을 가장 중시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영향은 도시경관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관으로 재 탄생시켰고 전 세계적으로 경관의 다양성 및 의( ) ,

미 있는 장소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현대 도시의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찍이 사회학 인문지리학에서는 장,

소의 상실이라는 주제로 논의되어 왔다.2) 현대 도시에서 장소는 상실되

었으며 장소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다는 것으로서 인간 실존, ,

적 안전감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을 도시 속에서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소상실 즉 무장소성, (placelessness)3)은 시장과 규제의 영향과 함께

1) 민유기역 도시와 인간 중세부터 현대까지 서양도시문화사 서Girouard, Mark , (2009), : ,『 』
울 책과 함께: , p. 604.

2) 슐츠 는 장소상실에 대해 밋밋한 경관 이란 용어를 소개했고 스(C. N. Schultz) ‘ flat scape’ ,
테인 은 거기에는 장소가 없다 라고 언급했으며 하이데거 는(G. Stein) “ .” , (M. Heidegger)
장소로부터 뿌리 뽑힘 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든스 는 시간과 공간의 분리“ ” . (A. Giddens) “
로 인한 장소 귀속을 탈피했다 고 했다 무어 는 세계 곳곳의 장소들이 급” . (C. W, Moore) …
속하게 제거되고 있다 고 했다” .

3) 렐프 는 저서 장소와 장소상실 에서 무장소성 에 대해 장소의 독(E. Relph) (placelessness)『 』



- 2 -

논의되면서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특징의 하나로서 대두되었다 이렇게, .

장소상실을 야기하는 요인은 세계화 대중문화의 대두 특정 장소나 영, ,

역에 뿌리를 두는 사회문화 관계의 상실 등으로 이야기된다.

장소상실이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신도시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

아볼 수 있다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역 개발 및 새로운 거주환경 개발. ,

주거 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한다는 데에 일차적 목적을 갖고 있다.

관주도하에 진행되는 개발의 속성상 신도시는 자본과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마련이다 기존 장소의 해체와 상실과 함께 새로운 장. ,

소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신도시는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특성을 포함하

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점차 도시 개발 정책은 점차 지역 고유의 장.

소적 맥락을 추구한 장소 만들기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도시설계의 목표.

는 장소성을 구현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대상지의 맥락과 주변 환경과.

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계획 및 설계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

나 현대 도시에서 우리의 주변 환경에서는 진정성을 갖는 장소들을 대하

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진정성을 상실한 공간은 점차 확대 재생,

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소는 외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며 따라“ , ,

서 공간이나 시간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읽히고 이해되

어야 한다.”4) 장소상실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른 현상이며 사회문화, ,

적 영향을 주고받는다 현대 사회의 변화는 경관의 변화역시 가져왔다. .

전 세계적인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 도시와 전원 도심지와 지방의 개, ,

념상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의 대두는 도시를 만드는.

특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이 약화되는 현상 인간 실존의 지리적 토대가 장소로부터 뿌리,
뽑힌 삶으로의 변화를 지칭한다고 소개한다.

4) Harvey, David(1993), “From space to place and back again: reflections on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in J. Bird et al, Mapping the Futures, Routledge, New

박영민 역 공간에서 장소로 다시 반대로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에 대한 성찰York; (1995), : ,
공간과 사회,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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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 독립적인 건축 형태보다도 경관에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

다.”5)는 논의를 불러왔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경관의 변화를 불러온 것과 같이 이에,

관한 장소상실에 대한 연구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장소상실에 대한 단.

순히 부정적인 시각만으로는 현대 도시 경관을 이해하는 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대 도시의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계획과 설.

계로 인해 도시는 또 다른 무장소의 공간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

장소상실을 비판적 대상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현대 도시를 나타내는,

특성의 하나로서 현대 도시의 장소적 속성으로 접근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장소상실 현. ,

상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정립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소상실이 가.

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상인 신도시 조경설계를 사례로 분석함으로서,

현대 도시 조경설계에서 나타나는 장소상실에 대한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다.

5) Frampton, Kenneth(1983), "Towards a Critical Regionalism : Six points of an
architecture of resistance" in Hal Foster, ed.,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참조 외 김영, Seattle Bay Press, pp. 16-30 . (Waldheim, Charles ,
민 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재인용(2006), , p. 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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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 및 구성2.

연구의 범위 및 방법2.1

연구의 범위(1)

본 연구는 현대 도시의 주요한 특성인 장소상실 현상을 한국 현대 조

경설계 속에서 바라보며 현대 조경설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본다 또한 장소상실 현상의 고찰을 통하여 생성과 변화의.

현상을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장소상실.

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이의 속성을 파악,

하기 위해 우리나라 수도권 신도시 개발사를 개괄하고 다양한 유형의,

신도시를 함께 분석하도록 한다 이에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신도시와.

도심 뉴타운으로 선정한다.

연구의 방법(2)

본 연구는 현상학 인문지리학 사회학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장소상, ,

실에 대한 담론의 연장선으로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에 적용을 시도하는

연구로서 여러 분야의 논의들을 종합하는 학제적 연구이다 따라서 인, .

문지리학자 이 푸 투안 앙리 르페브르- (Yi-Fu Tuan), (Henri

에드워드 렐프 및 데이비드 하비Lefevbre), (Edward Relph) (David

등의 연구 범주 내에서 현대 도시의 장소상실 특성에 대해 알Harvey)

아보고자 한다 분석의 틀은 장소상실의 특성에 대한 렐프의 연구 내용.

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장소상실 현상을 재정립하도,

록 한다 그리고 현대 도시 공간의 대표적인 장소라 할 수 있는 신도시.

의 조경설계 분석을 통해 정립한 현상의 이론을 마련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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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구성2.2.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진행 방법을 크게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5 .

장소성 및 장소상실의 개념에 대한 문헌 연구1.

장소상실이 전개되는 양상 및 장소상실의 대안적 접근의 연구2.

한국 현대 조경설계와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장소상실 연구3.

을 통해 분석의 틀을 정립하여 신도시 사례의 조경설계 분석4. 1~3 ,

사례 분석을 통해 신도시 조경설계의 장소상실 현상에 대한 이론5. ,

도출

먼저 장소상실의 개념의 이해를 위해 기존 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한,

이론적 고찰을 한다 그리고 장소 만들기의 과정 속에서 장소상실이 나.

타나는 배경과 전개되는 양상을 연구하고 장소상실의 대안적 접근에 관,

한 연구를 고찰한다 다음으로 장소상실에 대한 조경적 논의를 이끌어내.

기 위하여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흐름 속 장소상실의 현상과 한국 신도,

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소상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

대 조경설계에서 나타나는 장소상실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정립

하며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사례 분석을 진행한다, . 사례 연구는 장소상

실이 나타나는 대표적 공간인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신도시 조경설계.

사례분석을 통해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는 장소상실의 현상을 이론화할,

수 있도록 한다. 궁극적으로 연구가 논하고자 하는 신도시 조경설계에서

발생하는 장소상실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설계 사례안의 분석 현상 을 통해서 명제를 재검토하고 구( ) ,

축해나가는 귀납적 연구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설계양식에 대한.

역사학적 미학적 접근이 아닌 공모 기획안 계획안 설계안 조성현황에, , , , ,

대한 분석을 통한 설계 계획의 연구 분석으로 진행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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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련 연구 동향3.

장소상실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먼저 장소상실의.

대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장소성 회복을 탐색하는 연구 그리고 장, ,

소상실을 현대 대도시의 공간 변화로 인한 새로운 장소성 구축의 단초로

바라보는 연구 마지막으로 장소상실의 이해와 특성 고찰을 통한 극복을,

시도하는 연구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최병두 김덕현 김병우, (2002), (2008), (2003),

창선영 정희선 이한나 의 연구가 있다(2006), (2012), (2012) .

최병두 는 모더니즘 시대의 획일적 경관양상과 포스트모더니즘(2002)

시대의 장소성 회복을 위시한 장소의 상품화 양상이 가져온 장소상실에

대한 시대적 고찰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진정한 장소성.

의 회복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김덕현 은 현대의 시공간의. (2008)

압축 현상과 자본주의 체제로 인해 야기된 경관의 변화와 이로 인해 확

산되고 있는 장소상실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지리적 감수성을 갖고, ,

진정성 있는 장소 창출의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우 는 실존적 공간 논의에 의한 장소상실은 현대 대도시 공(2003)

간의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현대 대도시의 새로운 장소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대 대도시의 건축적 장소에 대한.

공간 단계를 재분류하고 이에 따른 현대 대도시의 새로운 장소성의 개,

념을 재정립하였다 창선영 역시 현대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2006) ,

공간 구축 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위시하여 기,

존의 근대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장소의 정의는 해석의 한계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현대인의 공간 의식의 변화에 따른 현대 공간의 표현방.

식을 분류하고 이에 상응하는 장소상실의 표현 특성을 알아보았다, .

정희선 은 서울 당인리 발전소의 이전 혹은 지하 재건립을 둘러(2012)

싼 갈등 사례를 통해 장소상실이 어떻게 형성되고 표출되는 지를 살펴,

보았다 현대 사회의 장소상실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근대 산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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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했다 이한나 는 렐프의. (2012)

장소상실 이론을 바탕으로 간판정비사업의 장소상실이 나타나는 특성을,

연구하였다.

표 장소상실 관련 국내 연구 동향1-1.

연구자 연구 내용
관점

분류

최병두

(2002)

장소상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진정한 장소성 회복의 필요성 논의. 비판적

입장김덕현

(2008)

장소상실의 문제제기와 함께,

진정성 있는 장소 창출 모색.

김병우

(2003)

장소상실 논의의 현대적 적용의 한계,

현대 도시 공간 구조에 맞는 새로운 장소성 개념 정립. 한계 및

대안

모색창선영

(2006)
현대 공간 표현방식에 맞는 장소상실 표현 특성 고찰.

정희선

(2012)

장소상실의 이해를 통한,

근대 산업시설의 보존 및 활용 제안. 이해 및

특성

고찰이한나

(2012)
간판정비사업에서 나타나는 장소상실의 특성 고찰

지금까지의 장소상실에 관련한 연구는 장소상실에 대해 비판적인 입

장이거나 한계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장소상실의 특성 고찰을 통해 근대 산업시설 및 간판정비사업과 같은,

현대 도시 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다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장소상실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신도시,

조경설계에서 나타나는 장소상실의 특성을 고찰함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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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상실 이론적 연구 및 분석의 틀 구성.Ⅱ

장소와 장소성1.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다“ .

인간답다는 말은 곧 자신의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장소를 잘 알고 있

다는 뜻이다.”1)

장소1.1.

장소 는 인간에 의해 일정기간 체험됨으로 해서 가치와 의미가(place)

붙여진 특정 공간을 말한다 장소는 국가 지역. “ (countries), (regions),

경관 정주지 그리고 건물들(landscapes), (settlements), (buildings)”2)

로 알려져 있다.

장소는 공간과의 관계를 통해 설명된다 장소는 단순히 존재하는 사물.

만이 아니라 인간의 눈과 마음을 통해 나타난 현상이다 한편 공간은 관.

계의 체계를 나타내는 전치사에 의해 표현된다(C. N. Schultz, 1980:

이 푸 투안 은 공간 전치사는 필연16). - (Yi-Fu Tuan, 1977: 63-79)

적으로 인간중심적이며 추상적 개념인 공간이 문화와의 유사성을 갖게,

되는 지점은 인간이 척도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공간은 우.

리가 경험을 통해 친밀함을 느끼고 가치를 부여할 때 장소가 된다, .

즉 낯설은 추상적 공간 은 의미로 가득찬 구체적 장소 가 된“ , ‘ ’ ‘ ’

다.”3) 또한 에드워드 렐프 는 공간과 장소(Edward Relph, 1976: 49)

1)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역 도서출판 논형Relph, Edward(1976), , (2005), .『 』
2) 장소의 혼 민경호외 인 역 태림문화사C. N. Schultz, , 3 (2002), , p.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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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점을 외부에 대한 내부의 경험이라고 하며 내부로의 깊은 경험,

을 통해 장소와의 동일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승빈 은 공. (2011)

간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의미 있,

는 요소를 중요하게 다루는 장소와 구별되어 사용된다고 했다.4)

장소는 실존적 관점에서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철학자 하이데거.

의 장소는 인간 실존 이 외부와 맺는(Heidegger, 1958) “ (existence)

유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식

으로 인간을 위치시킨다.”5)는 실존적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이데.

거는 장소가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시킨다고 주장했

다.

노베르그 슐츠 는 하이데거의 거주- (C. N. Schultz, 1972) ‘

의 개념dwelling’ 6)을 빌려와 장소를 설명했다 실존적 토대와 거주는.

동의어이며 인간이 스스로 환경 내에서 정위하고 환경과 함께 정체 화, ,

될 때 거주하게 된다 장소는 위치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물질 형상 재질 색을 가진 구체적인 사물들로 구성된 총체성을 의, , , ,

미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장소를 인간 실존의 통합된 부분으로 실존적.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7)

투안 은 장소란 인간 활동의 중심이고 작은 세계이며 인(Tuan, 1977) ,

간의 행동이 모이는 결절점이라고 정의하며 대상 또는 장소에 대한, “

3) 공간과 장소 구동회 심승희 역Tuan, Yi-Fu, , , (1995), p. 318.『 』
4) 홍성희 박준서 임승빈 환경계획 설계를 위한 장소성 개념 연구 한국경관학회지, , (2011), “ · ”,

3(1), p. 21.
5) Heidegger, Martin(1958), “An ontological consideration of place” in The Question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역of Being, NY, p. 19. (Relph, Edward(1976), , (2005), p.『 』
에서 재인용25 .)

6) 슐츠는 거주 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하이데거의 다음과 같은 논거를 인용했다‘ dwelling’ , .
네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방법 즉 인간이 땅위에 존재하는 방법 바로 이것이 거주“ , , ...

이다 세계는 인간이 거주하는 집이다.” “ .” (Heidegger, Martin(1958), “An ontological
참고consideration of place” in The Question of Being, NY, p.19 .)

7) 장소의 혼 민경호외 인 역 태림문화사C. N. Schultz, , 3 (2002), , p.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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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험이 총체적일 때 즉 적극적이고 반성적인 정신을 통해서 그, ,

리고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대상과 장소는 구체적인 현실성,

을 얻는다 고 말한다.” .8)

루커만 은 장소 개념을 가지 요소 위치 개념(F. Lukermann, 1964) 6 ( ,

자연적 문화적 요소들의 통합성 공간적 상호연결성 국지성 역사성 의, , , , ,

미성 를 통해 설명하였다 장소는 특정 위치에서 발달해 왔으며 현재도) .

발달하고 있는 자연과 문화의 복합적인 통합체로 보고 이 장소들이 사,

람과 물자의 흐름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장소.

란 통합되어 있고 의미 있는 현상으로 바라보았다.9)

렐프 는 장소는 거의 모든 스케일에서 존재하며 인간의(Relph, 1976) ,

의도가 지향하고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으로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 속에서 경험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장소를 인간.

존재의 심원한 중심으로 정의하는 대체로 무의식적인 의도성에 장소의

본질이 있다고 보았다.10)

백선혜 는 장소는 특정한 공간적 규모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2004) “

체와 인간행위의 결과물이 인지되어 의미를 가지는 공간적 실체 이며” ,

인간의 활동이 일어나는 맥락인 동시에 인간이 경험을 통해 의미를“ ,

부여하는 상징적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완결된 실체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어지는 역동적 실체”11)라고 했다.

따라서 장소는 질적 복합적인 성질의 전체이므로 분석적이고 과학적·

인 방법에 의해서 묘사되어질 수 없으며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개념만으,

로도 설명되어질 수 없다 장소에 관한 연구는 구체적 사물로 회귀하는.

현상학적 연구를 활용되어 왔다.

8) 공간과 장소 구동회 심승희 역Tuan, Yi-Fu, , , (1995), p. 38.『 』
9) 전게서 에서 재인용Relph, Edward(1976), , pp. 28-29 .
10) 전게서Relph, Edward(1976), , pp. 102-104.
11) 백선혜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한국과 미국 소도시의 문화예술축제(2004), “ :

를 사례로 서울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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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성1.2.

장소성 은 장소 라는 단어에 성 이라는 접미사( ) “‘ ’ ‘- ( )’場所性 性

가 붙어 생성된 형태”12)의 단어로 인간화된 공간인 장소의 성질이라,

고 말할 수 있다 즉 인간에 의해 일정기간 체험됨으로 해서 가치와 의. ,

미가 붙여진 특정 공간을 보통 장소라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장소에 대,

한 성질 즉 인간적 의미를 갖는 공간의 성질을 의미한다 관련 개념으, .

로 장소감 장소의 정체성 장소의 기운 정신, , · (spirit of place, genius

이라는 뜻의 라틴어 개념으로도 많이 쓰인다loci) .

장소감은 어떤 장소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의 느낌을 말하는 것으로,

활기찬 느낌 흥미진진한 느낌 즐거운 느낌 광대한 느낌 등 특정한 물, , ,

리적 소환경 에 대한 즉 특정한 주변상황과 맥락에 대한 한 개(setting)

인 심리요인 의 특별한 경험으로서 물리적 소환경에 대하여 한 개인이( )

보이는 반응 패턴이다 이러한 장소감은 특히 일정한 집(Fritz, 1981). “

단 내에 있는 사람들이 장소에 대한 집단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그들의 문화적 형태로 표현하는 곳에서 강하게 나타난다.”13) 장소감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게 되면 장소성의 차원으로 확장하게 된다(Tuan,

그러므로 장소는 사회적 구성물 이다 즉 공1977). (social construct) . “

간이나 시간과 마찬가지로 장소도 사회적 구성물이며 따라서 그렇게 읽,

히고 이해되어야 한다.”14)

12) 홍성희 박준서 임승빈 환경계획 설계를 위한 장소성 개념 연구 한국경관학회, , (2011), “ · ”,
지 3(1), p. 18.

13) 이석환 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 (1997), “ ”, ∙
회지 국토계획 제 권 제 호 통권 호, 32 5 ( 91 ), p 177.

14) Harvey, David(1993), “From space to place and back again: reflections on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in J. Bird et al, Mapping the Futures, Routledge, New

박영민 역 공간에서 장소로 다시 반대로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에 대한 성찰York; (1995), : ,
공간과 사회,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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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 정신 은 한 인간이나 집단과 동일시하는 정신(spirit of place)

처럼 어떤 위치에 특별한 분위기나 개성을 제공하는 특성들의 결합

을 말한다 장소령 은 지방의 신으로 부지(Fritz, 1981) . (genius loci) ,

즉 터를 주관하는 수호신으로 여겨지며 부지에서 전개될 모든 것을 주,

관하는 중재자였다 즉 장소의 정신 혹은 장소령은 사람(Rossi, 1982).

들이 어떤 장소의 고유한 물리적 감각적 속성을 넘어 그 장소에 대해·

다른 어떤 것을 느끼며 정신적 힘에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Jackson, 1994).

장소의 정체성에 대한 개념은 인간 행동의 개입 및 환경의 변화에 따

른 변화와 연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루커만. (Lukermann,

은 인간의 느낌과 체험만이 수많은 인간행위의 근본이 되는 것이1965)

며 또한 그 같은 행위 행동으로 인하여 장소는 어떤 특징을 지니게 된,

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문화적 프리즘을 통해서 환.

경을 관조할 적에 사람은 역사적인 존재로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인간의 의식 속에 담겨있는 하나의 사상이라는 의미를 갖는 장소는 무엇

보다도 문화적 개념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15) 케빈 린치(Kevin Lynch)

는 장소의 정체성에 대해 그 장소에 개별성을 부여하거나 다른 장소와,

의 차별성을 제공하며 독립된 하나의 실체로 인식하게 하는 토대 역할,

을 한다고 했다.16) 도비 이경희 외 역 는 정체성이(Dovey, , 1995: 35)

사람과 장소의 결속 또는 몰입을 의미하며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고 했다 따라서.

장소는 인간으로부터 장소 자체의 정체성을 얻고 또한 인간은 장소로부,

터 자신의 정체성을 얻는다고 할 수 있다 장소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장소에 대해 다른 장소와 구별해주는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7)

15) Lukermann, Fred E(1965), "Role of Theory in Geographical Inquiry," Professional
Geographer, vol. 13, no.2.

16) Lynch, Kevin(1960), The Image of City, Cambridge, Mass: MIT Press,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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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푸 투안 은 장소성의 형성 요소로 시간과 가- (Yi-Fu Tuan, 1977)

시성의 두 가지를 들어 설명하였다 장소는 우리의 눈을 끄는 안정적인.

대상으로 우리의 눈은 지속적으로 멈춤을 발생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공간을 창조한다 시간은 단지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

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는 측면에서의 시간을 말하는 것

이며 이러한 반복적 경험을 통해 장소성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

렐프 는 장소성은 물리적 조건 인간의 행태 의미 세(Relph, 1976) , ,

가지 요소가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연관되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되며 무의식적인 경험을 통해 참된 장소성이 얻어진다고 하였다, .18)

백선혜 는 장소성이란 장소의 인지된 특성으로 이는 인간이(2004) “ ,

체험을 통해 애착을 느끼게 되고 한 장소에 고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장,

소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일컫는 것 이며 개별적인 장소감의 형성과정” ,

과 달리 집단적인 경험의 공유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했,

다 장소가 가지고 있는 제반 요소들 중 극적 요소가 채택되고 이것이. “

어떤 형태로든 가시성을 획득하면 주민이 이를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

으로 참여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장소성이 형성된다 고 주장했.”

다.19)

임승빈 은 장소와 장소성은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개(2011) “

념으로 장소는 인간의 경험과 활동을 통해 의미가 부여되는 물리적 영역

및 공간이며 장소성은 장소가 지니는 경험적 의미적 특성으로서 시간, ,

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고 설명했다 장소성은 공간” . “ ,

시간 경험 의미의 형성 요소를 지니며 차원인 공간 및 공간에서 발, , , (3 )

생되는 인간행태에 대한 차원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직접적 경험을(4 )

통해 차원인 의미가 생성 축적된 장소가 지닌 경험적 의미적 특(5 ) , ,

성 으로 정의했다” .20)

17) 이석환 황기원 전게서 참고, (1997), , p. 178 .
18)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역 도서출판 논형Relph, Edward(1976), , (2005), .『 』
19) 백선혜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한국과 미국 소도시의 문화예술축제(2004), “ :

를 사례로 서울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pp.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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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소성 및 관련 유사 개념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장소성의

단어 자체가 가지는 모호함과 복잡성을 보여준다 현재까지도 국내외에.

서 장소성의 개념 연구 및 형성 요소와 구조 특성에 대한 연구들도 함,

께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학자들의 장소성 개념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장소성은 물리적 환경 공간 속에서 인간의 반복적 행태 경험 가, ( ) ( )

지속적인 시간을 갖고 이루어짐에 따라 의미를 획득하게 되면서 형성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 홍성희 박준서 임승빈 환경계획 설계를 위한 장소성 개념 연구 한국경관학회, , (2011), “ · ”,
지 3(1),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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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상실2.

장소상실의 개념2.1.

장소상실은 전통적 의미의 장소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장소에 대한 진정하지 못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상적이고 우,

연적으로 접하는 수준 이상의 장소를 경험하거나 창조하는 것이 불가능

해진 근대 경관의 기계적 획일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나온 개념이

다.

최근 사회학 지리학 분야에서 상실에 관한 연구, 21)의 연장선으로 활

발히 논의되어온 장소상실 현상은 이러한 도시 성장에 따른 특성에 기,

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장소의 상실은 현대화 과정과 함께 설명되는데. ,

이는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대중문화의 발달과 이로 인해 특정 장소나,

영역에 뿌리를 두는 사회문화 관계가 상실되는 과정으로 요약된다.

그 동안 도시계획 건축 조경 분야에서 장소상실에 대한 연구는 소“ , ,

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22) 그러나 장소상실의 개념을 잘 이해하

면 도시설계의 준거 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소상실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다.

건축적 장소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건축학자 노베르그 슐츠

는 의도적인 깊이가 결여되고 평범하고 평균적인(C.N.Schulz, 1969)

경험의 가능성만을 제공하는 경관이 생산되고 있다며 이를 밋밋한 경, ‘

관 이라고 불렀다 그는 장소상실에 대해 정위(flat scape)’ . ,

의 체계에 대한 연구(orientation) 23)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21) 의 의Arefi(1999) "Non-place and placelessness as narratives of less", Auge(1995)
“Non-p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Boswell(1997)
의 의 연구가 있다Non-places and enfeeblement of rhetoric in supermodernity" .

22) 외 명 도시설계 장소 만들기의 여섯 차원 강홍빈외 명 역Mattew Carmona 3 , - , 6 (2009),『 』
도서출판 대가,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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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린치 는 존재의 상실이라는 두려움은 움직이는(Kevin Lynch) “

유기체가 주위 환경에서 정위 되어져야 하는 필연성으로부터 나온다

.”24)라고 하며 정위에 대한 따라서 정위의 체계가 약화된 곳에서 이미,

지 형성이 어렵게 되고 사람들은 상실했다 는 느낌을 받게 된, ‘ (lost)’

다 상실한다는 것은 분명히 거주를 식별해 주는 안전감의 정반대 개념.

이다.

이 푸 투안 은 어린 아이의 장소에 대한 이해를 예로- (Yi-Fu Tuan)

든다 투안은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는 제일의 장소이나 나중에 아이는. ,

세계를 탐색하기 위해 어머니의 품을 떠난다며 장소를 어머니에 비유한,

다 장소의 이미지는 안정과 영속의 이미지이다 어머니는 움직일 수. “ .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어머니는 안정과 영속을 상징한다.

어머니는 필요할 때 거의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다 어머니가 가까이 있.

으면 낯선 세계는 어린아이에게 별로 두려움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의 친숙한 환경이자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옆에서 돌봐주는.

부모가 없으면 아이는 표류한다 즉 장소를 잃어버린다( ).”25)

또한 마르크 오제 는 비 정체적이며 불안감을 주는 장소(Mark Auge)

로 비 장소 를 언급한 바 있다‘ - (non-places)’ .26) 마르크 오제는

초근대 현대를 표현 의 특징으로 소개하는 비‘ (super modernity, )’ -

장소는 전통적인 장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관계성 역사성 정체성을, , ,

갖지 못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에서 개인은 존재를 확인하는.

장소감을 느낄 수 없어 익명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

23) 노베르그 슐츠는 이에 대해 케빈 린치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이 거- , .
주할 때 그는 공간 내에 위치되어짐과 동시에 어떤 환경적 성격에 노출되어져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심리적 기능을 정위 와 정체성 으로 불리울 수 있다고(orientation) (identification)
한다 즉 실존적 토대를 얻기 위해 인간은 스스로를 정위할 수 있어야하며 자신이 어디에. , (
존재하고 있는지를 앎 그의 환경과 더불어 자신을 정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어떤), (
장소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앎 장소의 혼 참고). p.28 .『 』

24) Lynch, Kevin(1960), The Image of the city, p.125.
25) 공간과 장소 김덕현 역Tuan, Yi-Fu, , (1995), p. 54.『 』
26) Auge, Mark(1995), Non-Places :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New York, Ver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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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상실에 대한 연구는 에드워드 렐프 에 의해 크게(Edward Relph)

정리되었다 그는 장소상실을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세.

계화로 인한 현상으로 설명한다 세계화는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왔는.

데 하나는 통신기술의 발달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서 공간 거리의 소멸과 시 공간의 압축을 가져오게 된 점이다 지구화, · .

와 정보화 시대의 도시공간은 카스텔 의 말대로 정보네트워크(Castells)

로 연결된 흐름의 공간‘ (space of flow)’27)이기도 하다 정보와 자본.

은 어떠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그 소속감을 떠나 최고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근대적 산업도시가. “

장소적 공간 이라면 탈산업도시는 장소적으로 고‘ (space of place)’ ,

정된 활동보다는 정보의 생산 및 소비 등 흐름의 활동으로 채워지는 공

간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흐름의 공간 인 것이다‘ ’ .”28) 사

회학자 앤서니 기든스 역시 세계화는 우리가 시간(Anthony Giddens) ,

과 공간을 경험하고 생활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장소상실을 시간과 공간의 분리에 의한 장소귀속 탈피로 인한 것으로 설

명한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는 대중문화의 확산도 가져왔다 사회학자 자크, .

엘룰 은 인간은 경제 환경의 압력을 받으며 천천히 변화(Jacques Ellul)

하고 있다며 자유주의 경제학자가 구축해 놓은 단순한 존재, “

가 되는 과정 속에 있다(uncomplicated being) ”29)고 했다 매체는 상.

품의 규격화 지적 획일성 등으로 대중의 욕구를 집단화시킨다 그리고, .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면서 그러한 집단화는 이윤의 극대화 기, ,

업의 성장과 생존이라는 주요 목표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경제적 효.

27)Castells, Manuel(1994), “Space of Flows-Raum der Strome. Eine Theorie des
Raums”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엮음, Noller, P.( ), Frankfurt, p. 124.

28)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 서울 한울(2006), , : , p. 257, p. 263.『 』
29) Ellul, Jacques(1967), The Technological Society, NY: Harcourt, Brace and World, p.

참고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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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의거한 경관 생산에 대해 리처드 모릴 은 현대에(Richard Morrill)

서 사회와 경관의 발전과 조직화에 경제 이론의 추상성이 반영되고 있음

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장소에 대한 감정이 없는 것이 경제적인 미. ,

덕이며 따라서 장소상실은 공간적 효율의 수준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

에 더욱 추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량 생산 마케(Relph, 1976: 236). ,

팅과 소비의 과정으로 확산되는 대중문화는 문화와 장소를 균질화하고

표준화하며 지역 문화를 지배하고 파괴하게 된다 이에 대해 마이크 크, .

랭 은 대량 생산된 상업 양식을 지방에 강요함으로서 진정(Mike Crang)

한 문화 형태이며 지역 고유의 특성에 기반을 둔 지역 문화가 상실되는

데에 우려를 표시했다.30) 그 결과 현대 사회의 경관은 편안하고 효율적,

이나 깊이가 없고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취약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

장소의 차이를 제거시키고 개성 있는 장소를 획일적으로 만들어 장소상,

실을 조장한다.

데이비드 하비 는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화가 장소상실(David Harvey)

에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렐프의 연구와 행보를 같이한다 하비는 자, .

본주의 사회에서 장소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현대인은 원하,

면 언제든지 하나의 장소와 인구 집단을 떠나 전 세계를 옮겨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31) 이는 시 공간 압축 추세를 활용하여 자본이 추·

진하는 공간의 상품화로 인해 구체적 장소가 추상적 공간으로 변형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은 친밀한 장소로부터 뿌리 뽑히고 추,

방되어 결과적으로 자아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Relph, 1976).

앙리 르페브르 는 저서 공간의 생산 에서(Henri Lefevbre, 1974) < >

추상공간 을 통해 장소상실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르페브르는 모더‘ ’ , .

니즘과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공간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추상공간을 창출하였다고 설명한다 추상공간은 교환가치가 지배하는 공.

30) 공간적 사유 최병두 역 서울 에코리브르Crang, Mike, Thrift, Nigel(2000), , (2013), : .『 』
31)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 박영민 역Harvey, David(1990), , ,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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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동질성을 지향하며 이로 인해 인간은 신체성의 상실 혹은 신체,

공간의 식민지화를 겪게 된다.32)

루시 리파드 는 자본주의의 성장과 변형이 지역(Lucy Lippard, 1997)

적 차이와 문화적 구별을 포섭해버린다고 하며 장소의 특수성이 공간의,

추상 작용을 거쳐 자본주의 영향아래 지속적으로 동질화 일반화 상품, , ,

화된다고 했다 이 같은 과정들은 동시대 삶에서 장소 상실을 자극한.

다.33)

결과적으로 시공간 거리의 축소와 전 세계적인 영역과 경계의 해체와,

함께 나타난 장소의 상실은 인간의 정주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렐프.

는 영역성이 상실된 장소는 실존적 외부성 또는 소외감(Relph, 1976)

장소와 사람에 대한 연대를 느끼지 못하여 소(extential outedness :

외되는 상태 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34) 이에 대해 크랭 은(Crang, 2000)

장소상실은 사람들이 아무 데도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환경에 대한 애

착심을 가지지 않게 하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대도시는 고향상실과 뿌리.

뽑힘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도시환경은 인공의 사물들과 가상의 공.

간에 둘러싸여 더욱 낯설고 혼란스러운 것이 되었으며 현실 환경이 허,

구적인 환경을 강화하는 가운데 삶의 장소가 갖는 구속성은 점점 약화되

었다 장소의 상실은 질서와 안정성 대신 우리의 삶이 변화와 불확실성.

에 내맡겨짐을 의미한다.35)

권미원 은 정보 이미지 상품 신체의 속도와 접근성 교환이(2002) “ , , , ,

가속화되는 한편 이로 인해 전통적인 시공간의 경험이 붕괴되고 결과, ,

적으로 장소가 균질화되고 문화적 차이가 사라지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32)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서울 에코리브르Lefevre, Henri(1974), , (2011), : ., pp.『 』
442-445.

33) Lippard, Lucy(1997), The Lure of the Local: Senses of Place in a Multicultural
Society 권미원 장소 특정적 미술 김인규 외 역, NY: New Press, p. 7. ( , , (2013), p.『 』

재인용258 .)
34)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역 도서출판 논형Relph, Edward(1976), , (2005), , pp.『 』

116-120.
35) 강혁 세계화 장소의 상실 그리고 지역주의 이상건축(2001), “ , , ”, (0112) , p.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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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고 했다 지역의 불특정성의 증대는 동시대 삶에서 소외되고 파” .

편화되는 느낌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이.

후 일정한 장소의 물리적 실제성에 묶여 있는 향수적 노스텔지어적 장, ( )

소 개념 혹은 정체성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며 동시에 다,

중 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과 차이를 문화적으로 구성하는 것 역시 권,

력 및 자본주의의 영향력아래 있다는 점을 은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36)

장소상실 현상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장소상실은 세계화로 인한,

시공간 거리의 압축과 대중문화의 발달로 인한 효율적 획일적인 공간,

생산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장소는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

으며 이러한 장소에서 인간은 실존적 안전감을 느낄 수 없어 불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36) 권미원 장소 특정적 미술 김인규 외 역 서울 현실문화(2002), , (2013), : , pp. 22-23,『 』
pp. 26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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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장소 상실 현상에 대한 연구2-1.

분야 연구자 장소상실 현상

철학,

사회학

Martin

Heidegger

실존적 장소 상실,

고향으로부터의 뿌리 뽑힘

Mark Auge 비정체적 불안감 조성,

Anthony Giddens 시 공간 분리로 인한 장소귀속 탈피·

Jacques Ellul 자유경제로 인한 규격화 표준화,

Richard Morill
경제적 효율성에 따른

공간 생산으로 인한 획일화

인문지리

Yi-Fu Tuan 안정감 영속감의 상실, 　

Henri Lefebvre 자본의 지배공간 동질성 신체 상실, ,

Edward Relph
획일화 상품화된 가짜장소의 생성, ,

타자지향성 피상성 실존적 소외감, ,

David Harvey 자본의 이동화로 인한 장소의 뿌리 뽑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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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만들기와 장소상실2.2.

도시의 모습과 유토피아의 모습은 오래 동안 서로 뒤섞여 왔다“ .”37)

하비 는 유토피아는 보통 도시적 형태로 묘사되었으며 광의(Harvey) ,

적 의미에서 도시계획을 통해 내려오는 대부분의 것들은 유토피아적 사

고방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어느 시대든 진심으로 거주자들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고 건설하고자 바란 사람들이

있었으며 거주자에게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고의 인재들,

을 동원할 마음이 있었던 소수의 통치자들이 있었다.38) 전통적으로 도

시는 효율적인 통치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이상적인 공동체의 상징으,

로서 기능했다 투안 은 도시는 하나의 장소이며 특히 의미의. (Tuan) “ ,

중심으로 매우 가시적인 상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중요, .

한 것은 도시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라는 점 이라고 설명했다” .39)

여기서 도시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

소로서의 도시를 의미한다 현대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는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하여 본능적으로 환경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장소에 대한 감각

을 획득하고 그 존립을 구체화한다 궁극적으로 도시는 단순한 물적 대.

상물이 아닌 인간과 대상물의 통합체로 인식되어져 도시의 경관 설계, ,

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르페브르 는 도시계획의 대상지. (Lefevbre)

읽기에 대해 빈 장소가 아닌 사회적 장소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함, ,

을 주장했다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침투 속에서 도시의 모든 장소는.

고유한 흔적 을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의 과정을 반영하‘ ’ .

37) 희망의 공간 세계화 신체 유토피아 최병두 외 명 역Harvey, David(2000), : , , , 3『 』
파주 한울 아카데미(2001), : , p. 215. (Fishman(1982), Urban Utopia in 20th

centuries 임창호 역 내일의 도시 세기, Cambridge, Mass : MIT, P. Hall; (2000), : 20『
도시계획지성사 참고.)』

38) 도시 인류 최후의 고향 김명남 역 지호출판사Reader, John, , , (2004), , p. 387.『 』
39) 공간과 장소 구동회 심승희 역Tuan, Yi-Fu, , , , p.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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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설계는 과거의 절대적인 공간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

기 때문이다.40) 따라서 도시라는 환경에 대한 장소적 의미를 이해한“

다는 것은 보다 적절한 환경적 설계의 기반이 된다”41)고 할 수 있으

며 인간적인 도시환경 제공을 통한 삶의 질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

시설계는 장소 만들기 를 지향한다‘ ’ .42)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장소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은 자본주의의 공

간 생산논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도시설계와 같은 국가적인 사업에서. ,

국가와 대기업 등의 중앙권력은 획일성과 표준화를 조장하는 주체로서

기능한다 지리학자 위틀지 는 중앙 권력은 특정 사안. (D.Whittlesey) “

을 다룰 때도 영토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자연경관은 지.

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문화적 경관은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다”43)고 지

적했다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은 법률에 의거하고 기업의 힘은 소비자의.

선호를 지배하는 데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관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거,

의 비슷한 표준화와 획일화를 드러내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세계적인 문화적 획일화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질적이고 국지적,

인 지역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다 지역은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장소.

의 특수성 차이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목표 속에, .

도시는 장소마케팅 전략을 주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대부분 많은 비.

평가들은 역사의 전례를 모방하거나 그로부터 암묵적으로 따오는 현대

도시개발의 경향에 대해 허위이며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무용 은 도시의 장소마케팅의 전략이 사회통합성과 계급성 문(2005) ,

40)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서울 에코리브르Lefevre, Henri, , (2011), : , pp.153-181.『 』
41) 이석환 김영환 도시의 현대성 극복을 위한 장소론 영동공과대학교 연구논집, (1996), “ ”,

Vol.2 No.1, p. 234.
42) Aravot, Iris(2002), "Back to Phenomenological Placemaking" in Journal of Urban

참고Design, Vol. 7 No. 2 pp. 201-212 .
43) D. Whittlesey(1935), "The impress of a effective central authority upon the

참고landscape" in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25(2) pp. 85-97 . (Relph,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역 도서출판 논형 에서 재인Edward(1976), , (2005), . p.235『 』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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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진정성의 차원에서 문제를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도시정부 차원에.

서 추진되는 장소마케팅은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지녀 도시의 사회문제,

를 은폐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품가치가 있는 이미지만.

을 조작적으로 상징화함으로 인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제대로 반영되,

지 못함으로 인해 획일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44) 김인 박수진,

은 도시의 과거에 대한 관심은 도시정체성 확립이라는 규범적인(2006)

과제와 열망인 동시에 장소상품화와 경쟁에 쉽사리 노출되는 포스트모,

던한 유행이라고 보고 있다.45) 이러한 우려와 같이 장소 만들기로 구축,

된 장소들은 장소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상징이 발생되는 경향을 보였

다 이에 대해 렐프 는 타자 지향적 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Relph) ‘ ’ .

즉 지역 고유의 문화를 자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연상, ,

과 의미를 외부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하버마스 는 도시 개. (Habermas)

발로 인한 경관의 획일화는 생활 세계 가 시스템에 의해 침(life world)

범당하고 예속되는 현상으로 설명했다 또한 도비에 의하면 일상생활의. ,

장소는 점점 더 시장 경제와 이의 왜곡된 소통 광고 의미 구축 등 체, ,

계적인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여기에서 경제 공간은 삶의 공간을.

침범하며 생활 세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체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

의 의미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46) 권미원 은 기업적 도시들이(2002) “

물리적 장소특수성과 기능적 예술이라는 관념을 포용함으로써 합리화되

고 이윤지향적인 도시발전정책을 은폐한다 고 했다” .47)

외형적 환경조성과 의도적 의미부여로 장소를 구성하는 것은 장소에

대한 실천적 장의 상실을 가져왔다 포스트모던이 지닌 피상성과 천박함.

에 대하여 많은 견해와 비판이 있어왔다 주킨 은 도시경관의 물. (Zukin)

44) 이무용 공간의 문화정치학 도서출판 논형(2005), , , pp. 175-177.『 』
45) 김인 박수진 도시해석 서울 주식회사 푸른길 참고, (2006), , : . .『 』
46) 외 명 도시설계 장소 만들기의 여섯 차원 강홍빈 외 명 역Carmona, Mattew 3 , - , 6『 』

도서출판 대가(2009), , pp. 194-195.
47) 모두를 위한 예술 공공미술 참여와 개입 그리고 새로운 도시성 사이에Lewitzky, Uwe, ?『

서 흔들리다 난나 최현주 역 서울 두성북스 재인용, (2013), : , p.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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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상징적 변화가 갖는 위험성을 시장과 장소의 적대로 해석한다, .48)

크랭 은 포스트모던 도시 개발의 피상성에 대해 지역에서 서로(Crang) ,

섞이거나 평범한 건물을 다르게 만들려고 하는 가공된 차별성

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포스트모던 도(manufactured difference) .

시는 사회생활과 동떨어진 형태가 의미의 재생이라는 미학적 가면을 쓰

고 의미를 상품화하려 하며 포스트모던의 천박성은 내재된 함(Dovey),

의보다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 더 신경을 쓰는 물신주의 형태

를 갖는 측면도 있다 현대에서 일상생활이 영위되는(Harvey, 1990).

장소들은 더 이상 사회적 가치나 규범을 함의하지 않게 되었고(Relph,

사람들은 도시 공간에서 전통적으로 규정하는 정체성이나 안전1976),

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도시는 전통적 의미의 장소를 상실하는 한.

편 새로운 장소들이 급속도로 생성되고 새로운 장소성이 부여되었다, .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장소 마케팅을 통해 진행되는 단기간의 도심재

생은 장소상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도이치. (Rosalyn

는 뉴욕 배터리파크 시티를 사례로 들어 장소상실에 대해 설Deutsche)

명한다 배터리파크 시티는 뉴욕시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장소의. ,

역사와 특성을 드러내는 목표아래 추진되었다 배터리파크의 공공 공간.

의 형성에 대해 미디어에서 도시의 경관 건축 그리고 학제적 공동 작“

업의 승리 로 평가한 것에 반해 도이치는 지역의 추상적 공간을 나” , “

타내는 이미지를 자연적인 전통적인 다양한 기능적으로 도시 전체와, , ,

통합된 이미지로 대체하여 추상적 공간과 도시적 실천 사이의 모순을 억

누른다.”49)고 비판했다 도이치는 배터리파크 시티는 거주지의 역사. ,

기원 변천 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물리적 조건만을 다룸으로서, ,

뉴욕과의 통합에 실패하고 배타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48) Zukin, Sharon(1995), The Cultures of Cities, Blackwell.
49) Deutsche, Rosalyn(1988), "Uneven Development:Public Art in New york City" in

모두를 위한 예술 공공미술 참여와 개입October Nr.47, pp.44-45. (Lewitzky, Uwe, ?『
그리고 새로운 도시성 사이에서 흔들리다 난나 최현주 역 서울 두성북스, (2013), : , p.』

에서 재인용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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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프 지로 는 도시개발의 결과물이 예상한(Christophe Girot)

결과와 무관한 관념적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 되는 현상에 대해 지적한,

다 이는 디자인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시 개발의 수단이 오용되.

고 조작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설계에 있어.

정립된 표현 도구는 전반적인 의사 결정 과정과 매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디자인과 건축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50)

며 정립된 표현도구의 위험성에 대해 논거했다, .

지로는 프랑스의 신도시 에브리 를 예로 들며 설명한다(Evry) .

도시 프로젝트 여러 분야에 뛰어난 건축가와 조경가가 참여했음에“

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시성은 장소성을 상실한 것처럼 느껴지며 명,

확한 정체성과 응집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빈틈없는 실용주의와 오. ...

늘날 계획적 경향이 추구하는 단기적 목표가 민감한 경관의 물리적,

시각적 영역을 대부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51)

현대 도시설계 과정에서 장소상실을 유발시키는 요인에 대해 단순히

계획 설계안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제인 제이콥, .

스 는 설계 표면상의 건축적 변화가 다양성처럼(Jane Jacobs, 1961) “

보일 수도 있지만 오로지 진정한 사회 경제적 다양성의 내용만이 사람, ·

들에게 각기 다른 시간표를 안겨 줌으로써 공원에 유의미한 활기를 부여

할 수 있다.”52)고 했다 그러므로 현대 도시에서 발생하는 장소상실은.

변화하는 현대 도시 경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도시민의 지역 문화의

반영의 부족에서 발생된다 또한 경제적 활성화의 목표로서 조성되는 단.

기간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 역시 장소상실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50) 움직임 속의 시각 시간 속의 경관을 표현하기 랜드스케이Girot, Christophe(2006), “ : ”,『
프 어바니즘 김영민역, (2007), p. 105.』

51) 전게서Girot, Christophe(2006), , p. 105.
52)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유강은 역 주 그린비출판사Jacobs, Jane(1961), , (2010), ( ) ,『 』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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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상실의 대안 연구2.3.

현대 도시의 변화는 경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에. ,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케니스 프램톤. (Kenneth

은 전 세계적인 도시화의 진행으로 도시와 전원 도심지와Frampton) “ , ,

지방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도시에 대한 논의는 도시적 공간 지, ,

역적 영토 생태 시스템 네트워크 기반 시설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 ,

영역의 경관 개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대 도시” .

의 장소상실에 대한 대안적 방편으로 경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또한 켈리 섀넌 은 기존의 도시역사 도시계획 도시(Kelly Shannon) “ , ,

설계 영역의 관례는 현대 도시의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며 세계적,

인 균일화의 추세에 저항하는 도구로서 경관을 바라봐야 한다 고 했”

다.53) 이에 대해 리처드 웰러 는 현대의 도시성에, (Richard Weller) “

의해 상실되거나 변성된 전통 경관으로 인해 다시금 경관이 부상하게,

되었다 고 설명하였다” .54) 그리고 크리스토프 지로(Christophe Girot)

는 현재 도시 개발의 문제점은 단지 기억에 의거하는 설계 태도에 인“

한 것으로 다양한 해석에 대한 가능성을 부정함과 동시에 주어진 조건, ,

을 억압하는 데에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경관의 정체성과” . “

함께 장소의 모순과 복잡성을 통합할 수 있는 오늘날의 언어를 재창조,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55) 이러한 도시 경관을 새롭게 보는 태도는

현대 도시의 다양한 현상적 측면을 더욱 깊이 있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

도록 하였다.

53) 저항으로서의 장소 유럽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랜드스케Shannon, Kelly(2006), “ : ”, 『
이프 어바니즘 , p. 164.』

54) 전게서Weller, Richard(2006), , p. 81.
55) 크리스토프 지로의 다음의 주장이 참고가 된다 자유방임적 카오스 이론의 담론이 되었든.“ ,

도시설계에 대한 백지상태의 성상 파괴적 입장이 되었든 아니면 과거가 더 좋았다는 우울한,
불평이 되었든 간에 이 도그마가 어바니즘의 현상태에 대한 그 어떠한 만족스러운 치유적,
방안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전게서.”(Girot, Christophe(2006), ,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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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관의 변화과정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경관 개념 정립의 요구,

와 함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이란 개념이‘ (landscape urbanism)’

등장했다 제임스 코너 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 (James Corner)

해 랜드스케이프 와 어바니즘 두 용어의‘ (landscape)’ ‘ (urbanism)’

이념적 프로그램적 문화적 내용의 차이를 함께 수용하거나 포괄하는, ,

개념56)으로 소개한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모더니즘 건축과 도시.

계획의 합리적 획일적인 디자인과 의사소통체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실천을 제시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또한 포스.

트모더니즘 계획은 과거 지향적 도시 만들기를 지향하고 건축적 이미지

를 상품화하여 결과적으로 모더니즘적 공간 기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 바라보며 이에 대한 대안적 방안에 대한 추구와 함께 대두되었다, .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연구는 현대 도시를 계획하는 데에 있어 혼“ ,

성적인 현대 도시 경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관적 접근을 통해 장소 만,

들기를 행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57)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이론은 후기 자본주의로 인한 경관의 변화가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바라보았다 알렉스 월.

은 무장소성 자본 상품 인구의 이동의 영향으로 도시를(Alex Wall) , , , ,

형태상의 공간적 언어로 이해했던 과거에서 흐름의 사차원적인 역동적

체계로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즉 도시는 단. , “

순히 일반적인 시스템이나 장소가 아니라 모든 과정과 시스템의 일부

분”58)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관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도시를 생태 시스템과 유사한 하나의 체계로 바라보도록 하면서,

도시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월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

56) 테라 플럭서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Corner, James(2006), “ ”, , p. 24.『 』
57) 구축된 대지 스케일에 대한 질문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Pollak, Linda(2006), “ : ”, ,『 』

p. 143.
58) Wall, Alex(1999), “Programming the Urban Surface” in Corner, ed., Recovering

Landscape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NY: Princeton Architectureal
참고Press, p.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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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에 의한 도시계획이 사회적 생태적 인자로서 기능하면서 물리적“ , ,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변화도 목표로 삼고 있다, .”59)고 한다.

또한 웰러 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광역적인 생(Weller, 2006: 91)

태 경관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기존의 도시설계에서 성· ,

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았

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실천 방안의 하나로서 도시기반시설을 현대 도시,

의 중요한 공공 경관으로 주목했다 도시기반시설이 생태적 과정을 반영.

한 경관 기반시설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서 도시적 전략을 자연의 체계와,

연관시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도시 개발 과정의 도시기.

반시설 체계는 고도의 기술적 효율성을 요하는 공간으로 표준화되어 왔

다 이는 모더니즘적 도시계획에서 만연한 영역간 기능(Mossop, 2006).

의 분화로 인한 문제로 결과적으로 현대 도시의 단조로운 경관을 생산,

을 초래했다 그러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연구(Pollak, 2006: 153).

자들은 획일적 기능적이라고만 여겨져 왔던 도시기반시설의 공간적 재,

발견을 통해 생태적 체계와 지역적 문화의 가능성을 보존하는 영속적, “

인 도시개발의 층위”60)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버려진 공간을 일상.

적 도시 공간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하였다(Pollak, 2006: 153).

경제적 실용주의로 인해 단기간에 개발을 진행하는 관행과 서로 다른

분야 간 의사소통의 부재와 정립된 설계 방식은 도시의 장소상실을 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도시계획에 있어 전체를 지배하려는 노력은.

허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다 현대 도시의 장소상실에 대.

한 대안적 이론 및 설계 실천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도시계획

에 있어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공간 생산 방식 양쪽에 문제제기

를 하고 있다 모더니즘적 공간 생산 방식으로 인한 획일적 경관의 양산.

59) 전게서 전게서 재인용Wall, Alex(1999), . (Weller, Richard(2006), , p. 90. )
60) 기반시설로서의 경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Mossop, Elizabeth(2006),“ ”, , p.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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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의 반작용으로 과거 지향적 차이의 특수성을 반영한 장소 생산을,

불러왔으나 장소의 상품화 현상으로 변질되면서 이 역시 모더니즘적 방,

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이에.

대해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

도시계획에 있어 영역의 구분을 하지 않고 다양한 환경적 스케일에 관,

여함으로서 건축 조경 도시적 사항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

이를 통해 기존에 버려진 공간에 대한 주목과 지역 문화와 생태계와 공

존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정한 은 세기의 도시 재생은 관련 전문분. (2007) 21

야의 협력과 새로운 설계 지식을 필요로 한다며 대안적 설계 지식, ‘

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소개했다design intelligence’ .

조경은 도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조절하고 도시 재생에 역동적 에“

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

라는 대안적 설계 태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61)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연구는 현대 도시의 변화된 경관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도시설계에 대한 탈근대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연구를 장소상실에 대해 비판

적인 시각으로 일관되어온 기존의 연구관점에서 벗어난 대안적 관점의

연구로서 주목하여 살펴보는 의미가 있었다, .

61) 배정한 조경의 시대 조경을 넘어 조경의 시대 조경을 넘어 파주 도서출(2007), “ , ”, , :『 』
판 조경,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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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장소상실에 대한 논의3.

현대 도시의 공공 공간으로서의 조경 공간은 도시의 사회 문화적 특·

성을 반영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조경분야가 발전하. ,

기 시작한 년대 이후의 조경설계는 국가 주도의 공공적 성격의 개발70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시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 ·

다 현대 도시적 속성인 장소상실 역시 조경 공간 속에서 그 특징이 나. ,

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흐름 속에서 장소상.

실이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현대의 도시적 공간인. ,

신도시의 조경설계에서 드러나는 장소상실의 특성을 고찰하도록 한다.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흐름을 통해 본 장소상실3.1.

년대 한국 현대 조경의 출발 권력경관(1) 1970 ,

한국 조경사에서 현대라 부를 수 있는 시기는 년 이후라고 볼 수1972

있을 것이다 년은 우리나라 조경의 역사를 크게 구분 짓는 중요한. 1972

시점으로 평가된다 일제 강점기 이후 침체를 거듭한 조경분야는 중앙정.

부의 강력한 주도로 전문분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서 한국 현대 조경은 토건국가적 상황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배정한.

은 경제개발 개년 계획의 국토개발로 인해 훼손된 환경을 치유(2008) 5

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경이 도입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당시 조경의 주, “

된 역할이 식재를 통한 절개지 녹화와 관광지 조성에 있었던 이유는 바

로 이와 같은 정치 사회적 배경에 기인한다.”62)고 했다 또한 박승진.

은 자연을 보살피고 다듬는 토착 문화의 지혜가 전승될 틈이(2005) “

62) 배정한 한국 조경의 변화와 주요 작품 한국 조경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비(2008), “ ”,『
전 파주 도서출판 조경, : ,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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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양적 팽창이 거듭되는 개발의 속도전에 묻혀 조경의 본질은 그 힘

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63)고 보았다 따라서 년대의 조경 사. 1970

업의 외형적 성장은 민간 부문의 수요와는 무관하게 수동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실제 건설 개발의 기반은 허약했고 국민의 실생활 수준과는 괴, ,

리가 있었다 따라서 년대의 조경 산업은 정부주도적인 배경 속에. 1970

서 설계적 기반이 조성되면서 외부로부터 도입된 디자인과 상징적 이, ·

념적인 성격의 공간이 조성된 점이 특징이다.

년대 한국조경의 양적 증가 효율적 획일적 디자인(2) 1980 , ·

년대부터 한국 조경은 양적 확장을 하게 된다 년 아시안게임1980 , . 86

과 년 올림픽 경기의 유치로 인해 조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계88 ,

기가 되었고 과천 신도시 개발과 년대 말부터 시작된 수도권 개 신, 80 5

도시 개발은 조경 물량의 양적 증가는 물론 질적 발전의 토대가 되었

다.64) 그러나 아직 조경설계의 발전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당.

시의 하향식 계획 방식으로 탄생된 조경작품들은 경제논리에 의해 최소,

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효율적 획일적 디자인이 대부,

분이었다.

년대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은 올림픽공원 과 파리공원1980 (1984)

을 들 수 있다 올림픽공원의 경관적 특징인 목가적인 풍경의 자(1987) .

연풍경식 양식은 이후에 점차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배정한. (2005)

은 목가적 풍경에 대해 널따란 잔디 융단과 큰 키의 나무와 판박이, “

정자를 조합한 상투적 조경설계 로 소개하며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 , “

러한 스타일의 조경은 강력한 도그마로 오랫동안 위력을 떨치게 된다”

고 비평했다.65) 이는 계획 당시 디자인적 큰 반향을 몰고 왔던 파리공

63) 박승진 조경은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가 열 개의 공간 다섯 가지 시선 환(2005), ‘ ?’, “ , ”,
경과조경 년 월호2005 1 , pp.146-147.

64) 배정한 전게서(2008), ,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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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역시 마찬가지였다 파리공원은 보고서에서 의도한 개념과는 달리 형.

태 중심적 요소 중심적으로 한국성을 풀어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

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배정한 파리공원 이후의 한( , 2005: 153-154).

국 조경은 파리공원의 원색의 시설물 하드한 재료 열주와 가벽 기“ · · ·

하학적 설계 등과 같은 눈에 띄는 겉모습만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사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66) 년대의 올림픽공원과 파리공원으1980

로 대변되는 대표적인 공원 디자인에 대한 피상적 외형적인 복제는 조,

경설계의 무의식적인 획일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년대 조경의 상품화 대중 취향의 확산(3) 1990 ,

년대 후반에는 이른바 아파트 조경이 조경설계의 효자 노릇을 하1990

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위기 이후 조경은 아파트 조경과 함. IMF ,

께 변화의 급류를 탔다 건설경기의 불황은 건설사들의 조경에의 관심의.

급증으로 이어졌고 설계 시장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파, .

트 조경의 양적 성장은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파트 조경은.

지나친 테마화된 공간 설계로 인해 의미과잉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

다 최정민 은 이런 설계들에서 보여주는 소위 특화된 공간. (2000) “ ‘ ’

들은 디자인 연관성을 보이지도 못하고 공간적으로 통합되어 있지도 않

다 고 비판했다 조경설계의 보편화 현상은 철학도 개념도 양식도 국” . “

적도 불분명 한 모습으로 상품처럼 보급되어 어디서나 비슷한 형태의”

모습으로 발견되었다.67) 배정한 은 아파트 조경의 현상에 대해(2007) ,

조경설계의 또 다른 상업적 물량주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 ”68)이라

65) 배정한 한국 조경설계를 변하게 한 작품들 열 개의 공간 다섯 가지 시선(2005), ‘ ’, “ , ”,
환경과조경 년 월호2005 1 , p. 153.

66) 배정한 전게서(2005), , p. 154.
67) 최정민 카피라이터와 시골풍경 조경과 비평(2000), “ , LOCUS2: , pp. 104-105, p.『 』

109.
68) 배정한 전게서(2007), , pp.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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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

또한 년대에는 공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며 조경의 사1990 ,

회적 역할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년대를 대표하는 조경작품은 여의. 1990

도공원 으로 여의도공원 현상설계는 다양한 실험과 모방의 접(1996) , “

전장이었으며 정통과 생태라는 양대 화두의 어색한 공존으로 요약되는,

년대 설계의 단면 을 보여줬다1990 ” .69) 여의도공원 설계경기 출품작들

의 다수는 센트럴파크의 바탕에 라빌레뜨공원이나 시트로앵공원의 형태

적 요소를 조합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외국 공원 설계를 형,

식위주로 모방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성된 조경 공간들은.

식재 수종이나 상세설계 프로그램이 표준화되고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

았고 특정 공간만이 지닌 독특한 디자인 경관을 분별하기 어려워졌다, , .

김영대 는 외국의 양식이나 사조를 극복한 작품을 찾기 어려워졌(1995)

으며 설계의 깊이감과 가치의 발현이 두드러지지 못하고 지역적 특성도,

드러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70)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상설계 심사관행.

이나 제도로 인한 결과로 평가되기도 했다 조경진 은 설계의. (2000) “

질은 이를 감싸고 있는 주변적인 상황 의뢰인 일반시민을 포함한 사회( ,

전반 의 수준) ”71)이라고 비평했다.

69) 배정한 한국 조경의 변화와 주요 작품 한국 조경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비(2008), “ ”,『
전 파주 도서출판 조경, : , p. 209.』

70) 김영대 현대 한국 조경작품의 설계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년(1995), “ ”, 1995 7
월호(Vol. 23, No. 2), pp. 83-84.

71) 조경진 패러노이아 의미과잉 속의 한국현대조경 조경과 비평(2000), “ : ”, LOCUS2: , pp.『 』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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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신자유주의의 경쟁 과잉 설계(4) 2000 ,

년대에 들어서 조경은 국토 개발 정책 사업의 수단으로 바라보2000 , ,

던 역할 비중은 줄어든 듯 보인다 그러나 자본 중심 사회에서 조경은.

또 다른 모습으로 역량을 키워나갔고 사회적 역할 또한 점차 커져갔다, .

조경은 도심재생사업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회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이러한 시대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슈였.

다 청계천 복원사업 뿐만 아니라 선유도 공원 여의도 공원 서울 숲 같. , ,

은 한국조경의 한 획을 그을만한 작품들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프로젝트들은 지역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

여 경제적 활성화와 지역의 정체성 회복을 도모하는 도심재생(urban

과 결부되어 태동regeneration) ”72)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원 설계 방식에 설계 공모 방식이 제기되었고 점차 설계 경쟁이 심,

화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지나친 설계 경기의 과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오기도 했다 비평가들에 의해 한국 조경설계의 의미 과. , ‘

잉 에 대한 비판이 나타났다 모든 설계가 의미에 집착하고 있는 것’ . “

은 아니지만 오래 전부터 한국 조경설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대한 설,

계 개념과 이와는 별개로 연출된 공간들 그리고 그 공간들의 어설픈 구,

성이 이러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73)

또한 구체적인 설계보다는 이미지에 의존하는 설계를 보여주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상민 은 설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체보다는 설계. (2006) “

안의 분위기나 느낌을 발주처나 심사위원 또는 의뢰인들에게 강하게 전

달하기 위해 와 같이 자극적인 이미지와 카피 문구를 설계에서 자주, CF

사용하고 있다.”74)고 지적했다 여러 설계경기 출품작들이 시도하는 프.

72) 최정민 신자유주의 시대의 조경 봄 조경 사회 디자인 파주 도서출판 조(2006), “ ”, , , :『 』
경, p. 35.

73) 조경진 전게서 이상민 매체로 본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특성(2000), , p. 133. ( (2006), “ -
현상설계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과 박사학위논문 재인용-”, , p. 2. .)

74) 이상민 전게서(2006), ,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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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적 설계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생태계의

프로세스를 설계안마다 유사한 그래픽의 다이어그램을 통해 제시하곤 한

다 그러나 표현 방식에 있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두었다기보다 선언. ,

적 수준의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혹은 하나의 인상적인 이미지에 그치

는 설계안이 나타나는 경향이 보인다.75) 프로세스적 설계안들은 대부분

열린 결말을 맺고 미래의 비예측성에 기대는 경향을 보여준다 물론 시, .

간의 경과를 지켜봐야하기 때문에 조성이후의 관리 프로그램이 더욱 중,

요하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설계 공모 과잉의 사회 분위기는 공모 당선.

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조성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는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다 이렇게 조성된 공간은 기본적으로 불안정성.

을 내포하며 시간에 기대어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다양성의 추구와 설계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한 설계 경쟁의 제도는 긍

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진 못했다 자본의 영향으로 인해 과열된 설계.

공모 제도가 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형식에 그치게 된 결과로 볼 수 있,

다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 현상의 요인 중 하나는 실제 공간의 이용자.

와의 소통을 이루어내는 데에 부족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설계.

분위기는 공간의 장소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점차 설계.

과정에서 이용자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이용자.

의견의 설계 반영을 위한 방법으로 계획 과정 속에서 주민의견 청취와

사업계획에 따른 주민 공청회 등을 도입하는 방식이 시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76) 공급자 위주의 개발 방식에서 이용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계획 방식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75) 배정한 대형 공원 생산 프로세스 봄 디자인 경쟁시대의 조경(2008), “ , , ”, , , p. 42.『 』
76) 최강림 신도시 개발과정에서의 장소만들기 에 관한 연구 수도권 평촌신도시를(2006), “ - ‘『 』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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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국 현대 조경설계에서 나타나는 장소상실 현상의 종합(5)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흐름 속에서 고찰해 본

장소상실은 시대별로 발생 요인과 출현 양상이 달라졌다 먼저 국토개. ,

발과정 속에서 성장을 한 년대에는 조경 산업의 급속한 양적 팽70-80

창을 경험했다 공공의 조경은 서구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토대.

가 갖추어졌으며 전통조경의 부재를 가져왔다 자연스럽게 국토의 속성, .

을 고려하지 못한 출처불분명의 양식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고 합리적,

공간 구성의 논리 속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개발.

배경은 한국 조경에서 장소상실을 야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년대 이. 90

후 조경의 양적성장은 세계적인 흐름과 더불어 점차 질적 성장으로 나,

아갔다 그리고 조경의 사회적인 역할 또한 점차 상승하면서 조경은 단. ,

순한 외부공간의 치장에서 사회문화적 파장을 일으키는 주체로서 바라보

는 시선이 많아졌다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조경작품들의 성공적인 탄.

생과 함께 대중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조경은 도심재개발의 세련된 수단,

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조경 사업을.

통하여 지역 마케팅에 열을 올렸고 선거철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

단골 소재로서 조경 사업을 활용하기도 했다 조경에 자본의 유입이 흘.

러들게 되면서 조경은 상품처럼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조경의 사회문화적 파급 양상은 대중 취향을 확산시킴으로서. ,

장소상실을 무비판적으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년대에는. 2000

도시계획에 대한 가치체계의 정립 이전에 발생한 조경 사업의 양적 증가

로 인한 결과에 대한 반성으로 보다 나은 작품의 양산을 위하여 설계,

공모 방식을 고안하게 했다 그러나 자본의 영향권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회 속에서 조경설계 경쟁의 과잉이 발생했고 설계 경쟁의 과잉,

은 설계 경기를 위한 설계를 낳는 등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경계획 및 설계의 제반사항의 영향으.

로 인해 나타났다 제도적 장치의 미비 공모 지침서 수준의 저하 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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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단계 과정에서 조경 전문가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기반의 문

제들로 인해 조경 공모안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다.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배경 및 개발관련

제반사항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결과적으로 장소상실을 양산하는 데 영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장소상실이 드러나는 도.

시적 공간인 한국 신도시를 개괄하면서 조경설계에서 장소상실이 나타,

나는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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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도시 조경설계와 장소상실3.2.

한국의 신도시 개발(1)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공급 방식은 기존 시가지를 활용한 공급방식과

신규 개발을 통한 공급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기존 시가지에서.

의 나대지 개발 재개발 이전적지 활용 등이 대표적인 방식이며 후자는, , ,

신도시 개발 미니신도시 개발 민간택지개발을 들 수 있다, , .77)

신도시는 광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주거지 를 의미하‘ ’

나 협의로는 새로이 개발된 독립된 도시‘ ’78)를 말한다 국내 주요기.

관79)에서 제시한 신도시의 정의를 보면 입지유형별로 기존도시내부의

신시가지 형태인 도시와 신도시로 분류되며 국가 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설정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종합계획에 의하여 새롭게 건

설되는 도시형 정주공간을 말한다 또한 신도시는 행정적 물리적으로. ·

독립된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경제적 자족성을 지닌 생활권의 분,

리가 뚜렷한 도시공간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신도시 개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대도시의 문제해결. ,

국토지역개발의 추진 정치 군사적 목적으로 나뉜다, · .80) 한국의 해방이

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도시설계는 크게 국가주도의 산업화 및 국토①

개발과정에서 건설된 신도시에 대한 도시설계 부분과 급속한 산업화②

및 도시화과정에서 진행된 기존도시의 조경 및 신시가지의 확장과 관련

된 도시설계로 구분할 수 있다.81)

77) 안건혁 수도권 신도시개발 필요한가 수도권 신도시 대토론회 자료집 대한국(2000), “ ”, ,『 』
토도시계획학회.

78) 정환용 도시계획학원론 박영사(2001), , , p. 354.『 』
79) 국토 및 도시계획학회와 국토개발연구원 한국토지공사의 정의를 참고했다, .
80) 국토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의 종합평가와 개선방안 한국토지개발공사 참고(1992), , , .『 』
81) 권영상 엄운진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 (2009), ,『 』

구보고서(2008-02), pp. - .ⅵ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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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신도시 개발은 산업도시 개발 대도시의 주택문제 극복 등,

다양한 이유에서 국토 개발상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년대까. 1980

지의 도시 개발은 국가주도의 압축적 성장에 대응하면서 근대적 상징가

로 토지이용 및 도시기능의 분할 시장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합리적, ,

인 규모의 필지규모 선정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한 환경 교통 등의 기, ,

술적인 발달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가적인 규모의 산업화 및 도시화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지나친 기능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년대 후반부터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집중 문제와 서울의 주택문1980

제의 해결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집중은.

심각한 주택부족현상을 야기 시켜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부동산 가격급증 현상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극,

심했다 따라서 토지정책의 기조는 수요측면에서의 규제와 공급측면에서.

의 물량확대를 병행하는 것이었다.82) 정부는 주택 만호 건설을 계획200

하고 구체적 실행수단으로 수도권 개 신도시 기 신도시 의 개발을, 5 (1 )

진행했다 신도시의 개발은 수도권 주택의 공급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어.

느 정도 충족시켰으나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 교통난의 심화 공공시, , ,

설의 부족 등 추가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이 거론되었다.

년에 들어서면서 수도권의 주택공급의 부족과 기존 시가지에서2000 ,

의 택지공급의 한계로 인해 기 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기, 2 . 2

신도시는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민간주택건설사업으로 대표되는 수도

권 난개발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개발로서 우선시 제(urban sprawl)

기되었다.

기 신도시 개발은 기 신도시 개발에 비해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2 1

다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도시설계 주체 분야들 간의 소통의 부족이. ,

개선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도시설계에 있어 소통과 협업에 대한 중요.

82)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년사 한국토지공사이십년사편찬위원회 참고(1995),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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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부각됨으로 인해 참여주체가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도시설계가 뿐,

만 아니라 국내외 건축가나 조경설계가가 설계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년에는 국토균형발전정책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2005

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진행되었고 도시설계에 대한 수요가 폭발, , ,

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탈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도심부의 쇠퇴로 인한 도시공간의 재편

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기존 도시 조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 제.

기는 단기간의 압축개발의 결과 상대적으로 많은 양식과 유형의 도시 건

축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통일된 도시경관을 유지하지 못하고 여러 모습,

이 혼재되어 온 것이 지적되었다 권영상 엄운진 이전까지는 기( , , 2009).

존의 도시 조직을 해체하고 근대적 도시 조직을 도입하자는 입장과 전통

적 도시조직을 유지하고 장소적 기억을 복원하자는 입장이 대립되면서

공존해왔다 그러나 점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존도시조직의 유지 및.

이를 통한 장소성의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구도심 환경의 재정비 필요성과 함께 시작된 뉴타운 사업은 종래 민간

주도의 개발이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주택중심으로

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 시가지 재개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뉴타운은 기존의 민간주도. “

개발사업과 달리 동일한 생활권 광역 을 대상으로 공공이 먼저 정비계, ( )

획을 수립하고 이어서 주민들이 단계적으로 개발하되 난개발 방지를, ,

위해 여러 개의 정비사업구역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시장정비 지구( , , , ,

단위 도시개발 등 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묶어 추진된다 광역의 생활권, ) .

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정비를 지원하

기 위해 년 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도촉법 을2005 12 ‘ ( )

제정해 년 월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2006 7 1 .”83) 뉴타운사업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자치구와 주민을 우선할 것을 전제한다 물론 대규모 신도시.

83) 조명래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평가와 대안 모색 부동산법학회 제 집(2008), “ ”, 17 , p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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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개념의 신시가지 뉴타운의 경우 사업의 규모와 시행능력 등을 고려

하여 공사 등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에도 자치구와

의 협력체계 구축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정례화 등을 통하여 주민과 함,

께하는 사업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뉴타운 개발계획 수립은 도시설계. ,

건축 조경 등 민간전문가 에 의해 주도되는데 이는 전체 도시 관리, (MA)

계획에 부합하고 자치구 및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로 작용하도록 한다 자치구 희망 시 공사 주택공사 등 공. SH ,

공부문 또는 유력민간기업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

며 서울시는 단계별로 자치구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승인을 통하여 개발

계획이 정책목표와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있다.

다양한 개발 방식의 발전과 함께 도시공간에 대한 환경적 디자인적,

가치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도시계획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신도시 건설.

에 대한 부정적 견해84)는 계속되어 제기되고 있다 신도시 건설과정이.

나 건설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은 주로 신도시가 주택공급지로서의 기능

을 우선함으로서 도시다움‘ ’85)을 갖추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고 있다.

8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변창흠은 신도시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
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효과가 주택소유 계층에 한정 서울시계 유출입지점의 교통. 1) . 2)
혼잡 극심화 추진과정 중 주택소유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해 기존 주택소유자들의 주택. 3) ,
과소비를 조장 서울특별시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이 서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연. ( ,
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변창흠 수도권 제 신도시 건설계획의 평가와 발전방향, , 2001, 2. ; , 2 ,
공간과사회 년 통권 제 호 참고2001 15 . .)

85) 조명래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신중론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 권(1997), " ", · , 32
호 통권 호2 ( 88 ),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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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도시 조경설계의 장소상실(2)

신도시는 도시 건축 조경 계획가에게 있어 도시 공동체에 대한 이상, , ,

향을 실현 가능하게 할 기회의 장이다 한편 지역 정체성 주변지역과의. ,

융화 거주민들의 문제 등 험난한 과제를 극복해야하는 모험이 되기도,

한다 한국의 신도시 개발은 건설 과정에서 도시와 조경이 없어서는. “

안 될 핵심 분야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온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자부심보다는 적

지 않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86) 신도시 조경설계의 이러한 한계에

대해 온영태 는 경험과 창의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1996)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개발 여건 및 목표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

던 현실 배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신도시는 개발 시 수준 높은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성 향상이라는 가,

치를 전면에 내세운다 그러나 신도시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은 어디.

에나 비슷한 경관 공간의 모습이 연출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신도시 개, .

발 과정에서 장소상실이 나타나게 되는 요인으로는 먼저 고밀도 개발을,

불가피하게 하는 사회적 배경을 들 수 있다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으. “

로 도시용 토지 수요는 급증하였으나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제한되어 공

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탓에 토지 수급 불균형이 초래”87)되어 있

는 것이 우리나라 국토 여건의 실상이다 초기부터 국가 계획의 일환으.

로 계획되었던 수도권 신도시 개발 사업은 당시의 주택가격폭등에 의한

사회불안가중에 대한 긴급 대처방안으로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었고,

전문가에 의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결여된 채 추진되었다 온영태( ,

또한 신도시 개발 시 계획 및 설계의 전 과정이 일관된1996: 125). ,

조직에 의해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들 수 있다 개발계획.

86) 온영태 신도시의 도시설계와 조경 한국조경학회지(1996), “ ”, Vol.24, No. 1, p. 124.
87) 장세옥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2002), “ ”,

원 석사학위논문, pp. 13-14.



- 44 -

단계까지는 통합 조정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조경 도시설계 토목 등 분야별로 분리 발주되면서 조정기능이 작동하, ,

지 못하는 체제로 되어있다 상위 도시계획 단계에서 토지용도가 결정되.

고 난 후에 건축과 조경의 면적이 산정된다 그리고 주어진 범위 내에, .

서 조경의 역할 및 성격이 규정되게 된다 따라서 장소에 있어서 아무. “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장소 만들기를 시작해야 하며”88) 장소 만들기,

는 주택 공급의 시기에 맞추어 속성으로 진행된다.

제 기 신도시는 개발단계부터 도시설계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신도시1

개발과정에서 도시설계 상세설계 지구단위계획의 형태로 도시설계제도, ,

가 도입되어 작성되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기대했던 만큼의 역할.

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강림( , 2006).

신도시 개발은 양적인 공급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간 조성의 질적

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도시환경의 질과,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했다 또한 개발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

는 과정으로서가 아닌 결과물로 인식하려는 태도는 장소의 지속 가능성,

및 유지 관리적 측면의 고려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 .

과 신도시의 장소상실을 양산하게 되었다 신도시 경관은 기존의 장소, .

를 와해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장소를 형성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신도, .

시의 공원은 조경가에게 있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

하고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신도시 조경설,

계 환경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었다.89) 변화하는 도시의 속도에 쫓아가

지 못한 채 조성된 신도시 공원은 연속성이 단절되어 지역의 생태와 문,

화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형태만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

안정되고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한 요구와 함께 도시 내의 공원 녹지, ·

의 중요성이 커졌고 택지개발지구의 조경의 면적은 증가했다 그러나 신.

도시에서 턴키나 현상설계를 통해 조성되는 공원은 없었다 최정민.

88) 최강림 신도시 개발과정에서의 장소만들기 에 관한 연구 수도권 평촌신도시(2006), “ < > - ‘ ’
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 p. 32.

89) 최정민 신도시의 공원들 환경과 조경 년 월호(2007), “ ”, , 2007 4 ,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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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원 턴키는 조경의 특성상 작품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상승(2007) “

시킬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만 이루어질 뿐이었으며 이는 제,

도적 미비 때문”90)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있. “

어 주택 정책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방식은 제고되어야 하며 주거수준을,

높이고 만족스러운 도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주력”91)해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신도시 개발방식도 변화했다 기 이후의. 1

신도시들은 도시에 정체성과 이미지를 부여해주는 중요한 전략적 대상으

로서 공원 녹지를 다루고 있다 기 신도시는 조경 기반시설에 대한 공· . 2

모전을 진행하였으며 최적의 대안을 채택하여 개발하게 되었다 공모에, .

의한 대안의 제시는 좀 더 나은 설계안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당선을 위한 설계안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

을 보였고 한편에서 과잉 설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

다.

과잉 설계 양상은 프로그램의 과잉으로도 표현되는데 김한배, (1998)

는 공간 프로그램의 양이 이용의 만족도를 높여 주리라는 기능주의적“ ,

물량주의적인 발상과 이것이 관료주의적 심사에 먹혀 들어가리라는 조금

은 구시대적 기대에 있다”92)고 했다 또한 과잉 설계는 공간 기능을.

한정시켜 다양한 행태를 수용할 탄력성을 잃게 만든다 그 결과 그 공, . ,

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떨어뜨리고 장소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니,

쉽게 싫증나는 공간이 되기 쉽다.93)

과잉 설계 현상은 하버마스 와 도비 가 주장한 일(Habermas) (Dovey)

90) 최정민 전게서(2007), , p. 139.
91) 현종명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판교 신도시 개발(2004), “ -

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 14.
92) 김한배 프로그램주의 형태주의 자연주의를 넘어서 여의도공원 현상설계와 현(1998), “ , , -…

대 한국조경의 단면 조경과 문화 파주 도서출판 조경문화”, LOCUS1: , : , p. 66.『 』
93) 최정민 카피라이터와 시골풍경 조경과 비평 파주 도서출판 조경(2000), “ ”, LOCUS2: , :『 』

문화,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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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공간의 자본 예속화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

즉 생활 세계가 중앙 권력 시스템에 의해 침범되어 일상 공간이 경제적,

논리에 의한 수단으로서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다 신도시가 도시환경.

의 쾌적성 보다는 공급의 논리에 의한 경제성의 추구를 우선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방식이 창출해내는 경관의 획일.

화와 장소상실 현상은 신자유주의 시대인 현대 우리 사회문제와 결부되

어 이해되어야 한다.94) 즉 현대 도시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

는 것이다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의 영향을 받는 경관의 속성을 받아.

들이지 못한 도시계획은 장소 상품화의 결과를 가져오고 장소상실로 이,

어지게 될 것이다.

94) 최정민 신자유주의 시대의 조경 봄 조경 사회 디자인 파주 도서출판 조(2006), “ ”, , , :『 』
경,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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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상실 분석의 틀4.

분석의 틀에 대한 관점의 정립4.1.

이 장에서는 현대 조경설계에서 나타나는 장소상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의 틀을 정립하고자 한다 분석의 틀은 에드워드 렐프. (Edward

의 장소상실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현대 조경설계에Relph, 1976) ,

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장소상실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의 틀

을 도출하도록 한다 렐프의 연구에서 장소상실이 표출되는 형태는 다음.

과 같은 특징으로 분류된다.

표 2-3 렐프 의 장소상실의 표출형태. (Relph)

구 분 내 용

장소의 타자지향성

 관광객을 위한 경관

 오락지구

 인공 가짜장소 상업지구 디즈니화 박물관화· : , , ,

미래주의적 장소

장소의 획일성과

표준화

 인스턴트식 신도시와 교외

 상공업지구 개발

 새로운 도로와 공항

 국제적 스타일의 설계와 건축

몰양식의 장소,

인간적 스케일과

질서의 결핍

 서브토피아

 거대증 고층빌딩 메갈로폴리스: ,

 문화 및 자연환경과 무관한 개별적인 건물들

장소파괴

 전쟁에 의한 파괴

 채굴 매립에 의한 파괴,

 외부인의 토지매립과 재개발로 인한 파괴

장소의 일시성과

불안정성

 지속적인 재개발을 겪고 있는 장소 중심업무지:

구 버려진 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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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상실 분석의 틀 도출4.2.

렐프의 장소상실 연구 관점에서 앞 장의 분석을 고찰하여 현대 조경,

설계에서 장소상실이 발생하는 현상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장소상실의.

현상은 모더니즘적 획일화 포스트모더니즘적 획일화 장소 파괴 스케일, , ,

결핍 장소의 불안정성 등으로 볼 수 있다 모더니즘적 획일화 현상은, .

모더니즘적 양식의 도입 서양조경양식의 도입 해외 디자인의 무조건적, ,

복제 등으로 나타나며 세계화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적 획일화 현상은 전통 회귀적 성향으로 인한 한

국 전통양식의 요소적 도입과 과잉 설계로 인한 개념 의미 이미지의, ,

과잉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대상지 맥락 및 생태시스템의 문제 스케일. ,

결핍 및 장소의 불안정성은 한국 도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나타나는 양상의 대부분은 대상지의 시간적 역사적 맥락이. ·

끊겨 있으며 대상지 고유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나타나게 된 현상,

임을 알 수 있다.

모더니즘적 획일화(1)

모더니즘적 획일화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설계가,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부분 서양조경양식의 요소적 도.

입과 모더니즘 조경 양식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현상 해외디자인 복제,

현상으로 나타나며 한국 조경설계에서 년대에 많이 이루어진 설, 80-90

계 방식이다 모더니즘적 양식은 시대의 사조이나 기하학과 격자형 단. , ,

순미와 조형성만을 강조하는 형태로서 유행적으로 차용되었다 해외디자.

인 복제현상은 조경사에서 주목받았던 작품 혹은 현대 조경에서 쟁점을

이루고 있는 작품들의 외형적 결과물을 복제하는 현상이다 모더니즘적.

획일화 현상은 설계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찰 없이 단순한 차용으로 이

루어지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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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즘적 획일화(2)

모더니즘에 반기하여 장소의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타난 장소,

마케팅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적 획일화 현상의 주요 요인이다 과거의.

향수를 지향한 설계가 주를 이루면서 대상지의 역사적 맥락과 관계없이,

외형적인 양식의 복원 혹은 요소적인 차용만을 통하여 한국적 전통성의

구현을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 권력의 영향으. ,

로 설계 경기의 과열 현상을 불러왔고 이는 설계안의 개념 의미 의 과, ( )

잉 프로그램의 과잉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주로 거대 개념의 단, .

순화 공간의 이름 짓기 주제 공간의 창출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설계, , .

경기 과잉으로 인하여 설계가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보다 자극적인 이미,

지를 생산하려는 현상이 발생했다 현실적 조건과 맞지 않은 설계안들은.

실시 설계 단계에서 관용적인 설계안으로 교체되면서 공간의 획일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스케일 결핍(3)

비인간적 스케일 공간의 양산은 도시 개발 과정에 있어 건축 조경, , ,

토목 등 분야별 영역의 분리와 개별적 부지와 관련된 스케일 중심의 설

계로 인해 나타나게 된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우선한 건설개발의 진행은.

부처별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복잡한 현대 경관을 올바로 다루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장소 파괴(4)

장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시설계에 대상지의 맥락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과 같은 대규.

모 택지 조성 사업에서 여전히 대상지의 특성을 지워버리고 대상지의 물(

리적 정리 이주문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려는 현상은 자주 발견되고, ),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표적인 장소 파괴에 해당된다 또한 대상지의 거. .

시적인 생태 및 경관과의 연계성을 파악하지 못한 도시 계획은 인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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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식적인 생태 시스템의 도입 친환경적으로 보이기 위한 외형적인, ,

공간 모방을 생산한다.

장소의 불안정성(5)

신도시는 개발과정에서 개발진행 속도의 차이로 인해 개발부지와 나,

대지가 주거공간과 공존하는 경우가 생기며 또한 도심 재개발의 경우, ,

기존 도시 조직이 지속적으로 개발 공간과 상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장소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 설계 공모과, .

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프로세스적 설계의 미래에 대한 비예측성 비결정,

성은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나 예상 경관에 대한 이미지만으

로 그치는 성향을 보인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간 및 프로그램의 유.

지 관리로 이어지지 않는 개발 방식은 장소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렐프의 장소상실 이론의 관점으로 현대 조경설계에서 나타나는 장소상

실의 현상을 해석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렐프의 장소상실 현대 조경설계의 장소상실 현상

장소의

타자지향

성

관광객을 위한 경관

　

모더니즘화

모더니즘적

획일화

오락지구
서양조경양식

인공 가짜장소·

상업지구 디즈니화( , ,

박물관화 미래주의장소, )
해외 디자인 복제

장소의

획일성과

표준화

인스턴트식

신도시와 교외
과잉설계

개념주의( ,

의미과잉,

이미지과잉)

포스트

모더니즘적

획일화

상공업지구 개발

새로운 도로와 공항

국제적 스타일의

설계와 건축

몰양식의

장소,

인간적

스케일과

질서의

결핍

서브토피아
전통의 양식적

도입

거대증

고층빌딩 메갈로폴리스( , ) 비인간적

스케일

스케일

결핍
문화 및 자연환경과

무관한 개별적인 건물들

장소파괴

전쟁에 의한 파괴 대상지의 백지화

장소 파괴
채굴 매립에 의한 파괴,

생태의 양식적

도입

외부인의 토지매립과

재개발로 인한 파괴

다이어그램적

프로세스 설계

장소의

불안정성

나대지 및 개발지

장소의

일시성과

불안정성

지속적인 재개발을

겪고 있는 장소

중심업무지구( ,

버려진 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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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렐프의 이론을 통한 현대 조경설계 장소상실의 해석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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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대 조경설계에서 나타나는 장소상실 현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현대 조경설계에서 나타나는 장소상실의 특성2-4.

구 분 내 용

모더니

즘적

획일화

모더니즘화
 모더니즘적 개발 국가 자본기관의 영향( , )

 디자인의 무조건적인 모더니즘양식 도입

서양조경양식  서양조경 양식의 무비판적 도입

해외 디자인

복제
 해외 유명 디자인 요소의 무비판적 복제

포스트

모더니

즘적

획일화

전통 양식적

도입

 대상지의 역사와 관련 없는 전통의 도입

 한국 전통적 양식의 부분적 도입

개념 주의
 거대 개념의 단순화

 개념의 직접적인 형태 프로그램화/

의미 과잉
 공간의 이름 짓기 주제부여,

 의미부여 요소의 과잉 도입

이미지 과잉  설계 공모를 위한 이미지의 과잉

장소

파괴

대상지

백지화
 대상지의 백지화(tabula rasa)

생태의

양식적 도입

 대상지의 자연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생태

시스템의 도입

 생태 시스템을 갖지 못한 피상적 공간설계

스케일 결핍
 도시 개발 영역구분으로 인한 스케일 분리적

설계

불안정성
 다이어그램만으로 대체되는 프로세스 설계

 신도시의 미개발공간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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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장소상실 현상의 판단을 위한 분석의 틀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표 장소상실 현상의 판단을 위한 분석의 틀2-5.

구 분 내 용

모더니

즘적

획일화

모더니즘화

 개발 상위단계에서 국가 자본기관의 통제의 영향,

이 크게 미치고 있는가?

 디자인의 무조건적인 모더니즘화 양상이 나타나

는가?

서양조경

양식

 근대이전의 서양조경 양식의 무비판적 도입이 있

는가?

해외 디자인

복제

 해외 조경작품 디자인의 요소를 무비판적으로 도

입했는가?

포스트

모더니

즘적

획일화

전통의

양식적 도입

 전통으로의 회귀로 의한 맥락없이 도입된 전통,

양식이 있는가?

개념 주의

 상징성이 단순한 텍스트로 치환되어있는가?

 거대 개념이 공간 형태 및 프로그램에 직접적으

로 구현되었는가?

의미 과잉
 무분별한 네이밍 공간 테마화 공간이(naming) ,

있는가?

이미지 과잉
 현상설계 당선을 염두에 둔 설계로서 비현실적,

이미지가 과잉 되었는가?

장소

파괴

대상지

백지화
 대상지를 백지상태로 바라보고 있는가?

생태의

양식적 도입

 체계 없는 생태적 요소의 무분별한 도입이 있는

가?

스케일 결핍
 도시설계 영역구분으로 인해 비인간적 스케일의

공간이 생산되었는가?

장소의 불안정성

 프로세스적 설계에서 과정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인 대안의 제시없이 아이디어적 다이어그램만으,

로 완료했는가?

 생활공간과 개발진행중인 공간의 구별이 지어지

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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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의 장소상실 분석.Ⅲ

분석 대상의 선정1.

연구 분석의 대상(1)

분석 대상은 장소상실이 가장 크게 발현되는 공간인 신도시를 대상으

로 한다 또한 한국의 신도시 개발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 신. ,

도시와 도심지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비교 연구를 실시하도록 한다 한.

국의 신도시 개발 방식은 기 신도시 개발에서 현상공모를 진행을 통해2

설계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설계 여건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뉴, .

타운 사업을 통해 기존 도심지 환경 재정비 및 거주민의 참여를 고려하,

는 개발 방식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도권 신도시와 도심지.

뉴타운의 비교를 통해 개발 방식의 차이가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 또한 개발 방식의 차이점이 반영된 설계 지침서의.

분석을 통하여 공간의 장소상실을 발현하는 배경 요인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대상은 기 신도시와 뉴타운에서 각 한 도시씩. 2

을 선택하여 분석을 하되 현재 조성이 완료되어 실제 생활이 이루어지,

고 있는 곳을 선정하도록 한다.

연구 분석의 방법(2)

연구 분석은 신도시의 사례를 대상으로 장소 만들기의 과정 속에서,

결과물과의 비교를 통하여 장소상실이 나타나게 된 배경 및 발생 요인,

에 관한 고찰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분석의 방법론에 있어 장소 만. ,

들기의 구성 요소로 분석의 틀을 형성한다 장소 만들기의 구성요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배경 연구 설계 내용 연구, , ,① ② ③

현상 연구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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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배경 연구에 관한 부분은 신도시 개발과정의 흐름에 따라 개, ,①

발 배경 및 목적 조성 방식과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정, .

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배경에 대한 고찰을 할 것이·

다.

설계 내용 연구에 관한 부분은 설계 지침서 및 작품 분석을 통한②

설계 내용의 파악을 진행한다 후 설계 내용에 대한 분석에서 장소상실. ,

판단에 대한 연구 분석의 틀은 앞서 현대 조경의 흐름 속에서 장소상실

이 출현하는 양상에 대한 해석의 틀을 신도시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개발의 정치 사회적 환경과 설계의 지침. , ·

서 등의 요소가 작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상 연구에 관한 부분은 장소 만들기의 조성 과정에③

있어 이론과 실천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는 전문가, .

비평 문헌의 분석과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연구 과정 속에서 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장소상실이 발생하는 원인의,

요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연구 분석 내용 및 방법3-1.

구 분 내 용 분석 방법

배경 연구
 공원 조성의 계획 체계

 공원 개발 과정 방법
 문헌 분석

작품 분석
 설계 지침서

 설계 작품 내용

 작품 개념 및 전략 분석

 장소상실 판단 분석의 틀 적용

현상의 분석  시공 이후 반영
 비평문헌 분석 및 현장 답사

 장소상실 판단 분석의 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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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도시의 장소상실 분석2.

수도권 신도시 분석 판교 신도시2.1. :

개발 배경2.1.1.

판교 신도시는 분당신도시의 건설이후 정책의 토지이용규제 완화정책

으로 용인 수원 김포 구리 등 서울 근거리의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 , ,

부문의 난개발이 일어나면서 공공시설과 도시기반 시설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었고 공영개발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할 필,

요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판교 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주택수요에 대.

응한 쾌적한 주택단지의 조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도시조,

성 수도권 동남부의 업무거점 육성이란 세 가지의 개발 목표 아래에 조,

성되었다.

기 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한 개발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개발1 ,

목표에 대해서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선 판교는 신도시 개발. ,

로서 적합하지 못한 부지라는 지적이 있었다 판교의 용도지역은 자연녹.

지지역 과 보전녹지지역(21%) (79%)1)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발용 부지,

로 선정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개발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수도권 난개발이 주로 준농림지역에서 발생해왔던 것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신도시 건설의 목표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웠다.2)

그리고 개발의 목표로 설정한 주택문제 안정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도 제기되었다 주택문제 안정화는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한 주거수준이. ,

1) 도시계획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32 1 4 , “ ,
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며, ”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가목에 의하면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29 4 , “ · ·
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으로 규정되어 있다” .

2) 변창흠 수도권 제 신도시 건설계획의 평가와 발전방향 공간과 사회 통권 제 호(2001), " 2 ", , 15 ,
한국공간환경학회, pp. 3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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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인 계층에서 주택 구매력을 지닐 때 실효가 발휘되는 것이다 그.

러나 판교 신도시의 경우 최고급 수준의 주택 공급 계획을 갖고 있어, ,

주택정책의 목표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었

다.3)

그러나 조경적 관점에서 판교 신도시는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처음으로

공원과 녹지에 대한 조경설계공모를 실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상.

민 은 관심이 높은 신도시였던 만큼 좋은 환경을 만들고 개발(2008) “ , ,

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원의 설계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러한 답답한 생산 구조 속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

었다 고 주장했다.” .4)

계획 및 설계 내용 분석2.1.2.

공모 지침서 분석(1)

판교 신도시 조경설계공모는 성남 판교지구 도시기반시설 조경설계

와 호 근린공원 을 대상으로 한다 설계대(776,240m²) 9 (28,994m²) .

상에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하여 공원체계 녹지체계와 보행체계 등의 테,

마와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설계 지침서 상에서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사항은 지역의 장소 자산으

로써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공원에 대한 제안이다 택지개발지구라는.

특수성을 한국적인 특성으로 바라보며 따라서 백지상태의 대지를 오히,

려 적극적인 장소 자산 만들기의 기회로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적 토양을 바탕으로 조경설계에서 관습적으로 사용

되는 자연스러움 생태 환경 친화의 개념을 다양하고 복합적인 개념으, ,

3) 변창흠 전게서(2001), , pp. 317-318.
4) 이상민 성남 판교와 파주 운정 설계공모 그리고 그 이후 봄 디자인 경쟁시대의(2008), " ", ,『

조경 도서출판 조경, ,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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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지침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호 근린공원은 폭이 좁고 긴 형태9

의 부지로 앞으로 도시공원이 마주하게 될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기존 도시인 분당과 소통하는 통로로서의 역할과 인접 공동주택 단지들

과 학교들 상업시설과 교섭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필요로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5) 제 호 근린공원에 대한 지침은 주변 맥락을 반영하고 이용. 9

자들의 행태와 생활상을 반영하며 이용자들의 요구를 면밀하게 파악하,

고 그들의 변화하는 생활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창조할 것을 명,

시하고 있다.6)

또한 장소성 조성을 위한 도시민의 행태를 고려한 공원 녹지별 이용·

프로그램 및 도입시설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용자는 새로운.

구성원으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새롭게 공유할 커뮤니티와,

문화 생산을 염두에 두고 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7) 새로운 입주

민에 대한 공간조성은 개발 계획의 주택공급 문제의 완화라는 목표와 상

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판교 신도시가 사전에 이미 계획도시.

의 이미지를 산정해놓고 개발 목표를 이에 맞춰 서술했을 가능성을 내포

한다.

5) 이상민 전게서(2008), , pp. 151-152.
6) 대한주택공사 성남 판교 택지개발지구 도시기반시설 조경설계 공모지침 참고(2006), “ ” .
7) 대한주택공사 전게서(2006), ,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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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작품 분석(2)

당선안 주 신화컨설팅의 의( ) <PlatforM>

설계 내용을 분석하면 계획의 가장 주요,

목표를 장소성 부여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상지를 읽는 방식에서.

사이트를 정리된 대상지 로(cleared site)

바라보고 장소성이 부재한 공간이라고 규,

정지은 것은 당선안의 특징이다 당선안은.

대상지의 장소 구축을 위해서는 새로운 문

화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이,

용자의 참여로 풀어내고 있다 공원 프로.

그램들은 신도시 전체의 공원을 함께 인식

할 수 있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하며 이는,

문 이라는 상징을 통해 신도시의 장M( )門

소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림.( 3-1)

을 통한 상징의 강조 과도한 공간의 의미부여는 공간 이용행태를M ,

규정지음으로서 유동적이고 다양한 장소 활용을 차단할 수 있다 그리, .

고 대상지를 백지상태로 바라보고 있는 태도는 주변 지역의 맥락 및 생

태적 연계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 이는 장소상실을 야기할 요.

인으로 작용한다.

장소 만들기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시간을 갖고 장소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진행형의.

공원 만들기를 제안하여 공원이 일상의 공원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다 주민과의 소통의 방법은 학교와 공원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이용과.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또한 다양한.( 3-2)

분야의 전문가들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원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

여 완결형의 공원이 아닌 진행형의 공원이 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는, , .

그림 판교 신도시 장소성 개념3-1.
구상 자료 주 신화컨설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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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성은 설계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

라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이용자들에 의해,

구축되는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의 지속성

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설계안의 제

안 이후의 공청회 설문조사 및 이벤트,

프로그램 등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 참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

러나 설계안의 과정지향적인 공원의 제

안은 구체적인 상세 계획보다는 타임라인 다이어그램과 이미지만으로 나

타내는 데에서 그치고 있다 그림 설계안의 학교와 공원의 제안에.( 3-3)

서는 공간에 대한 계획 및 건축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이러한 과정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그림.( 3-4)

중앙의 호 근린공원은 데크로 만들어진 층 공원을 통해 장소성 창9 2 ,

출의 효과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하고 있다 층 데크는 도로로 분리. 2

된 공원을 연결하고 가 구축된 실내공간의 인프라가 데크와 결합해, IT

그림 진행형의 공원 다이어그3-3.
램 자료 주 신화컨설팅( : ( ) )

그림 공원 학교 연계 다이어그3-2. -
램 자료 주 신화컨설팅( : ( ) )

그림 학교 건축 계획3-4.
자료 주 신화컨설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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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공원을 만든다 뿐만 아니라 층 공원은 비워두어 일시적이고 가변2 . , 1

적인 쓰임을 가능하게 하며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 .

간적으로는 층 공원을 제안하고 있는데 층은 가변적인 활용을 위하2 , 1

여 비워두고 층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유도하여 새로운 공간 창출이 가, 2

능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 전반의 목표로서 장소성의.

구축을 위한 의 개념을 공간 구성 프로그램 조성으로 연계하고 있는M ,

것을 볼 수 있다 설계안은 지침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소성 만들기를.

위한 계획에 충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를 새로운 입주민으로 제한.

하고 있는 점 공간 계획 외에 이용 프로그램 제안에 대한 구체성이 낮,

은 점 등은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불,

안정한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계안의 한계는 설계 지침.

서상에서 규정짓고 있었던 부분으로 인한 것으로 설계 공모에 있어 지,

침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현상의 분석2.1.3.

전문가 비평 분석(1)

기 신도시의 경우만 해도 설계 공모의 방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1 ,

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 신도시는 현상공모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신. 2

도시 조경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동시대 조경의 흐름인 랜드스케,

이프 어바니즘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기 신. 2

도시 중 가장 먼저 시행된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 제 호 근린공원 조경9

설계경기는 여의도공원 이래 가장 큰 조경설계경기로 평가되었는데 공,

모지침부터 기존의 택지형 공원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도시의 시스템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원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 발주처의 의지를 볼 수 있

었다.8) 자연스럽게 판교 신도시 조경설계 공모에 대한 비평이 많이 이



- 62 -

루어졌다 먼저 판교신도시의 조경설계 공모 당선안에 대한 공모 심사위.

원 비공개 의 논평( ) 9)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소통 주변과의 맥락성 및 다양한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 판“ ,

단되며 경관변화 및 유니버셜 디자인을 고려한 데크 도입 등은 좋은 아,

이디어라 판단된다 단 중심보행화는 이용밀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선형적 종방향 동선에 대체되는 폭원 및 조경적 터치에 면밀한 검토가( )

요구된다 심사위원.”( C)

주변학교 및 주거단지녹지 보행로와 연계하여 입체적인 보행처리로“ ,

생동감이 있고 보행자와 녹지이용자의 입체적 구분이 가능하게 처리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심사위원.”( D)

단순한 대상지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데크를 설치하여 보행동선의“

시각을 특색있게 처리하고 지면은 이와 반대로 단순하게 처리하여 다양,

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지면에 수목의 양이 너무. ...

적어 여름철 이용에 어려움을 주고 녹지량이 풍부한 공원의 느낌이 덜한

것 같고 심사위원...”( F)

데크를 이용하여 기능성과 경관성을 높인점 지상레벨의 공간을 개“ ,

방된 녹지로 처리하여 다양한 활동에 유기적으로 대응토록 한 점 등이

돋보였다 심사위원.”( H)

시대적 관심사인 환경친화성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평면적이고“ ,

직선적인 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심사위원site .”( I)

8) 김덕삼 성남판교지구 도시기반시설 조경설계 및 제 호 근린공원 설계 현상공모 심사후, “ 9 -
기 환경과조경 년 월호”, 2007 4 , p. 140.

9) 판교신도시 조경설계 공모 심사위원 전게서, , p. 141.



- 63 -

심사평의 대부분이 데크를 활용한 입체적인 공간 구상으로 대상지 주,

변과의 연계성 향상 및 경관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지면의 녹지량의 부족에 대한 우려의 시. ,

선도 보이고 있었다 당선작이 채택된 주요한 요인은 좁고 긴 대상지의.

약점을 극복하고 지침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장소 만들기를 적절하게 구,

상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논평은 이상민. (2008)

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선작의 가장 큰 설계적 특성은 공간의 중층화이다 지역성이“ . …

부족한 신도시에서 이러한 공간을 통해 장소 만들기를 실현하고자 하였

다 결국 당선작은 이라는 개념 공원 학교 라는 프로그램 그. ‘M’ , ‘1 1 ’

리고 중층화된 공간구조를 통해 설계공모지침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본

방향을 명쾌하고도 적절하게 공간 속에서 구현하였다.”10)

대상지의 정체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및 공간 구현을 위한 지

침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수한 설계 공모안이 도출.

되기 위해서는 지침서가 대상지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

야 함을 반증한다.

또한 판교신도시 개발정책의 쟁점에 대한 비평을 살펴보면 개발과정,

에 대한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뉘었다.

먼저 판교신도시는 절차상으로 토론회 등을 통한 민주적 결정과정을,

거치도록 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판교신도시의 개발 논의는 공청.

회 토론회 당정협의 등 다양한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

절차가 구축되었다 판교신도시 개발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전의.

지역개발사례와 같은 거센 주민저항이나 극렬한 찬반 논쟁이 야기되지

10) 이상민 성남 판교와 파주 운정 설계공모 그리고 그 이후 봄 디자인 경쟁시대(2008), “ ”, ,『
의 조경 도서출판 조경, ,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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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그러나 개발의 시점 규모 개발방식의 내용을 중심으로 쟁점이. , ,

야기되고 그러한 쟁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절차의 구축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판교신도시의 개발방식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당초의.

판교신도시 주택공급의 내용은 중대형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강남 집값의 안정과 강남인구의 판교유입효과를 구한다는 정책적 취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때문에 판교신도시 주택공급의 평형은 주로 중대형 위.

주의 공급이었으며 국민임대나 소형평형의 주택공급은 상대적으로 배제

됨으로써 주택공급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있었

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이 원주민 특히 영세민들에게 돌아가. ,

지 않아 악순환을 가속화 시키는 정책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

따라서 민간업자를 통한 임대주택의 확대 중대형의 축소 등 정책변화를,

가져왔으나 이는 과도한 임대료의 책정으로 인해 임대주택정책의 비현실

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신도시 개발정책에 따른 주택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또 다른 요구를 야기하게 되었다.11)

권오혁 은 판교신도시 개발은 서울 근방에 또 다른 베드타운을(2001)

건설하는 계획으로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 ,

수요가 많은 곳에 주거단지를 개발해서 건설경기를 진작하는 안이한 정

책이라고 덧붙이며 수도권의 현실적 문제와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12)

권두언 유진성 은 년대 도시들은 계획가 혹은 중앙정부에, (2005) 2000

의해 수행되는 완전히 계획된 환경을 제공하는 신도시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도시 즉 단기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기, ,

업 마케팅 전략의 구사로서 활용되고 있음에 대해 지적했다 따라서 도.

시는 의미상 개념상의 주민을 위한 계획이 아닌 삶의 질적 향상을 위, ,

하여 주민과 더불어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3)

11) 한국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 판교신도시 개발 및 분양 추진사례 연구 과천(2007), , :
중앙공무원교육원, pp. 19-22.

12) 권오혁 판교신도시 개발의 재검토 지방포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1), , , Vol.11, ,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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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비평을 통해 본 판교신도시 개발에 대한 고찰은 긍정적 측면,

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다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정책 설계 공모제도의 도입으로 설계 여건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주민 참여.

를 위한 여건의 개선과 설계 공모제도 진행 과정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

라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는 신도시의 특성으로 국가와 자본기관의 영. ,

향아래 있다는 점에서 모더니즘적 도시개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결

과로 볼 수 있다.

현장 답사 분석(2)

현장 답사를 통해 드러난 판교 신도시의 장소상실의 사례는 주로 맥락

과 상관없이 차용된 디자인적 요소에 대한 것이었다 대상지과 관련 없.

는 전통요소와 생태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몰양식성과 개념 과잉 현상

으로 인해 나타난 표준화 현상으로 나타났다.

전통 양식화①

전통적 소재로서의 소나무 군식의 사례는 판교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중앙공원에서는 광장 주변에 병풍을 두르듯이 식재를 하였고. ,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에서는 주로 점 혹은 점 군식을 한 것을 볼 수3 5

있었다 무분별한 소나무의 식재는 획일적 경관 창출에 기여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3) 권두언 유진성 판교를 통해 본 신도시개발에 대한 소고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2005), , ·
국토계획 제 권 제 호, 40 2 ,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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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화랑 중앙공원 판교 근린공원 미르 어린이공원의 소나무 식재 모습 자료3-5. , , ( :
연구자 촬영)

또한 전통적 모티브를 갖고 있는 요소를 도입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

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전통 정자 혹은 꽃담 석등과 같은 전통의 모. , ,

티브의 기성품의 배치를 통해 드러나고 있었다 이는 공간의 주제를 전.

통성의 구현으로 설정한 후 대상지의 과거와 큰 관련성 없는 한국 전통,

의 소재를 단순 도입한 사례로서 서로 다른 공간이지만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주거지내 선형공원의 전통적 요소의 차용 모습 자료3-6. ( :
연구자 촬영)

그림 판교정의 모습 자료3-7. ( :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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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양식화②

자연형 하천의 모습을 표방하여 조성한 수경시설의 모습 역시 유사한,

경관으로서 나타나고 있었다 물빛 어린이공원에서는 인공 수로를 자연.

형 하천형의 모습을 양식적으로 도입하여 물놀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

었다 화랑 중앙공원에는 생태 호수를 중심으로 실개천을 조성했다 그. .

러나 실개천은 인공 조성의 것으로서 생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채 외양적 형태만을 자연형의 모습을 차용하고 있었다 두 공간은 공간, .

조성의 목적 및 특성이 다르지만 유사 경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림 물빛 어린이 공원의 인공 수경시설 자료 연구자3-8. ( :
촬영)

그림 화랑 중앙공원의 자연형 하천의 조성 자료 연3-9. ( :
구자 촬영)



- 68 -

개념과잉③

판교 신도시의 공원에서는 테마가 강요된 공간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

다 공원들은 네이밍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공원의. (naming) ,

이름이 공원 디자인의 주된 모티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판교 테크노 밸리에 위치한 근린공원 달팽이공원 의 경우 바닥 패턴( ) ,

의 문양 수경시설 폴리 등의 디자인이 달팽이의 모티브를 직접적으로, ,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시설물의 소재면에서 금속 소재를 자주 사용함으.

로서 테크노 밸리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

그림 달팽이공원의 달팽이 모티브 디자인 자료 연구3-10. ‘ ’ ( :
자 촬영)

그림 달팽이공원 시설물의 금속성 소재 자료 연구자 촬3-11. (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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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분석의 결과2.1.4.

판교 신도시의 설계 내용 및 현상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계 내용 분석을 통해 나타난 장소상실은 개념 주의와 의미 과잉 장소,

파괴 그리고 장소의 일시성과 불안정성으로 나타났다 현상의 분석을 통.

해서는 먼저 전문가 비평을 통해 모더니즘적 도시개발의 한계가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장 답사를 통해 전통 및 생태의 양식. ,

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표 판교 뉴타운 분석 내용의 결과3-3.

구분 내용

모더니

즘적

획일화

모더니즘화 국가 자본기관의 개발 영향력,

서양조경양식 -

해외 디자인 복제 -

포스트

모더니

즘적

획일화

전통 양식화 전통 꽃담 설치 판교정 등을 양식적으로 도입,

개념 주의
장소성 구축을 위해 도입한 의 개념을M

공간화 및 프로그램 구성 단계까지 연계

의미 과잉
새로운 장소성을 여는 문 의 의미 도입( ) ,門

설계안의 전체적인 상징으로 사용

이미지 과잉 -

장소

파괴

대상지 백지화
지침서에서 부지에 대해 정리된 대상지로

바라보고 새로운 장소성의 구축을 시도,

생태 양식화
은하저류지의 벽천 및 화랑중앙공원 수변공원,

물빛어린이공원 수경시설의 양식적 차용

스케일 결핍 -

장소의 불안정성
진행형의 공원에 대한 프로그램의 구체성 부족,

다이어그램적인 프로세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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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뉴타운 분석 은평 뉴타운2.2. :

개발 배경2.2.1.

년 월 판교 발 강남권 중대형아파트의 호가가 급등하는 문제가2005 6 ,

발생하자 서울시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뉴타운 사업을 띄워야 한다며 발 빠르게 뉴타운'

특별법 주민 동의비율 완화 기반시설 투자비를 중앙에서 부담 조( , 50% ,

합 대신 구청장 사업시행자 지정 등 을 제안하였다)' .14)

은평 지구는 지난 여 년간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30

으로 지정되어 주거환경의 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도시기, .

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으로 판단되어 주거 업무 문화 공공시설 등을 고루 갖춘 신시가지형, , , ,

뉴타운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다른 시범지구에 비해 대규모.

만평 이상 다른 지구 만 만평 사업으로서 유일하게 도시개발(100 ; 6 ~35 )

법이 적용되었으며 공사가 시행하는 공영 개발 사업이었다 은평 지, SH .

구는 다른 뉴타운 지구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기획 단계부터 일관된 계획 개념아래 체계적인 개발을 시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종전의 택지개발에서 보아왔던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에.

우선하여 입체적인 도시개발구상을 위한 도시설계 건축 조경 전문가· ·

및 현상설계 등 당선자로 구성된 소위 라는 마1 MA(Master Archtect)

스터 콘트롤 설계방식을 도입하였다.15)

은평 뉴타운의 건설목표는 리조트 같은 생태전원도시 로서 친환경‘ ’ ,

공동주거지구로 건설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4) 김진애 김진애의 도시에 대한 태도 인물과 사상 년 월호(2005), “ ”, , 2005 8 , p. 69.
15) 배경동 은평뉴타운 마스터플랜과 개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국제 심포(2007), “ ”,

지움 미래 지속가능 에코도시건축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GEST 2007], ,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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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변의 자연적 조건을 충분히 살려 지역 전체가 서울 도심 속,

리조트와 같은 전원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자연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및 창릉천과 수계를 연결하는 물 순환체계의Green-Network

를 구축하며 생태교량 및 생물서식 거점공간의 조성을Blue-Network

통한 생태 연계체계의 구축과 보존하여 리조트형 전원생태조시를 조성한

다 둘째 이웃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 ,

거유형의 도입과 미래의 생활방식 변화에 대응 가능한 주택유형 고려 및

이웃교류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미래형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셋째 풍부한 녹지공간의 조성과 실개천 공간의 유기적 연결. ,

에 의한 개방적 환경 친화적인 외부 공간 조성하고 일률적이고 획일적· ,

인 높이와 형태를 지양하며 주변 산과 천의 경관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계획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여 걷기 편하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

는 공간조성과 보행 및 자전거연결체계 구축 등을 통한 주거환경 수준의

질적 제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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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설계 내용 분석2.2.2.

설계 지침서 분석(1)

은평 뉴타운은 시범 뉴타운 지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3

개 지구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뉴타운 사업은 기존의 도시.

개발 정책들의 경제적 목적 추구로 인해서 거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과 지역의 문화가 반영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실행된 사업이다 따라.

서 이 사업은 환경 생태의 존중과 이웃간의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을 통,

해 지구만의 장소성을 발견하려는 측면에서 장소 만들기의 전략을 내포,

하고 있다 이는 은평 뉴타운 설계 지침. 16)으로도 반영되어 있다 은평.

뉴타운의 지구는 원안 설계가 있고 그의 대안 제시와 공사비 입찰에1 ,

의한 대안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지구는 설계 시공일괄입, 2·3 ·

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같은 설계지침 아래(turn key) . ,

개발방식이 달랐던 뉴타운 지구를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다1, 2 .

은평 뉴타운 지구는 크게 창릉천변 지구 생활가로변 지구 복사면1 , ,

구릉지변 지구 못자리골 지구로 가지로 구분하여 단지 및 주거유형을, 4

구분할 수 있다 일반지침에서는 광역도로망과 각 지구 내 가로망의 연.

계체계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내부 가로망을 계획하도록 했다 특히 창릉.

천변지구도로는 기본계획상의 위치 선형 폭 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생, , ,

활가로와 녹지축은 블록 내에 아파트 배치를 고려하도록 했다 복사면.

구릉지변 지구는 기본계획상의 현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현 지반고,

및 홍수위를 고려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못자리 골 지구는 진관근린공원.

의 터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생태습지 등의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미시

환경적 검토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공원 녹지 오픈스페이스 계. ·

획지침은 진관근린공원과 창릉천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계획하도록 했다.

16) 공사 은평 뉴타운 디자인 가이드라인 정양희 은평뉴타운 사례발표 참SH (2004), . ; (2003),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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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지형 실개천 등 기존 자연여건을 고려하여 환경훼손을 최소,

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은평 뉴타운 지구는 단지 내의 등의 친환경요소를 도입하여2 Bio-top

계획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단지 내 실개천은 단지 외 수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단지 내 우수 또는 생활하수 등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도

록 하였으며 단지 내 오픈 스페이스는 개방적으로 계획하여 전체녹지와,

연계 및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가로와 상관관계를 갖도록

했다.

지구의 주된 설계 개념은 기존의 자연환경의 고려 및 생태존중의1·2

친환경적 개발을 하라는 것과 생태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체적인 녹지 네

트워크 및 수 체계 네트워크를 조성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대상지 자체.

의 잠재성을 존중하고 지역성을 고려한 장소 만들기를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제시로.

그치고 말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설계 작품 분석(2)

지구의 단지 내 조경계획은 세 개의1

공구로 나뉘어 대안입찰을 진행했다 세.

개의 공구 중 단지 내 선형공원을 포함하

고 있는 공구의 설계안 대우건설 조C ( , CA

경기술사 사무소 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

설계안의 단지 전체의 개념적 주제는

은 평 풍 경 이다 대상지 주‘ . . . ( )’ .恩平風景

변의 자연환경 요소 중 북한산과 창릉천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 자연 순응형 주거단지를 구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17)

그림 설계 개념 이미지 출처3-12. (
서울 은평 뉴타운 지구 조경: 1

설계 한국조경학회지,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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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은 단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자연친화적 생태.

단지 조성 둘째 자연 리조트 형 주거단,

지 조성 셋째 더불어 사는 미래형 커뮤,

니티 조성이다.

자연친화적 생태단지의 조성을 위한 전

략으로 주변 녹지의 체계적 연결을 위해,

진관근린공원 선형공원과 단지 내 녹지,

를 연결하고 진관근린공원 산록의 보존,

을 위한 자연형 사면처리를 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내 녹지의 연결을 위해 선형공원에 접한 개의 동에 옥상4

및 벽면녹화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내 녹화 계획은 실제로 실행.

되기엔 어려운 계획에 그치고 말았다 그림 따라서 설계안의 계.( 3-13)

획은 구체적인 생태 시스템의 구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생태적,

요소를 양식적으로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지구 선형 공원 자료 연구자 촬영3-14. 1 ( : )

두 번째 자연 리조트형 주거단지의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단지 전체,

적인 경관을 휴가지 분위기를 내기 위한 연출을 목표했다 건물의 입면.

에 경사를 도입하고 목재 등을 이용하였으며 외부공간의 시설에 패딩, ,

17) 김순분 진양교 서울 은평 뉴타운 지구 조경설계 한국조경학회지, (2005), “ 1 ”, 33(2), pp.
111-121.

그림 은평뉴타운 지구 공구3-13. 1 C
조감도 출처 은평뉴타운 지( : 1
구 대안설계 공구 주 대우건C ( )
설 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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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선탠 베드 등 휴양지에서 많이 보는

시설을 도입했다 그림.( 3-14)

또한 자연 순응형의 단지가 되도록 하

기 위해 한국의 자연 풍경을 모티브로

한 테마를 각 단지별로 도입했다 고향.

의 들녘을 테마로 한 단지 녹음을 드5 ,

리운 냇가 풍경의 단지 바람이 부는6 ,

나무숲의 단지 푸른 산기슭과 언덕길7 ,

의 단지로 전원적인 주제로서 계획을8

했다.18) 이러한 네 가지 테마는 이미지

화하여 사인물의 디자인으로 활용하여

단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림 그러나 각 블록 별.( 3-15)

오픈스페이스의 주제를 설정하는 과정에

서 설계 전략이 대상지 자연환경의 조건

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들 내 나무, , , ,

언덕으로 상징되는 한국적 풍경으로부터

구성된 점은 과도한 의미부여의 작용으

로 보인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부여된 오픈스페이스의 물리.

적 속성에 따라 공간의 성격을 단순 규명함을 통해 복잡한 환경의 요인,

을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설계전략의 마지막으로는 더불어 사는 미래형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했다 블록 간 유기적인 커뮤니티 연계를 위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

획하고 여기에 은평 지역의 옛 기억과 흔적 속에 나타난 물푸레나무 숲,

의 구현을 계획했다 지역 수종인 물푸레나무를 대상지 전체를 연결하도.

록 식재 계획을 함으로써 대상지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적 내러티,

18) 편집자 은평뉴타운 지구 대안설계 공구 주 대우건설 한국도시설계학회지(2005), " 1 C ( ) ", ,
Vol.6 No.2, p. 113.

그림 단지 입면 계획도 출처3-15. ( :
은평뉴타운 지구 대안설계 공구1 C
주 대우건설 한국도시설계학회( ) ,
지, Vol.6 No.2.)

그림 전략의 방법으로 제시된3-16.
테마의 이미지 출처 서울 은평( :
뉴타운 지구 조경설계 한국조경1 ,
학회지 33(2))



- 76 -

브를 연결하여 장소적 특성을 부각시키려 했다 그러나 물푸레나무의 수.

급의 어려움으로 실시 설계에서 유사한 외형을 갖는 이팝나무의 식재로,

변경되었다 단기간에 진행되는 도시계획은 현실적 조건을 반영하지 못.

한 설계안을 발생시킴으로 인해 실시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변경되면서, ,

결과적으로 획일적인 공간 조성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은평 뉴타운. 1

지구의 장소상실 역시 이러한 설계와 현상의 간극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원안 설계에 대한 대안 설계 입찰의 방

식으로 제한되었던 지구에 비해 지구1 , 2

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어 단(turn key)

지계획과 조경계획 전반에 걸쳐 접근 가

능했다 본 연구에서는 공구의 설계안. C

동심원 조경기술사사무소 을 살펴보도록( )

하겠다.19)

설계안의 개념 설정에서 주목할 점은 기

존의 신도시 개발방식에서 대상지를 읽는

방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상지의 실체와 객관적 사실의 분석과 평가 과정을 통해 설계의 실마리

를 발견하는 것이 기존의 방법이었다면 설계안은 대상지의 고유성을 비,

판적 정신을 가진 개인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 재구성하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장소성을 조성하고자 했다 설계 전략에 있어서는 풍수지리 기법.

을 사용하여 대상지의 영성 과 지기 를 새롭게 해석, (genius loci) ( )地氣

하는 과정을 통해 설계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자 했다 이러한 설계 접.

근 방법으로부터 자연순응 생기감응 여유충만 이라는 세, ‘ ’, ‘ ’, ‘ ’

가지 설계개념을 도출하여 설계의 기본방향에 적합하고 대응하고 설계의

19) 안계동 최정민 서울 은평 뉴타운 지구 조경설계 한국조경학회지, (2005), “ 2 ”, 33(4),
pp.143-154.

그림 대상지의 풍수적 국면3-17.
을 나타낸 다이어그램 출처( :
서울 은평 뉴타운 지구 조경2
설계 한국조경학회지,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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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사고의 틀이 되도록 했다.

자연순응 의 개념은 녹지 체계와 물 순환 체계의 조성이라는 두 가‘ ’

지 설계 전략으로 구체화한다 녹지 체계화는 기존 숲의 단지 내 관입. ,

단지 내 숲길 조성 녹지의 생태적 연계로 세분화하고 물 순환체계는, ,

친환경적인 우 배수 체계 비점오염원 처리 생태연못의 조성으로 세분, , ,

화한다 다음으로 생기감응 의 개념은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 및 연계. ‘ ’ ,

단지 순환형 놀이 프로그램 도입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 단지별, ,

상징 테마의 설정 무장애 공간의 조성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커뮤,

니티를 실현할 수 있는 설계 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유. ‘

충만 이라는 개념은 주제 정원 건강 레크리에이션 예술이 단지 내 숲’ , , ,

길을 따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이 되도록 구체화하였다 안계동.( , 2005: 147-149).

그림 대상지의 풍수적 국면의 설계적 해석 출처 서울 은평 뉴타운 지구 조경설3-18. ( : 2
계 한국조경학회지, 33(4))

설계안은 대상지의 입지 조건에서 비롯된 배산임수 전저후고의 개념,

을 바탕으로 음양오행 사상을 설계 개념에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 .

안에 대한 거대 개념의 설정은 개념에 따른 전략과 공간계획을 통해 공,

간의 테마화와 의미 부여가 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여기서 지구 공구의 외부 경관 계획에 대한 무영건축 외 원형건2 C (

축 한원포럼 의 단지 계획안과 비교해볼 수 있다 무영건축은 단지의, ) .

외부경관계획을 세 가지의 네트워크를 통해 풀어내고 있다 보행 유동량.

에 따른 가로동선의 위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가로가 만나는 공간에 다

양한 만남을 담아내는 외부 공간 계획으로 유도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꾀하는 진관근린공원에서 갈현근린공원까지 기'Communit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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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서식 생물군의 이동을 위한 선형 생태

축을 단지 내 녹지와 연계시키는 'Nature

단지 내 레벨차를 이용하여 보Network',

행로와 차량동선의 혼재를 피하면서 산록

변의 주거동까지 차량서비스 동선의 접근

이 가능하도록 한 로'Function Network'

구성하여 계획하였다.20)

무영건축의 외부 공간 계획안을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개념의 네이밍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설계안은 설.

계 현상공모를 의식한 의미 과잉 과잉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석,

할 수 있다 설계안은 이와 같은 의미 과잉과 이미지 강조를 통한 차별.

화 전략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음을 미리 밝히고 있다 현상공모나 턴. “

키 방식의 설계안들은 한정적인 시간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과

다한 표현과 의미 부여에 집착하기도 한다 때문에 좋은 설계안들이 정.

작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본 설계안 역시 의미의 집착으로부.

터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할 수도 없고 심사 관행이나 심사의 눈높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안계동 이는 과잉( , 2005: 154).”

설계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인 설계 공모전의 과열화와 공모 지침서의 부

족에 기인하는 현상에 의한 것이라 파악할 수 있다.

설계안의 전체 개념은 외부 공간의 식재 계획 및 시설물 계획에도 반

영되어 있다 식재 계획을 보면 전통적인 식재방법을 활용하여 음양오. , ,

행의 원리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 장소의 기를,

증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지 입구 및 주요 부분은 마을 숲과 경관.

숲 개념의 군식을 통해 친환경적이면서 단지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20) 안길원 외 은평뉴타운 지구 공구 단지계획 월간(2005), " 2 C ", CONCEPT, Vol.- No.76, p.
85.

그림 은평뉴타운 지구 공구3-19. 2 C
조감도 자료 은평뉴타운 지( : 2
구 공구 단지계획 월간C ,
CONCEPT, Vol.- No.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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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경관을 조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각 단지별 독자성을 가질 수 있.

도록 주제 수종을 선정하고 반영한 단지의 네이밍 을 함으로서(naming) ,

친근감 있는 단지가 되도록 의도했다 이러한 장소 만들기는 한국 전통.

정원의 요소를 양식적으로 도입하는 관성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과도한 의미부여 및 공간의 테마화로 인해 획일적인 모습으로 나타,

날 소지가 있다.

그림 오행에 의한 식재설계 개념도 출처 서울 은평 뉴타3-20. ( :
운 지구 조경설계 한국조경학회지2 , 33(4))

단지 내 시설물계획은 친근감 있는 휴먼

스케일과 친환경적 자연소재를 도입하도록

했다 디자인은 단지에 따라 독자성을 나타.

낼 수 있도록 대상지의 맥락에서 모티브를

도출하고 조형화하여 조형적 시설물들은 이,

미지 통합 설계를 했다 상징적 모티브(C.I.) .

는 산의 중첩 나뭇잎 물의 흐‘ ’, ‘ ’, ‘

름 으로 지역성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보편’ ,

적인 자연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지의 맥락을 반영한 정체성을 나타냈다

고 판단하기에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림 시설물 디자인 모티3-21.
브 개념도 출처 서울 은( :
평 뉴타운 지구 조경설계2 ,
한국조경학회지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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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의 분석2.2.3.

비평 문헌 분석(1)

은평 뉴타운 사업은 첫 번째로 시행된 뉴타운 시범사업으로서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분석.

을 토대로 사업에 대한 비평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재정비촉진사업으로서 뉴타운 사업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광역적 체계∙

적효율적 계획을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21)

그러나 조명래 는 뉴타운 사업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2008) , ,

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일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법에 의해 진', ' ')

행되고 있으나 일반법을 우선할 정도로 실체적인 차별성과 예외성이 불,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22) 주택산업연구원 에서 분석한 도시(2007)

재정비촉진사업법에 대한 사업 내용과 추진방식에 관한 규정 중에는 애

매하거나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 많음을 보여준다.23)

21) 김덕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인천광역(2008), “ ”,
시의회 주관 성공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시민 토론회 발표문 참고<< >> , .

22) 조명래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평가와 대안 모색 부동산법학회 제 집(2008), “ ”, 17 , pp.
51-52.

23) 참고자료 법 내용 분석을 통한 재정비촉진사업의 문제점 주택산업연구원: ( (2007: 36))

주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구지정 및 계획 수립 확정 주민참여 제한( )•
민간참여 제한 촉진지구의 유형 및 규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불명확성• • •
모호한 지구지정 기준 총괄사업자에 의한 사업시행의 한계• •
존치구역과 촉진구역 간의 기반시설분담계획 증가용적률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 •
과도한 용적률 완화 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 vs. )•
건축제한의 지나친 완화 계획준비를 위한 모호한 주체와 방법• •
다양한 주거지 계획에 대한 모호한 방법 다양한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의 부족• •

토지소유자 의 개념 착오 지역의 다양성 반영 어려움 단독 주택지 정비 방식의 부재‘ ’• • •
밀도와 층고에 대한 조정 비용부담주체 국고지원범위의 불명확성• • •
재정비촉진사업 목표의 불명확성 유관 법령과의 상충 특별법 일반법( vs. )• •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한정된 법 재건축사업은 특례를 받을 수 없음( )•
유관계획 사업 과의 상충 유사위원회의 중복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 ( vs. )• •
동일지구 내 다양한 사업방식 간 상충 문제 세입자용 임대주택 확보 사업성 약화->• •
주택시장 파급효과 및 민간주택사업에 대한 배려 미흡 원주민 주거대책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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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은 하나의 촉진지구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별로

상이한 정비수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지구 전체로 보면 다양,

한 정비수단을 취사선택하거나 적절히 조합해 쓰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

만 개별 구역단위로 본다면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등과 차, , , ,

이가 불분명하다 이는 곧 사업의 목적 자체가 불명확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24) 이러한 사업의 제도적 불완전성은 사업추진의 혼란을 가져

오게 되었다.

또한 지구지정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까지만 공공이 주도하고,

계획의 집행 단계는 개별 사업법에 의한 민간사업자인 조합이 사업을 주

도한다 즉 실질적인 시행단계가 민간의 부동산 개발논리에 의해 추진. ,

되는 구조로 인해 사업 전반에 사익성이 우월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가,

져왔다 이는 기존의 도시개발과정에서 부족한 공공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뉴타운이 오히려 더 강한 부동산개발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역설적 상황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한다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원주민들의 부담이 커져 주거 불안정을 겪게 되며 거주자의,

차지하는 세입자역시 철거에 따른 주거불안정 인근지역의 전70-80% , ,

세대란과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 등을 겪게 된다 뉴타운 지역의.

낮은 재정착률 약 은 재정비촉진사업이 수반하는 주거불안정을 보( 17%)

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조명래 이는 다양( , 2008: 55-57).

한 소득층 및 세대가 더불어 사는 공간이라는 뉴타운 개발 원칙과 상반

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25)

은평 뉴타운은 주민을 모두 이주시키는 전면수용방식으로 개발되었다.

김성주 는 전면수용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주민들이 개발계(2005)

획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주민참여의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 뉴타운.

24) 변창흠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경정의참여연대 주관 뉴타운 사업(2008), “ ”, <<∙
이대로 좋은가 긴급토론회 발제문?>> , pp. 28-29,
이제선 도시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실련 도시개혁(2008), “ ”,
센터 주관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 개소 및 기념토론회 발제문<< >> , p. 70.∙

25) 김덕례 권인혜 재정비촉진사업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주택산업연구원, (2007),“ ”, ,
Vol.2007 No.2,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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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초기에 시행자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일부 제공하기는 했으

나 결국 주민들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는 거의 갖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26) 그 결과 합법적인 참여조차도 허용되지 않거나 요구가

부당하게 거부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주민공청회가 두 차례,

무산되는 등 주민 간 의견대립으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27)

이러한 주민 갈등의 현상은 한양주택 철거 사례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온 사회문화적인 유무형의 자산들이 파괴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미개발 지역과의 단절로 인해 지역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문제가 발

생되었다 김덕례( , 2007).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 전체의 풍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은평 뉴타운은 시범사업으로서 뉴타운 사. ,

업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척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

서 은평 뉴타운은 사업의 진행에 앞서 서울의 역사성 문화적 정체성, , ,

도시공간조직 삶의 관계 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조명래 이를 위해서는 도시와 시민이 생각하는 방( , 2008: 60).

식을 고민하여 도시개발에 있어 환경 정비보다는 생활 향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28) 그러나 단기간에 진행된 은평 뉴타운 사업은 비관적인

전문가들의 비평과 함께 도시의 장소상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6) 김성주 뉴타운사업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에 대한 제언 은평뉴타운을(2005), :
사례로 공간과사회 년 통권 제 호, , 2005 23 , p. 166-167.

27) 류중석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현주소와 문제점 서울시 뉴타운사업 현황과 전망(2006), " ", <
심포지엄 발표문>, p. 6

28) 김진애 김진애의 도시에 대한 태도 인물과 사상 년 월호(2005), “ ”, , 2005 8 , p. 80.



- 83 -

현장 답사 분석(2)

현장 답사를 통해 드러난 은평 뉴타운의 장소상실의 사례는 주로 맥락

과 상관없이 차용된 디자인적 요소에 대한 것이었다 대상지과 관련 없.

는 전통요소와 생태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몰양식성과 인간적 스케일

의 결핍 서양조경양식의 차용으로 드러난 타자지향성 개념 과잉 현상, ,

으로 인해 나타난 표준화 현상으로 나타났다.

전통양식화①

전통을 양식화한 사례는 대부분 한국 전통 정원

의 요소를 주변의 맥락과 맞지 않게 배치한 것에서

볼 수 있다 은평 뉴타운 지구의 박석고개공원은. 2

과거의 고개였던 장소적 기억을 살려 선형공원으,

로 구현한 사례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공원의 디자.

인이 아닌 석등과 바닥포장만으로 박석고개의 장,

소적 기억을 구현하고 있었다 여기서 석등은 주변.

의 식재 및 조경시설물과 어울리지 않는 요소로서,

맥락에 맞지 않게 배치되고 있었다 지구 하천 공. 1

원에 오두막과 아파트 단지 앞 정원에 정자가 설,

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역시 주변의 맥락과 맞지 않게 전통 정.

원의 요소만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하천 공원에 조성된 오두막과 주거공간에 설치된3-23.
정자 자료 연구자 촬영( : )

그림 박석고개공3-22.
원의 석등 자료( :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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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양식화②

뉴타운 단지내에는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주변을 산책로로 조성한 모,

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하천과 조경석의 스케일 및 배치에서 이용자.

의 편의에 맞게 조성되지 않아 어린이나 보행이 불편한 노약자에게 위,

험한 요소로 보였다 생태적 하천의 외양만을 차용함으로 인해 몰양식적.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비인간적 스케일로 인해 안정감을 느끼기,

에 힘든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림 지구 생태하천의 이용 모습 자료 연구자3-24. 2 ( :
촬영)

은평 뉴타운 내 수변공원에 조성된 인공

폭포는 주변의 경관과 전혀 조화되지 못하

고 폭포의 외형적 복제만을 한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 플라스틱의 소재를.

사용하여 조성한 인공 암석 및 폭포는 인,

위적인 낯선 경관으로 위압적인 느낌을 조

성하여 공간의 성격을 애매모호하게 만들,

고 있다.

그림 수변공원의 인공 벽천3-25.
자료 연구자 촬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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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과잉③

지구의 못자리 습지공원에 있는 파고라는 지붕에 과거의 배의 모습1

을 차용하고 있다 상징적 요소의 직접적인 디자인적 도입은 의미부여의.

과잉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장소 본래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된 요,

소를 보편적으로 확대해석함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다 지구의 박석고개. 2

공원의 은하수길 보행로의 포장을 통해 박석고개 이야기 속에 나오‘ ’

는 밤하늘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보행로와 별반 차이 없는 모습.

으로 하나의 네이밍 공간으로 볼 수 있겠다, (naming) .

서양조경양식 차용④

영국 풍경식 정원에 중국식 아치형 다리를 도입한 목가적 경관은 우리

나라 공원경관에 많이 쓰이고 있다 뉴타운내의 자연형 하천의 선형공원.

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선형 공원의 산책로는 대부분 자연.

형 곡선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유선형의 산책로의.

형태적 디자인에서 자연 풍경식 디자인의 모티브를 차용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풍경식 경관을 차용한 장소 만들기로 인해 단지 내 곳. ,

곳에서 유사 경관이 보이고 있었다.

그림 지구 못자리 습지공원의3-26. 1
나룻배를 형상화한 파고라 자료( :
연구자 촬영)

그림 지구 박석고개공원의 은3-27. 2 ‘
하수길 자료 연구자 촬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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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구 하천변 선형공원과 지구 근린공원의 산책로 모습 자료 연구자 촬영3-28. 1 2 ( : )

은평 뉴타운 분석의 결과2.2.4.

은평 뉴타운의 설계 내용 및 현상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계 내용 분석을 통해 나타난 장소상실은 개념 주의와 의미 과잉으로

나타났다 현상의 분석을 통해서는 먼저 전문가 비평을 통해 모더니즘. ,

화 현상 장소 파괴와 장소의 일시성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

수 있었다 또한 현장 답사를 통해 서양조경양식의 차용과 전통 및 생. ,

태의 양식화 그리고 비인간적 스케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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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은평 뉴타운 분석 내용의 결과3-3.

구분 내용

모더니

즘적

획일화

모더니즘화 국가 자본기관의 개발 영향력,

서양조경양식
지구 선형공원과 지구 근린공원의 목가적 경관의1 2

양식적 차용으로 인한 유사경관,

해외 디자인

복제
-

포스트

모더니

즘적

획일화

전통 양식화

박석고개공원의 석등의 요소적 배치

지구 하천공원에 조성된 오두막1 ,

주거공간에 조성된 전통 정자의 요소적 배치

개념 주의
지구 단지별 식재설계의 개념 구상 및 시설물1

디자인 구상 방식 단지 디자인 모티브 구상 방식, 2

의미 과잉
박석고개공원의 테마화 공간 조성

못자리 습지공원의 나룻배 형상의 파고라 조성

이미지 과잉 -

장소

파괴

대상지

백지화

한양주택철거 원주민 이주, ,

대상지 백지화상태로 개발 과정 진행

생태 양식화 지구 생태하천의 인공 수로 및 인공 벽천2

스케일 결핍 지구 생태하천의 비인간적 스케일의 사면 조성2

장소의 불안정성
단계적 개발에 따른 개발 미진행 부지와의 상충,

나대지 가 그대로 드러남(vacant sp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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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종합3.

사례 분석을 통해 신도시 조경설계의 개발 배경과 설계 공모에 대한,

지침서 및 작품내용 그리고 현상에 대한 전문가의 비평과 물리적 현상,

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신도시계획의 설계 지침 및 설계 작품에서는 장.

소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는 장소상실의 특성들이 발견되었고 현상에 대한,

비관적인 전문가들의 비평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설계 내용과.

물리적 환경 사이의 간극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먼저 판교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의 개발 배경을 통해 본 장소상실이,

발생하게 된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국가계획으로 하향식 개발되는 신도시는 장소상실이 나타나기 용이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설계 경쟁을 통해 설계되지 않았던 기 신도시. , 1

는 동시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생략되었다.29) 이로 인해 조성된 신도

시는 지역적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사한 경관을 갖고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 신도시 이후 설계 공모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다. 2 ,

양한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설계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었

으나 장소상실의 출현양상은 여전히 발견되었다 이는 설계 경쟁의 과, .

잉 양상으로 인한 결과로 나타났다 공모 당선을 염두에 둔 설계안은 개.

념의 과잉 프로그램의 과잉 등의 결과로 나타났고 실현 불가능성 및, ,

지속적인 관리 지침의 부족 등으로 획일적인 경관을 생산했다 그로 인.

해 설계 경기의 성과를 위해서는 설계 지침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

적30)이 나오게 되었다 이후 점차 도시 설계는 질적 향상을 이루었지만. ,

설계안의 우수성을 뒷받침할만한 물리적 결과물의 성과는 좋지 못했다.

29) 최정민 신도시의 공원들 환경과 조경 년 월호(2007), “ ”, , 2007 4 , p. 137.
30) 배정한 대형 공원 생산 프로세스 봄 디자인 경쟁시대의 조경 도서출판(2008), “ , , ”, , ,『 』

조경, 배정한 설계경기와 설계지침 조경세계 참고pp. 35-36. ( (2007), “ ”, LW 9 , p.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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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대 도시의 경관의 변화에 따라 설계자들의 설계는 발맞춰 변화,

하였지만 개발을 위한 상위 계획 단계의 환경은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하,

였기 때문이다 공공 공간을 다루는 조경은 정책적인 목표에 따라 계획.

되며 또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크기에 자본의 영향에 좌우되기 쉽, ,

다 따라서 공공을 위한 공간 창출이나 권력에 종속적인 현상의 아이러. ,

니가 공존하게 된다.

계획 및 설계 내용과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소상실이 발견된 공,

간에 대한 특성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계의 매너리즘적인 태도로 인한 서양조경양식의 도입 및 해외 유①

명 디자인의 복제 등으로 조성된 모더니즘적 획일화 현상 및 설계 경기

과열로 인한 의미 부여의 과잉 혹은 과거 회귀적 장소 마케팅으로 조성,

되는 전통 양식의 공간 등으로 조성된 포스트모더니즘적 획일화 현상,

상위계획단계에서 계획 영역의 분리와 분야별 소통의 부재로 인한 비②

인간적 스케일 공간 및 불안정한 공간의 생성 효율적인 주택공급의 목,

표 하에 조성 과정을 중시하지 않는 공간 완결적 설계로 나타나는 장소

상실 대상지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생태체계와 분리되어 진행되, ,③

는 도시설계 방식으로 인해 대상지의 백지화 및 생태의 양식적 도입 등,

과 같은 장소파괴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도시의 조경설계에서 나타나는 장소상실의 속성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대 조경설계의 장소상실
신도시 사례 분석

이하 판교 은평( : , )
키워드

모더니즘

적 획일화

모더니즘화 관주도 사업

획일화

현 상

비맥락적

현 상

시공간적

불안정성

서양조경양식
현장 답사에서 목가적 경관

차용 확인 은( )

해외 디자인

복제
-

포스트

모더니즘

적 획일화

전통 양식적

도입

현장 답사에서 전통의

요소적 배치 확인 판 은( , )

과잉 설계

개념 주의(

의미 과잉

이미지 과잉)

장소성 구현에 대한

상징성 부여 판( ),

주민 참여 방안 한계 판( ),

단지의 테마공간화 은( )

장소 파괴

대상지의

백지화

지침서상 대상지 맥락

부재 판( ),

원주민 강제이주,

장소철거 은( )

생태의 양식적

도입

인공적 수경 공간 조성

판 은( , )

스케일

결핍

비인간적

스케일
사면의 스케일 문제 은( )

장소의

불안정성

다이어그램적

프로세스 설계,

나대지

주민 참여 방안 한계 판( ),

개발 진행과정의 충돌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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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장소상실 특성 분석의 종합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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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조경설계에서 나타나는 장소상실.Ⅳ

신도시 조경설계에서 나타나는 장소상실은 몇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

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의 목적이나 경제. . ,

적 효율성에 목표를 둔 설계로 인해 발생하는 획일적 표준적 설계를 들,

수 있다 또한 과잉 설계로 인한 대상지의 조건에 맞지 않는 설계안은. ,

실제 건설된 현상사이에 괴리를 가져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로.

인해 어디에나 유사한 경관이 창출된다 둘째로 대상지의 맥락을 반영, . ,

하지 못한 계획으로 인한 대상지의 백지화 현상과 생태적 맥락 없이 인,

공적인 양식만으로 도입된 공간 창출로 인한 장소파괴 현상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는 계획 영역간 분리 및 과정 지향적 개발방식의 부재로 인

해 이용자의 참여를 장려하지 못하고 비인간적 스케일의 공간이 조성, ,

되거나 불안정한 공간이 양산된다 따라서 신도시 조경에서 나타나는 장.

소상실은 단순히 설계의 질적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 경제적, ·

인 영향으로 인해 나타게 된다.

획일화된 장소1.

모더니즘적 획일화1.1.

모더니즘적 도시설계로 인한 획일화의 현상은 서양조경양식의 복제,

해외 디자인의 무조건적 복제 표준화된 디자인의 설계 등과 같은 양상,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설계의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으.

로 도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소 만들기를 진행,

하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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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의 표준 설계로 인해 나타나는 유사 경관의 사례는 중앙공원에

서 살펴볼 수 있다 중앙공원은 기 신도시에서 많이 나타난 공원 유형. 1

으로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며 대규모 녹지의 제공 및 휴양의 기능을 하,

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더니즘 도시의 표준설계에 대한 비판에도 불.

구하고 기 신도시에서도 이러한 중앙공원은 나타나고 있다 기 신도, 2 . 2

시 이후 이러한 모습은 주제공원으로 나타났으나 기능과 형태에 있어,

중앙공원의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중앙공원의 대표적 경관의 특.

징은 중앙광장과 열주식 경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평촌 중앙공원 좌 과 판교 화랑공원 우 의 중앙광장 자료 연4-1. ( ) ( ) ( :
구자 촬영)

그림 평촌 중앙공원 좌 과 판교 화랑공원 우 의 열주식 경관 자료4-2. ( ) ( ) ( :
연구자 촬영)

모더니즘적 도시계획의 특성은 대부분 국가 주도적 개발 사업에서 나

타다 사회개조의 열망 속에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던 서구의 도시계획분.

야와 달리 한국의 도시계획은 국가에 의해 기술 관료적 의무를 부여받으

면서 태어났고 수단합리성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1) 모더니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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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이론은 인간이 배제된 기능주의적 도시이해 전통과 역사와 의미의,

세계를 배제한 기계주의 미학으로서 표준화된 건물 몰개성적이고 삭막, ,

한 도시경관을 양산해내면서 반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홍빈( ,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의 개발에서 발견되는 설계안의 질적 수준,

의 저하의 현상은 경제적 효율성을 비롯하여 공간 통치와 집행의 용이,

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모더니즘적 획일화와 관련된 장소상실은 중앙권.

력에 의한 공간의 식민화2)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적 획일화1.2.

장소 마케팅의 성행과 함께 도시는 저마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도시브랜딩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또한 신도시는 보다.

나은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계 공모를 시행했고 경쟁적인 설계 공,

모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설계 과잉의 결과를 불러왔다 점차 설계안이.

질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실제 조성된 현장에서는 그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설계와 현실의 괴리도 나타

났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장소 상품화 현상과 함께 나타난 장소상.

실의 현상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외부로부터 주입된 지역 정체성과 노스탤지어를 추구하는 성향,

이 설계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전통의 양식적 도입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공간은 팔각정과 방지 전통식재로 구성된 전통정원의,

형식을 외형적으로만 모사하고 있으며 주변 경관과의 연관성이 결여됨,

1) 강홍빈 신개발주의 비판 균형발전과 신개발주의의 갈등 공간과사회 통권 제(2004), “ : ”, 21
호, p. 10, p. 17.

2) 공간의 식민화란 추상공간이 구체 공간을 지배하고 규율하는 공간적 실천에 의해 관철되는 것,
을 말한다 이는 공간에 대한 중앙 지향적 지배 담론 건축 도시계획 등의 공간 과학 상징적. , · ,
공간 조성 토지이용 규제 등의 감시 감독을 통해 이루어진다, · . (Johnston, Gregory and
Smith(1994),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참고, Oxford: Blackwell, p.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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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테마화된 공간으로 느껴지게

만든다 또한 식재에 있어 소나무 군식. ,

및 영산홍 배롱나무의 경관식재 등 전,

통정원 식재기법3)의 활용은 지역 식생

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생태계획으로

장소파괴적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년대 조경설계에1980

서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설계안의 전,

체적인 개념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외형,

만을 피상적으로 복제하는 모습이 표출되었다 이후 설계 공모제도의 도.

입 등 조경설계의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설계안에서 이러한,

현상은 줄어들었으나 신도시의 유사경관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

둘째 설계에 과도한 개념과 의미의 부여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의 과,

잉은 실제 공간화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도시 정체성.

을 구현하기 위한 거대한 개념의 부여는 구체적인 공간 계획 및 실천방

안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공간,

의 테마화 및 의미 부여는 결과적으로 어디에나 비슷한 경관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최근 신도시 조경설계 공모안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

타나고 있다 설계안의 공간 프로그램 및 이벤트 계획은 공간에 대한 계.

획만이 아닌 행위자와 주변 맥락 시간 등의 다양한 사항을 반영한 구, ,

체적이고 실천적인 세부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계안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추상적인 이미지만으로 표현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러한 프로그램 계획은 표준적이고 획일적인 공간 활용을 발생시킬 가능

성을 내포한다.

3) 송정화 진혜영 신지훈 한국 전통정원의 식재 배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 , (2012), “ ”, ㆍ
식물 환경학회지 참고Vol.15 No.4, pp.287-299. .ㆍ

그림 평촌 중앙공원의 전통과 생4-3.
태의 양식적 차용의 모습 자료( :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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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운정신도시 가군 좌 과 나군 우 의 프로그램 이벤트 계획4-4. ( ) ( ) ,
자료 주 가원조경기술사사무소 주 기술사사무소( : ( ) , ( ) LET)

신도시 조경설계는 사업의 공간적 규모의 크기 및 시행기간의 길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설계안을 실천하는 데 더,

큰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개발의 효율성에 중점을 둔 사업.

은 개발과정에서 현실적 조건에 맞는 다른 설계안으로 변경되기도 한다.

그 결과 설계안은 관용적인 설계언어로 대체되면서 어디에나 비슷한 경,

관이 조성되는 결과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적 부가가치의 증대를.

목표로 한 도시계획은 장소 만들기의 과정에서 지역의 장소 자원을 보존

하고 지역주민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제한한다 이는 자본.

순환의 흐름에 편입됨으로서 장소를 통해 작동하는 자본주의 권력에 일

상 주체가 포섭되는 것의 공간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4) 이로 인해 지

역 주민은 자신이 속한 지역 장소로부터 박탈을 겪고 장소는 지역의, ,

역사성과 시간의 지속성을 잃어버리는 장소상실을 초래하게 된다.

4) 조명래 공간으로 사회읽기 파주 한울 아카데미(2013), , : , p. 162-164.『 』



- 96 -

비맥락적인 장소2.

대상지의 백지화2.1.

쾌적한 주거환경의 부족 및 필요에 의해 개발되는 신도시는 대상지의

맥락을 가져오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장소성을 조성하기 위해 외부. ,

로부터 주입된 정체성을 대상지에 부여하는 것을 대상지의 백지화라고

한다 대상지의 백지화는 설계의 공간화 단계 속 방법의 하나지만 결과. ,

는 공간에서 그치지 않음을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대상지의 백지화가 진행된 신도시는 지역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생태· ·

경관적 맥락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장,

소를 잃게 만든다 이로 인하여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인 낮은 재정착. ,

률 주민참여 제한 지역의 다양성 반영의 어려움 커뮤니티 붕괴 등과, , ,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상지의 맥락을 지워버리는 장소 파괴를 야기,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상지 백지화의 발생 원인은 도시계획의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 진행하게 된 초기,

의 도시계획은 주로 모더니즘적 도시설계로 진행되었다 신도시는 대상.

지의 원주민과 미래의 입주민이 일치되기 어려운 난점으로 인해 새로운,

물리적 공간의 틀 속에 새로운 지역 사회의 문화를 담아낼 수 있으리라

는 모더니즘적 도시설계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5) 이로 인해 모더니즘

도시는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경관을 생산하면서 장소상실을 가져왔다.

그리고 모더니즘 도시의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에 반발하며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도시설계는 장소의 차별성 정체성의 창출을 강조하며,

대상지의 맥락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에에 따라 도시설계에 있어서도 대.

5) 테라 플럭서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Corner, James(2006), " ", , p.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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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의 생태적 지역적 문화적 조건을 반영한 계획의 수립을 가장 우선· ·

시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도시는 부동산 시장의 가치 상승과 함.

께 시간적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개발 논리 속에서 한계에 부딪, ·

혔다 이러한 개발 환경은 대상지의 지역 문화와 원주민의 요구를 적절.

히 수용하기 어렵게 했고 그 결과 모더니즘 도시와 다름없다는 평가를, ,

받게 되었다.

대상지의 백지화는 설계를 위한 공간적 특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게 될 이용자에 관한 문제로 봐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

도시에서 발생하는 장소상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도시설계에서 이용자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은 그 공간의 성.

패를 가를 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실제로 직접 이용하지 않는.

다면 그 공간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

몰려들고 생동감이 생겨나려면 매력적이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어야 한다.6) 그리고 올바른 설계 공모 지침이 적절한

공간설계로 이어질 수 있듯이 설계 방법론적 접근이 아닌 도시 개발, ,

수립 단계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비생태적인 계획2.2.

도시계획과 생태계획의 분리는 대상지의 거시적인 경관과 생태적 맥락

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주변 환경적 맥. ,

락과 연관 없는 생태의 요소를 외형적 인공적으로 도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획일적인 경관 창출에 기여했다, .

현대 도시의 경관의 변화 및 환경적 문제의 대두와 함께 점차 도시계

획에서 생태와 경관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통합적 설계의 필요가 요청되

6)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유강은 역 주 그린비출판사Jacobs, Jane(1961), , (2010), ( ) , p.『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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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경관은 현대 도시적 상황이 요구하는 개방성 비결정성 가변성에. , ,

부합하는 매체로서 형태만이 아닌 과정의 모델로 작동할 수 있음에 주,

목했다.7) 도시의 총체적 경관은 문화적 기술적 자연적 시스템의 혼합· ·

체이자 도시적 형태와 제도의 외피를 형성하는 혼화 상태로 바라보게 되

었다.8) 그리고 대상지의 환경적 조건에 맞는 식생의 변이를 적용하고

생태적 체계를 반영하여 디자인적으로 절충한 설계안들이 도출되기 시작

했다 그러나 한국의 신도시 개발 환경은 과정지향적인 설계안의 실천을.

어렵게 했다 지역적 생태계의 맥락을 반영한 설계안들은 실제로 구현되.

지 못하였고 외형적으로 친환경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의 조합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생태에 관한 키치적 성향은 신도시 조경설계에 만연한 특.

징으로 자리 잡으면서 장소상실로 이어졌다.

신도시의 습지공원 및 호수 등 생태공원의 모습은 모두 비슷한 모습으

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호숫가의 갈대숲과 버드나무 데크 산책로로 구. ,

성된 경관은 어느 신도시의 생태공원을 가도 유사하며 또한 자연적 시,

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으로서 나타나,

는 경우가 많았다 생태를 외양적 특성만으로 표현한 결과 인공하천의. ,

조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간 획일화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일산시 좌 판교신도시 중 은평뉴타운 우 의 생태형 공원4-5. ( ), ( ), ( )
자료 일산 판교 은평 연구자 촬영( : (http://www.lafent.com/), , ( ))

7) 전게Allen, Stan, "Mat Urbanism: The Thick 2-D", p. 125. (Waldheim, Charles(2006),
서 재인용, p. 42. .)

8) 수단성의 기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통해 생각하기 전게서Weller, Richard(2006), " : ", ,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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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평촌시 좌 판교신도시 중 은평뉴타운 우 의 인공 하천4-6. ( ), ( ), ( )
자료 연구자 촬영( : )

그러므로 설계안의 발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생태 체계와 도시계획

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계획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현대 도시의 조.

경설계가 단지 개선 중심적 보상적 미적 혹은 상품 지향적이지 않고, , , ,

의미 있고 창조적이며 문화적인 실천을 알리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서는 생태학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야 한다 도시계획(Corner, 2006).

에서 기존의 직제적 학제적 영역의 관성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

다 생태학과 공학 사회 정책과 정치적 과정의 교차점을 다룰 수 있는. ,

전문가의 요청을 통해9) 생태학과 도시계획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설,

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9) 어바니즘으로서의 경관 전게서Waldheim, Charles(2006), “ ”, ,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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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장소3.

비인간적인 스케일의 장소3.1.

계획 단계에서의 분야 간 소통의 문제는 설계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

치면서 공간적 형태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모습을 보였다 각 분야별 소, .

통의 부재는 도시공간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영역적 경계에 존재.

하여 이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공간이 발생하거나 도시 광역적 스케일과,

일상적 스케일이 충돌하면서 비인간적 스케일의 공간이 조성되고 있었

다 이를 통해 장소상실 현상의 이면에는 계획 영역간의 소통의 문제가. ,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신도시에서 비인간적인 스케일의 현상이 발생한 공간은 대개 하천변의

산책로 혹은 다리 밑 주택지 옆 도로 같은 곳으로 도시기반시설에 해, ,

당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주거공간 상업공간 휴게공간에. , ,

서 벗어난 도시계획 용도지구의 경계에 위치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역시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 곳이었다, .

그림 판교신도시 좌 평촌시 중상 은평뉴타운 중하 우 의 생태하천변 비4-7. ( ), ( ), ( / )
인간적 스케일의 공간 자료 연구자 촬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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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거시적 개념의 도시계획과 미시적인 일상생활의 경험적 계획이

함께 이루어지는 변증법적 설계의 접근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변증법적.

공간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연구는 현대 도시의

장소상실에 대한 대안적 연구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

니스트 린다 폴락 은 모더니즘적 계획이 대상지에서 다양(Linda Pollak)

한 스케일의 이용과 행태적 측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도시,

의 복잡성 상대성을 다루는 방안으로 설계의 스케일 적 접근을· (scale)

제시했다 폴락은 도시 공간을 스케일로 분리시키지 않는 설계를 통해. ,

계획 영역간 분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10) 그러므로 장소상

실은 도시 계획적 관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며 물리적 공간화의 문,

제만으로 치환되어서도 안 되는 대상임을 이해해야 한다 사회 경제적. ·

인 영향을 받아 공간의 성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계획 분야,

간 소통을 이루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이지 못한 장소3.2.

장소 창출에 목표를 갖고 실행되었던 과거 도시계획의 실패로 인해,

과정 중심의 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설계 공모제도의 도입과,

함께 나타난 과정 지향적 성향의 실험적인 설계 대안들은 계획과정에 주

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과정 지향적인 설계안들이 질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현된 공간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

다 이는 설계안과 현실적 조건과의 괴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두. ,

가지의 경우로 인해 나타난다.

10) 구축된 대지 스케일에 대한 질문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Pollak, Linda(2006), " : ", pp.『 』
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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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과정적 설계안에서 계획에 대한 표현을 다이어그램적인 프로,

그램 설명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현실적인 세부 계. ,

획 및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에 지속,

적인 공간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불확정적인 장소 계획은 이용자들.

로 하여금 불안정한 공간으로 느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설계자가 설, .

정한 공간의 계획과 실제 이용 현상이 다름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현

상이다.

둘째는 도시 공간을 대상지로서만 바라보는 관료주의적인 계획의 기,

반 속에서는 과정지향적인 프로그램이 담긴 공간 설계를 고안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올바르게 실천되기 어렵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한국의 도.

시계획은 기술적 발전을 통한 공간 문제의 해결에 대해 주민들에게 암묵

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공간 형성 과정에서 주민,

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가 장려되는 기회가 많지 않다 따라서 과정.

지향적인 도시 계획은 디자인적 해결만이 아닌 디자인의 실천적 방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반과 무관하게 진행된 설계안.

의 질적 발전은 설계와 현상간의 괴리를 초래하면서 장소상실의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시민 참여를 통해 장소상실의 극복을,

이루어낸 사례의 하나로 파크픽션(park

의 예를 들 수 있다 파크픽션은fiction) .

독일 함부르크 장크트 파울리 지역에 시

민들이 조성한 공원 년 월 개장(2003 5 )

을 위하여 년부터 시민운동단체 항1995

구부두협회와 함께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가한 공원 조성 프로젝트이다 년. 1980

대 초 함부르크 시는 공원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년 공원, 1981

부지에 맞닿아 있는 장크트 파울리 교회가 이러한 계획에 대해 항의했

고 년에는 공원을 피나스베르크 주민이 직접 조성하겠다는 요구가, 1991

그림 파크픽션4-8.
자료( : http://www.parkfic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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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했다 년 문화재청이 공공 공간 프로젝트를 위해 초청한 예술. 1995

가들이 공원 조성에 참여하면서 항구부두협회 를 조직하였고 파크, ‘ ’ ,

픽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항구부두협회는 주민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공공적 집단적 계획 절차를 만들었고 공원 건설을 위해 문화청, , ,

도시개발청과의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프로젝트 내에서.

거리 축제 도서관 공원설계도 여론조사 토론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 , ,

통해 주민들과 소통했다 년 시정부의 동의를 받았고 년에. 2001 , 2003

공원을 개장할 수 있었다 파크픽션은 더 나은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소망과 요구를 설문 도구를 활용해 구체화하고 주민들이 권력 혹은 경,

제적 이해관계에 대항해 그들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를,

공간화한 프로젝트다 따라서 국가 권력에 대하여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

계의 표현이자 수단으로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이용자 내부의 관점에

의해 실제적 비판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11)

기억은 일반적으로 장소 지향적 혹은 장소 기반적- (place oriented) -

이다 장소는 그 자체가 지닌 물질성(place-supported) (Casey, 1987).

과 경관이 공적 기억을 각인해 담아두기 때문이다.12) 장소상실은 이러

한 공적 기억의 상실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소상실.

은 과정 지향적 설계의 부재‘ 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동의를’ ,

거쳐 획득되는 장소 만들기 과정의 부재 의‘ ’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일정한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경.

제적 시간적 효율성에 중점을 둔 설계가 아닌 지속적인 실천이 이루어, ,

지는 설계가 가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1) 모두를 위한 예술 공공미술 참여와 개입 그리고 새로운 도시성 사이에Lewitzky, Uwe, ?『
서 흔들리다 난나 최현주 역 서울 두성북스, (2013), : . pp. 202-207.』

12) 전종한 도시 뒷골목의 장소 기억 종로 피맛골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2009), “ - ”, 44(6),
대한지리학회 재인용, pp. 780-788. . (Casey, Edward S.(1987), Remembering-a
phenomenonological study, Indiana University Press, pp. 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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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Ⅴ

본 연구는 현대 도시의 특성 중 하나인 장소상실이 조경설계에서 드러

나고 있는 현상을 규명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장소 만들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장소성을 구현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나 현대 도,

시에서 많은 장소들은 서로 비슷비슷한 느낌을 주며 고유의 특징을 상,

실한 공간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인문지.

리학자 에드워드 렐프의 장소상실에 대한 연구를 조경설계에 적용해봄으

로서 한국 신도시 조경설계의 장소상실을 고찰해보는 것에 있다 그러, .

므로 기존의 장소성에 대해 탐구했던 연구와 달리 장소상실에 대한 접근

을 하였고 현대 조경설계에서의 장소상실에 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자 했다 이는 장소상실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신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신도시 조경설계 분석에.

의한 장소상실 연구를 통하여 신도시의 장소상실에 대한 고찰 및 이론,

적 틀 마련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 및 지방 도심의 신도시 개발 구도심 재개발 등을,

통해 한국의 도시개발은 많은 성장을 이루면서 계획 방법에 있어 다양, ,

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도시 경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타났다 모더니즘의 도시개발 경험을 통해 최근 현대. ,

도시는 광의적 규모의 생태와 경관의 가치를 자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를 개발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도시의 조경설계.

에서 나타나는 장소상실에 대한 고찰은 도시설계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신도시의 연구를 통해 살펴 본.

장소상실의 현상은 대부분 개발 사업 진행 과정 속의 사회적 요인들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장소상.

실은 단순히 물리적인 결과물만으로 논의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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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획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시대에 따른 정치 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

영향을 끼쳤으며 이에 따라 장소상실의 표출 양상 또한 달라졌다, .

본 연구에서 고찰한 바에 따르면 장소상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

약될 수 있다.

첫째 설계의 매너리즘적인 태도 혹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인해 공간의 획일화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무의식적인 디자인 복제 및, .

양식적 설계 요소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설계의 질적 저하는 유사 경관의

창출로 이어진다 그리고 공간에의 과도한 개념 설정과 의미부여 프로. ,

그램 과잉은 폐쇄적이고 확정적인 공간 행태를 발생시키며 현실적 조건,

과 맞지 않는 과잉설계는 공간적 구현에서 획일적인 모습의 결과를 낳는

다 따라서 현실적 조건에 맞춘 구체적인 공모 지침이 필요하며 조성까. ,

지의 충분한 시간적 과정의 중요성을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로는 도시계획에서 생태계와 분리되어 행해지는 설계의 관성으로

인해 대상지의 지역적 맥락과 시간적 연속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이,

다 이는 대상지를 백지화시켜버리는 장소파괴적인 현상과 생태적 요소.

를 양식적으로 도입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상지의.

지역성과 시간성을 반영한 과정적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계획을 위해서는 생태 시스템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계획 과정에서 정책적 통합의 부재 및 하향식 개발 방식,

으로 인해 이용자가 안전을 느끼지 못하는 공간이 창출된다는 점이다, .

이는 비인간적 스케일의 공간으로 생성되거나 지속적인 공간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장소로 나타나게 되었다 단순히.

설계안의 디자인적 해결 방안이 아닌 계획 과정에서 건축 조경 도시설, , ,

계의 영역을 통합하고 분야 간 소통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거, .

시적인 관점의 도시계획이 미시적인 일상생활의 계획과 함께 변증법적으

로 실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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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의 공간설계는 물리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서 조경이 사회 경제적으로 전유되는 방식의 탐구는 곧 정체성을 모색, ·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1) 따라서 현대 도시의 특성인 장소상실

을 신도시 조경설계 분석을 통해 고찰한 본 연구는 신도시 조경설계의,

정체성을 연구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최정민 신자유주의 시대의 조경 봄 조경 사회 디자인 봄 조경 사회 디자인 파(2006), " , , ", , ,『 』
주 도서출판 조경: ,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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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said that the crisis of a modern city is attributable to a

sense of emptiness and anxiety, caused by loss of hometown

(Heidegger, 1927). The discussion about a sense of loss that

modern people feel despite physical affluence in the modern

society has been made in association with loss of place (Arefi,

1999). It means that it is hard to find a place where people feel

a sense of existential security in a modern city. Loss of place or

placelessness has been discussed together with the effects of

market and regulations, emerging as one of characteristics

presenting the modern society. This work starts in the point of

investigating the phenomenon of placelessness appearing in

landscape design. For urban planning pursuing making-place, the

most important purpose is to implement a space which gives a

sense of place. However, in modern cities, many places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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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 senses and are produced as spaces which lose their

unique features. David Harvey said that a place is not a

substance existing externally, but a social construct, and

therefore it should be read and understood through reflection of

the flow of the times just as space and time does. Placelessness

is also a phenomenon occurring in the flow of the times, and

gives and takes social and cultural effects(Frampton, 2006). The

effect of social changes led into changes of landscape. Likewise,

it is meaningful to study the effect of placelessness. In fact,

simply negative views of placelessness are not enough to

understand contemporary urban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ing

without right recogni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 contemporary

city can cause another different type of placeless space in a

c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gard placelessness a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a contemporary city and study it by

accessing it as a place attribute of a contemporary city.

The phenomenon of placelessness is easily found in a new

town of Korea. Because of the government-led development

characteristic, a new town is not free of the influence of capital

and power. A new town which is aimed at building a new place

through dismantling and loss of an existing place faces difficulty

in including unique local identity and ecological context.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new town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new towns in local urban areas, and redeveloping old urban

areas, on one hand, Korea has achieved a lot of growth in urban

development, and has made various trials in terms of planning

methods.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voices against

uniform urban landscape. After experience of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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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odernism, contemporary cities recently begin to realize the

values of a broad size of ecology and landscape and try to find

an alternative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ccordingly,

examination of placelessness appearing in landscape design of a

contemporary city helps to understand the current conditions of

urban designing and seek the future dir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geographer Edward

Charles Relph's research on placelessness to landscape design,

and thereby look into placelessness of the landscape design

made in a Korean new town. This work is distinguished from

other kinds of research on sense of place in the point that it

accessed loss of pla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aspect

that it examined placelessness of landscape design in a new

town and provided a theoretical frame. As for study methods,

this researcher set up components of making-place as analysis

factors, looked into backgrounds of urban development and their

planning contents, analyzed landscape design plans and experts'

reviews, and conducted on-the-spot survey for analysis of

actual sites. Research on placelessness on the basis of design

analysis can be helpful in having right viewpoints of the process

of making-place in landscape design of a new town. Research on

new towns revealed that the phenomenon of placelessness was

attributable to the social factors found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most development projects. It means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discuss the placelessness appearing in a new town

simply on the basis of physical results. The analysis of the flow

of urban planning revealed that urban planning was affec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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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s in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and accordingly the expression aspects of

placelessness were changed.

The phenomenon of placelessness appearing in landscape

design of a new town, investigated in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because of manneristic attitude toward design or design

without application of actual conditions, spatial uniformity was

found. Lowering quality of design, caused by unconscious design

copy and introduction of stylistic design elements, leads into

creation of similar landscape. Setting up an excessive concept

and meaning in space and over-programming produces a closed

and fixed type of space. Excessive design not meeting realistic

conditions results in uniform implementation of space.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concrete contest

guidelines in line with realistic conditions, and make a plan

reflecting the sufficient time required until creation.

Secondly, because of the habitual design of separation from

ecological system in urban planning, a target place lost its

regional context and temporal continuance. That appeared in the

type of the place-destructive phenomenon in which a target

place goes back to square one, or in the type of introduction of

ecological factors stylistically. Therefore, in order for the urban

planning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and temporal continuance

of a target place, it i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coexistence with ecological system.

Lastly, because of the absence of integration of polic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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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down development method in the planning process, a space

which failed to give a sense of safety to users was created. As

a result, a space with unhumane scale was created, or a

temporary and unstable place without sustainability appea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void a simple design solution,

integrate the fields of architecture, landscape and urban design in

the planning process, and communicate with each field.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dialectically implement the urban

planning based on macroscopic viewpoints together with the

planning of daily life based on microscopic viewpoints.

Spatial design of landscape has physical and social attributes.

Researching the way of getting landscape exclusively possessed

socially and economically can become an important method of

finding identity. Therefore,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placelessness, one of characteristics of a contemporary city,

through analysis of landscape design of a new town, will be

helpful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research on the identity of

landscape design of a new town.

keywords : Placelessness, Sense of place, New town,

Landscape design, Contemporary city, Uniform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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