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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序

環境設計는 “環境을 操作하는 行寫” 또는 “意圖的 變化(planned change) 에 의해 주어진 

환경을 조작하여 보다 나은 환경으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야다. “環境”

-人間이 생존을 위해 벌이는 여러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條件인 동시에， 그 활동。1 

일어나는 容器， 또는 場_(1)이라는 개념은 현대에 있어서는 대단히 보펀적이나 인류의 思

想史를 살펴보면 19셰기에 와서야 西歐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것￡로서 그 역사가 대단히 일 

천함을 알 수 있다 (2) 

그러으로 인류의 環境設計史를 크게 구분지어보면 19세기를 경계로 하여 그 이전은 未分

化된 環境設計의 단계 , 19세기 "-'20세기 중반은 分化 내 지 專門化된 環境設計의 단계 이고， 

20세 기 후반은 다시 統合된 環境設計의 단계로 변화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3’ 이 러한 변 

화는 특히 19세기 西歐에서 발생했던 여러 양상의 “文化變動”에 직첩， 간접적인 영향을 받 

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대에도 계속 진행중인 여러 변화에도 이려한 19세기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環境造景學科 助敎授
** 이 昭究는 1985年度 文敎部 學術핍究助成費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1) D.W. Meínig (ed.) (1979) , The Inter.양retation 0/ Ordinary Landscaþ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3. 

(2) Hong.Bin Kang (1980) , Environmentalism: Philosoþical Sources 0/ 19th Centιry Urban 
Thoι.ght，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M.I.T. 

(3) 이 주장은 훨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다. 그러냐 19세기 이전은 「르네상스」적인 普遍A(universaI
man)에 의한 未分化된 「토털 디자인」인 동시에， 극소수의 特權屬-王， 貴族， 敎會등-의 비호 
(patronage) 에 의존하는 細用「디자인」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末分化원 상태라고 주장할 수 
있다. 19"'20세 기 중반의 專門化경 향은 비 단 環境設計 分野에 국한된 것이 아니 라， 이 시대 에 
급격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진 自然科學 分野의 方法論的 特性-還原論(reductionism)과 敵를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20세커 후반의 純合흰 環樓設計는 ‘環境’의 不可分뾰과 統合뾰에 대한 
理解가 분명해지고， 科學 全般에서 體系理論이 파급되는 경향과 맥융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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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에 와서 

영위되던 環境設計가 

다시 統合된 방향으로 나아 

이 맑究는 19세기의 

分化， 專門化되는 과정을 살펴 봄무로써， 

가는 環境設計 接近方法의 배경을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때 까지 未分化된 상태 로 

82 

‘文化變動’과 더불어 

搬念의 톨 
n ” 
u 

1. 文化로서의 環境設計

式’ 이 다. 이 文化는 우엇보다도 適應과 選擇過程이 라는 특성 을 가지 고 있다 (4) 適應과 選

아래에서 시행착오과정을 통해서 가장 나은 

그 적응방식은 주어진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지나， 기본 

소비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 

‘삶의 方式 전체’ 내지 ‘삶의 樣‘文化’의 개념은 한시대나 민족의 이 없究에서 정의하는 

주어진環境條件 擇은 어느 민족이나 사회가 

自然(環境)과의 

設計라함은 

生活樣式을 선택한다는 뭇a로서， 

적인 것은 가장 경제적￡로 조건을 조작， 관리， 

과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른바 環境設計(environmental design)는 文化要素중의 하나인 ‘A間과 

즉 A間의 환경조작에 관한 일종의 文化樣式인 것이다 (5) 일반적￡로 

모든행위 

그러나 ‘環境

관계’， 

環境에 인간생활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또는 인간생활에 맞게 환경을 조작하는 

즐 포용하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環境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가 숨어 있다. 

지고 있는 속성이 설계행위에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게 된다. 즉 環境設計는 ‘環境의 設

計’ (design of environment) 일 뿐 아니 라 ‘環樓的 設計·’ (environmental design) 이 라는 두 국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環境設計는 대개 인간활동을 위한 容器 내지 場所-건 

물， 구조물， 옥외공간등-에 관련된 행위로서， 건축， 토목， 조경， 산업「디자인」 등의 전문 

또 비전문적인 일반인들이 행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인류가 아 

한편 후자의 環境設計는 인류가 선험적S로 

그 環境이라는 대상이 가 設計’라고 할 때에는 設計라는 행위의 대상이 環境일 뿐 아니라， 

분야가 담당하는 행위이고， 

주 옛날부터 해오던 평범한 행위이기도 하다. 

존재하고 있던 環境을 의식하게 되고 이해하게 됨￡로써 바로소 성립할 수 있는 비교적 새 

로운 접근태도인 것이다. 

2. 文化史 속의 環境設計

‘어떻게’ (how) 행동하는가헤 관한 것으로서， 한 

(4) W.H. Goodenough (1961), “Comment on Cu\tural Evolution," Daedalιs 90, p. 521; John ]. 
Honigmann (1963) , Uηderstanding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pp.374-
377; René Dubos (1960) , So Hκman Aη Aπimal (New Y ork: Charles Scribners, Sons). 

(5) 文化人類學에서 文化훨素 (culture element)를 분류함에 있어 통용되는 3分法에 의하면， Å間괴 

自然、과의 관계， 人間과 人間과의 관계 및 이 두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주관적인 것우로 나누고 

있다. 環境設計는 이중에서 젓번째 영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즉 自然을 이용하는 모든 
방법 , 도구， 기 술과 家屋등의 A工環境을 다루는 것 이 環境設計일 것 이 다. 그리 고 環境設計의 
選擇論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Amos Rapoport(1977) , H:μman Aspects 01 Urban For까 
(Oxford: Pergamon Press) , pp.15-25. 

生活樣式으로셔의 文化는 결국 인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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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 간다. 그러나 불변의 상태를 고수하지 않고 환 

경의 변화와 인간 문화 전체의 변동과 부단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면서 변화해 간다. 한펀 

‘歷史’는 인간들이 ‘무엇을’ (what) 영위하느냐에 관한 것으로서 時間의 輔에 따라서 文化

의 변동이 누적， 변화해 가는 상황에 대한 客觀的 記錄 (Geschichte) 인 동시에， 主觀的 船究

(history) 인 것 이 다 (6) 그러 므로 인류의 역 사는 정 치 , 경 제 , 예 술， 과학등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의 文化의 歷史， 즉 文化史라고 보고자 함이 본 연구에서 채택하는 觀點

。l 다.끼 

環境設計의 역 사적 탐구는 크게 ‘文化史속의 環境設計’ (environmental design in cultural 

history)와 ‘環境設計史’ (history of environmental design)으로 그 접근영역 내지 방법을 나 

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인류의 총체적인 文化史의 맥락속에서 環境設計라는 한 文化

樣式의 變化過種과 動因융 추구하고자 하는 엽 창으로서 다른 文化要素와의 상관관계 를 밝 

히고자 하는 바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이다 (8) 그리고 후자는 일종의 分野

史로서 環境設計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방법이다 (9) 전자의 입장을 택하는 까닭은 環

境設計라는 행위가 다루는 대상인 環境의 변화가 대단히 여러 차원과 국면을 가지고 있으 

며， 행위 자체도 다릎 문화요소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 環境問露에 대한 對應

현대의 環境設計는 專門業 (profession)-선언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서비스」블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직업-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대부 

분이다 (10) 그래서 일반적인 職業(occupation 또는 vocation)은 先史時代부터 진행되어 온 

勞動의 운화에서 발생했지만， 專門業은 사회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문제의 해결에 대한 수 

요가 일반 수준 이상의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게 펌에 따라서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묘로 技術(art)로서의 환경설계는 안류의 역사만큼 오래 되었지만， 專門業으로서의 환 

경설계는 불과 l세기 남짓한 일천한 역사밖에 가지지 못한 것이다 (11) 또 어느 시점에 와서 

강자기 생겨냐는 것이 아니고， 그전까지 다른 전문엽이 대행하고 있어 未分化상태에 있다 

가， 사회적 需몇가 증가하고 여건이 성숙함에 따라 출발되며， 재통합， 쇠퇴과정은 이와 반 

(6) 歷史는 독일 史學의 Geschichte개념， 즉 ‘일어난 일’， ‘발생한 事件’에 대한 容顆的인 記錄과 
영미 史學의 history개념， 즉 史實에 대한 探求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history도 史實에 대 

한 ‘客觀的’ 인 探究를 추구하지 만 史觀에 따라서 그 解釋이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에 상대 적 으로 
볼때 ‘主觀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이 경우의 文化史는 협의로 정의하는 藝術史 위주의 文化史와 구별된다. 

(8) 이 러 한 접 근방볍 의 대 표적 예 로서 Lewis Mumford(l96l), The City in History(Harmondsworth: 
Penguin Books Ltd.)를 들 수 있다. 

(9) 대부분의 藝術史， 建緊史 등이 이 런 부류에 속한다. 
(10) Lewis B. Mayhew and Patrick J. Ford (1974) , Reform in Graduate and Professional Edu

cation(London: Jossey-Bass Publishers) , pp.1-3. 
(1l) 이 주장은 N.T. Newton이 造景분야에 관해서 주장한 바를 확대하여 環境設計 전반에 적용한 

것S로서， 하나의 職業이 專門業으로 진화하기 위한 구성요건， 즉 社會的’需훨， 分野의 個別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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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사회적 需要의 변화 내지 쇠퇴에 기언하는 것이다. 

]1[. 19세 기 歐美의 文化變動 擺觀

1. 훌業훌命 

塵業寧命(industrial revolution)은 18세 기 후반에 서 19세 기 후반에 이 르기 까지 歐美-유럽 

의 수개국가와 美國둥지-에서 일어난 經濟體制상의 큰 변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변 

혁이 과연 “뿔命”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변혁의 동기， 과정， 결과등에 대해서는 대단히 광 

범위한 논난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계에서 통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학설을 수용 

하기로 한다(12) 

盧業華命이 영국에서 최초로 얼어나기 시작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개 동의하고 었다(13) 

18세기 후반의 영국에는 寶本의 축적， 생산기술과 조직상의 쇄신， 부존자원， 자유방엄주의， 

市場의 확대3 정치적 안정 등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산업혁명이 얼어날 수 있 

는 원동력이 접적되어 있었다. 특히 이 당시의 영국은 해외에 대단히 많은 植民地를 보유 

하고 있었는데， 이 식민지는 값싼 原料의 공급원인 동시에 훌륭한 市場A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내의 부존자원중에서 풍부한 석탄은 그당시의 새로운 동력원인 증기 

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초창기의 산업은 식민지로 부터 들여 

온 양모， 연화풍의 천연섬유가공산업과 철광을 원료로 한 제철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 

며， 증거기관차의 개량과 철도망의 보곱에 힘입어 工場立地가 산재된 소규모 原料生훌地로 

부터 港口， 鐵道羅 둥과 같은 교통의 요지나 값싼 勞動力이 풍부한 기존 都市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야다. 그리고 이러한 새 立地에는 이미 금융， 행정조직이 말달해 있었고 技術剛

新의 잠재력이 컸기 때문에 산업혁명의 추진력을 용이하게 집결， 발전시킬 수 있었다. 영 

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19세기 중반에 유럽대륙의 정치환경이 안정되면서 불란서， 독일， 

북구제국무로 확산되었고， 남북전쟁 이후 미국에도 금속하게 전파되었다. 

이러한 산업헥명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윤 가히 “혁명”적이라고 이를만픔 대단히 컸었는 

데， 특히 환경설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향A로서는 “都市化” 현상을 들 수가 있을 것 

이다(14) 초거의 도시화 현상응 기존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신도시의 발생과 확산으로 나 

우월한 능력의 효言， 社會的 公認， 體系的 知훌훌， 制度， 職業倫理集團을 갖추게 되는 것이 19세 
기 이후라는 정에서 다당한 것으로 본다. 黃짧源(1983). “造景數育의 構造와 課題 r韓國造景
學會誌J， 제 11권 제 1 호， pp.1-10 참조. 

(1 2) Stewart C. Easton (1966) , The Western Heritage Irom 1500 to the Preseμ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pp.263-264. 

(13) R.M. Hartwell (ed.) (1967) , The Caκse 01 the Industria1 Reν01μtìon in Eng1and (London: 
Methuen & Co. Ltd‘); T.S. Ashton (1968) , The lndμstria1 ReψoZution 1760"'1830 (Oxford: 
Oxford Univ. Press). 

(14) Lewis ‘ Mumford (1961) , pp.508-540; Leonardo Benevolo (1980) , The History 01 the City 
(Cambridge: The M.I.T. Press) , Ch. 11; H.]. Dyos and Michàel Wolff (eds:) (1976) , Th~ 
Victorian City, Vol. I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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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는데， A口의 측면에서 보면 농촌의 壓出훨因-취업기회의 고갈과 생활환경의 열악등

과 도시의 諸引훌因-비숙련노동력의 취업기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A口의 사회적 이 

동과 증가가 급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정책적￡로 고정되었던 身

分制度가 교란되 면서 신홍 기 업 가와 기술자들의 사회 적 신분향상이 두드러 지게 나타났고， 

나아가서는 “大樂”과 “市民”이라는 社會類型의 대두를 가져오는 데에 기여를 하였다. 

2. 社훌思짧의 훌化 

19세키는 여러 차례의 政治華命과 戰爭， 과학과 커술의 급격한 발천퉁과 같은 변동이 훌 

業華命과 더불어 진행되었던 격동기였다(15) 이와 같은 변화 과정의 바탕에는 社會思想의 

변화가 깔려 있는 바，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산업혁명의 영향이 외적인 것에 비하여 내적인 

특정 이 있으면서 대 단히 근본적 인 변화의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의 社會思想 중에서 환경섣계분야의 변화에 영향을 마친 것은 自由放任主義(laissez

faire)와 여기에 대응한 介入主義(interventionism)일 것이다. 自由放任主義의 원류는 18세 

기에 대두되었던 밟豪主義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16) 齊豪主‘義의 주요 이념중의 하나 

안 進步(progress) -현세 지구상에서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완벽성과 행복의 추구에 의해 

현실세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17)_은 인간의 모든 활동에 있어 다른 사람이나 체제， 

제도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함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自由放任主義는 특히 重商主義와 연계되연서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대두된 기업활동과 도시 

개발， 공장건설 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 시기의 사회변동에 따라서 종전까 

지 고착되어 있는 사회계충간의 구분이 무너지면서 인구의 사회적 이동아 수직， 수명적오 

로 급격해 졌고， 그 결과로서 自由故任主義는 일종의 무정부 내지 무규법의 상태로까지 악 

화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自由放任主義의 발효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움직임이 사회의 다른 쪽에서 대두됨 

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介入主義는 다시 2가지 부류로 크게 나누어 생 

각할 수가 있는 바， 그 하나는 19세기에 새로운 정치체제로 청착하기 시작한 國家 (national

state) 에 의 한 介入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民間集團-宗敎A， 知識人 퉁-에 의 한 介入일 

것이다. 전자는 公共大짧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警察權(police power)를 작 

용하는 방식이고(1，8) 후차는 현실세계의 환경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새로운 體制를 제안하거 

(15) Stewart C. Easton (1966), Ch. 3. 
(16) Crane Brìnton (1963) , The Shaþing 01 Modern Thought,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Chap. 5,6, 7 passim; T.S. Ashton (1968) , pp.102-1l3. 
(17) Moπis Ginsberg (1978) , “Progress in the Modern Era,>> Dictionary 01 tke History 01 Ideas, 

Vol. m, pp. 633-650. 
(18) 19세기 政治史의 특정은 國民 國家(national state)의 등창이었다. 훌業資本階級이 성장하고， 君

主主權에서 國民主權A로 전환되었으며， 이 과청에서 個Á의 鍵濟活動의 自由放任思想이 강하 
게 대두되었A냐， 점차 國家에 의한 公共의 蘇序와 安寧을 도요하기 위한 醫察權 개념의 적용 
。1 이루어지게 되었다. 



86 環境論題 第十八卷(1986)

나 새로운 環境樣式을 도업하는 방식이었다(19) 

특히 이러한 개입주의는 경제활동보다는 環境設計活動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작용을 하 

였다. 다시 말해서 경제활동에 있어서 현대에는 보펀적인 經濟計劃 내지 計劃經濟캐념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의해 企業利潤의 증대와 國富의 

증대에 노력하였으나， 현실세계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生活環境의 악화에 대해서는 公

共民間部門이 모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특히 이 

러한 개업은 塵業華命이 일찍 진행되었거나， 정치체제가 안정 또는 강력한 통치력이 유지 

되었던 선진국(영국， 불란서)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이 

3. 環境問題와 그 對應

훌業華命과 社會思想의 변화등을 중심으로 한 19세 기 歐美의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 

의 발생 및 대용의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그럼 l 참조). 

환경 변화의 양상으로서 는 塵業化(industrialization)와 더 불어 진행 된 都市化(urbanization)

를 들 수 있다. 산엽혁명은 공장입지여건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던 바， 종전의 농촌보다 

는 원료의 산지 내지 집결지， 교통의 요충지， 금융의 중성지등과 같은 기존 도시나 신흥도 

시에 공장이 대거 업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병행， 중챔되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21) 

이러한 塵業化/都市化의 결과로서 도시의 언구 집중에 따른 주택의 양적 부족과 질적 

저하가 심각해 졌고， 여기에 대응하여 集團住힘供給(mass housing)의 펄요성이 나타났다. 

또 저악한 공장시설과 공해， 주택문제 등의 결과로서 도시의 환경위생이 급격하게 악화되 

었고， 여기에 대응하여 環境衛生改善(sanitary movement)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늘 

어난 인구， 특히 반민 노동계층의 여가수요에 대응하여 公찌運動(park movement) 이 얼어났 

으며， 업무상업시설의 부족에 대응하여 고층화된 업무상업건물과 같은 都市建葉(urban

archi tecture) 이 발달하게 되 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응은 어디까지냐 기존의 정치 •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전제 아래에서 

현설을 수정하고자 하는 노력이었고， 이와는 다른 좀더 과격한 움직임으로서는 현실을 완 

전히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共塵主義의 태동이 있었고 (22) 소수이기는 하나 일종의 현실도피 

책3로서 理想鄭(utopia)을 건젤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23) 특히 후자는 그 자체는 

(19) 이 論文에서 소개뇌는 여러 改후週動이 여기에 해당된다. 
(20) Leonardo Benevolo (1971), History 01 Modern Architectιre， Vol. 1 (Cambridg: The M.I. T. 

Press) , pp.38-95; Leonardo Benevolo (1980) , Chap. 12; Lewis Mumford (1961), pp.540-545. 
(21) Stewart C. Easton (1966) , pp.267-278; R. M. Hartwell (1967); F. Roy Willis (1973) , 

Western Civilization, Vol. lH (Davis: Univ. of California Press) , pp.659-687; Leonardo 
Benevolo (1967) , The Orig떠s 01 Modern Town Plann껴g (Cambridge: The M. I.T. Press) , 
pp.1-19. 

(22) F. Roy Willis (1973) , pp.680-691. 
(23) Leonardo Benevolo (1 967) , pp.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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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세 기 環境問題와 그 對應

공산주의의 태동 

유토피아 운동 

개혁운동 

’ 
도시 주택 부족 집단주택 공급 

도시 환경위생 악회 꽁중위생개선운동 

L카 커핸신 1- -----------
도시 여가시설 부족 공원운동 

엽무상엽시성 부족 도시건축 딴달 

도시 미 관 악꽉=그→ 도시 미 화운동 
비록 실패하였￡나 여기에서 착안하여 20세기에 들어와셔 新都市(new town)運動이 등장하 

는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24) 

N. 環境設計分野의 發展

1. 公짧衛生改善運動 

公쨌衛生改善運動은 영국에서 Edwin H. Chadwick이 주도하여 都市의 公짧衛生을 개선하 

기 위해 특히 도시의 供給處理施設의 확충과 住居環境의 질적 개선에 노력했던 움직엄을가 

리킨다 (25) 

歐美의 都市는 고대 로마시대 이후 증세， 르네상스 등을 거쳐 근래도시에 도달하는 과정 

에서 요늘날 현대인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불결하고 추악한 환경위생상태에 있었다는 것 

이 사실이다 (26) 여기에는 질병의 원인파악과 치료에 관한 近代醫學의 발전이 19세기 중반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던 챔도 영향이 있다 (27) 그리고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24) Ervin Y. Galantay (1975) , Neψ Towns: Antiqιity to the Present (New York: George 
Braziller, Inc.) , pp. 38-52; Robert Fishman (1982), Urban Utopias in the Twentieth Ceπtμry 
(Cambridge: The M. I.T. Press). 

(25) Martin Hawtree (1981), “ The Emergence of the Town Planning Profession," British Town 
Planning: Tke ForηzalÏ'νe Years, ed. Anthony Sutcliffe (Leicester Univ. Press) , pp.64-72. 

(26) Lewis Mumford (1961), pp.331-337; Bernard Rudofsky (1969) , Streets for People (Garden 
City: Anchor Press) , pp. 43-67. 

(27) Owsei Temkin,‘ “Health and Disease," Dictionary of tke History of ldeas, Vol. n, pp. 395-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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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구성 이 그다지 조밀하지 않고 공장등 

과 같은 公害훌因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기도 하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공장의 매연 

과 폐기물， 조악한 신흥주거시설， 증가한 

교통량등에 의해 도시의 각종 오염현상이 대 

단히 악화되었고， 불결한 환경이 질병의 발 

생과 전파의 원인이 띈다는 사실들이 밝혀 

짐에 따라 公聚衛生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필요성이 절실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주요사업 으로서 는 께 끗한 상수의 공급과 

하수의 원활한 처 리 , 도로의 포장， 불량주택 

의 철거와 개조， 벙원의 증설과 공중소독 등 

이 있었다. 다음에 논의되는 集團住居의 供

給과 都市公園의 조성이라는 움직임도 그 

바탕에 는 都市의 公왔衛生을 개 선하고자 하 

는 발상이 작용하고 있으며 (28) 都市建葉의 

밀집 에 서 나타나는 環境問題-日照， 通패‘ 

동-를 해소하기 위해 20세기 초반에 대두되 

는 地域地l문制 및 옆~mf;H헤의 기 본철 학에 도 

이러한 1괄상이 깐려있다 (20) 

環형홍論형쓸 第十끼卷(1986) 

〈그림 2) 19세 기 의 都市I學의 例

〈렌던시의 하수도 공사〉 

이런 맥 락에서 보렌 公썼따I生改善-運피iJ이 단순히 土木分멤·의 발전과정에서 工兵工學 (mili 

tary engineering) 에 서 협1\市工學 (civil engineering) ..2..로 전 환하는 데 에 만 기 여 한 것 이 아니 고 

建葉， 造景， 都市計制， 都市設計뒀짧~~숱 íÆtÿ 등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2. 集團住居의 供給

歐美의 都市에 있어 대표적인 住居樣式은 이른바 「타운 하우스J ( town house)로서 가로변 

에 연접한 중총 (4 "-'6총)의 共同住힘이았고， .~(i獨{主~은 부유층이나 교외， 농촌주택에 국한 

되어 있었다. 그리 고 주태공퓨에 있이서도 大團地블 한꺼번에 진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 

(28) 도시공웬을 때I生綠벼 (sanitary grecn) 라고 보았으며， 도시의 히파라고 일컴었다. 그리고 淸짧과 

採光과 通風이 都m環않의 주요과제 가 되 었 다. Lewis Mumford (1961), pp. 541-543. 
(29) 미국의 경우 地域地I훌制 (zoning)의 초기 l삭달과정을 보띤， New York 등대도시에서 고충건물의 

낸갱지역에서 나타난 환경푼제괄 해소히기 위해 건물의 늪아， 건페윤， 정-적융， 행데 등을 제한 

하기 시작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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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세기 集團住居供給의 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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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수요가 말생할 째마다 단계적으로 소 

규모로 조성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훌業華命은 급격한 도시화와 이에 

따른 주태수요의 급증을 가져왔다. 그래서 

기존중산층의 주돼이 多世帶住居로개조됨은 

물론이 고， 工場舍흰村이 나 저 렴한 소형 주태 

촌이 급조되는 현상이 얼어났던 것이다 (30) 

이 러 한 소형주택의 대 량공급의 수단!!-로서 

대단위의 주태을 한꺼번에 건설하고， 그 구 

성요소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복제하는 방식 

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콩콩시섣과 기반시설 

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게 되는 團地開發方式

에 의 한 집 단주거 공급(masss housing) 방식 

이 등장하게 된다 (31) 여기에 理想獅 운동에 

서 제시하던 이상적인 주거양식도 역시 공 

동생활을 영위하는 集合住흰이었던 첨도 크 

게 영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32) 

〈영 국의 공장사택 촌〉 ‘ 集團住居의 供給職念은 이 처 렴 산업 혁 명 

의 결과로서 급격하게 그 需몇가 발생한 住居의 供給手段에 그치지 않고， 좁게는 도시의 

住흰供給政策과 住居環境造成技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넓게는 도시 전체 

의 호間構成擺念에 있어 地域地區制의 대두， 街路와 뚫地 또는 街區와의 分離擺念 (33) 便益

施設의 計劃的 配置등과 같은 새로운 技法등을 청착시킴S로써 큰 변혁을 가져왔다. 큐리 

고 環境設計에 있어 “團地計劃"(site planning)이라는 새로운 專門分野를 파생시키는 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3. 公園運動

公園 (public park)이라는 환경요소를 현대인들은 아주 옛날부터 인간환경속에 있어 왔던 

(30) Ervin Y. Galantay (1975) , pp.38-52. 
(31) Sam Davis (1977) , “ The House Versus Housing," Th.e For껴 0/ Hoμsing， ed. Sam Davi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 , pp.7-8. 
(32) Leonardo Benevolo (1971), pp.148-190. 
(33) 유렵 많威都市와 19세커에 亂開發펀 부분의 都市空間構造에 대한 反作用￡로 나타난 이 개념은 

Le Corbusier에 의해 접중적￡로 추구되었다. 오늘날에는 다시 아 분리개념에 대한 비판이 강해 
지 고 있으나， 아직 도 新市街地， 住혐團地의 계 획 에 계 속 척 용되 고 있다. Le Corbusier(1924) , 
Urbaηisme， trans. Frederick EtchelIs (Cambridge: The M.I. T. Press, 1971); Wi11iam C. Ellis 
(1978) , “ The Spatial Structure of Streets," Stanford Anderson (ed.) (1978) , On Streets 

(Cambridge: The M. I.T. Press) , PP: 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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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19세기의 구미에서 “창안”된 것유로 꼼이 타당하다. 19 

세기 대도시의 조악한 환경 속에서 白然과 접촉하띤서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시민， 득히 농 

촌에서 이주하여 형성된 도시 빈민， 근로자 계총의 餘R없愈求를 해소해 주기 위해 의도적으 

로 창안한 것이 이른바 公뚫!이라는 것이다. 

이 公園의 등장에 있어 영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존재해 오던 私園 (park)을 원 소유 • 점 

유자이던 왕족이나 귀족이 일반시민에게 개방 또는 양여함￡로써 ‘公’園 (public park)로 전 

환하게 되는 경로를 거친다 (34) 한펀 현대적 의미의 공원의 효시는 19세기 중엽에 미국의 

뉴욕시 에 서 조성 되 는 中央公園 (Central Park) 일 것 이 다 (35) 

당시의 환경여건A로 볼 때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이 제한되어 있었고， 빈민들의 여가활동 

에 투입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과 시간이 극히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都市를 벗어나서 교 

외나 원거리 행락지에 가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 

서 도시내 또는 아주 가까운 근교에 일정한 구역을 확보하고 여기에 농촌이나 야생지의 환 

경을 모방한 ‘ÁI的’인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36) 그 당시로서는 첨단의 餘R뽑行樂施設을 

설치한 공원은 사회계총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시민에게 획기적인 선물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公園의 창안에는 언론인들의 계몽， 정치가들의 착안， 설계가들의 선각， 과학 

기술의 진보 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염을 알 수 있다 (37) 영국의 Birkenhead 공원， 미국 

의 ’ Central Park 등과 같온 견본은 단기 간에 중소도시 와 중진국으로 전 파되 어 19세 기 가 끝 

〈그림 4) 19세기 都市公園의 例

〈뉴욕시의 Central Park 현상설계 당선도면〉 

(34) Frederick Law Olmsted, Sr. (1928) , Forty Years of Landscape Architectιre， ed. Frederick 
Law Olmsted, Jr. and Theodora Kimball (Cambridge: The M.I.T. Press, 1973) , pp.3-17. 

(35) Elizabeth Barlow (1972) , Frederick Law Olmsted’s New York (New York: Praeger Publi. 
shers); Albert Fein (1972) , Frederick Law Olmsted and the American Eηνironmental Tra. 
dition (New York: George Braziller, Inc.) 

(36) Olmsted가 Central Park의 계획에 있어 典範S로 삼았던 景觀은 영국의 田園景觀이었다. 公園의 
구성은 士地의 形質이나 地被등이 비록 ‘自然的’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A間의 意圖에 의 
해 재구성된 ‘A工的’인 상태에 있다. 그래서 公園을 ‘自然의 진열장’이라고 하기도 한다. 

(37) Central Park의 예를 들면， 언론인으로서는 William CuIIen ~ryant， 정치가로서는 Kingsland 
시 장， 설 계 가로서 는 Frederick Law Olmsted와 Calvert Vaux 를 들 수 있 을 것 이 다. 이 들의 구 
체적 인 역 할은 다음을 참조하라. Norman T. Newton (1 971) , Design On the Land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pp.26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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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전에 도시의 보편적인 환경요소로서， 대표적인 여가시 

설로서 정착되었을 뿐 아니라， 개별 공원의 독립적 조성의 단 

계를 넘어서서 도시내에 공원， 녹지， 광장， 가로등을 체계적 

으로 연결， 조성하는 公園體系(park system)개념의 단계로 

까지 발전하였던 것이다 (38) 

그리고 이 러 한 公園運動은 環境設計分野에 있어서 “造景”

(1andscape architecture) 이 라는 ‘專門分野의 파생 과 발전에 있 

어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39) 

4. 都市建훌의 발달 

塵業華命에 따른 기업활동의 양적 팽창과 질적 변화를 종래 

의 소규모의 비공식적인 업무 • 상업건물로써 감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建葉樣式-고충화된 엽무· 상엽 전 

용건물一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건축양식은미국의 

신홍 상업 도시 인 Chicago와 New York에 서 19세 기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 작하여 19세기 말에는 摩天樓(skyscraper) 라는 초 

고충 건축물이 밀집한 새로운 도시환경과 이른바 「스카이라 

인J (skyline) 이라는 새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40) 

여기에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철골구조의 발달， 승강기와 위 

생설비와 같은 건축설비의 발달이라는 과학 • 기술의 발달이 

그 바닥에 깡려 있었음은 물론이 다 (41) 

〈그림 5) 19세기 都市建緊의 {91J 

〈런던시의 어시장〉 

91 

〈쉬 카고시 의 고층건물〉 

이러한 대형고충건물이 밀집하게 됨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개별건축행위라는 個λ、의 활 

(38) August Heckscher (1977) , Open_ ~paces: ，!h~ _Life of Arnerican Citie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pp.192-273; Norman T. Mewton (1971) , pp.318-336. 

(39) landscape architect라는 용어를 1862"-' 1863년경에 Calvert Vaux가 처음 사용함으로써 종전의 
architect로 총칭 되 던 분야의 專門化가 이 루어 지 는 계 기 가 된 것 으로 본다 Frederick Law 
Olmsted, Sr. (1928) , pp.74-75. 

(40) Char1es Jencks (1980) , Skyscrapers-Skycities (London: Aca~e~y Edi!ìons); Sigfried Gìedion 
(1967) , Space, Time and Architectμre (Cambridge: Harγard Univ. Press) , pp.368-381. 

(41) Leonardo Benevolo (1977) , pp.96-124; Sigfried Giedion (1967) , pp.16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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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가로 및 기반시설을 조정 • 유지하는 公共의 활동이 첨예하게 접촉하게 됨에 따라서， 그 

리고 개별건축물간의 접촉영역이 밀접하게 접하게 됨에 따라서，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와 

개별건축과 공공영역의 관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42) 

이러한 업무 • 상업 전용건물의 발달과 더불어 19세커 도시환경에 있어 주요한 환경요소 

로 새로 등장한 건축 유형은 대단히 넓은 단일공간을 단일건물로써 둘러싸거나 지붕을 씌 

우는 대 형 단일건물-공장， 철도역 , 시 장， 전시 장퉁-이 다. 이 역 시 철골구조의 발달에 크 

게 힘엽은 바 있다 (43) 

都市建葉의 발달이 環境設計分野의 分化에 ul 천 영 향은 建葉에 있어 종래 의 Ecole des 

Beaux-Arts류의 外觀의 形態를 중시 하는 방식 을 중시 하는 접 근방법 에 서 機能을 중시 하는 접 

근방법a로 전환하고， 構造 및 設備計劃과 종間設計가 분화되는 양장을 낳게 되어 近代建

葉으로 전환하게 되는 전기가 형성된 사실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集團建葉의 대두에 따 

라 公共領域과 私有領城의 구분이 첨예해 진 것이 都市計劃과都市設計라는 分野 형성에 영 

향을 미친 사실도 빠뜨렬 수 없다. 

5. 都市美化運動

都市美化運動(City Beautiful Movement)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미국에 

서 都市美觀을 개선하기 위한 법시민적인 운동이 일어난 것을 지칭한다. 주요사업A로서는 

이미 진행 펀 공원의 조성사업 과 더 불어 도시의 주요 公共雄設-공공청사， 광장， 가로등-의 

설계， 공사， 소재 풍의 선택에 있어 機能뿐 아니라 美觀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운동의 원류는 18세기 후반부터 구미에서 개최되기 시작했던 質易博覺會와 민간부문 

에서 형성되어 왔던 都市改華運動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혁명의 전파와 더불어 

상품의 전시와 상담， 정보의 교환， 축제 등의 기능을 묶은 국제무역박람회가 1798년 Paris의 

원시적 박람회를 시발로 하여 19세기중에 유렵과 미국의 주요도시에서 개최되어 왔었다 (44) 

1893년 Ohicago에서 콜렴버스가 미국대륙을 발견한 400주년을 기념하는 Columbian W orld 

Fair가 열렸는데， 이때 Daniel Burnham, Frederick Law Olmsted 등의 설계가 주도한 박람 

회의 시설과 환경이 그 당시 미국 中塵層과 識者層에게 새로운 도시의 이상적인 견본으로 

받아들여졌다 (45) 이 영향이 곧 미국의 중소도시에 파급됨으로써 일종의 운통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42) Leonardo Benevolo (1980) , pp.765-780; Françoise ChO<lY (1969) , Tke Modern City: Planning 
iπ tke 19th Century (New York: George Braziller, Inc.) , pp.7-19. 

(43) Sigfried Giedion (1967) , pp.229-243; Nikolaus Pevsner (1976), A History 01 Building Types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44) Sigfried Giedion (1967) , pp.243-277. 
(45) Norman T. Newton (1971) , pp.413-426; Mel Scott (1971) , Americaπ City Planning . Since 

1890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Chap. 1, 2. passim.; John W. Reps (1965) , Tke 
Making 01 Urba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Cha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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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6> 19세기 都市美化遭動의 例

~TUDY FOR GROUPING OF BUILDINOS, 
CITY OF WA~HINGTON.D.C. 

C~U$ Gllbtrt, Arc.hitc이. 川 ιflh Av •• N.Y. 

〈워싱턴시의 가로 및 광장계획〉 

그런데 이와 같이 같이 열광적으로 보급되게 된 바탕에는 그 당시 중소도시의 시민들이 

도시의 행정과 환경 전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都市改華運動(urban

reform movement)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이러한 개혁욕구가 주로 도시콩공환경의 미화 

라는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음 o 로써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6) 

이 都市美化遭動은 직 접 적 ￡로는 造景分野의 정 착과 都市造景의 대 두， civic design으로 

서의 都市設計의 기반 조성， 環境美術의 기반 조성 등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다른 한펀으로는 公共大型建葉과 公共호間 위주의 外華內賞現象을 초래하여 建藥思、懶의 후 

퇴와 機能主義的 都市計劃의 대두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도 하였다 (47) 

(46) Mel Scott (1971), Chap. 1. 
(47) Norman T. Newton (1971) , pp.425-426; Mel Scott (1971) , Cha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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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結 論

지금까지 擺觀한 19세기 歐美의 環境設計史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環境設計라는 개념은 19세기의 歐美의 思想體系 속에서 “環境”개념이 형성됨으로써 비 

로소 현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었다. 

· λ、間 본래의 행위인 환경설계는 19세기에 와서야 종전의 未分化되었던， 그리고 무의식 

적으로 행하던 수준에서 專門分野로 分化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 이 러 한 分化에 는 19세기 歐美의 文化史의 흐름 속에서 특히 옳業혹을命의 진행 과， 社會

思想의 변화가 큰 영향을 마쳤다. 즉 산업혁명의 부작용인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현실수 

정”적인 대옹으로서 환경설제가 분화되었으며， 여기에는 종전의 자유방임주의에 대응한 개 

입주의가 기본이념으로서 작용하였다. 

• 이러한 專門化는 소수의 득권충에 기생하거나 의존하던 細用技術에서 새로 대두된 大

꿨， 또는 市民의 기본욕구를 성실하게 수용하고자 하는 社會技術 (social art)로 전환하게 되 

는 양상을 갖게 되었다. 

·專門化의 내용에 있어서는 새로운 分野가 독립되거나， 기존 分野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또는 여허 分野의 合作·分化가일어나는 등사회적 수요와 그 분야의 대응관계가 다양하다. 

·먼저 專門業이 발전한다음에 이러한 分野의 人力需給과필요한知識과技術의 체계 

적 면구를 위해 專門敎育과 專門學의 1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쳤다. 

• 환경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 전반의 의식화와 그에 따른 대응은 비교적 두드러지 

는 일종의 “運動J" (movement)으로 나타났다. 

• 公꿨衛生改善週勳}은 都市工學 위 주의 土木T學 분야의 발전 ; 集團住居供給은 團地計劃

의 발전; 公園運動은 造景-의 태동; 都市建藥의 말달은 建葉의 변화와 都市計劃 및 都市設

計의 태동; 都市美化運動은 造景의 정착， 都市設計 및 環境美術의 기반 조성， 都市計劃의 

변화와 建集의 변화라는 專門分野의 발전과 변화릎 가져 오는 원인으로서 작용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다시 종합해 보면， 下位文化樣式으로서의 環境設計는 上位文化體制의 變

化의 함수로 작용하면서 변화하게 되나， 부분적으로는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 19세기에 집 

중적 으로 일 어 난 環境設計分野의 專門化는 그 시 대 의 文化變動에 따른 環境問題를 해 결하고 

자 하는 社會的 需要에 대응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를 文化史 속 

에서 살펴봄으로써 과거 史寶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현재 및 미래에 있어 環境

設計 專門分野의 짧化양상을 애 측， 또는 유도허1 볼 수 있을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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