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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디자인은 역사문화경관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자연생태경관
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또한 도시디자인
은 역사․문화 생태․환경적 맥락 속에서 디자인 되어야 하며 그 도시만의 도시다움을
정립하기 위한 도시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를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역사문화와 생태환경적인 맥락의 도시 정체성과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역사․문화적 맥락의 중요성과 생태환경 패러
다임이 대두되고 있다. 문화는 과거역사와 현시대의 문화적 행태를 포함하고 있으
며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문환경과 그 도시민들의 생각을 담고 있다. 문화에서
역사성과 현대성의 조화와 균형이 그 도시의 문화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
환경 패러다임은 산업사회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패러다임이다. 특히 현
대의 고도정보사회에서는 더 이상의 개발논리보다는 보존과 치유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대의 선진화된 많은 도시들은 디자인관련 법률, 계획,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
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새로운 개념이나 필요성이 대두될 때 만들어진
제도여서 체계적이며 상호보완적이지 못하고 서로 상치(相馳)되거나 현실에서 동떨
어진 사문서와 된 경우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도시의 역사․문
화적 환경과 변화하는 생태환경 패러다임의 지속적인 연구, 역사․문화적 환경과 생
태환경을 수용하기 위한 법체계, 디자인체계, 도시디자인 적용사례와 가이드라인이
일관적이고 상호 유기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률제정과정의
시간차나 상하위법의 불일치가 하나의 큰 원인이기도 하다. 2007년 이후 도시디자
인과 공공디자인이 붐이 일면서 토털디자인(total design)의 개념이 강조되고는 있지
만 협의(狹義)의 의미에서 토털디자인이 시행되고 있다. 도시의 자연, 역사․문화 환
경에 맞는 도시디자인 체계와 모형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역사․문화적 요인과 생태․환
경적 요인을 구조화하고 이를 도시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계획을 중심으
로 하는 제도 환경과 도시디자인의 기준이 되는 디자인 환경의 수용과정과 체계를

i

문헌과 사례를 통하여 연구한다.(Ⅱ장) 또한 역사문화 생태적 맥락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디자인 요인을 수용측면에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체계를 제도 환경을 중심
으로 연구하고, 도시디자인의 제도 환경과 디자인 환경이 도시디자인에 어떠한 방
법과 전략으로 적용되는가를 개념과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Ⅲ, Ⅳ장)
역사문화 생태적 맥락에서 도시디자인 사례를 역사문화도시, 생태문화도시 측면
에서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사례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진도
시분석을 통하여 역사․문화적 맥락과 생태․환경적 맥락에서 문제점과 시사점을 비교․
연구하였다.(제Ⅴ장)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 요인의 역사․문화적 맥락에서의 수용과정과 적용방법, 생
태․환경적 맥락에서의 수용과정과 적용방법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는
도시디자인 수용과정, 도시디자인 적용방법 및 전략을 제시하고, 수용체계와 적용방
법의 유형을 비교분석하였다.(제Ⅵ장)
이를 통하여 역사․문화적 생태․환경적 맥락에서 도시디자인의 구성요인, 도시디
자인의 제도환경과 디자인환경 체계를 알아보고 제도환경과 디자인환경이 도시디자
인과 공공디자인에 어떠한 적용방법과 전략을 유형화하였다.

주요어: 도시디자인(urban design), 공공디자인(public design), 도시디자인 펀더맨
털(urban design fundamental),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public design guideline), 도시
디자인프로젝트(urban design project)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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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도시디자인(urban design)은 역사문화경관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자연생태경관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도
시는 자연환경과 인간정주 활동의 오랜 역사적 여정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디자인
은 역사․문화 생태․환경적 맥락 속에서 디자인 되어야 하며 그 도시만의 도시다움을
정립하기 위한 도시 정체성(city identity)과 도시 브랜드(city brand)를 정립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역사문화와 생태환경적인 맥락의 도시 정
체성과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에서 역사․문화적 맥락의 중요성과 생태
환경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 문화(文化)는 과거역사와 현시대의 문화적 행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문환경과 그 도시민들의 생각을 담고 있
다. 문화에서 역사성과 현대성의 조화와 균형이 그 도시의 문화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환경 패러다임은 산업사회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패러다임
이다. 특히 현대의 고도정보사회에서는 더 이상의 개발논리보다는 보존과 치유 지
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세기에 많은 도시들은 근대화(近代化) 과정을 통하여 현대도시로 발전하였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였고, 공중 위생적이며, 자동차의 소통이 원활하고 다양한 대
중교통수단이 수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도시들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환경들과 생태환경 패러다임이 올바르게 수용(受容)되지 못하고 몰(沒)
개성한 도시로 발전되었다. 한국의 대도시를 포함한 많은 중소도시들도 근대화 성
공이후 자연경관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되돌리기 위한 노력과 역사․문화적 환경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
이다. 과연 그 문제의 시작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유산과 자연경관
이 도시디자인의 제도 환경, 디자인 환경, 도시디자인 프로젝트에 적절히 수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에는 역사․문화 생태환경이 도시디자인 법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제도 환경, 디자인 환경에 수용하는 과정이나 체계가 잘 못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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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역사․문
화적 생태․환경적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도시디자인 계획과 체계의 수용과정의 구조
화가 필요하다.
현대의 선진화된 많은 도시들은 디자인관련 법률, 계획,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
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새로운 개념이나 필요성이 대두될 때 만들어진
제도여서 체계적이며 상호보완적이지 못하고 서로 상치(相馳)되거나 현실에서 동떨
어진 사문서와 된 경우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도시의 역사․문
화적 환경과 변화하는 생태환경 패러다임의 지속적인 연구, 역사․문화적 환경과 생
태환경을 수용하기 위한 법체계, 디자인체계, 도시디자인 적용사례와 가이드라인이
일관적이고 상호 유기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률제정과정의
시간차나 상하위법의 불일치가 하나의 큰 원인이기도 하다. 2007년 이후 도시디자
인과 공공디자인이 붐이 일면서 토털디자인(total design)의 개념이 강조되고는 있지
만 협의(狹義)의 의미에서 토털디자인이 시행되고 있다. 도시의 자연, 역사․문화 환
경에 맞는 도시디자인 체계와 모형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방자치제가 강화되고 민선에 의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후보자들의
도시디자인 공약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근래의 지방선거 공약들을 살펴보면 공
약의 많은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만큼 도시디자인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포퓰리즘(populism)에 의한 도시디
자인 개념의 왜곡과 더불어 표심만을 위한 선전성 디자인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
다. 한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인식하기 위한 선행연구와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며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선출직
행정가의 공약 속에는 단순한 기대효과만이 강조된 도시디자인 비전과 공약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도시디자인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목표설정, 시
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비전과 컨셉,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 환경과 디자인 환경체계, 도시디자인 적용사례 등을 갖추어져
야 한다. 도시비전에 맞는 도시디자인계획과 체계, 도시디자인 적용방법과 전략의
구조화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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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역사․문화적 요인과 생태․환
경적 요인을 구조화하고 이를 도시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계획을 중심으
로 하는 제도 환경과 도시디자인의 기준이 되는 디자인 환경의 수용과정과 체계를
문헌과 사례를 통하여 연구한다.(제Ⅱ장) 또한 역사문화 생태적 맥락을 중심으로 하
는 도시디자인 요인을 수용측면에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체계를 제도 환경을 중
심으로 연구하고, 도시디자인의 제도 환경과 디자인 환경이 도시디자인에 어떠한
방법과 전략으로 적용되는가를 개념과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Ⅲ, Ⅳ장)
역사문화 생태적 맥락에서 도시디자인 사례를 역사문화도시, 생태문화도시 측면
에서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사례를 통하여 조사 분석한다. 기존의 선진도시
분석을 통하여 역사․문화적 맥락과 생태․환경적 맥락에서 문제점과 시사점을 비교․연
구한다.(제Ⅴ장)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 요인의 역사․문화적 맥락에서의 수용과정과 적용방법, 생
태․환경적 맥락에서의 수용과정과 적용방법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는
도시디자인 수용과정, 도시디자인 적용방법 및 전략을 제시하고, 수용체계와 적용방
법의 유형을 비교분석한다.(제Ⅵ장)
이를 통하여 역사․문화적 생태․환경적 맥락에서 도시디자인의 구성요인, 도시디
자인의 제도환경과 디자인환경 체계를 알아보고 제도환경과 디자인환경이 도시디자
인과 공공디자인에 어떠한 적용방법과 전략을 유형화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
다.
① 도시디자인의 역사․문화적 생태․환경적 요인은 무엇인가?
② 도시디자인 요인들의 수용과정과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③ 도시디자인 제도와 디자인환경의 적용방법 및 전략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④ 역사문화 생태환경적 맥락에서 역사문화, 생태환경도시 들의 사례들은 어떠
한 것들이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⑤ 역사․문화적 생태․환경적 맥락에서 도시디자인 요인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도시디자인 제도환경, 디자인환경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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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전체구조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역사․문화적 환경, 생태적 환경으로부터 도시디자인의 요인으로 작용
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문헌연구와 도시디자인 사례를 통하여 정리․구조화 한다. 도
시디자인 법체계와 같은 제도환경, 디자인가이드라인, 프로젝트 등의 디자인환경에
디자인요인 수용과정 및 체계를 한국,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선진 도시디자인 사례
를 비교분석하여 요인의 중요도, 우선순위, 도시유형별 특징을 도출한다.
디자인 요인의 수용체계 및 적용방법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제도환경, 문화
환경, 디자인환경, 도시다자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유형화한다. 마지막으로 도시규
모, 도시기능, 도시정체성에 따른 도시디자인계획 및 체계의 구조화하고 그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이다.
도시 아이덴티티 및 브랜드 구축을 위한 도시의 역사․문화적인 요인이 도시디자
인계획과 도시디자인체계에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살펴보고, 도시디자인의 계획,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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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체계는 어떻게 구조화되며 도시 유형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
히 도시디자인 비전, 컨셉, 전략에 따라 도시디자인체계가 어떻게 도시디자인과 공
공디자인에 적용되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① 도시의 역사․문화적 요인과 생태․환경적 요인 추출 및 구조화 연구
② 도시디자인계획과 도시디자인체계 및 디자인 요인 수용과정 및 체계 연구
③ 도시유형별 도시디자인체계 적용방법 및 전략모형 연구

4. 연구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도시디자인의 요인을 역사․문화 생태․환경적 맥락에서 한정시
키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역사문화도시, 생태환경도시를 기준으로 도시를 선정 분
석하고자 한다. 첫째, 역사문화도시의 선정을 위해서 유럽, 미국, 아시아의 도시 중
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도시이며 도시디자인이 발
달된 6개 도시를 선정하였다. 유럽의 대표 디자인도시인 영국 런던(London), 프랑스
파리(Paris), 독일 베를린(Berlin)을 선정하였으며 미주에서는 도시디자인 사례가 풍
부하고 가이드라인이 잘 갖추어져 있는 미국의 뉴욕(New York)을 선정하였다. 아시
아에서는 일본의 요코하마, 한국의 서울(Seoul)을 선정하였다.
둘째, 생태환경도시로는 선진 해외도시를 중심으로 유럽과 미주를 중심으로 선
정하였다. 유럽에서는 독일의 환경수도인 프라이부르크(Freiburg), 스페인의 태표적
인 생태도시인 바르셀로나(Barcelona), 그린웨이가 발달되어 있는 캐나다 벤쿠버
(Vancouver), 그린애플맵(green apple map), 하이라인 등의 다양한 생태도시 프로젝
트를 진행한 미국 뉴욕(New York),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태도시를 표방한 브라질
꾸리찌바(Curitiba), 그리고 농업도시로서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쿠바 아바나
(Habana) 등의 6개 도시를 선정하였다.

① 역사문화도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6개 도시)
영국 런던(London), 프랑스 파리(Paris), 독일 베를린(Berlin),
미국 뉴욕(New York), 일본 동경(Tokyo) 요코하마(Yokohama),
한국 서울(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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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태환경도시 (생태문화도시를 표방하는 6개 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스페인 바르셀로나(Barcelona),
캐나다 밴쿠버(Vancouver), 미국 뉴욕(New York),
브라질 꾸리찌바(Curitiba), 쿠바 아바나(Habana)

도시유형

도시명

도시특징

런던(London)
파리(Paris)
역사문화
도시

베를린(Berlin)
뉴욕(New York)
요코하마
(Yokohama)
서울(Seoul)

생태환경
도시

프라이부르크
(Freiburg)
바르셀로나
(Barcelona)
밴쿠버
(Vancouver)
뉴욕(New York)
꾸리찌바
(Curitiba)
아바나(Habana)

∙
∙
∙
∙
∙
∙
∙
∙
∙
∙
∙
∙
∙
∙
∙
∙
∙
∙
∙
∙
∙
∙
∙
∙

세계최초의 메트로폴리스 건설
런던플랜, 밀레니엄 프로젝트
오스만의 대개조사업 등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실행
그랑프로제
동서독 통일을 통한 신수도 건설
버디베어, 암펠만, 바데쉐프
센트럴 파크
빅애플, 영화도시, 하이라인 프로젝트
일본 최초의 도시디자인실 설치
미나토미라이 21
디자인서울(design seoul)
서울상징, 서울서체, 서울색채, 해치, 디자인가이드라인
독일의 환경수도
태양열 주택,
가우디 건축프로젝트
디자인 도시를 위한 프로젝트
그린웨이(green way)
환경친화의 도시
액티브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린애플맵, 하이라인 프로젝트
환경생태도시
도심교통체계, 생태교육 프로그램, 이동식 도서관
도시농업
유실수를 통한 도시농업,

[표 1] 연구 선정도시 분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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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구조
본 연구의 구조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역사․문화적 생태․환경적인
요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제도환경과 디자인환경에 수용되는 과정 체계 등을 연구하
는 과정으로 디자인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그 도시의 정체성(identity), 문화성, 생태
성을 알아보는 과정이다.

[그림 3] 역사․문화 생태9․환경적 요인의 수용체계 구조

둘째는 도시디자인 계획(plan)과 체계(system) 특히 제도환경과 디자인환경이 도
시공공디자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방법과 전략을 연구하는 과정이다. 도시의
유형에 따른 디자인 적용방법과 전략을 연구하는 단계이다.
적용측면에서 도시디자인 방법은 첫째, 맥락디자인(context design)과 장소성 둘
째, 소통디자인과 아이덴티티 셋째, 참여디자인 협력디자인 공유디자인 넷째, 통합
디자인과 토털디자인(total design) 다섯째,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그린디자인 여섯째,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과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일곱째, 서비스디자인
과 경험디자인(experience design) 마지막으로 펀디자인(fun design)과 도시문화컨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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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urban cultural contents)를 중심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도시, 생태환경도시를 중심으로 유럽, 미주, 아시아 도시들
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도시 유형별 도시디자인 수용방법 및 도시디자인 적용방법
및 모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림 4] 도시디자인계획 및 체계의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적용방법 구조

6. 용어정의
6.1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범위, 범주, 정의, 내용이 매
우 다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디자인(urban design)의 영역을 제도환경인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체계를 중심으로 보고자하며 서울특별시의 도시디자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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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디자인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① 도시디자인(urban design)
도시디자인이라는 용어는 매우 범주와 범위가 다양하다.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광의와 협의의 모든 계획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하면
도시디자인이란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
의 형태·윤곽·색채·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
업을 말한다.1)
도시디자인은 일반적으로 3가지 관점에서 정의되는데 첫 번째는 도시다움으로
도시의 정체성(identity)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세계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도시디자
인 수준의 내용으로 세계적인 선진 도시가 되기 위한 세계수준(global standard)을
갖추고자 하는 관점이다. 세 번째는 도시디자인의 성격에 관한 부분으로 도시디자
인은 도시디자인의 도시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시설물과 정보구축을 포함
하는 동시에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시민참여방식을 열어두어야 한다.2)

② 공공디자인(public design)
공공디자인이란 공적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의 관계, 의사소통, 생활, 접근성, 개방
성 등을 원활히 하고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디자인행위 및 결과
를 가리킨다. 공공디자인의 목적은 공적영역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원활
히 하고, 생활수준을 높이며, 접근성, 개방성 등을 향상시켜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삶의 환경과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다. 공공디자인의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현대에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
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의 참여성, 접근성, 개방성을 높
이기 위한 방향으로 대상들을 접근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은 인간은 사회
적인 동물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국가를 조직, 구성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쾌적하게 이끌어가며 그 사회의 정체성을 통하여 구성원의 통합을 이루
는 기본이 된다.
1)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2조(정의) 1항
2) 서울특별시 주택국, 서울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본보고서, 서울특별시, 2006,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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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서울시 디자인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서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 범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상기의 가이드
라인에서는 공공공간, 공공건축,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으로 범
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을 제외한 디자인영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한정한
다.

6.2 역사문화적, 생태환경적 도시디자인 요인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역사문화적인 영역과 생태환경적인 요인은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디자인의 요인을 공간디
자인,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에서 공통된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역사․문화적 도시디자인 요인의 키워드는 장소성(sense of place)과 지니어스 로
사이(genius loci), 아이덴티티(identity), 브랜드(brand), 커뮤니케이션, 협력디자인과
공유디자인, 서비스디자인과 경험디자인, 펀디자인과 도시문화컨텐츠 등이 있으며
각의 용어의 내용연구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생태․환경적 도시디자인 요인의 키워드는 자연경관(natural landscape)과 도시경
관(cityscap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생태성, 에코디자인(eco design)과 그린디
자인(green design), 도시농업과 친환경브랜드 등이 있으며 각의 용어의 내용연구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① 역사․문화적 도시디자인 요인
∙장소성과 지니어스 로사이
∙아이덴티티,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협력디자인과 공유디자인
∙서비스디자인과 경험디자인
∙펀디자인과 도시문화컨텐츠

② 생태․환경적 도시디자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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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과 도시경관
∙지능가능성과 생태성
∙에코디자인과 그린디자인
∙도시농업과 친환경브랜드

6.3 도시디자인 제도환경, 디자인환경
도시디자인의 요인을 수용하는 체계에는 도시디자인 제도환경과 디자인환경이
있다. 제도환경은 도시계획의 성격이 강하며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도환경이라 함은 도시기본계획(urban master plan), 경관계
획(landscape plan), 도시디자인기본계획(urban design master plan) 등으로 한정하고
자 한다. 또한 도시디자인 디자인환경에는 도시디자인 펀더멘털(urban design
fundamental),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public design guideline), 도시디자인 프로젝트
(urban design project) 등이 있는데 다음의 정의에 따라 연구를 한정하고자 한다.

① 도시디자인 제도환경
∙도시기본계획(urban master plan)
∙경관계획(landscape plan)
∙도시디자인기본계획(urban design master plan)

② 도시디자인 디자인환경
∙도시디자인 펀더멘털(urban design fundamental)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public design guideline)
∙도시디자인 프로젝트(urban desig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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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시디자인 환경 및 체계

6.4 도시디자인 비전, 컨셉, 원칙
도시디자인 환경과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일반적으로 도시디자인 비전
(vision), 컨셉(concept), 원칙(principle) 등이 있다. 비전의 사전적 의미는 (보이지 않
는 것을 마음 속에 그리는) 상상력, 광경, 환상, 꿈, 상상도, 미래도 등의 의미를 가
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시디자인 비전이라고 하면 그 도시를 디자인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상상력이며 도시계획을 실현하였을 때는 도시를 가시화 시키는
작업이다.
도시디자인 컨셉(concept)에서 컨셉은 사전적으로 개념(槪念), 관념(觀念), 어떤
작품이나 제품, 공연, 행사 따위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주된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시디자인 컨셉은 도시의 문제점을 규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의 방향성이
며 구체적인 전략적 구상이다.
도시디자인 원칙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생태환경 등이 디자인
의 방향성을 규정하거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데 그 도시만의 정체성과 비전을 실
현하기 위한 실천적 지침을 도시디자인 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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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도시디자인 체계
도시디자인 체계는 매우 다양한 형태와 구조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시디자
인

펀더맨털(urban

design

fundamental),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public

design

guideline), 도시디자인 프로젝트(urban design project) 등으로 한정한다.
도시디자인 펀더맨털(urban design fundamental)은 일반적으로 도시상징(city
symbol), 도시색채(city color), 도시서체(city font) 등을 가리키지만 도시패턴(city
pattern), 도시아이콘(city icon)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public design guideline)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 공공디
자인 가이드라인에서 근간으로 하고 있는 5개 분야인 공공공간(public space), 공공
건축(public architecture), 공공시설물(public facilities), 공공시각매체(public visual
media), 옥외광고물(outdoor sign) 등을 연구의 내용으로 한다.
도시디자인 프로젝트(urban design project)의 경우에도 도시의 규모나 프로젝트
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5개의 범주를 중심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도시경관 프로젝트(urban landscape project), 생태도시 프로
젝트(eco friendly city project), 역사도시 프로젝트(historical city project), 문화도시
프로젝트(cultural city project), 도시활성화 프로젝트(urban regeneration project) 등
의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① 도시디자인 펀더맨털(urban design fundamental)
∙도시상징(city symbol),
∙도시색채(city color)
∙도시서체(city font)
∙도시패턴(city pattern)
∙도시아이콘(city icon)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public design guideline)
∙공공공간(public space)
∙공공건축(public architecture)
∙공공시설물(public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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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각매체(public visual media)
∙옥외광고물(outdoor sign)

③ 도시디자인 프로젝트(urban design project)
∙도시경관 프로젝트(urban landscape project)
∙생태도시 프로젝트(eco friendly city project)
∙역사도시 프로젝트(historical city project)
∙문화도시 프로젝트(cultural city project)
∙도시활성화 프로젝트(urban regene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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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역사․문화 생태적 맥락
1. 도시디자인에서 역사․문화적 맥락
도시디자인을 역사․문화적인 맥락에서 알아보기 위해 도시디자인의 역사에 대해
서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의 도시디자인으로는 중국의 북경(北京)과 서울의 근간이
되었던 주례(周禮) 고공기, 고대 유럽도시의 표준이 되었던 민주도시 아테네, 마케
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세계도시 로마, 진시황제의 중앙
집권 도시계획, 수양제의 대운하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중세도시는 브루넬레스키의
르네상스 도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근현대 도시디자
인 이론으로 하워드의 전원도시, 르 코르뷔제와 기학하적 기계도시, 케빈린치의 도
시이미지, 로버트벤추리의 라스베가스의 교훈,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패턴랭귀지,
콜린 로우의 꼴라쥬 시티, 버나드 츄미의 도시프로그램, 콤팩트 시티로 대변되는 뉴
어바니즘과 어반빌리지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1 고대의 도시디자인
1.1.1 주례 고공기의 이상도시
주례(周禮) 고공기(古工記)는 고대 중국의 예에 관한 중요한 지침서로 이상도시
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상적인 도시형태로 좌묘우사(左廟右社)와 전조후시(前朝後
市)를 정하고 있다. 좌묘우사는 궁궐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을
둔다는 것이다. 전조후시는 궁궐을 중심으로 앞에는 관청, 뒤에는 시장이 놓인다는
의미이다. 또한 성은 전체 방9리의 크기를 갖고 거기에 사면마다 세 개의 문이 열
리는 모습을 그렸다. 중국에서도 실제 이 모양대로 도성을 만든 예는 확인되지 않
았으나 고공기 원리에 따라 구성된 도시가 많았으며 이상적인 도시규범으로 존중되
었다. 조선의 한양의 경우에도 궁궐의 좌우에 종묘와 사직단을 둠으로써 이러한 고
대도시의 규범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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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례 고공기 왕성도

[그림 7] 주례 고공기에 충실한 한양도

1.1.2 페리클레스와 그리스도시
페리클레스(Perikles)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이다. 기원전 5세기 페리클레스 시
대는 서양에서 건축과 도시계획의 원점이다. 그리스에는 폴리스, 아크로폴리스, 아
고라, 스토아 등이 있다. 폴리스는 고대 그리스 도시 그 자체를 의미하며 독립된 국
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정치라는 의미가 생겼다. 폴리스에는 두 개의 중심이
있는데 정치적인 중심인 아크로폴리스와 물질적 생활의 중심이었던 아고라(agora)
이다.
그리스 도시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도시라
는 점이다. 고전적인 민주주의 체제가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설계되었다. 아테네의
도심 형태는 도심광장인 아고라와 격자형 도로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고라는 도
시의 주입구와 아크로폴리스 사이에 배치되었고, 주요간선도로가 이곳으로 연결되
었다. 아고라의 크기는 모든 시민이 시장에 나오거나, 혹은 근처의 공공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폴리스는 대부분 1만 명 이내의 소규모 도시이며 성벽에
의해 도시부와 전원부로 구분하였다. 도시부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중앙
외측의 아크로폴리스는 구릉 위에 종교적 건축물이 몰려있어 종교적 중심이 되게
하였다. 시가지에는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어 회의, 재판, 사교 등 시민의 생활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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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었다.
그리스는 활발한 해외무역을 통하여 주요 식민도시에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적용
시켰다. 히포다무스(Hippodamus)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도시에서 시작되었던
격자형 도로망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그리스가 건설한 신도시는 격자형 도로형식을
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자연발생적인 도시가 방사형태로 이루어진 반면, 아테네는
격자형 도시구성을 통하여 시민들을 평등하게 전면도로에 접근하게 하였고, 도로를
만들 때에도 제사행렬이나 전승행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도로 폭을 확보하였
다. 아테네는 가장 발달한 대표적인 도시국가였으며 그리스문화의 중심이다. 중앙의
아크로폴리스에는 파르테논신전이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구릉의 기슭에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기원전 5세기경부터 로마의 지배에 들어갈 때까지 아테네는 노예와 외
국인 10만 명에 시민 4만 명의 도시였다. 아테네의 건설에는 히포다무스도 참여하
였다.

1.1.3 알렉산드로스와 알렉산드리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기원전 334년 동방원정을 나선지 10년 만에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는 동방의 전제군주제를
받아들여서 강력한 군주권을 행사하면서도 피정복민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였다.
그리고 각지에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워 그리스인을 이주시키고, 이들과
페르시아인의 결혼을 권장하여 동서사회융합을 시도하였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제국 내에 세운 도시 중 자기 이름을 붙인 것은 알렉산드
리아 외에도 많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이다. 기원전
331년,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원정 때 나일강 하구에 건설되었으며, 나중에 프톨레
마이오스가 다스리는 이집트의 수도가 되어,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 경제의 중심으
로서 발전하였다.
정연한 도시계획에 따라 만든 도읍으로 왕궁, 세라피스신전, 파로스섬의 등대 등
이 있었다. 특히 왕가의 보호정책으로 학문과 예술이 발전하고, 자연과학의 연구가
활발하였다. 무세이온(학문연구소)과 그 부속도서관, 천문대, 해부학연구소, 동물원
등이 설립되었다. 알렉산드리아는 우아한 공원으로 아름답게 꾸며졌고 이 도시를
지중해 세계의 지적 중심지로 만들어 준 건축물인 박물관과 도서관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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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세계도시건설 로마
로마는 기원전 753년에 창건이 이루어진 도시이다. 로물루스왕에 의해 창건되었
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쌍둥이 동생 레무스와 함께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전설
이 있다. 실제로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6세기 말에 왕제(王制)
가 폐지되고 공화정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로마는 테베레 강에 인접한 7개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7개의 언덕은 보다 나
은 도시전망을 제공하고 통풍이 원활하여 저습지나 강으로부터의 해충이나 병원균
을 막아준다. 로마는 7개의 언덕 중에 팔라틴(Palatine)을 중심으로 도시발전이 이루
어졌고 캐피터라인(Capitoline) 언덕에는 신전이 세워졌다.
로마의 정치체제는 공화정에서 제정(帝政)으로 바뀌면서 제국의 확장에 발맞추
어 도시가 확장되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도시건축물들은 이 시기에 건설되
었다. 아우렐리안 성벽이라 부르는 방어벽이 테베레 강 서안까지 확장되었고 신전,
궁전, 개선문, 경기장, 욕장, 왕묘들이 건설되었다. 그리스의 아고라를 이어받은 광
장(forum)들이 건설되었다. 로마는 르네상스 이후에 광장과 분수가 발달하면서 새로
운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로마는 그리스의 도시계획기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도로
건설에 있어서 조형성과 방어력, 항만, 비옥한 토양에 관심을 가졌고, 로마는 도로
포장물의 공급과 하수도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리스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로마
의 도시구성요소로는 써미(thermae)라고 부르는 공중목욕탕과 인슐라(insula)라고 하
는 로마의 하위계층들의 거주단지가 있었다. 인슐라는 지금의 아파트와 같이 수층
에 건물이 초라하였으며, 불에 약한 목조물로 퇴화하기 쉬웠다.
로마인들은 가로의 배치를 강조하였고 주가로와 부가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
다. 주가로와 부가로는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으며 카르도(cardo)와 데쿠마노스
(decumanus)라 불렸으며 시가지를 네 부분으로 분할하였다. 로마의 포럼은 새로운
황제가 즉위할 때마다 광장을 중심으로 건축물을 건설하여 지배자의 영광과 신격화
에 주력하여 광장의 기능보다는 기념비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로마의 신도시들은 주로 식민도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로마와 동맹을 맺은 도시인
콜로니아(colonia)와 토착민의 중심지인 뮤니시피아(municipia), 로마화된 형태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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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서 토착민의 상업적, 행정적 중심지인 시비타스(civitas)가 있다. 식민도시
와 중첩되는 도시들도 존재하나 형식적으로 다른 도시로서 군사기지 성격을 띠고
있는 카스트라(castra)가 있다. 카스트라는 적의 공격 시 보급기지였으며 본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병영도시이다.
로마는 기원전 27년부터 기원후 324년까지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전성기
인 3세기 경에는 45,000개가 넘는 아파트와 약 2,000개의 개인주택이 건설되었다. 1
세기에 아우구스투스(Augustus) 황제에 의하여 21m 높이제한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
미 8층 건물이 건립되었다. 로마는 고대에 이미 거대도시로 성장하였으며 거대도시
를 유지하고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 대형수레에 의한 대량수송이 필수적이
었다. 로마를 중심으로 폭이 넓고 잘 포장된 도로가 전 영토에 뻗게 되어 모든 길
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났다. 또한 로마는 수로를 건설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으며 로마 수로교는 폭우이나, 지진,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
고 있다. 이것은 20,400개의 돌로 된 벽돌을 쌓아 올린 순수한 돌로 석회 성분이나
콘크리트 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돌 벽돌은 완벽한 평형을 이루
고 있어서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로마의 도시는 서양도시의 중요
한 근원이 되었으며, 도시의 사회간접자본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도시는 사적영
역과 달라서 장인들의 정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일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
들의 책임의식이 동반된다. 로마의 도시는 그 훌륭한 사례이다.

1.1.5 진시황제의 중앙집권 도시계획
진시황제(기원전 259~210) 영정(嬴政)3)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였다. 진나라의
31대 왕이며 중국 최초의 황제(皇帝)이다. 영정은 왕이라는 칭호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삼황오제에서 황(皇)과 제(帝)를 취하여 황제라고 칭하였고 자신
은 처음이니 시황제(始皇帝) 라고 하였다. 진시황제는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군현제로 다스렸다. 모든 결제는 자신이 직접 챙겼으며, 도량형과 화폐, 문자 등을
통일하여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렸다. 현대에도 중국을 의미하는 차이나(china)는
진(chin)에서 유래하였다.
시황제는 마차바퀴의 크기와 폭을 표준화하였다. 마차바퀴의 크기 표준화를 통
3) 진시황제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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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마차바퀴를 쉽게 교체하게 만들었으며 부품 공유를 통한 효
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표준화는 더욱 진전되어 마차바퀴의 폭과 도로를 표준화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화된 도로를 전국으로 연결하였다. 시황제는 새로운 물류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시황제는 재위 기간 중 무려 다섯 차례나 전국 곳곳을 순행하였다. 시황제 순행
시에는 표준화된 5개의 수레를 군사들이 호위토록 하고, 자신은 그 수레 중 하나에
탔다. 그리고 순행하는 길가에 자신의 송덕비를 세워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기도 했
다. 시황제는 자신이 건설한 도로와 마차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중국 도시를 돌아다
닌 최초의 중국인이다.

1.1.6 수양제의 대운하 프로젝트
중국은 삼국시대부터 수가 통일한 6세기 말까지 분열이 계속되었다. 약 4세기
동안 분열되었던 중국을 수(581~618)가 통일하였다. 수는 귀족세력을 누르기 위해
귀족의 사병소유를 금지하고,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운하를 건설하여 물자의
유통과 사회통합에 노력하였다.
수양제는 604년 수도를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겼다. 다음 해인 605년에는 베이징
에서 항저우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을 시작하였다. 운하의 건설로 황허 강, 하이허
강, 양쯔 강이 연결되었으며 운하를 따라 도로와 역참도 정비되었다. 그 당시 6년에
걸쳐 완성한 운하의 길이만 1,794km나 되었다. 대운하는 남송 때 화북 지방을 금이
점령함에 따라 파괴되었다가 원과 명대에 복구, 확장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뤄양, 황허, 화이허를 연결하는 통제거는 반 년 만에 완성되었다. 양제는 대운하
를 건설할 때 40여 개의 행궁을 지었으며 운하 옆에는 대로를 건설하였고 버드나무
와 느릅나무를 심었다. 대운하 건설에는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동원되었다.
608년에는 뤄양에서 지금의 베이징의 남쪽인 탁군으로 통하는 영제거를 건설하
였고, 610년에는 양저우에서 위저우를 잇는 강남운하(江南運河)를 개통시켰다. 수는
강남의 물자를 화북지방의 중앙정부와 동북부 변방의 군대 주둔지에 공급할 때 대
운하를 이용하였으며, 일반 서민들은 운하를 이용하여 활발한 상업 활동을 전개하
였다. 대운하가 개통되어 경제적으로 우월했던 남쪽이 북쪽과 연결되어 중국 전체
의 유통이 원활해졌다. 그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인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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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운하의 건설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괴롭혔기 때문에 수나라는 곧 멸망하
고 당이 건국되었다.

1.2 중세의 도시디자인
르네상스에는 과학과 종교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관이 지배하는 시기였다. 과학
의 힘으로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였다. 이 시대에
보편화되었던 화약, 종이, 나침반은 도시의 방어물이었던 성벽의 필요성을 약화시켰
다. 15~16세기에는 많은 이상도시안이 대두되었는데 공통점으로는 아직도 폐쇄형
성체형식을 취하였지만 그 내부에는 격자형, 방사형 가로망을 취하였다. 알베르티
(Alberti)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상도시안을 제출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는 ‘건축
론(De Architecture)’에서 로마의 선구자 비트루비우스(Vitruvius)의 저서들과 마찬
가지로 건축과 도시를 하나의 테마로 처리하였다.
르네상스 도시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로마시대의 도시계획을 확장 개조시키고자
하는 재건계획이 발달하였다. 로마재건계획을 건의한 식스터스 5세(Sixtus X)는 건
축가 폰타나(Fontana)에게 위촉하여 가로망계획을 준비하였다. 폰타나는 로마제국시
대부터 남겨진 높은 오벨리스크로 그 도시 내의 주요지점들을 표시하였고, 그의 설
계지역에 말뚝을 박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도시의 가로망
이 주요한 장소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가로 그 자체가 강조될 수 있다는 생각을 도
입하였다.

1.3 근․현대의 도시디자인
1.3.1 하워드의 전원도시
1898년 영국의 에베네저 하워드(Ebenezer Howard)는 그의 저서 ‘미래의 전원
도시(Garden Cities of Tomorrow)’에서 거대도시의 문제점으로부터 도시와 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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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로 하여 해결하는 전원도시의 수법을 고안하고 도시계획을 전계하였다. 그는
도시와 전원 및 전원도시를 3개 자석에 비유하였다.

[그림 8] 전원도시 다이어그램 2, 3, 4
전원도시 다이어그램 2. 전원도시의 배치이다. 중앙은 원의 도시이고 그 주위는 부채모양의
농촌도시이다. 하워드는 이 전체를 전원도시라고 부르고 있다.
전원도시 다이어그램 3. 전원도시의 중심부의 도면해석이다. 건물의 형태는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방사상의 플랜도 구체적인 도시형태이기 보다는 패턴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의 대표
적인 사례이다.
전원도시 다이어그램 4. 전원도시와 대도시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근대의 직주분
리를 인정하면서 스프롤을 억제해 교외의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려는 사상과 연계된다.

하워드가 제안하는 전원도시는 인구 3만2천명의 소도시이나 이것이 계획인구에
도달했을 때는 별도의 전원도시를 다시 만들고 이들을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여 인
구 5만8천명의 도시집단을 의미한다. 도시집단은 성장하여 인구 약 25만의 도시집
단이 된다. 그는 도시건설에 소요되는 경비, 실제 도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경
비의 조달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한 재정적인 분석을 하였다.
전원도시계획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으며 1899년에는 전원도시협회가 설립
되었고 1903년에는 전원도시주식회사가 창설되었다. 최초의 전원도시는 런던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레치워스(Letchworth)이다. 이 도시의 계획은 파커(Parker)와 어
윈(Unwin) 두 사람에 의해 설계되었다. 전원도시의 이상은 계속 전파되어 1920년에
두 번째 전원도시인 웰인(Welwyn)이 런던 북쪽 20마일 지점에 건설되었다. 건축가
스와송(Louis de Soissons)에 의해 계획되었고, 레치워스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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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에벤에저 하워드의 전원도시 다이어그램1
도시와 농촌의 장단점을 보완해 이를 결합한 전원도시의 개성을 설명하고 있다.
중앙의 사람들이 어디로 끌리는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1.3.2 르 코르뷔제와 기학하적 기계도시
20세기 도시공간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축가가 르 코르뷔제(Le Corbuiser,
1887~1965)이다. 그의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있어서 도시의 계획 및 건축 활동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당시의 사회는 모순과 갈등이 팽배하였으며
도시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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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코르뷔제는 회화, 건축, 도시계획에 있어서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찬양
하였다. 그는 어윈(Unwin)의 곡선도로의 주장을 목적성이 없는 타락의 길이라고 비
판하면서 도시는 마치 기계와 같으며 기관차를 조립하듯이 도시를 건설하여야 하기
때문에 곡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1922년 그는 인구 300만의 도시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그가 주장한 이상도시는
광대한 오픈스페이스에 둘러싸인 장대한 마천루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였다. 마천루
주변에는 아파트지구가 있어 8층의 연속주택이 광대한 오픈스페이스에 둘러싸여 있
는 구조이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있는 유니테 다비타시옹이 1946년부터 설계
가 시작되어 1952년에 준공되었다.
르 코르뷔제는 도시를 논할 때 유니테 다비타시옹은 건물이라고 또는 도시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하였다. 직역하면 주거단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유니테 다비타
시옹이 새로운 도시건축의 전형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도시설계의 경우 주거계획으로
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림 10] 르 코르뷔지에의 보와상 계획(1925)
1920년대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파리 중심지구를 고층주택으로 바꾸어 놓았다. 중
앙은 비행장을 두고 그 아래로 고속도로가 달리고 있다. 보와상은 이 프로젝트에 연구비를
출자한 비행기회사 이름

르코르뷔지에가 내세운 도시계획의 4가지 원칙은 먼저 도심의 복잡함은 제거되
어야 하며, 그러나 도시 중심부는 밀도가 높아도 좋다. 중심부에는 교통기관을 집중
시켜 배치하여야 하고, 공원과 공지는 충분하게 계획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925년에 파리중심부의 개조계획인 보와상 계획(Plan Voisin)에 적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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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빛나는 도시계획에도 이 발상을 전개하였다. 1928년 르 코르뷔제의 생각을
지지하는 건축가들에 의해서 CIAM이 결성되었다. 1933년 아테네 회의에서는 현대
도시 현상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95개조로 된 아테네 헌장을 발표하였다. 이 헌
장에는 도시의 네 가지 기능으로 거주, 여가, 근로, 교통을 선정하여 도시계획은 주
거단위를 중핵으로 하여 이들 기능의 상호관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도시
에서 녹지와 태양공간을 존중하는 CIAM의 생각은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20세기의 현대도시는 대부분 르코르뷔지에의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자동차중심의 도시, 건설중심의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도
시는 기계이며 모더니즘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건축가이며 도시계획가였다.

1.3.3 케빈린치의 도시이미지
메사추세스 공과대학의 교수였던 케빈린치(Kevin Lynch)는 1960년 저서 ‘도시
의 이미지(The Image of City)’를 발표하였다. 그는 책의 서두에서 도시의 경관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나 그 중의 하나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즐겁게 하는 일이라
고 하였다. 도시이미지는 현대도시디자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모형이 되
었다. [도시의 이미지]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도시의 인지(認知)를 분석한 것이다.
특히 경관의 문제를 다루어 평가방법을 나타낸 것은 그의 연구의 독창성이다.
린치는 도시의 인지를 정체성(identity), 구조(structure), 의미(meaning)로 보았다.
정체성이란 경관 속의 것이 다른 부분에서 보는 것과 구별되는 확실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보는 광경을 넘어서 경관 속의 대상이 떠오르게 하는 근거라고 하였다. 구
조는 관찰자가 만들게 되는 보이는 사람의 패턴이다. 이것은 어떤 광경을 어떻게
구성하여 구조화 하는가와 시간적인 연속 가운데 경과된 범위를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관련된다. 이처럼 인지의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 구조(structure)라는 용
어를 사용하였다. 의미는 경관에서 나타낼 수 있는 유용성과 개념, 추억, 동경 등
다양한 종류의 기억의 총체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정체성과 구조와 비교하여
매우 개인성이 강하다. 객관적인 지표로 알기 어렵고 통계적인 분석이 어렵다. 린치
는 이 세 가지가 항상 동시 표현된다고 언급하면서 정체성과 구조의 물리적인 명료
함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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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도시의 이미지 보스턴의 다이어그램

린치는 이미지너빌리티(imageability)라는 개념을 내세웠는데 그 의미는 선명한
정체성과 강력한 구조를 겸비한 유익한 환경이미지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
로 색채, 형태, 배치 등을 의미한다. 이 용어를 사용하면 기억을 떠올리기 전에 시
선을 이끄는 경관은 이미지너빌리티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린치가 말하고자 하는
이미지너빌리티는 물체가 지니고 있는 성질로써 환경의 구조는 결국 사고의 구조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옴스테드 이후 디자인에 있어서 환경성을 중요시 해왔으나 린치의
도시의 이미지 이후부터는 자연의 보전과 공원의 설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간
을 둘러싼 사물에 존재하면서 의미와 감정의 매개를 초래하는 것으로 인간의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린치는 도시의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5가지 타입의 도시 형태를 구체적으
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도로(path), 경계(edge), 지역(district), 접합점 혹은 집중점
(node), 랜드마크(landmark)이다. 린치는 이 다섯 가지에 의해 도시의 이미지가 변화
되는 것을 예측한다.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는 도시 이미지를 표기하는 용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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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려지는 도면은 다이어그램이 된다.

[그림 12] 도시의 이미지 로스앤젤레스의 다이어그램

[그림 13] 케빈린치의 도시분석의 5가지 요소
도로(path), 경계(edge), 지역(district), 접합점 혹은 집중점(node), 랜드마크(landmark)

린치는 다섯 가지 모델을 가지고 보스턴, 뉴저지시티, 로스앤젤레스의 3개의 도
시를 분석하였다. 보스던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로 18세기와 19세
기에 만들어진 가로의 골격과 건물의 모양은 유럽에 가까운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뉴저지시티는 뉴욕과 허드슨 강을 끼고 강 건너편에 있다. 이곳은 별로 특징이 없
기 때문에 맨해튼의 강 건너편에 위치하고 잇다는 것 밖에는 설명할 것이 없다. 로
스앤젤레스는 보스턴, 뉴저지시티와는 스케일이 다른 도시이다. 이곳은 걷는 사람들
이 적고 대부분 자동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도시이다. 따라서 도시의 경관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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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속도 감각에 의해서 파악되는 도시이다. 린치의 연구에 의하면 로스앤젤레스
에서는 광장을 횡단하는 것이 무섭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린치는 세 도시를 다
섯 가지 모델에 의해서 다이어그램화 함으로써 도시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한 린치는 세 도시 가운데 보스턴의 평가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 중요한 이유는
걸어 다니기 쉬운 도시라는 점이다. 케빈 린치는 도시의 흐름을 보는 방법을 터득
하였으며 도시의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1.3.4 로버트벤추리의 라스베가스의 교훈
로버트 벤츄리는 1968년 스코트 브라운과 함께 예일대학의 대학원 스튜디오에서
라스베가스를 주제로 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의 성과를 한권의 책자
로 출판하였는데 이것이 ‘라스베가스의 교훈(Learning from Las Vegas)’이다. 그
의 연구주제는 건축의 상징성에 대한 문제였으며 그것은 그가 저술한 ‘건축의 복
합성과 대립성(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의 내용과 연관된다.
대학원생들과 현지에서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는 그들이 의도했던 범위를 넘어 도시
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라스베가스는 사막 한가운데 만들어진 도박의 도시이다. 거리는 가늘고 긴 땅과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세워진 호텔과 카지노로 형성되어 있다. 화려한 간판과 네온
사인, 세계 각국의 건축양식으로 만들어진 유명 건축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당시
에 라스베가스는 건축가들이 가장 꺼려하던 도시였다. 벤츄리가 라스베가스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의 도시 형태를 정의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벤츄리는 라스베가스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연구대상인 도시는 신선했으나 분석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을 취하였다. 공간과 스케일, 속도와 상징에 관하여 다른 유형
의 도시와 비교하면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지도상으로 나누어 건물의 용도별로
분포도를 제작하였다. 호텔과 카지노 등의 간판을 분류해 유형학(typology)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상징적인 메시지와 인지를 명백히 하는 과정으로 건축
의 공간성이 아니 표층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건축이 기호로서 작용하는
의미작용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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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라스베가스의 교훈에서의 수직성이 있는 공간의 분류
동양의 바자르나 중세의 가로등 라스베가스의 몇 개 장소를 속도와 스케일로
비교하고 있다.

라스베가스는 건축가나 도시설계가의 설계에 의존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욕망
과 이곳 호텔에서만 가능한 달콤한 꿈이 기호에 의한 연상으로 실현된 거리이다.
현대의 도시를 형성하는 것은 절대적인 도시의 권력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
상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벤츄리는 복잡한 전체(different whole)이라는 개념으로 라
스베가스를 설명하였다. 각각 독립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으나 방법에 따라서 전체
를 예정하여 정하는 것과 같은 전체이다. 벤츄리는 사람이 사는 이상 도시는 불확
정적인 요소로 가득하며 이러한 일들을 즐기는 정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자 했다. 1960년부터 70년대는 모더니즘의 종반기이며 새로운 가치관으로의 전환기
였다. 이러한 가운데 벤츄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논리적 실천자의 한사람이었다.
라스베가스의 간판에 나타난 현상은 건물형태가 아니라 건물에 붙여진 간판 또
는 장식으로써 나타난다. 이러한 종류의 건물을 벤츄리는 장식된 창고(deco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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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d)라고 불렀다. 그는 이 이론을 고딕의 대성당과 고전주의 팔라쪼에 이르기까지
부여한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은 이러한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건축의
표층성이 주류를 이룬다. 요약하면 파사드의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였다. 라스베가스
의 건물 파사드에 관해 벤츄리는 간판이 가장 개성적이며 파사드의 변화를 가장 짧
게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전면의 계속되는 개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은 구조
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의 기본적인 태도는 평면이나 입면을 지속적
으로 관찰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고자 하였으며 건축
을 문학적으로 해석하였다.

1.3.5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패턴랭귀지
크리스토퍼 알랙산더(Christopher Alexander)는 건축가, 조경가, 도시계획가이며
건축학과 교수이다. 알렉산더는 1975년부터 1979년에 걸쳐 ‘시간을 초월한 건설의
길’, ‘패턴랭귀지(pattern language)’, ‘오레곤 대학의 실험’등 세권의 책을 저
술하였다. 이 시리즈는 건축, 건설, 계획에 대한 오늘날의 생각과는 다른 실제적인
대안을 내고자 하였다. 1권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집대성하였고, 3권에서는 적용사
례를 기술하였다.
그는 패턴랭귀지(pattern language)에 대해서 사건의 패턴(patterns of event), 공
간의 패턴(patterns of space), 살아있는 패턴(patterns which are alive)을 제시하였
다. 사건의 패턴이란 장소의 성격이 그곳에서 반복되어 발생하는 사건의 패턴에 의
해 결정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건축과 도시를 특징짓는
성격이 사건에 의해 반복되어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인간행동과 자연현상
등의 모든 사건은 그 장소가 특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각각 고유의 시간을 가진
행동과 현상도 한정된 요소와 조합으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공간의 패턴은 이미 일
정한 기하학적 패턴과 중복된다. 각각의 건물과 가로는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패
턴을 만든다.
알랙산더의 이론은 어떤 사건의 발생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공간적 배열의 관계
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건물과 도시의 프로그램(사용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능을 사람의 행위레벨로 환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그 운동과
장소, 공간과의 대응관계를 유형화한 것이 패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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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란 행위하는 사람이 인식 또는 무의식에 관계없이 신체적인 기억과 연관
된 운동의 표상이다. 프로그램이란 공간적인 행위의 배열과 함께 시간적인 기억의
회귀와도 연관되어 있다. 반복되는 패턴과 사건은 시간적으로 격차가 있는 기억의
상기라고 할 수 있다.
알랙산더는 기억, 운동, 사건의 연관을 발생시키는 것을 질(The Quality)이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떤 중심적인 질이 존재한다. 그것은 사람, 거
리, 건물, 황야 등의 생명과 정신의 근원적인 규범이다. 질은 객관적이고 정확하지
만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살아있는 패턴이란 그가 말하는 이름 없는 질이 포함된 공간의 패턴이다. 바꿔
말하면 시간적인 연속성이 있는 장소의 패턴인 것이다. 이러한 장소는 필연적으로
과정을 중시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알렉산더가 설명하는 건설은 건축가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건물을 완성함으로써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스스로 침착하게 구축하는 방법이다. 그는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는 점점 넓어져 각 단계를 거쳐 극도로 형식적인 구축을 이루어 나가
는 것이다. 이 형식적인 구축의 도구가 되는 것이 패턴랭귀지이다. 이것은 그가 주
장하는 건설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해 건설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공유코
드인 것이다.

[그림 15] 트리와 세미래티스의 비교(1967), 패턴랭귀지
a, b 세미래티스 c, d 트리 세미래티스는 복수의 집합이 중첩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시는 트
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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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는 건축과 도시의 공간 패턴을 환원적으로 유출하고 그것들의 관련성을
문제로 하였다. 이때 비유적으로 이용된 것이 언어의 구조이다. 언어에는 단어와 단
어를 연결하는 규정 즉 통사법에 의해 의미가 파생된다. 따라서 알렉산더는 문제가
되는 패턴과 패턴이 단순히 선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패턴구조는 보다
큰 패턴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가구의 자세한 패턴에서 건물의 부분패턴, 건물의 영
역 패턴, 집합패턴, 거리의 패턴에 이르기까지 패턴랭귀지는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결국 도시 전체의 패턴에 이르게 된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
람들이 그 도시의 패턴 랭귀지를 체득해야 한다. 그러나 패턴 랭귀지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 예를 들면 통신이 발달하면서 발생되는 커뮤니케이션과 같이 미디어
에 대한 고찰이 대부분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일례이다.

1.3.6 콜린 로우의 꼴라쥬 시티
콜린로우(Kolin Rowe)는 건축과 도시에 관한 이론가로서 1978년 프레드 쾨터
(Fred Koetter)와 공저로 ‘꼴라쥬 시티(collage city)’를 출판했다. 꼴라쥬 시티
(collage city) 에서는 근대건축에 의한 도시(=근대도시)는 아직 건설되어 있지 않다
는 문장에서 그의 생각이 표현되어 있다. 19세기 말부터 다양하게 근대건축에 의한
도시프로젝트가 다양하게 발표되어 왔으나 그것들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1920년까
지 이다. 이후 부분적으로 시도되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는 없었다. 문제는 근대건
축에 의한 도시가 문제시 되면서도 이를 대신할 도시가 없다는 것이다. 로우는 근
대건축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전통적인 것을 공존시키고자 하였다. 로마와 같은 도
시도 수 세기를 거쳐 발전과 쇄퇴를 반복하면서 다양성을 갖는 도시처럼 만들 수밖
에 없었다.
근대도시에 결여되어 있는 관점은 역사의 연속성에 대한 배려이며 실현하기까지
의 진보를 맹목적으로 믿으면서도 실현하게 되면 결국 이전의 시간들을 잊게 된다
는 점이다. 이것은 유토피아의 결점이기도 하다.
슈퍼스튜디오가 나타낸 비전은 진보라는 관념 즉 시간은 앞으로만 전진한다라고
로우는 생각하였고 이런 비가역적인 시간에 반하여 가역적인 시간 즉 기억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하였다. 이에 대한 화제의 중심이 도(圖)와 지(地)의 이론이다.
로우의 논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바꾸어서 나타내는 이항 대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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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가운데 도(圖)와 지(地)는 가장 알기 쉬운 항목인데 아크로폴리스는 열주로
내부를 둘러싼 오브제이지만 포럼은 같은 열주 건물이면서 보이드(void)로 둘러싸여
있다. 이 두 곳의 비교는 정리하는 형태를 오브제로 할 것인가 보이드로 할 것인가
이다. 로우는 또한 시간의 콜라주를 설명하면서 도시건축은 단편화된 유토피아이고
도시는 복수의 유토피아의 콜라주라고 하였다. 로우는 콜라주적인 접근방법에서 오
브제를 본래의 문맥에서 끌어내는 또는 유도하는 기법으로 설정하고 콜라주를 유토
피아와 전통을 모두 성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파리의 경우를
보면 와의 궁전이었던 루브르는 루이 14세 시대부터 확장되어 관공서로 사용되었고
지금은 미술관으로 바뀌었다. 루브르에 이러진 도시 축은 나폴레옹과 오스만 시대
를 거쳐서 연장되었고 현대에도 그랜드 아치는 그 축의 연장선 상에서 계획되었다.
도시축이라는 모델 위에 다른 시간이 연속되어 가는 형태는 전통으로서의 유토피아
구축의 과정이며 유토피아로서의 전통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건축이 도시의 파편이라는 것은 도시가 시간 속에서 만들어 지고 건축이 시간의 파
편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림 16] 콜린 로우의 콜라주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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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버나드 츄미의 도시프로그램
버나드 츄미(Bernard Tschumi)는 1983년 파리 근교 라빌레트 공원의 국제현상
설계경기에 제출한 안이 최우수 안으로 당선되면서 공원 마스터플랜의 주임건축가
로 선발되었다. 츄미는 공원의 옥외극장, 레스토랑, 아트갤러리, 비디오센터 등 다
양한 기능을 복합한 하나의 도시를 만든다는 점에 역점을 두었다.
라빌레트 공원의 국제현상 공모가 있던 1982년 츄미의 일관된 메인 키워드는 프
로그램과 이벤트이다. 이것은 건축의 사용방법에 관한 것이다. 츄미의 주제는 형태
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장소의 시간적, 장면적인 사용방법에 집중하고 있다. 츄미는
건축에서는 공간 자체보다도 그 공간에서 펼쳐질 수 있는 이벤트가 항상 존재감을
느끼게 한다고 주장했다. 츄미의 이러한 논점에는 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계승이
숨겨져 있다. 기능주의는 어떤 방과 공간을 그 곳에서 행위를 형식화함으로써 규정
했다. 그러나 츄미는 어떤 방과 공간이 시간과 장소에 의해 사용방법이 바뀌는 것
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도시광장이 아침에는 시장으로 낮에는 식당, 저녁에는 집
회장으로 된다는 시간적 변화, 또는 옛 궁전이 현대에는 시청사와 전시장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하였다. 장소의 역할을 규정하는 방법은 사용방법이며 사람의 행위
와 운동이다. 이러한 행위와 운동을 장소와 시간과의 조합으로써 조직하기 위하여
츄미는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츄미의 프로그램은 기능의 아날로지(analogy)이지만 기능주의에서 언급되었던 것
과 같이 형식화된 움직임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운동과 운동이 만나는 것에 의해
새로운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을 의도한 계획용어라고 할 수 있다.
츄미는 도시를 조형적인 문맥에서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도시를 바라
보았다. 하나의 건축에 복수의 프로그램이 혼재하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도시의 아
날로지가 된다. 틀림없이 도시란 다양한 인종과 사물에 의해 다양한 활동이 집적된
상태이며 이것을 도시의 다양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도시를 획일적인 디자인과
기능으로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츄미는 건축은 디자인의 조건
에 관한 것이 아닌 조건의 디자인에 관한 것이라고 했으며 조건의 디자인이야 말로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 프로그램이란 pro-(앞에서) gram(쓰다)라는 의미이며 장소
와 도시공간의 사용방법을 구상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다 확실하게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건축가로 램쿨하스(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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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lhaas)가 있다. 쿨하스는 안은 본래 정보가 없는 같은 장소에서 쓰여진 시나리오
또는 픽션으로서 프로그램의 표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츄미와 쿨하스의 공통점은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의 다이어그램은 살아있는 새로운 이
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가 자율적인 매력이 있다. 그것은 사고(思考)의 경과
를 나타내는 도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이어그램에 나타난 건축가의 사고에 대해서
는 표현은 다르지만 스티븐 홀(Steven Holl)의 설계가 있다. 그들의 도면에는 화살
표와 궤적을 나타내는 선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그들이 건축과 도시의 공간
을 정지한 형태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사람의 활동에 의해 변화하고 신체의
움직임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써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림 17] 버나드 츄미의 라 빌레트 공원

행위를 포함하는 환경이 설정되면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사람의 행위가 정보로서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정보를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드웨어가 설계되
고 사용방법이라는 점에서 소프트웨어가 설계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근대의 건축
과 도시의 설계는 소프트한 반면 형식적이고 획일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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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콤팩트시티 : 뉴어바니즘과 어반빌리지
근대도시이론을 가지고 개발한 도시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
현상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으며 각국은 근대도시이론을 대체할
새로운 이론을 찾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이론 중에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이다.
이러한 용어가 구체화된 사례로는 미국의 뉴어바니즘(new urbanism)과 영국의
어반빌리지(urban village)이다. 과거의 도시개발이 확대발전 지향이었다면 축소 고
밀화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개념을 총칭하여 콤팩트 시티라고 부르고 있다. 이 개
념은 근대도시이론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도시를 중세시대 도시처럼 콤팩트하
고 활기 있게 가꾸자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탄생한 용어이다.
미국의 뉴어바니즘을 탄생시킨 중심인물들이 아와니 호텔에 모여 아와니 원칙
(1991)을 발표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커뮤니티는 주택이외에도
상점, 직장, 학교, 공원, 공공시설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지녀야 한다. 둘째, 대부분
의 시설은 도보권 내에 있어야 한다. 셋째, 대부분의 시설과 거점들은 대중교통수단
으로부터 도보권 내에 있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사회계층, 연령층의 주민이 공존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자연환경 보존에 힘써야 한다.
영국의 어반빌리지(Urban village) 추진 모체인 어반빌리지 포럼이 주장하는 원
칙은 다음과 같다.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개발이어야 한다. 고품위 디자인, 복합개
발, 치밀하게 계획된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이루
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마이크 젱크스 교
수는 콤팩트 시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도시 형태는 콤팩트하여야
한다. 용도혼합과 적절한 가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체계적인 교통네트워크가 건
설되어야 하며 환경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준 높은 도시경영으로
21세기형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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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역사․문화적 맥락에서의 도시디자인 요소
역사문화적인 맥락에서 도시디자인 요소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
다. 특히 근현대의 도시디자인 요소와 원칙은 에벤에저 하워드의 전원도시, 르 코르
뷔지에의 자동차 중심의 도시, 케빈린치의 도시의 이미지, 로버트벤추리의 도시의
상징성과 커뮤니케이션 건축,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사건의 패턴, 공간의 패턴, 살
아있는 패턴으로 대변되는 패턴랭귀지, 콜린로우의 시간에 따른 역할의 변화를 설
명하는 콜라주시티, 버나드 츄미의 장소와 도시공간의 사용방법, 현대의 콤팩트 시
티로 대변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뉴어바니즘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반빌리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역사문화맥락

이론가․이론서

이상도시

주례 고공기

전원도시

에벤에저 하워드

도시디자인요소
∙
∙
∙
∙
∙
∙

자동차중심도시

도시이미지

도시의 상징성

환경과 구조

르 코르뷔지에

케빈린치

로버트벤추리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
∙
∙
∙
∙
∙
∙
∙
∙
∙
∙
∙
∙

좌묘우사, 전조후시,
중국 베이징, 한국 서울(정도전의 한성계획)
대도시와 위성도시, 스프롤 현상(그린벨트)
한계: 도시계획에서 시간적 공간적 측면이
등안시 되는 경향
최초의 전원도시 레치워스, 웰린(1921)
유니테 다비타시옹(1922) 주거계획에서 시작
3백만명을 위한 도시계획
CIAM의 아테네 헌장-주거, 일, 휴식, 교통에
근거하여 도시를 계획
도시의 이미지: 정체성, 구조, 의미
이미지너빌리티(imaginability)
도로(path), 경계(edge), 지역(district)
접합점(node), 랜드마크(landmark)
보스턴, 뉴저지,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로부터의 교훈: 스페이스와 스케일
공간으로서 건축 → 커뮤니케이션 건축
파사드의 기호성, 복잡한 전체
라스베가스 포스트모더니즘
패턴랭귀지: 사건, 공간, 살아있는 패턴
환경과 구조-사용자가 스스로 구축해 가는 것
트리와 세미래티스(1967)
한계: 건축이 실재 실현되는가의 의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대한 고찰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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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주시티

도시공간프로그램

콜린 로우

버나드 츄미

∙
∙
∙
∙
∙
∙
∙
∙
∙
∙
∙
∙

뉴어바니즘

미국

(걷는 도시)

아와니 원칙

어반빌리지

영국

(휴먼스케일)

어반빌리지 포럼

콤팩트 시티

마이클 쟁크스

∙
∙
∙
∙
∙
∙
∙
∙
∙
∙
∙
∙
∙
∙
∙

콜라주시티(1978) 프레드 퀘터와 함께 출판
근대도시에 결여되어 있는 점: 역사적 연속성
시간의 비가역성과 기억이라는 가역성
도(圖)와 지(地)의 이론: 오브제와 보이드
시간의 콜라주: 도시건축의 각각의 이상의
단편이고 도시는 복수의 이상세계의 중합
루브르: 궁전→관공서→박물관
프로그램과 이벤트: 건축의 사용방법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사용방법이 바뀜
장소와 도시공간의 사용방법 (소프트웨어)
구조보다는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각적
운동적인 인프라 계획 (행위를 설계)
라빌레트 공원: 점선면 중첩, 폴리(격자패턴)
체험하는 도시: 도시를 사람의 활동 관점에서
공간을 인지 체험자 측면에서의 운동 중시
모든 커뮤니티는 복합적인 기능을 지닐 것
대부분의 시설은 도보권 내에 있을 것
대부분의 시설은 대중교통수단과 정류장과
도보로 접근할 수 있을 것
다양한 사회계층, 연령층의 주민이 공존
에너지 소비억제, 자연환경 보전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개발
고품위 디자인
복합개발
치밀하게 계획된 기반시설
믹스인컴, 취득가능한 주택
효과적인 유지관리
도시형태의 콤팩트 함
용도혼합과 적절한 가로계획
체계적인 교통네트워크
수준 높은 도시경영

[표 2] 역사․문화적 맥락에서의 도시디자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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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디자인에서 생태적 맥락
도시에서 생태학적 환경디자인은 도시의 내재적 모순을 해결하고 건강한 도시환
경을 창조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디자인의 가장 근본적인 전략은 도시환경 스스로
자연환경적 요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경관의 다양성을 최
대화 시키고 자연진화 과정의 원리에 기초한 총체적 관리 철학에 의해 도시가 디자
인되고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1 자연경관과 도시경관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1990년대
이후 경관(景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경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하
여 왔으며 2007년에는 경관의 체계적 계획과 관리를 위한 경관법이 제정․시행되었
다. 경관법에서 경관을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경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
의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경관의 개념은 일차적으로는 보이는 풍경(風景)을 의미하
며 이차적으로는 풍경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작용, 인간활동 등과 관련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4)
경관(景觀)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연(自然), 풍경(風景), 환경(環境), 장소
(場所)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관과 자연을 비교하면 경관은 자연경관
과 도시경관(인조경관)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자연은 인공적인 것이 배재된 개념으
로 사용된다. 즉 경관은 자연과 인공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
째, 경관과 가장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풍경을 비교하면 두 개념 모두 ‘바라본
다’ 혹은 ‘보여진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관촬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풍경은 경관보다는 물리적인 범위에 있어서 제한적이며 미적인 판단을 포함
하고 있다. 즉 풍경은 아름답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반하여 경관
은 모든 사람에게 관찰되어질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경관과 환경을 비교하면 환경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개념인데 반하여 경관은 인

4) 임승빈, 도시경관 계획론, 집문당, 2008,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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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눈앞에 전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환경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
든 것이라면 경관은 인간의 눈앞에 펼쳐지는 경치(景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경관과 장소를 비교하면 경관은 눈을 통한 지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나 장소
는 오관(五觀)을 통한 체험 또는 경험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즉 경관은 바라본다
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비하여 장소는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
하고 있다.

[그림 18] 환경과 경관의 다이어그램
출처: 임승빈, 도시경관계획론, 집문당, 2008 p. 24 인용

경관의 형식은 인공성의 여부에 따라 자연경관과 인공경관(문화경관)으로 구분
된다. 자연경관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공간을 의미하며 지형에 따라 산림경관,
평야경관, 해양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경관은 자연경관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손길이 닿는 경관을 의미하며 도시경관(가로경관, 택지경관, 교외경관)과 농
촌경관(취락경관, 경작지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관의 내용은 경관의 미적 수
준, 경관의 의미 등과 같이 경관이 지닌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적 측면, 미적
측면, 철학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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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태적 디자인의 원리 및 개념
일반적으로 생태학(ecology)이라는 말은 독일의 생물학자 헥켈(Ernst H. Heckel)
이 1869년 생물의 ‘일반형태학’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생물과 이를 둘러싼 세계와
관계에 관한 종합 과학이라고 정의하였다. 어원으로 살펴보면 독일러오 Okologie로
서 그리스어인 Oikos(집, 생활의 장)와 logy(학문)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로 생활
의 장에 있어 생물의 연구를 의미한다. 웹스터 사전에는 생물과 그들의 생활환경과
상호관계, 자연의 순환과 리듬, 군집의 발달과 구조, 다른 종의 생물간의 상호작용,
지리학적 분포, 그리고 개최군의 변동에 관한 과학의 한 분야로 생물과 그 환경의
관계 전체 또는 유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태적 디자인의 목적은 생태계의 고유 한계 속에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최소한
의 파괴로 생태계에 최대의 유익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적 디자인
은 자연 자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한 번 사용된 폐기물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없으며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이며, 인공물과 자연환경간에는 상관관계가 있고 그
시스템의 일부의 어떠한 변화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으로 출발한다.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생태디자인은 미래예측적이며, 에너지․자원 및 생태계의 보전
이 되어야 하며 생태계의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체계
적인 접근으로 손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절에서는 이상적인 환
경친화적인 건축을 위해 이러한 생태적 디자인의 기본 전제와 가정 하에 생태적 디
자인의 중심개념과 각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디자인 적용방법은 크게 7가지가 있으
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적합성(fitness), 역동적 균형(dynamic balance), 상호보
완성(complementarity), 다양성(diversity), 자기조절(self control), 조화(unity) 등이다.

2.2.1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1972년 로마클럽의 제1차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강
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용어를 사용
하였다. 그 후 1980년 국제자연보호연합(IUCN),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세계자연
보호기금(WWF)에 의해 세계환경 보전전략이 공동으로 작성되었는데, 여기서 생태
계, 생명계의 유지, 생물종의 다양성 보전, 자원의 지속적 이용의 확보가 거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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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 지속가능한 생활(sustainable living)
등의 용어가 등장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공식화된 것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해서다. 이 보고서는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의 개념을 확립한다. 좁게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지만,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CED)가 밝힌 개념은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
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한 세계적 전
략으로서, 성장의 회복과 질적 변화, 노동·식량·에너지 등의 충실, 인구의 지속가
능한 수준의 유지, 자원의 기반과 기술의 진전 등을 들고 있다. 1992년 6월에 브라
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천의 구체적 성격을 담고 있다.
지속성은 오늘날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주요개념으로 환경 친화적 건축의 기본원
리라고 할 수 있다. 지속성은 생명 등을 유지한다, 지지한다, 지속한다는 의미를 가
졌으며 같은 개념으로는 보전(保全)이라는 의미로 생물적 비생물적 자원에 적극적․
포괄적 보존, 유지, 지속적 이용, 복원 및 향상을 꾀한다는 보전주의적 관점을 의미
한다. 지속성을 위한 디자인의 기본적 구성원리는 연속성과 순환성이 되며 에너지
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을 통한 현세대와 후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의미
한다.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재료 및 공정과 신기술을 사용함으로서 예방적 접
근방식을 사용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2.2.2 적합성(fitness)
적합성은 생물권의 진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개념으로 생태적 디자인의 접근방
법을 위한 기초개념이 된다. 모든 생물 즉 시스템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환경을 찾으며 그 환경과 자신을 적용하게 된다. 생물이 환경에 더욱 적합하게 되
기 위해 환경과 자신을 적용하게 된다. 생물이 환경에 더욱 적합하게 되기 위해 환
경과 그 자신을 수정하는데 최소한의 에너지와 시간을 요구하는 상태를 적합성이라
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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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과 창조물이 그곳의 환경에 존재한다는 것은 적합하다는 증거이고 이것들의
형태는 적합성의 표현이다. 환경디자인에서 적합성은 대부분 경관의 자연적 형태와
구성요소를 이용해 적은 비용으로도 도시기후 환경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새
롭고 경제적인 도시경관과 설계방법을 찾아 디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합성을 위한 디자인의 조형원리는 자연생태학 질서인 적응을 공간구성에 응용 도
입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자연적 질서체계인 유기적 원리와 함께 주변환경과의 비
례, 균형, 대칭 등을 들 수 있다.

2.2.3 역동적 균형(dynamic balance)
생태계의 모든 것은 동적인 개념으로 얽혀 복잡하나 이들은 균형을 이루고 있
다. 이 균형에는 자연계의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 포함되어 전체 자연의 안전
성을 이루는 기준이 있다. 역동적 균형은 공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이며 생태
계 간 상호작용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므로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역동적 균
형의 원리가 된다. 그러므로 역동적 균형에 의한 경관연출이나 건축은 자연 요소들
간의 대비, 강조, 상호관입, 형의 점진적인 반복에 의해 이전 감각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와 감각이 창줄되며, 동적이며 활력적인 공간을 창출하게 된다.

2.2.4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생태계의 상호보완성은 유기체의 계속적인 기능 수행에서 다른 유기체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호의존성에 의해 정반대 위치의 유기체가 보충 보완하는 상
보적 자연의 질서를 가리키는 것이다. 상호보완성은 카오스 이론과 상대성 원리와
관계된 것으로 자연에서 반대되는 두 성질의 이상적인 조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
호보완성은 디자인에서 음과 양의 조화로 질서와 무질서의 패턴으로 분화와 통합
등의 형태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디자인 목표를 제공한
다. 상호보완성을 위한 디자인은 유해한 환경을 치유하는 것으로 시스템의 불완전
함을 상호보완성을 적용시켜 질서있게 한다고 할 수 있다.

2.2.5 다양성(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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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에서 다양성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에 의한 다양한 식물구성과 동물
들, 물리적 조건에 의한 변화무쌍한 경관들에서 찾을 수 있다.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도시경관에 적용해 보면 생물학적 의미 못지않게 사회적 의미와 결부되어 있다. 다
양성을 디자인에서 적용한다면 변화무쌍한 경관의 표현으로 유쾌한 장소를 조성하
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될 것이다.

2.2.6 자기조절(self control)
자기조절 기능은 생태계의 성질에서 연유된 것으로 자체조직화로 전체적인 계획
없이 작동한다. 자기조절 기능에 의하여 생태계는 끊임없는 연속성과 변화가 생기
며 밸런스가 유지된다. 그러므로 자기조절 기능에 의한 디자인은 유지 및 관리가
적은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풍부한 기능을 보여주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스스로
성장시키며, 자신들의 구조를 창조함으로써 순수한 자연미를 창출하게 된다.
자기조절 기능의의 디자인 구성원리는 환경이 시간적 경과와 필요성에 따라서
증개축이 가능한 융통성 있는 공간이 되는 성장과 변이의 원리, 생태계의 위계질서
를 반영한 원리, 자연의 점진적인 질서를 반영한 전이 등이 주요 디자인 개념 원리
가 된다.

2.2.7 조화(unity)
조화는 두 개 이상의 물체 사이에 나타난 안정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원리이
다. 생태계의 조화는 동물과 식물, 산과 물 등의 자연환경 요소들이 서로 자연스럽
게 어우러진 상태이므로 그 안에서 유사, 대비, 균형, 반복, 점층, 율동의 원리를 종
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태학적 조화는 각기 분리된 여러 종류의 요소
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성체를 이루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적 공존,
인간과 장소와의 적합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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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태적 디자인 이론
2.3.1 마이클 휴의 도시경관 생태론
마이클 휴(Michael Hough)는 그의 저서 ‘도시경관 생태론’에서 생태학적인 측
면에서 도시경관의 다양성을 최대화하고 자연친화적인 원리에 기초한 도시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실천 전략을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원래의 생산적 용도를 회복시킨다. 최소한의 자원과 에너지만을 갖고서 최
대의 사회적 환경적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적정 경제주의(economy of means)
원리를 반영하여 도시의 에너지와 폐기물질을 보전하고 이들에 대한 창조적 이용을
통해 도시의 자연성을 증진시킨다. 공장이나 자원재활용 센터에서 배출되는 폐열을
실내정원, 야생동물 서식지, 공공건축물에 공급하여 폐기된 에너지를 재순환 시키는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
둘째, 생물적, 사회적 다양성을 극대화시켜 환경의 질적 향상을 이룬다. 주요 자
연자원, 식생, 야생동물, 영양물질 등을 보존하고 생산적으로 이용하여 자연 생태계
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을 계획목표에 둔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 구성요소들의 다
양성을 제고시키고,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최적화하여 질을 극대화시키
는 것에 디자인 목표를 둔다.
셋째, 환경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생활환경이 되도록 디
자인되어야 한다. 차량이용을 최소화하도록 가능한 한 도시 혹은 주택단지 전체를
도보 혹은 자전거를 이용해 생활할 수 있는 도시설계나 주택단지 설계가 되도록 하
는 것이다.
넷째, 생활공간에서 자연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디자인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생활공간이 되도록 한다. 진정한 환경교
육은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에서 매일 접촉하고 직접 느낌으로써 얻어지는 계속적인
경험을 통한 직접적인 지식과 친밀감을 얻을 수 있는 평범한 도시경관이 훌륭한 환
경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과 환경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항상 자연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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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윌리엄 맥도우의 생태학적 건축 전략
윌리엄 맥도우(William McDonough)는 하노버 원칙(Hannover principle)에서 생태
학적 건축을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그가 주장한 주된 내용들은 쾌적한 생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창출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 후손
들도 향유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터전을 만들고자 하는 녹색개념이다.
이러한 생태적인 건축공간의 확대는 결국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다. 다음은 하노버 원칙(Hannover principle)에서 생태학적 건축을 위한 실천전략 9
가지이다.
첫째, 인간과 자연이 건강하고 협력적이며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로 함께 존
재할 수 있는 권리들의 주장을 합법화하도록 한다. 둘째, 상호의존적 인식을 갖도록
한다. 인간의 모든 디자인요소들과 자연세계는 모든 규모에서 넓고 다양한 관계들
로 상호작용하고 그것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장래의 먼 효과까지도 고려하여
계획한다. 셋째, 정신과 물질 사이의 관계를 존중한다. 공동사회, 주거, 산업 그리고
상업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 정주의 양상을 고려하도록 한다. 넷째, 인간의 복리, 자
연시스템의 생존능력 그리고 양자의 공존권리에 디자인의 결과들에 미치는 결과들
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다섯째, 장기간의 가치를 가지는 안전한 대상들을 구성한
다. 과정과 결과, 혹은 기준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기인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
계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미래세대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여섯째, 낭비의 요소를
제거한다. 낭비가 없는 자연시스템의 상태에 접근하기 위하여 과정과 결과의 전체
적인 시스템을 평가하고 최적화 한다. 일곱째, 자연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신뢰한다.
생태계처럼 인간의 디자인 결과물들도 창조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태양에너지를 이용한다. 여덟째, 디자인의 한계를 인정한다. 인간의 어떠한 창
조물들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디자인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풀지는 못한다. 건
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연에 대하여 겸손하게 실천하여야 하고 자연을 디자인의
모범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교환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한
다. 자연의 변화와 인간활동 사이에 건전한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직접적이고 개방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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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에코디자인과 그린디자인
1980년대에 환경운동이 가속화되면서 폐기물을 줄이고, 지구의 자원을 아껴 쓰
자는 근원적인 실천을 수반하는 운동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환경운동이 나타나
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운동인 만큼 환경운동으로 탄생한 제품들이 나타났
고 이후 좋은 디자인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에서 환경을 생각하며 기
능성, 경제성, 아름다움, 건강, 안전성 등을 고려하는 에코디자인(eco design)이 중요
시 되고 있다.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 설
계, 생산, 마케팅, 구매 및 프로젝트 부문에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
기 위해 협업하는 것이다. 협업의 주된 내용은 자원의 소비량, 에너지의 사용, 사용
중에 발생하는 인간과 환경의 영향력, 폐기하는 과정에서의 친자연성과 재활용의
문제 등이 있다.
그린디자인(green design)이란 기업과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인 환경 이슈에 대처
가능한 방법과 대안에 중점을 두며 제품아이템, 소재, 기술 등을 포함한 디자인 전
반의 친환경적 방향제시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
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디자인 개념으로서 그린디자인이
대두되었다. 1990년대에 도로시 맥켄지(Dorothy Mackenzie)가 그린디자인 용어 및
분야별 사례를 제시하고 영국의 디자인카운슬(Design Council)이 그린디자인의 역설
을 통하여 1990년대부터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차별화 된 그린디자인의 개념이 대두
되었다.

2.4 생태․환경적 맥락에서의 도시디자인 요소
생태환경적인 맥락에서의 도시디자인 요소는 먼저 경관이다. 자연경관과 문화경
관(인공경관) 중심으로 생태적, 미적, 철학적, 경관적 경관을 다루게 된다. 생태적
디자인의 기본 전제와 가정 하에 생태적 디자인의 중심개념과 각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디자인 적용방법은 크게 7가지가 있으며 지속가능성, 적합성, 역동적 균형, 상
호보완성, 다양성, 자기조절, 조화 등이 있다.
마이클 휴(Michael Hough)의 도시경관 생태론은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도시경관

51

의 다양성을 최대화하고 자연친화적인 원리에 기초한 도시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실천 전략이다. 내용으로는 원래의 생산적 용도의 회복, 생물적 사회적 다양성 극대
화, 환경오염 최소화, 자연과의 접근성 최대화 등이 있다. 윌리엄 맥로우의 생태학
적 건축전략, 에코디자인과 그린디자인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

생태환경적 맥락

자연경관
문화경관

생태적 디자인
원리

도시경관 생태론

생태학적 건축
전략

이론가․이론서

경관법

생태학
독일 생물학자
헤켈(Heckel)

마이클 휴

윌리엄 맥도우

에코디자인

그린디자인

도로시 맥켄지
영국디자인카운슬

도시디자인요소
∙
∙
∙
∙

자연경관: 산림경관, 평야경관, 해양경관
문화경관(인공경관): 도시경관, 농촌경관
경관의 내용: 생태적, 미적, 철학적, 경제적
경관계획의 목표: 생태성, 입체성, 심미성,
다양성, 역사성, 질적계획
∙ 조화성지표와 대비성지표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적합성(fitness)
∙ 역동적 균형(dynamic balance)
∙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 다양성(diversity)
∙ 자기조절(self control)
∙ 조화(unity)
∙ 원래의 생산적 용도의 회복
∙ 생물적 사회적 다양성 극대화
∙ 환경오염 최소화
∙ 자연과의 접근성 최대화
∙ 인간과 자연이 협력적, 지속가능한 상태
∙ 상호의존적인 인식
∙ 정신과 물질사이에 관계를 존중
∙ 인간의 복리, 자연시스템의 양립
∙ 안전한 대상으로 구성
∙ 낭비의 요소 제거
∙ 자연적인 에너지의 흐름 신뢰
∙ 디자인의 한계 인정
∙ 기능성, 경제성, 아름다움, 건강, 안전성
∙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통합적으로 고려
∙ 자원의 소비량, 에너지의 사용, 사용 중에 발생
하는 인간과 환경의 영향력, 폐기하는 과정에서
의 친자연성과 재활용의 문제
∙ 기업과 디자이너의 환경이슈 대처
∙ 디자인 전반의 친환경적인 방향
∙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조

[표 3] 생태․환경적 맥락에서의 도시디자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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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용측면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 체계 연구
1. 도시계획의 개념 및 구조
1.1 도시계획 및 관리의 개념
도시(都市)는 일정한 공간적 구역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사회 경제적 활동
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일정한 공간적 구획이 근대 이전에는 성곽과 같은 물
리적 경계를 의미하였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행정구역, 세력권, 생활권 같은 사회경
제적 의미가 강화되었다. 또한 도시는 농촌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좁은 장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5만 명 이상이 거
주하는 공간을 시(市)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7조) 미국의 경우에는 최소
2,5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획(計劃)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간의 불안감이
인간의 계획 활동을 자극한다고 볼 수 있다. 도시계획의 경우에는 도시를 변화시키
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며 계획을 위한 능력이 요구된다. 도시의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 도시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해결능력, 목표달성
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운영 등의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도시와 계획의 개념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이란 도시에서 발생하게 될 장
래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시적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도시의 변화상을 예측해
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도시적 삶의 환경을 향상
시키는 일련의 활동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都市計劃)을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
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에는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른 도시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는 각종 분석기법과 시뮬레
이션이 요구되고,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 설계, 건축기술이 뒷받침되어
야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 속에서 결정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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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urban management)는 관리의 대상이 되는 도시․도시권이 단순한 행정
구역을 넘어 공간적 내용적으로 방대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도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도시내의 행정, 재정, 조직 등에 중점을 두는
냐에 따라 그 의미가 도시경영, 도시행정, 도시관리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케네스(Kenneth)는 도시관리란 기본적인 기반시설과 주거 및 고용에 적정한 인
구성장을 유지하려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실행과 관련된 것이며 이러한 분야에
영향을 주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정책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조정제
(1990)는 도시경영이란 도시지차체를 하나의 경영체로 보고 시민, 지역주민에게 최
소의 비용부담과 사업비용을 사용하여 최대의 도시지역 복지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5)

1.2 도시계획의 체계 및 구조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체계는 법과 계획이 다루는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3개의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토와 지역을 다루는 광역적 차원의 공간계획이
다. 여기에는 국통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분별 계획, 수
도권정비계획이 있으며, 국토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둘째는 도시와 단지를 다루는 도시적 차원의 공간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
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시행계획 등이 여기에 속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등에 의해 시
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물을 다루는 건축적 차원에서의 공간계획이다.
도시계획에서는 이러한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기초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다시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확정된 도시관리
계획은 건축계획의 내용을 조절하는 상위계획의 역할을 하게 된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적 차원의 계획과 도시적 차원의 계획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적 괴리를 해소하고 인접한 도시들인 광역도시권에서 발생하는 도시문제
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계획수단이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5) 김혜천 외, 현대도시의 이해, 대왕사, 2007, pp. 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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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녹지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광역도시권의 교통체계 및 경관, 여가공간, 방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공간계획이 도시계획에서 곧바로 건축계획으로 이어짐으
로서 건축계획이 도시환경의 질 향상이나 도시공간의 조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화된 가구규모의 계획이다. 즉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적 매개역할을 함으로서 개별 건축물이 주변지역과 공간적으로 조
화를 이루며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도시
설계적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9] 도시계획의 체계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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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의 종류
도시계획의 종류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으
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이 있으며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등이 있다.

2.1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
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은 크게 장기
적인 도시공간구조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문별 계획의 두 부분으로 구성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6)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
정(法定) 계획으로서 계획내용이 물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산업·사회개발·재
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광역도
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
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행정의 바
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으
로 볼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가 관할구역에 대해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해야 한다.

6) 도시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서울특별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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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도시성격
도시지표
도시기본구상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
기초조사
부분별 수립기준

부분별 계획

계획의 실행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계획수립의 목적
상위계획, 도시특성, 도시세력권, 성장잠재력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미래상
인구지표, 경제지표, 환경지표
도시계획의 목표와 전략, 공간구조의 기본구상
인구밀도 및 배분계획
편익시설 배치계획
자연환경, 인문환경, 도시세력권, 연결교통망,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 수집, 현지답사 등
지역의 특성 및 현황: 분야별 유형별 분석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인구, 경제 등
공간구조의 설정 및 인구배분 계획
토지이용계획: 미래 토지이용예측 주거, 상업, 공업용지 수요산출
기반시설: 교통체계, 물류계획, 정보통신계획
도심 및 주거활동: 도심 및 시가지 정비, 주거환경계획, 유형별 주택
수요 판단예측 등
경관 및 미관: 경관계획 수립
공원 녹지: 광역계획권 및 생활권 공간구조와 연계
방재 및 안전: 방재계획 수립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 및 진흥
재정수요 추정, 세입원칙, 조달방법과 투자우선원칙 반영
제3섹터 및 민간자본의 유치
장기적이고 대규모 사업의 투자우선원칙에 따라 사업계획수립
[표 4]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적 구성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
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상위계획인 도
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의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
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
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
이 20년 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목표지향적이라면 도시관리계획은 10년을 계획기
간으로 사업시행계획의 지침 제시와 건축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지향적
이라는 점에서 계획내용이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하여 법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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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계획의 배경
도시개발의
장기구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계획
도시계획시설
계획(기반시설)
집행계획

주요내용
∙
∙
∙
∙
∙
∙
∙
∙
∙
∙
∙
∙
∙
∙
∙

계획의 성격, 도시특성, 기존계획의 검토
기본목표와 전략: 기본목표 설정, 제약조건, 개발전략
주요지표의 설정: 인구구조, 경제 및 산업구조, 생활환경 지표
공간구조의 기본골격: 토지이용, 교통망 및 공원녹지 계획
생활권 설정: 일상생활권, 사회적 물리적 생활권
단계별 개발구상: 생활권,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방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립지역 등 16개 지역으로 세분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 13개 지구로 세분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교통시설계획: 도로, 철도, 항만, 운하 등
공간시설계획: 공원, 목지
유통 공급시설계획: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공동구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계획, 보건위생시설계획, 환경기초시설계획 등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사업 및 개요, 개발수단 등
재원조달계획: 투자우선순위, 연동화 계획 운영
[표 5]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적 구성

2.2 경관계획
경관법에 의한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
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경관계획(景觀計劃)7)이란 지역의 자
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
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
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이다. 경관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강제적 계
획이 아니며,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 지방재정의 고려, 정책집행의 우선순위 등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선택적으로 수립한다. 경관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게 된다.

7) 경관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서울특별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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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서울시의 경관종합도
자연녹지축, 수변축, 서울성곽축, 역사특성 거점

[그림 21] 권역별 경관계획, 서울시

2.3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디자인이란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
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의 경관계획에 따른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
비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그 밖에 주민이 제안 또
는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이란 서울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도시디자인기본
계획에는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
로별 구축·관리,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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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업무는 디자인서울의 이념·비전·전략 수
립에 관한 사항, 디자인서울의 중요정책 방향제시 및 사업개발에 관한 사항, 디자인
서울에 대한 소통전략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디자인
서울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2]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서의 도시표면: 도로, 인도, 수면, 녹지, 옹벽

[그림 23]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옥외광고물: 건물부착간판, 거리부착간판, 대형광고탑

[그림 24]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정보형 가로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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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디자인 특징 및 체계
3.1 도시디자인의 개념 및 구조
도시디자인(urban)이라는 용어는 매우 범주와 범위가 다양하다. 도시계획을 중심
으로 하는 광의와 협의의 모든 계획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
하면

도시디자인이란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

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
획 및 사업을 말한다.8)
도시디자인은 일반적으로 3가지 관점에서 정의되는데 첫 번째는 도시다움으로
도시의 정체성(identity)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세계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도시디자
인 수준의 내용으로 세계적인 선진 도시가 되기 위한 세계수준(global standard)을
갖추고자 하는 관점이다. 세 번째는 도시디자인의 성격에 관한 부분으로 도시디자
인은 도시디자인의 도시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시설물과 정보구축을 포함
하는 동시에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시민참여방식을 열어두어야 한다.9)
도시디자인은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시디자인 펀더맨털
(urban design fundamental),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public design guideline), 도시디
자인 프로젝트(urban design projec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디자인 펀더맨털(urban design fundamental)은 일반적으로 도시상징(city
symbol), 도시색채(city color), 도시서체(city font) 등을 가리키며 도시패턴(city
pattern), 도시아이콘(city icon)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public design guideline)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 공공디
자인 가이드라인에서 근간으로 하고 있는 5개 분야인 공공공간(public space), 공공
건축(public architecture), 공공시설물(public facilities), 공공시각매체(public visual
media), 옥외광고물(outdoor sign) 등을 내용으로 한다.
도시디자인 프로젝트(urban design project)의 경우에도 도시의 규모나 프로젝트
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5개의 범주를 중심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도시경관 프로젝트(urban landscape project), 생태도시 프로
8)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2조(정의) 1항
9) 서울특별시 주택국, 서울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본보고서, 서울특별시, 2006,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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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eco friendly city project), 역사도시 프로젝트(historical city project), 문화도시
프로젝트(cultural city project), 도시활성화 프로젝트(urban regeneration project) 등
의 유형이 있다.

[그림 25] 도시디자인 체계의 구성요소

3.2 도시디자인 펀더맨털
펀더멘털(fundamental)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기초경
제여건)를 나타내는 용어로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뜻한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가 가
장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이다. 또한 펀더멘털은 국제경제 안정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들이며, 펀더멘털의 균형이 붕괴되면 각 국간의 통화가치의 변동이 발생하고
세계 경제는 안정을 잃게 된다. 펀더멘털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7월의 본 서미트(선진 7개국 정상회담)이후의 일이다.10)
공공디자인 펀더멘털(public design fundamental)이란 공공디자인을 위한 기초적
인

도시디자인여건이다.

도시디자인을

구성하는

기초여건으로는

도시상징(city

symbol), 도시색채(city color), 도시서체(city font) 등을 가리키며 도시패턴(city
pattern), 도시아이콘(city icon) 등 다양하다. 도시디자인 펀더멘털은 그 도시의 디
자인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10) 네이버 경제용어: 검색어 펀더멘털(funda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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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도시상징
도시상징(city symbol)은 특정지역 사람들의 고유한 전통문화 속에서 그 지역이
오랫동안 공유해온 것이다. 거기에는 자연물, 인공물, 행동규범 등이 있으며 합리
적, 과학적 접근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상징은 형성주체에 따라 자연
적 상징과 인위적 상징, 존재양식에 따라 물리적 상징과 추상적 상징, 생성과정에
따라서 자연적 상징, 제도적 상징, 개인적 상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이라는
존재양식으로 분류되는 상징으로는 지역의 새, 동물, 나무, 꽃, 노래, 기(旗), 휘장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새, 동물, 나무,
꽃, 노래, 기(旗), 휘장 등을 도시상징으로 제정하고 있다.11)

[그림 27] 베를린의 도시상징 버디베어

[그림 26] 서울시의 도시상징 해치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도시상징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마케팅에 대한 논의가 이
루어진 것은 1990년대 후반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이다. 국내의 각 도시들
은 관광객, 기업유치 등을 통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브랜드 및
C.I.(city identity)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도시마케팅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부산(Dynamic Busan), 수원(Happy Suwon), 서울(Hi Seoul) 등은 도시 차원의
11) 황홍섭, 한국 도시상징의 분석 : 시가, 시조, 시목, 시화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3권 제2
호, 1997,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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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를 개발하였고, 보령(머드축제), 이천(도자기축제), 함평(나비축제) 등은 다양
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안성(안성마춤한우)은 지역특산품을 브랜드화 하는 등
각각 그 지역의 이미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
만 국내에 도시마케팅 개념이 도입된 시기가 불과 10년 안팎으로 매우 짧고, 도시
브랜드 개발, 축제 등을 개최하여 지역의 이미지 알리기에 성공한 도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12)

3.2.2 도시색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그들의 실정에 맞는 형식으로 그 도시의 색채를 정립하고
있다. 일본은 일찍부터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 구조물, 조형물 등을 포함하는 색
채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자연경관에 관한 색채조사를 토대로 인공물의 색과 도시의
상징색을 정립하였다.
도시색채(city color)를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기본적으로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기후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과거로 갈수록 자연 그
대로의 색채가 그 도시를 지배한다. 도시문화가 발전할수록 문화적, 의식적으로 상
징화된 색채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풍토에 의해서 얻어진 색채가 더욱 정제되고,
조화로운 도시색채 팔레트가 생성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도시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 도시색채가 더욱 발전하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색채와 스타일이
다양해진다. 개인의 개성적인 색채가 존중되고 도시와 어울리는 스타일이 지속적으
로 개발된다.
영국은 역사적 개념에 근거한 빨간색이 수도 런던의 상징이 되었으며, 런던의
상징색이 국가의 상징색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도시건축물이 상징색인 빨간색의 배
경이 되어 상징색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베를린은 강한 정부의 규제로
역사건축물이 보존되고 있으며, 신축건물의 색채적용에 있어서도 역사건축물과의
조화가 우선시 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수변지역의 경우에는 바다의 색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무채색계열의 색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은 환경색채의 다양
성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창호의 색채를 통일시키고 재료의 색을 최대한 살리는 정
책을 적용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감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쉽게 눈에
12) 서울특별시, 서울상징개발연구 종합보고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2008, p.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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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는 곳에 도시 상징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13)

[그림 28] 서울시를 상징하는 도시대표 10색

3.2.3 도시서체
언어 문화권을 중심으로 개성적인 서체문화를 가지고 있다. 국가나 도시에도 고
유의 서체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서체는 도시가 고도화되면서 공공정보를 전
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유럽에서는 1920년대 새로운 타이포그래피인 산세리프체 스타일이 홍수를 이루
었다. 영국의 산세리프체인 레일웨이체는 에드워드 존스턴이 1916년에 의뢰를 받아
제작한 런던지하철의 전용서체이다. 이 활자체는 런던지하철을 선전하는 광고 간판
과 그래픽에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또한 레일웨이체는 에릭길에 의해 디자인된
길산스 시리즈에도 영향을 주었다.
유럽에서의 서체디자인은 두 가지 축으로 발전하였다. 개인 기업의 아이덴티티
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발하는 서체와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디자인을 위한

13) 최인규, 공공디자인펀더맨털, 시공문화사, 2008,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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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로 발전하였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인 철도, 지하철, 각종의 도시정보사인을 위
해 사용된 것이다. 파리에서는 파리지엔이라는 서체를 개발하여 파리 메트로를 중
심으로 사용하면서 도시정체성을 강화시켰다. 뉴욕은 헬베티카를 기본으로 하는 지
하철 서체를 지정하였고 이 지하철 사인시스템은 뉴욕의 모마(MoMA)에 전시되고
있다. 벨기에의 브뤼셀의 경우에도 브리셀라인(Brusseline) 서체를 만들어 지하철과
도시기반시설에 사용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표지판을 위한
전용서체가 있으며 안전과 가독성을 최대한 높인 서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29] 서울시의 세리프체인 서울한강체

3.2.4 도시그래픽
도시는 그 역사성과 문화성을 담은 고유의 도시그래픽(city graphic)을 가지고 있
다. 또한 도시는 많은 여행객이 여행하고 머무는 장소로 다른 도시들과 공유하는
상징, 패턴, 아이콘, 픽토그램, 그래픽 등을 가지고 있다.
아이소타입(ISOTYPE)은 오스트리아 빈의 박물관장 오토 노이라트가 1920년대에
제창한 것으로서 간략화 된 도형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언어를 만
들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비엔나법(Vienna method)이라고 불렸으며, 아이소타입이란
이름은 노이라트가 1934년에 네덜란드로 이주한 후 채택하였다. 시각커뮤니케이션
에서 아이소타이프의 공헌은 그림언어의 사용을 형식화하기 위한 일련의 약속,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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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그림의 구문론과 단순화된 그림문자의 디자
인 개념이 포함된 것이다. 아이소타입은 1930년대에 널리 보급되어, 오늘날에도 통
계도표나 교과서 등에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표지심벌마크의 표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아이소타입은 픽토그램(pictogram)과도 관련이 깊다. 픽토그램은 그림문자의 일
종으로, 사물, 시설, 행위, 개념 등을 상징적 그림문자로 나타내 대상의 의미를 시
각적으로 쉽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그림문자이며 상징문자이다. 픽토그
램의 개발목적은 대상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목적으로 만든 그림
언어이다. 따라서 인종과 언어를 뛰어넘어 누구라도 픽토그램을 보기만 하면, 그것
이 무엇을 뜻하는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픽토그램은 국제적 기호
체계이며 상징체계이다.

[그림 30] 서울시의 도시그래픽: 서울의 건축물을 활용한 도시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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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디자인가이드라인은 법규적 성격을 가지지 않지만 도시의 디자인조례 등을 통하
여 공공디자인 영역의 지침의 역할을 한다. 공공디자인은 도시디자인에 영향을 미
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첫째, 도시디자인 대상의 디자인 심의, 발주,
실행, 유지관리를 위한 일관된 지침을 제공한다. 둘째, 다양한 대상들을 통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일관된 비전 및 원칙을 제시하여 도시디자인의
고유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일반적인 디자인 문제와 달리 공공성을 띠는 도시디자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다수 참여자의 조정된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은
다음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도시는 복잡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
성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는 역사성과 문
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를 디자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
인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는 변화한다. 도시의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
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전망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디자인의 현황과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디자인 전문가와 관련 이해 당사자, 일반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
된다. 가이드라인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합적인 가이드라
인이어야 한다. 다양한 대상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가이드라인이며 도시디자인
운영체계를 포괄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이어야 한
다. 특수한 대상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대상을 규정하고 결정된 결과를 제
시하기보다 결정을 위한 원칙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구체적인 가이드라
인이어야 한다. 도시디자인이 추구하는 일관된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할 조건들을 명확히 지침화 한다. 마지막
으로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어야 한다. 추상적인 개념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도시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 디자인 심의, 발주, 실행, 유지관리 시 일관
된 판단 준거로 활용되어야 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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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공공공간
공공공간(public space)에는 크게 도로, 광장, 친수공간, 도시공원, 공공건축물의
외부공간, 옥외주차장, 도시구조물의 주변공간, 공개공지, 디지털영상매체 등이 포
함된다. 도시 공공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안전성, 질서, 환경성, 효율성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질서 있고
지속가능한 통합적 공공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반드시 실천해야 할
10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1]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및 10대원칙

14)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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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공공건축
공공건축(public architecture)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행정 및 공공기관의 건축물,
복지관련 건축물, 교육 및 연구관련 건축물,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관련 건축물,
의료관련 건축물, 기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주택과 복합건축물 등을 적용대상
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지 않아 시민의
사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보행자 특히 교통약자의 통행이나 접근에 불편을 주
고 기능과 성장을 위주로 세워지는 데서 오는 환경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공간의 효
율성이 저하되는 등 경관성, 공공성, 접근성, 환경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
고 있다.

[그림 32] 서울시 표준공공시설물인 가로판매대

3.3.3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public facilities)은 휴게시설물, 위생시설물, 서비스시설물, 판매시설
물, 통행시설물, 녹지시설물, 보호시설물, 관리시설물, 조명시설물 등 거리를 구성하
는 기본요소로서 사용자 중심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
치, 구성되어야 하지만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채도가 높은 색채, 과도한 장
식과 형태로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왔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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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과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3.3.4 공공시각매체
공공시각매체(public visual media)는 공공정보를 알릴 목적으로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정보형 가로시설물 및 기타 유사한 기능의 시각매체로서
교통관련 시각매체, 보행관련 시각매체, 영상정보 시각매체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
는 공공영역에 설치되는 만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정
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어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해야 하지
만 현실적으로 색상, 형태, 서체 등 디자인 요소들이 제각각이고 유효 보도폭을 잠
식함으로서 보행의 쾌적성을 해치고 무계획적인 관리로 총체적인 도시공간을 저해
하는 요소로 전락하기 쉽다.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은 시각매체 정보 통합, 정보의 명료성과 가독성 고려,
표준규격 사용, 안전하고 정교한 디자인의 4가지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시행할 10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3] 공공정보를 활용한 버스쉘터, 서울특별시

73

3.3.5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outdoor sign)은 크게 간판과 광고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업소
의 소재를 알리는 상업수단인 동시에 도시경관을 이루는 주요한 미관요소의 하나로
서 업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동시에 고려되면서 디자인, 개발, 설치되어야 하지
만 아직까지 간판문화가 성숙되지 않아서 현재 옥외광고물의 수량과 정보량을 최소
화하고 규격과 면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었다.
또한 건축물과 광고물 간의 질서가 있어야 하고 보행자 시각 중심의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독성을 높여야 하며 건축물은 물론 그 지역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
어야 한다. 색채사용과 자재의 선정에 있어서도 교통안전을 위하여 빛이 반사되는
소재는 피해야 하며 간접조명 및 외부조명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점멸방식이나 광원
노출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옥외광고물 개선을 한 기본원칙
을 제시하고 있다.

3.4 도시디자인 프로젝트
도시디자인 프로젝트(urban design project)의 경우에도 도시의 규모나 프로젝트
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5개의 범주를 중심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도시경관 프로젝트(urban landscape project), 생태도시 프로
젝트(eco friendly city project), 역사도시 프로젝트(historical city project), 문화도시
프로젝트(cultural city project), 도시활성화 프로젝트(urban regeneration project) 등
의 유형이 있다.
① 도시경관 프로젝트(urban landscape project)
② 생태도시 프로젝트(eco friendly city project)
③ 역사도시 프로젝트(historical city project)
④ 문화도시 프로젝트(cultural city project)
⑤ 도시활성화 프로젝트(urban regene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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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적용측면에서 도시디자인 방법 연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맥락디자인과 장소성
2. 소통디자인과 아이덴티티
3. 참여디자인 협력디자인 공유디자인
4. 통합디자인과 토털디자인
5.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그린디자인
6. 유니버설디자인과 배리어프리
7. 서비스디자인과 경험디자인
8. 펀디자인과 도시문화컨텐츠

Ⅳ. 적용측면에서 도시디자인 방법 연구
적용측면에서 도시디자인의 방법연구는 디자인의 개념과 전략 측면에서 접근하
였다.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은 역사성과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는 맥락디자인
(contextual design), 아이덴티티,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디자인
(communicative

design),

민관학산이

참여와

공유하는

협력디자인(collaborate

design), 공공디자인과 도시디자인을 효율성을 높이고 토털디자인을 구현하는 통합
디자인(integrated

design),

환경친화적인

그린디자인인

지속가능한

디자인

(sustainable design), 장애를 없애고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인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경험과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디자인(service design), 도시
문화 컨텐츠를 바탕으로 하는 펀디자인(fun design) 등의 방법과 전략이 있다.

도시디자인 방법

개념 및 내용

맥락디자인
(contextual design)

∙ 역사성,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는 맥락디자인
∙ 장소성(sense of place),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

소통디자인
(communicative design)

∙ 아이덴티티 도시정체성(city identity)
∙ 도시브랜드(city brand)
∙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협력디자인
(collaborate design)

∙ 참여디자인(participative design)
∙ 협력디자인(collaborate design)
∙ 공유디자인(communal design)

통합디자인
(integrated design)

∙ 통합디자인(integrated design)
∙ 토털디자인(total design)

지속가능한 디자인
(sustainable design)

∙ 지속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design)
∙ 그린디자인(green design), 에코디자인(eco design)
∙ 친환경디자인, 로하스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 배리어프리(barrier free)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서비스디자인
(service design)

∙ 서비스디자인(service design)
∙ 경험디자인, 체험마케팅

펀디자인(fun design)

∙ 펀디자인(fun design)
∙ 도시문화 컨텐츠, 도시축제
[표 6] 적용 측면에서 도시디자인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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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맥락디자인과 장소성
맥락(context)이란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관계나 연관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에서 맥락이란 장소적 특성과 연관되어 디자인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한마디로 맥락디자인(contextual design)은 그 도시의 특성이 함축된 장
소를 만들어가는 도시디자인을 말한다. 그러므로 맥락디자인은 자연지형, 역사문화
유산, 문화특성지역 등의 도시맥락을 디자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맥락디자인은
장소디자인이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맥락디자인은 자연지형을 존중하고 소통하여야 한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
는 산과 구릉, 강과 지천 등의 지리적, 환경적 맥락을 존중하여야 한다. 둘째, 도시
가 가지고 있는 역사유산을 존중하고 품격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과 관계된다. 셋째,
문화적 특성지역의 의의와 가치를 인식하고 이들 지역이 본래의 기능과 형태를 최
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소(place)는 주변의 환경과 관계를 이루며, 주어진 환경에서 인간이 행동 창조
를 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인간 활동의 중심이며 인간의 행동이 모이는 결절점으로
정의된다. 또한 장소성은 오랜 기간 이용되고 기억되어 인지되면서 이용자 자신의
환경으로 기억되고 진정한 의미의 장소성이 형성된다. 공간을 장소로 만들고 특정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끔 하는 총체적인 특징을 장소성(sense of place) 이라
고 할 수 있다.
장소성을 이야기할 때 장소(place)는 공간(space)과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공간이
동일한 환경에 대한 물리적인 공간이라면, 장소는 문화적이고 지역적인 것을 기반
으로 하여 나타나는 맥락적 의미의 공간이다. 즉 공간은 거리, 방향, 위치 등의 가
치를 지니는 지구표면의 공간이 반면, 장소는 인간의 눈과 마음, 태도와 가치를 통
해 나타나는 현상과 공간이며, 체험을 통해 공간을 더 잘 이해하고 가치를 부여함
으로써 형성된다. 즉 장소는 의미부여 공간이다. 장소성은 이러한 장소의 본질, 구
체적으로는 장소가 지니는 의미이며 인간의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이다.
물적 환경에 대한 인식의 차원은 장소성(sense of place), 장소의 혼(genius loci,
spirit of place), 장소(placeness) 등 학문적 논의가 다양하지만, 도시환경에 대한 실
용적인 측면에서 이를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개인 또는 집단적인 인식, 그리고 특

78

수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장소성을 형성하는 소재로는 자연
환경이나 인공환경의 특성, 사람들,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 등이 있다.

[그림 34] 청계천 삼일고가의 역사성을

[그림 35] 조선시대의 역사성과 광화문의

고려한 존치교각

현대성을 고려한 광화문광장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란 장소를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의미로 고대 로마의
종교에 유래를 두고 있다. 현대에는 장소의 혼(spirit of place), 장소성(sense of
place)이란 의미로 그 장소만이 가지는 차별화된 환경을 의미한다. 장소성과 일맥상
통하는 용어이며 알랙산더 포프(Alexander Pope)는 정원과 경관분야에서 지니어스
로사이를 중요한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2. 소통디자인과 아이덴티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과학기술의 발전 그 중에도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 발달로 인해 인간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 정보소통방식은 도시와 사회공동
체를 단위로 모아지는 방식에서 온라인 디지털 네트워크로 공유방식이 바뀌었고 이
러한 변화의 속도는 위협적이기까지 하다. 인간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새로운 소통기술을 익히고 도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
여야 한다.
도시정보는 문화도시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이다. 도시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가 인간의 삶과 환경과의 조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게 될 때, 도시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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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시라는 하드웨어를 더욱 복합적이
고 신속하게 작동 가능하도록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곧 도시정보시스템의 역할이자
목표이다.15)
소통이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소통디자인은 도시 구성원 간의 긍정
적인 시너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간자의 역할을 목표로 한다. 도시와 인간, 환경과
미디어가 만나고 통합되고, 융합되고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
야 한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에서

아이덴티티라고

하면

기업아이덴티티(CI;

Corporate

Identity)를 가리킨다. 기업아이덴티티는 법인조직, 단체의, 단체 집합적이라는 용어
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업(corporate)과 철학에서의 주체성, 심리학에서는 동일성,
사회학에서는 존재증명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identity)의 합성어이다. 정
신분석학자 에릭슨(Erik H. Erikson)은 아이덴티티를 발달 단계에서 획득해 나가는
자아동일성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CI를 직역하면 기업의 자아동일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아이덴티티가 도시아이덴티티(city identity)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도시아이텐티티 측면에서 정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아이덴티티는 도시의 자기발견과 자기실현의 체계이다. 둘째, 도시
의 모든 활동과 그 활동 문화의 총체이다. 셋째, 도시이미지를 조절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활동이다. 넷째, 도시구성원과 외부인에게 도시이념과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
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다섯째, 도시아이덴티티란 도시문화
그 자체이다. 여섯째, 도시아이덴티티란 도시문화의 현실을 파악하여 명확히 목표를
설정한 후 미래지향적 비전을 만들어 그것을 순서에 따라 도시 내외에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도시전략 중의 하나이다.16)
브랜드(brand)란 특정한 기업의 상품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명칭이나 표지,
디자인 등을 의미한다. 브랜드의 본래 기능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책임자나 구매자
에게 그 품질이나 기능을 보증하는 것이다. 오늘날 브랜드는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
로 사용되고 있다. 브랜드의 기본요소는 출처표시, 기업표시, 상품과 기업의 식별,
품질보증, 광고, 선전, 신분, 소유 등이다. 브랜드는 문자나 도형, 기호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렇게 기업에서 상품을 마케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의 브랜드가 도시
15) 서울특별시 주택국, 서울도시디자인기본계획, 서울특별시, 2006, pp. 62-63
16) 민철홍 외, 디자인 사전, 안그라픽스, 1994, pp. 52-53

80

브랜드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이제 도시도 관광문화상품이다. 다른 도시와의 차별
화를 꾀하고 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을 기반으로 도시브랜딩이 세
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3. 참여디자인 협력디자인 공유디자인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은 시민의 참여, 민관산학의 협력, 각종 도시정보의 공
유가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디자인(participative design), 협력디
자인(collaborate design), 공유디자인(share design) 등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참여디자인(participative design)의 개념은 디자인의 주체의 공공성, 민주성, 다양
성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과거의 디자인이 생산자의 논리였다면 현대의 디자인은
소비자이며 생산자인 프로슈머와 관계되는 개념이다. 참여자로는 시민, 공무원, 전
문가 그 밖에 도시와 관계있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통하여 좀더 민주적인 디자인
을 확보하고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통하여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실현
시키기 위한 디자인 방법이다. 도시라는 거대하고 복잡하고 유기적인 생물체와 같
은 대상을 다양한 참여를 통한 공공성, 민주성, 참여성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최근
에 경관법이 만들어지면서 민관학산이 서로 협력하여 마을과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
도 참여디자인의 또 다른 모습니다.
도시디자인의 수준은 도시디자인이 과정에 따라 결정된다. 도시디자인을 효율적
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제간 부서간 협력과 원활한 시행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디자인의 체계는 철학과 원칙을 담고 있는 정책(policy)과 계획의 내
용을 표현하는 지침(guideline), 그것을 운용․집행하는 실행체계(management system)
로 구성되며, 실행체계는 제도, 조직으로 대표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참여를
기반으로 사업․협정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협력디자인(collaborate design)은 도시디자인 사업과 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
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도시디자인 체계를 구축하는 관계와 과정의 디자인이다. 협
력디자인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디자인 분야에서 관련법제의 한계를 재검토하여 통합디자인의 장애요
소를 제거하고 제도적 근거를 분명히 한다. 둘째, 도시디자인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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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통합적인 도시디자인
을 구현하기 위한 전문도시디자인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역
량있는 도시디자인 전문가의 협업을 통하여 도시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발주방식을 유연하게 조율한다.17)
공유디자인(communal design)이란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등 도시의 기본을 갖추
고 기존의 공공자원을 개방화․활성화하며, 도시기반시설물을 재조정하고, 다양한 문
화적 체험을 체계화하여 시민과 시민, 시민과 도시, 도시와 문화가 어울리는 도시디
자인을 조정하는 것이다. 공유디자인은 첫째, 공공시설의 외부공간을 입체적으로 재
구성하여 공공성을 회복하고,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을 조정한다.
둘째, 도시구조물을 위치와 형태를 재검토하여 시민들의 보행권과 공간 기본권을
회복한다. 셋째, 문화시설에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문화시설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4. 통합디자인과 토털디자인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디자인(integrated design)
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에서를 디자인 전문․전담조직으로 구
성하거나 기획관련 조직으로 편성하고 있다. 도시는 디자인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
을 위해 공공디자인 업무를 디자인 관련 업무만을 다루는 전문부서를 설치하고 있
으며 디자인전담부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직이 제안되고 있다. 특정한
편견이나 간섭에 해당하는 정치성과 사업수행의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기획, 집행, 평가할 수 있는 조직과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토털디자인(total design)의 개념은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주도된 개념이다. 기업
이 제품, 포장, 디스플레이, 그래픽, 사인, 여러 가지 시설물을 독특하게 통일시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의 활동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1930년대 미국의
헤롤드 반 도렌, 월터 도윈 티그와 같은 전문 디자이너들의 산업디자인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그 당시 미국의 전문적인 산업디자이너들은 유럽 디자인 이론들을 더

17) 서울특별시 주택국, 서울도시디자인기본계획, 서울특별시, 2006, pp.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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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구체화 시켜 기업경영, 판매진흥, 광고, 엔지니어링, 조사기법 등까지를 포함하
는 토털디자인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토털디자인의 개념은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개
념이 되었다. 도시디자인의 요소들의 복잡성과 관리주체의 다양성, 이용자와 사용자
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털디자인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토털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을 다양한 개발주체와 사용주체를 참여시켜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방법이다.18)

[그림 36] 토털디자인의 개념으로 조성된 디자인서울거리 강남대로(미디어스트리트)

18)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1991,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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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그린디자인
1972년 로마클럽의 제1차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용어를 사용하였
다. 그 후 1980년 국제자연보호연합(IUCN),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호
기금(WWF)에 의해 세계환경보전전략이 공동으로 작성되었는데, 여기서 생태계, 생
명계의 유지, 생물종의 다양성 보전, 자원의 지속적 이용의 확보가 거론되었다. 또
한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 지속가능한 생활(sustainable living) 등의
용어가 등장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공식화된 것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해서다. 이 보고서는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의 개념을 확립한다. 좁게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지만,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CED)가 밝힌 개념은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
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한 세계적 전
략으로서, 성장의 회복과 질적 변화, 노동·식량·에너지 등의 충실, 인구의 지속가
능한 수준의 유지, 자원의 기반과 기술의 진전 등을 들고 있다. 1992년 6월에 브라
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천의 구체적 성격을 담고 있다.

[그림 37]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 조성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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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디자인이란 기업과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인 환경 이슈에 대처 가능한 방법과
대안에 중점을 두며 제품아이템, 소재, 기술 등을 포함한 디자인 전반의 친환경적
방향제시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디자인 개념으로서 그린디자인이 대두되었다.
1990년대에 도로시 맥켄지(Dorothy Mackenzie)가 그린디자인 용어 및 분야별 사례
를 제시하고 영국의 디자인카운슬(Design Council)이 그린디자인의 역설을 통하여
1990년대부터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차별화 된 그린디자인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6. 유니버설디자인과 배리어프리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범용 디자인이라고도 불린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구, 시설, 설비 등은 장애
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것이다. 장애의 유무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 시설, 설비를 설계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이러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건축가이며, 제품디자이너인 론 메이스라고 알려져 있으며 배리어프리
(barrier free)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후 일본, 스웨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일
반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1975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신축 주택에 대해 전면적
으로 배리어 프리를 실시해 휠체어를 타고도 집안에서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앰으로써 다른 고령화 국가에 비해 노인들의 입원율이 크게 낮아졌고, 일
본에서도 이미 일반 용어로 정착되어 쓰이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건축이나 도
로·공공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배리어 프리뿐 아니라 자격·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법률적 장벽을 비롯해 각종 차별과 편견, 나아가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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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가지는 마음의 벽까지 허물자는 운동의 의미로 확대 사용되고 있다.19)
유니버설디자인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그 원리로는 접근성, 적응성, 심미성,
경제성 등이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특징은 기능적이고, 수용가능하고, 접근성이
있고,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을 지원하는 디자인(supportive design)이란 기능상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야 하고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수용 가능
한 디자인(adaptable design)이란 상품이나 환경이 변화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욕구
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접근 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이란 장
애물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며 장애물에는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있다. 마
지막으로 안전한 디자인(safety oriented design)은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킨다. 유니
버설디자인은 그린디자인(green design)과 함께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최근의 많은 도시들은 장벽을 없애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7. 서비스디자인과 경험디자인
서비스디자인(service design)이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초창기에는 공
공서비스 산업에 적용되는 디자인을 흔히 서비스디자인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공공
서비스를 넘어 모든 서비스 부문에서 요구되는 디자인을 포괄하는 용어로 그 의미
와 개념이 확장되었다. 서비스디자인이라는 용어는 경영학에서도 서비스를 계획하
고 설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비스 공간을 의미하는 서비스 스케이프
(service scape)나 각종 유형적 서비스 요소를 언급하는 물리적 증거와 비슷한 의미
로 사용된다. 또한 기업서비스 개발에서 디자인의 유형적 특성이 강조되어 디자이
너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영국의 디자인카운슬을 중심으로 그 연구가 디자인계에
까지 널리 확산되었다.
지금까지 서비스디자인은 그 학문적 연구나 이론정립이 미비하며 대신 기업의
실질적인 요구에 따라 많은 실무 전문가들이 그 개념을 조금씩 정립해가면서 적용

19) 네이버백과사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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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학에서 정립한 미학적 마케팅(marketing
aesthetics)이나 체험마케팅(experiential marketing) 등에서 유사한 개념들이 강조되
었고 이런 연구가 서비스디자인의 개념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은 영국의 라이브워크(Live work)나 엔진그룹(Engine group), 미국의 피어
인사이트(Peer Insight) 같은 컨설팅 전문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수용해나가면서 서비
스디자인의 개념을 조금씩 적용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들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
다.
라이브워크는 서비스디자인은 고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사람들이 다다르게 되는 다양한 터치포인트를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 엔진그룹은 서비스디자인은 훌륭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도록 돕는 전문 분
야다. 서비스디자인 프로젝트는 환경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디
자인의 여러 분야를 포괄해 고객이 서비스를 쉽고, 만족스럽고,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각 요소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피어 인사이트에서는 서비스디자인은 서비
스 혁신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공간, 행동, 사람, 사물, 도식 등 서비스를 이루는 유․
무형 요소를 총체적으로 배열하고 리서치에 근거해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
다.
서비스디자인의 역할 중의 하나는 서비스의 무형성을 극복하고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형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
는 모든 경험은 일차적으로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 가능한데 서비스디자인은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자극을 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에서 하드웨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강조되
면서 서비스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 광장을 조성
할 경우에 광장을 조성하는 물리적인 공사보다는 광장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것인가를 동시에 개발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20)

20) 표현명․이원식․최미경, 서비스디자인 시대, 안그라픽스, 2008, pp. 26-27,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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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펀디자인과 도시문화컨텐츠
현대의 도시인들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물질적인 풍요로 인하여 생활의 편리뿐만
아니라 급속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도한 스트레스, 불안감, 소
외감을 갖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탈출구로서 재미와 역발상을 강조하는 펀
(fun)이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오늘날 다양한 장르에서 나타나는 펀
디자인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어 현대의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감성소비시대의 소비자들은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디자인을 선호하
게 되었고 이런 감성디자인 제품들은 재미 혹은 웃음이라는 요소를 통한 펀디자인
을 구현하고 있다.
펀(fun)은 사전적 정의는 즐거움, 유쾌함을 주는 대상 그리고 활동적인 측면에서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즉각적이고 즐겁고 유쾌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
다. 감성소비시대에 나타나는 펀디자인의 유형은 첫째, 디자이너에 의해 제시된 재
미있고 즐거운 펀을 수용자적 입장의 펀디자인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소비자
가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참여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펀디자인이 있다.

[그림 39] 라 토마티나, 스페인

[그림 38] 리우카니발, 브라질

먼저 수용자적 입장의 펀디자인은 유머이론인 부조화이론, 우월성이론, 각성이론
에서 유추된 개념에 의해 일상의 규칙에서의 일탈, 유아적 표현요소사용, 예상치 못
한 반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참여자적 입장의 펀디자인은 소비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사용자가 직접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제작자로서의 참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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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과 사용자가 디자인을 의도에 따라 변형시켜서 사용을 함으로써 재미를 느끼는
사용자로서 참여디자인이 있다.
감성소비시대의 펀디자인은 기존에 있던 디자이너에 의해 제공되는 시각적 재미
의 개념이 확장되고 세분화되고 있으며, 생산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인
의 주체가 변화함에 따라 창의적인 디자인을 소비자가 직접 체험 또는 제작함으로
써 소비자의 내면의 욕구와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고 재미를 줄 수 있는 감성중심
의 디자인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21)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에서 나타나는 펀디자인(fun design)은 첫째, 도시의 매
력(attractive)을 부각시키는 유형, 둘째, 도시와 공공디자인에서 상호작용을 증가 시
키는 유형, 셋째, 콘텐츠(contents)와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기법을 통하여 재미와
즐거움을 증가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림 40] 하이서울 페스티벌: 세종 용상에 오르다(도시문화콘텐츠)

21) 임효빈, 감성소비시대의 펀 패션디자인, 건국대학교 석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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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역사․문화 생태적 맥락에서 도시디자인 사례연구
1. 역사문화도시
역사문화도시는 유럽, 미국, 아시아의 도시 중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도시이며 도시디자인이 발달된 7개 도시를 분석하였다. 유
럽의 대표 디자인도시인 영국 런던(London), 프랑스 파리(Paris), 독일 베를린(Berlin)
을 선정하였으며 미주에서는 도시디자인 사례가 풍부하고 가이드라인이 잘 갖추어
져 있는 미국의 뉴욕(New York)을 분석하였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서울(Seoul)을
분석하였다.

1.1 영국 런던(London)
세계적인 허브도시인 런던은 서기 43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부터 정치보
다는 정보의 중심지였다. 로마가 영국을 지배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말
을 달릴 수 있는 길을 내고 빠른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다. 지금도 런던 시내에는
당시 로마의 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이후 런던은 국제교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
다.
런던은 문화의 도시이다. 런던에만도 300개의 크고 작은 박물관이 있으며, 250여
개의 미술관이 있다. 이곳에는 세계적인 소장품과 걸작품이 간직되어 있다. 빅토리
아 앨버트박물관, 국립 역사박물관, 대영박물관 등은 그 중에서도 유명하다. 밀레니
엄 프로젝트를 통하여 테이트 모던뮤지엄(Tate modern museum)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대영도서관은 많은 장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80여개의 대영
특수 도서관이 있다.
런던은 세계적인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런던에서는 일주일에 약 1500가지
의 공연이 열린다. 200여 개 이상의 극장이 있고 스크린 수가 200여 개에 달하며
1500개의 극단, 125개의 댄스그룹 및 6개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활동하고 있다. 거
리 축제로는 노팅힐 카니발이 있으며 디자인 관련된 축제로는 런던 100% 디자인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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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밀레니엄 프로젝트
영국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런던의 모습을 바꾸자’ 슬로건을 가지고 밀레니
엄 프로젝트(millennium project)를 진행하였다.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건축
물이 런던아이(London eye), 밀레니엄 브리지(millennium bridge), 밀레니엄 돔
(millennium dome)이다.
1993년 런던시가 밀레니엄 랜드마크로서 상징건축물 공모를 발표했을 때 부부
건축가인 데이비드 마크(David Mark)와 줄리아 바필드(Julia Barfiled)는 느림에 대해
서 토론하였고 자전거 바퀴처럼 A자 형의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스케치
를 하였고 그 거대한 휠에는 전망용 캡슐을 장착하는 방식이었다. 그 공모전은 당
선작이 없어 무산되었으나 데이비드 부부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동분서주하여 영국
의 언론에 주목을 받았고 마침내 브리티시 항공(British airways)이 스폰서를 자청하
였다. 런던아이의 장착된 32개의 캡슐은 이중으로 코팅된 유리의 계란형 구조물로
서 느긋한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상공의 바람으로부터 저항력을 최소
화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승객이 평형을 잡도록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만든 하이
테크 건축물이다.

[그림 41] 테이트모던 뮤지엄과 밀레니엄브리지, 런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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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아이가 스카이라인을 의식한 거시적 상징물이라면 밀레니엄 브리지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인간중심의 건축을 배려한 미시적 재개발 사례이다. 밀레니엄 브리
지는 세인트 폴 대성당을 중심으로 한 번화가 지역과 비교적 낙후된 이스트엔드
(East end) 지역 사이에 놓여 진 영국 최초의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다리이다. 이
스트엔드의 다리 끝에는 런던의 새 명소인 테이트모던 갤러리가 있다.
테이트모던 갤러리의 건물은 본래 화력발전소였다. 길버트 스코트(Gilbert Scott)
경이 설계한 뱅크사이드 발전소는 공해문제로 65년 만에 문을 닫았고, 사람이 출입
할 수 없을 정도로 슬럼화 되었다. 이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 테이트모던 재단은 처
음에는 완전히 철거한 후 최첨단 건축물을 공모할 예정이었으나 스위스의 무명의
건축가 자크 헤르조크(Jacques Herzog)와 피에르 드 므롱(Pierre de Meuron)이 상황
을 반전시켰다. 뱅크사이트 발전소의 옥상 위로 유리구조물을 한층 올림으로서 우
뚝 솟은 굴뚝을 살짝 감싸는 정도로 건물의 구조를 그대로 살려둔 채, 내부 프로그
램을 현대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설계안이 테이트모던 재단을 감동시켰다.
밀레니엄 브리지는 이처럼 전통과 아방가르드라는 미묘한 변수를 안고 있었다.
세인트 폴 대성당의 우아한 전통성과 뱅크사이드 발전소의 우직한 이미지 그리고
테이트모던 갤러리의 감각을 수용할 수 있는 다리를 설계하는 것이었다. 다리를 설
계한 아룹그룹(Arup group Ltd)은 간결한 각선미를 염두 해두고 현수교를 설계하였
다. 밀레니엄 브리지는 가운데 부분이 완만한 아치형 외형을 사용함으로써 케이블
의 인장력을 통한 공학적인 문제와 미학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밀레니엄 돔은 둘레가 1km가 넘는 세계 최대의 지붕으로 기회단계부터 관심을
끌었던 매머드급 건축물이다. 돔이 들어선 런던 동쪽의 그리니치 반도는 템즈강이
S자로 굽어 흐르는 지역으로 과거에는 석탄가스 공장이 있던 황폐한 곳이었다. 땅
주인인 브리티시 가스회사는 개발이익을 고려해 부지를 제공하였고 토니 블레어 총
리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사를 지원했다.
영국의 건축가인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경의 설계로 총 공사비 5,500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였다. 모두 8,000여개의 기초파일을 설치하였으며 돔의 직경은
320m, 높이는 50m에 이르는 규모를 자랑한다. 내부공간은 인류의 발전사를 문화,
예술, 과학 등 12가지 주제를 조망하는 밀레니엄 체험의 장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꿈의 프로젝트라는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입지, 운영 프로그램의 실패로 막대한 관리비라는 숙제를 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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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런던을 바꾸자 라는 취지에 부합하였으며 런던
의 새로운 명물의 탄생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22)

[그림 42] 런던의 템즈 강을 중심으로 하는 상징과 랜드마크

1.1.2 런던플랜(The London Plan)
영국 런던은 2002년 런던플랜(The London Plan)을 발표하였다. 런던광역시장 이
름으로 발간한 런던의 도시 마스터플랜이다. 1999년 런던광역시가 법제화됨으로써
2000년에는 선거를 통해 시장 및 시의회를 구성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런던에 대한
전략 구상을 의무화함으로서 런던플랜이 발표되었다.
런던플랜의 특징은 첫째, 15~2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고 사회, 경제, 환경 등의
여러 전략들을 통합하는 공간 및 장소에 관한 장기계획이다. 둘째, 교통과 인프라스
트럭처의 개선과 함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제안들과 광역지역계획을 수립한다. 셋
째,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별 지역개발계획(UDPs Unitary Development Plans)을 유지
하면서 광역 런던계획에 협조하며 수립 후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역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반영한 유럽
공간계획조망(ESDP European Spatial Development Perspective)을 수용하는 것이다.
런던계획은 신중하고 장기적이고 광역과 지역의 위계가 있으며, 유럽의 큰 비전과

22) 네이버 블로그 생태문화기행 영국 중 런던 밀레니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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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맥락을 같이하는 계획이다.
런던계획의 주요내용은 교통문제, 경제발전,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대기환경,
자원재활용, 소음대책, 문화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런던은 현재 세계 경제의 중
심이며 유럽 최대의 도시이다.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제교통의 허브이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다. 학문의 중심이며 국제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창조산업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런던
의 비전은 세계를 선도하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이며 강력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
모든 시민의 기회균등과 사회 불평등 해소, 환경 친화적인 자원의 사용으로 지속가
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림 43] 런던플랜

[그림 44] 런던플랜 100개 프로그램

런던계획의 도시는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콤팩트시티(compact city)이
다. 도시의 오픈스페이스 잠식 없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교통체계를 고려한 고밀도
개발을 하는 것이다. 둘째 시민들을 위한 도시(city for people)이다. 디자인을 통하
여 시민들의 삶과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보건,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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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확산하는 것이다. 셋째, 번영하는 도시(prosperous city)이다. 도시
인프라확충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유발하고 정보, 문화, 관광 등의 다양한 산업을 유
치하는 것이다. 넷째는 차별이 없는 도시(fare city)이다. 국제적인 도시인 런던은
다양한 인종들의 집합체이다. 이러한 도시민의 통합을 유도하고, 사회적 박탈감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통한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접근하기
쉬운 도시(accessible city)이다. 장기적인 투자로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며, 보행자
도로를 업그레이드하며,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인 도
시(green city)이다. 에너지, 쓰레기 등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하
고,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일이다.
런던계획의 실행체계는 행정조직과 법정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조직은 런
던시를 중심으로 리빙스턴 시장이 있다. 참모조직으로 리차드 로저스에 의해서 지
휘되는 건축, 도시정책을 개발하는 A+UU(Architecture and Urbanism Unit)가 있다.
수행을 담당하는 런던개발국, 런던교통국, 런던경찰청, 런던소방 및 비상기획청 등
의 조직이 있다. 런던계획의 법정계획으로는 5대 권역별 개발계획, 정책별 세부 계
획지침, 정책별 세부 실행지침, 정책지원 조사연구, 시범사업 등이 있다.

1.1.3 도시디자인 문화
하이드파크는 영국 런던의 중심부에 있는 가장 큰 공원 중의 하나이며, 런던 왕
립 공원중의 하나이다. 여기에 있는 연설자의 코너는 유명하다. 이 공원은 서펜타인
이라는 길쭉한 인공호수를 중심으로 둘로 나눌 수 있다. 공원은 켄싱턴 가든과 이
어져 있다. 하이드파크는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공원으로 헨리 8세의 사냥터를
자끄(Jacques) 1세가 공원으로 탈바꿈 시켰다. 동쪽으로 피카딜리 거리, 남쪽으로
켄징턴 거리, 북쪽으로 옥스퍼드 거리와 연결된다. 서벤타인은 1730년 조지 2세의
부인 캐롤린(Caroline)이 만든 호수로, 이름에는 뱀처럼 구불구불하다는 의미가 담겨
져 있다. 하이드파크는 1851년 런던 대 박람회장이었으며, 이를 위해 조셉 팩스턴은
수정궁(Crystal palace)을 디자인하였다. 런던 대박람회는 미술공예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이드파크는 런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 주요
장소이고 런던의 대표적인 공원이며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심에 건설한 도시
공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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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을 대표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이 있지만 런던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 색채를 가진 것은 이층버스와 블랙캡 택시이다.
런던의 이층버스는 1947년 개발되어 반세기가 넘도록 런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
다. 런던의 도심은 어두운 중성색으로 대중교통을 통하여 강조색을 더한 것이 런던
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층버스도 노후되었고 사고의 위험이 커지자 2005년 관광용
으로만 남겨두고 정식운행을 폐지하였다. 이제는 굴절버스와 신형이층버스로 완전
히 대체되었다. 신형이층버스는 색채에 있어서는 기존의 버스색채를 따랐고, 안전과
편의시설 측면에서 보강되었다.
런던의 택시인 블랙캡도 변화를 맞이하였다. 검은색 중심의 택시가 다양한 색채
로 확장되었고 여성을 위한 전용택시도 만들어져 핑크색으로 도장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검은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시가지경관에 맞게 어두운 색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차종이 오랜 시간동안 동일하였기 때문에 색채뿐만 아니라 형태
에 있어서도 일관성과 정체성을 지켜왔다. 런던은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색채일
관성을 통하여 공공디자인의 선진국으로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45] 런던의 블랙캡과 이층버스

[그림 46] 런던의 공공시설물

런던의 지하철 노선도는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자기가 뜻
하는 목적을 시각적으로 쉽게 성취할 수 있다. 이러한 런던 지하철도는 1933년에
새로운 지하철 도로망 지도의 시험적인 인쇄로 시도되었다. 디자이너인 헨리 벡
(Henry C. Beck)은 지리상의 위치에 충실하기보다는 도해에 치중하는, 원래의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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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는 거리가 먼 디자인 안을 제시하였다. 구불구불한 선로를 수평선, 수직선 45
도의 대각선으로 약화 하였다. 각 노선은 선명한 색으로 지정하여 다른 노선과 구
별하도록 하였다. 벡은 27년이 넘게 런던 지하철 지도를 개선하고 수정하면서 다이
어그램과 철도망의 시각적 표현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런던의 지하철지도도 초기에는 도시의 형태와 거리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도
시가 확장되고 정보가 많아지면서 시민들이 인지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체계가 필요
하였다. 런던의 지하철 지도는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인간의 멘털
모델과 지도를 일치시킨 것이다.

[그림 47] 1920년대 런던지하철 지도

[그림 48] 2008년 런던의 튜브맵

1.1.4 런던 도시색채
1910년대부터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중심으로 빨간색을 거리
에 적용하고 있다. 빨간색은 주요간선 도로의 편의시설물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런던하면 빨강을 떠올릴 수 있
을 만큼 방문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다.
런던은 1990년대 초반, 각종 시설물 표지판의 색채 통합 작업이 시당국의 강력
한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각종 가로 시설물의 제작, 설치, 크기, 색채에 대한 매뉴
얼이 제작되었고, 그 중 지하철(tube) 역명을 알리는 표지판은 지난 1990년대부터
빨강의 동그라미 문양에 파랑색 바탕 색깔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주로 빨강의 노후 시설물에 검정이나 파랑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웨스트민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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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 빅토리아 역(Victoria station)을 중심으로 현대적인 공중전화 부스가 설치되고
있다. 신축된 런던시청의 외관에 파란색을 적용함으로써 빨강에서 파랑으로 이어지
는 새로운 도시 아이덴티티가 정립되고 있다.
런던은 전통적인 건물의 보존이 잘되어 있고 수세기에 걸쳐서 꾸준히 그 시대의
스타일에 맞는 건축물을 추가해 왔기 때문에 건축에 있어 전통성과 현대성 그리고
다양성을 볼 수 있다. 특히 건축에 있어서 새로운 실험에 대한 선별된 수용력을 가
진 도시이기도 하다.

1.2 프랑스 파리(Paris)
기원전 55년부터 시떼섬을 중심으로 모여든 로마인에 의해 세워진 도시가 파리
이다. 15세기말 종교전쟁을 겪은 프랑스는 30년 전쟁을 통해 패권을 장악하였고 루
이 13, 14세를 거치면서 절대주의 왕권이 절정을 이룬다. 절대왕권을 표방하며 사치
를 일삼은 태양왕 루이 14세를 정점으로 국운이 기울었고, 민중의 불만과 계몽주의
의 확산으로 1789년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다. 그 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나폴레옹은 1804년에 황제에 즉위해 전 유럽을 전쟁에 몰아넣으며 프랑스 패권화에
전력을 기울였다.
파리는 루이14세와 오스만의 대개조사업을 통하여 도시의 중심축을 확고히 하였
고 라데팡스 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도시 축을 확장하였다. 파리의 중심은 에뜨왈
개선문이다. 개선문은 12개 대로가 방사형으로 뻗은 에뜨왈 광장의 대표적인 상징
물이다. 나폴레옹이 오스테를리츠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로마의 개선문을 본 따서
지었다.
파리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다면 에펠탑이다. 1889년 만
국박람회를 위한 기념물 공모전에서 106개의 공모작을 물리치고 구스타프 에펠의
작품이 선택되었다. 건설 초기에는 파리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모파상을 비롯
한 프랑스의 지식인과 시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파리 제일
의 상징물이다.
라데팡스는 고지대의 빈민가를 정비해 21세기 최첨단의 도시로 탈바꿈한 곳이
다. 미테랑 대통령이 계획한 파리 재개발 계획인 그랑 프로제(Grand Project)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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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 조성되었으며 공사기간만 40년이 걸렸다. 거기에 새워진 신개선문(Grand
Arche)은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1989년)을 기념해 세워졌으며 110m의 높이를 자랑
한다. 21세기형 도시공원이라는 주제로 덴마크의 건축가 프레켈젠(Sprechelsen)에
의해 설계되었다. 파리의 도시 축을 확장하였으며 파리의 미래를 보여준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1.2.1 오스만의 파리대개조
파리는 산업혁명기인 18세기에 들어와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오늘날과 같은 파리의 도시경계는 1841년 성벽을 지으면서 확정되
었다. 중세의 파리를 근대 도시 파리로 개조하게 된 것은 19세기 중반에 일어난 오
스만(G. E. Haussmann)의 파리 대개조운동이다. 그 당시는 산업혁명기로 인구가 농
촌에서 도시로 유입되었고, 도시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위생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또한 파리를 산업과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센 지방의 도지사였던 오스만은 도로, 건물, 공원, 공공사업이 연관된 파리 대개
조사업을 실시하고 행정구역도 개편하였다. 파리 대개조사업의 주요내용은 기존 시
가지에 새로운 가로망을 형성하여 시내의 중요한 지점들을 상호 연결하는 것이었
다. 외곽의 철도역에서 중앙의 주요지점까지 단시간에 도달하게 하고 중앙의 행정
상업시설을 각 지구의 중심과 연결하였다. 에뜨왈 광장을 중심으로 한 12갈래 방사
형 도로망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이다.
오스만은 주요건축물을 넓은 도로에 연결하고 작은 건물들이 모여 있는 지구에
기념비적인 요소를 첨가하였다. 기능적이고 상징적인 건물인 기존의 철도역, 의회,
증권거래소, 팡테옹 궁전, 개선문, 노트르담 사원 등과 연계하여 중앙시장, 정부청
사, 신오페라하우스 등이 건설되었다. 루브르, 대학, 파리재판소 등은 새로운 기능
에 따라서 확장되었다. 소규모 건물들을 대규모 건물로 교체하는 작업은 파리의 원
형인 시테 섬에서 이루어졌다.
오스만은 공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조경가의 지원을 받아 귀족들의 수렵
장이었던 블로뉴 숲을 정비하였다. 호수와 산책로, 롱샹 경마장을 건설하여 지금도
인기 있는 공원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동쪽에는 벵센트 숲, 북동쪽에는 뷔트 쇼몽
공원, 남쪽에는 몽수리 공원이 건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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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는 조명, 상수도, 하수도, 묘지 등도 대대적으로 확장되었다. 파리에서
160km가 떨어진 곳에 급수원을 개발하여 파리에 공급되는 물의 양을 두 배로 늘렸
다. 하수는 중력에 의해 도로 밑의 작은 하수관을 통해 긴 원통형의 집수관에 모여
지고, 북서방향의 세느 강 하류로 방류되었다. 관세 목적의 성벽이 폐지되고 교외의
마을들을 파리로 통합하여 파리의 경계가 외부 방어용 성벽까지 확장되었다.

1.2.2 그랑프로제
19세기 이전의 파리는 도시계획 및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으며, 산업화에
따라 도시환경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지금의 파리의 기틀을 잡은 것은 19세기 파리
시장인 오스만의 파리대개조 덕분이며 이시기에 개선문과 노트르담 대성당이 건립
되었고, 방사형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이 건설되었다.
드골 대통령(1959-1969) 집권시기에는 파리에 공항, 고속도로의 기본 인프라를 건설
되었고, 문화 대통령인 퐁피드 대통령(1969-1974)은 자신의 이름을 딴 퐁피두센터를
건립하였다. 데스탱 대통령(1974-1981)은 오르세 기차 역사를 오르세 미술관으로 리
모델링하여 파리의 명소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프랑스는 대통령 프로젝트의 전통이
시작되었다.

[그림 49] 개선문을 중심으로 한 시가모습

[그림 50] 그랑프로제 루브르박물관

미테랑 대통령(1981-1995)은 취임 직후 대규모 문화 건축물 프로젝트를 추진하
는데, 이것이 그랑프로제(Grand Project)이다. 미테랑 대통령 재임 14년 동안 프랑스
혁명(1789) 2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9개의 프로젝트 진행하였으며 그 비용만 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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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이나 되었다. 그랑프로제의 가장 핵심적인 계획 중의 하나는 루브르 박물관 현
대화사업이다. 미테랑 대통령은 건축가 아이엠 페이(I. M. Pei)와 루브르 박물관에
유리피라미드를 건축하였다. 이 건축물은 역사 건축물의 보존과 재생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미테랑 대통령은 반대의견을 조율하고 오랜 설득을 통하여 루브르 박물관
현대화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랑프로제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문화를 되돌려주기
위한 미테랑 대통령의 철학이 담겨있다. 그랑프로제를 실행하기 전에 파리 전체 도
시계획을 다시 수립하였다. 즉 먼저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 디자인가이드라인 및 주
변 개발방향 수립을 하였고 가장 적절한 장소에 기념비적 건축물과 프로그램을 디
자인하였다. 또한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합리적이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선발하
였다. 그랑프로제의 핵심사업으로는 라데팡스와 신개선문, 루브르박물관 피라미드,
오르세 박물관, 오페라 바스티유, 재무성건물, 아랍 문화원, 라빌레트 공원, 파리 국
립도서관 등이 있다.
물론 그랑프로제는 정치적 목적의 계획이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도시계
획측면에서 파리 개발계획의 초석이 되었으며 역사적 장소에 어울리는 프로그램 및
건축물을 확보하였다. 그랑 프로제는 올드 파리를 현대화된 도시로 바꾸었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

1.2.3 파리의 도시디자인 문화
파리 메트로는 파리의 시내 및 교외 일부에 노선망을 가진 도시철도시스템이다.
파리 메트로는 1호선부터 14호선 및 2개의 독립된 지선 등 16개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리교통공단(RATP)이 운영하고 있다. 교외로의 교통을 주목적으로 한 RER
과는 달리 시내의 교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역간 거리가 매우 짧으며 노선이 거
의 파리 시내에서 완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파리 메트로는 만국박람회가 있던
1900년에 현재의 1호선 구간과 2호선 구간이 처음으로 개통되었다. 그로부터 약 30
여 년 동안 지하철망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1937년에 14호선이 개통된 것을 끝으
로 도합 14개의 노선이 성립되었다.
파리

지하철은

다양한

예술적인

실험이

있었으며

헥토르

기마르(Guimard

Hector)가 디자인하였던 아르누보 스타일의 지하철입구는 지금도 파리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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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이 되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지하철과 다르게 일부 노선에서는 기차바퀴가 고
무타이어로 되어 있어 진동과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그림 52] 파리 라빌레트 공원

[그림 51] 파리 퐁피두 센터

1983년 파리 근교에 있는 라 빌레트 공원 국제 현상공모가 있었다. 라 빌레트
지구의 개발은 가축장 유적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음악센터와 과학산업 박물
관을 건설하는 계획이다. 이 공원의 설계공모에서는 전통적인 조경기술로서의 제안
이 아니라 옥외극장, 레스토랑, 아트갤러리, 각종 워크숍, 비디오 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한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이것은 도시 인프라의 구축이기보다
는 눈으로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각적이고 운동적인 인프라 계획이다.
라 빌레트 공원 현상공모에 당첨된 츄미의 설계안은 점․선․면으로 구성된 각각의
평면을 중첩시켜 설명하고 있다. 폴리(poly)라고 불리는 점은 모두 빨간색으로 칠해
진 소규모 건축물로 부지 내에 격자패턴으로 배치된다. 선은 구부러져 있으며 고저
의 차이가 있는 사람이 걸어 다니기 위한 프로나드(promenade)이다. 츄미는 이 건
축물을 통하여 건축에서는 공간자체 보다도 그 공간에 펼칠 수 있는 이벤트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추미의 라 빌레트 공원은 도시공원의 새로운 시도이며, 인간의 행동패턴을 연구
하여 프로그램화 한 새로운 개념의 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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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일 베를린(Berlin)

프러시아 제국의 중심으로 번영을 거듭해온 베를린은 1991년 이후 독일의 수도
이다.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가진 독일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독일의 강철심
장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베를린은 차갑고 이성적이다. 독일의 심장부였던 베를린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둘로 나눠져 동쪽은 구(舊) 소련이 남쪽은 영국, 미국, 프랑
스 3국이 관할하는 가운데 1961년 남북을 가르는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다. 1989년
통일독일이 되기 전까지 철의 장막이 세워진 도시였다.

1.3.1 버디베어
베를린의 대표상징인 버디베어(Buddy Bear)는 베를린 이름 자체가 어린 곰에서
유래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오랜 옛날 한 사냥꾼이 슈프레 강의 섬에서 큰 곰을 만
나 이 곰을 잡기위해 곰의 굴까지 따라갔었는데 굴에는 어미 곰을 기다리는 새끼
곰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사냥꾼은 곰 사냥을 포기하고 친구에게 이곳을 베르라
인(Bearlein)이라고 부르게 되어 베를린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곰이 베를린의 대
표상징물로 된 계기는 1999년 클라우스 헤어리츠 박사와 그의 부인 에바에 의해서
이다. 1998년 쮜리히와 1999년 시카고에서 소(cow)가 거리의 조형물로 등장하였는
데 이러한 소 조형물에 깊은 인상을 받아 버디베어를 탄생시켰다.

[그림 53] 베를린 버디베어

[그림 54] 베를린의 암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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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바데쉐프
베를린 있는 스프레(Spree)강 동쪽에는 바지선을 재활용하여 강 위에 시민수영
장을 만들었다. 폭 8m, 길이 32m 크기의 이 수영장을 바데쉬프(badeschiff)라고 하
는데 베를린시의 아트 프로젝트로 2004년에 개장하였다. 이 공간은 영어로는 수영
장 보트(swimming ship)를 의미한다. 베를린 아티스트 수산네 로렌즈(Susanne
Lorenz)의 작품으로 수영장의 수면과 강의 수면과 비슷하게 맞추어, 마치 강에서
수영하는 느낌을 준다. 여름에는 자정까지 열기 때문에 베를린의 야경을 보며 여름
밤을 즐길 수 있다. 2005년에는 건축가 길 빌크(Gil Wilk)에 의해서 돔을 만들어 사
우나로 변신하였다. 겨울에 베를린 강가에서 수영하는 기분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시민을 위해 계절을 만드는 시의 노력이기도 하다.
강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심리적 위안을 준다. 이러한 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
연과 동화되어 한 몸이 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자연의 위엄이 있는 강을 조금은 유
머스럽고, 조금은 간접적으로 강을 체험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맞볼 수 없는 즐
거움이다. 시민에게 제공하는 휴식은 자연스러울수록 그 매력이 강력하다.

[그림 55] 베를린의 바데쉐프

107

1.3.3 베를린 도시디자인 문화
티어가르텐(Tiergarten)은 베를린 중앙에 있는 공원으로 과거에는 선제후들의 사
냥터로 이용되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1830년부터 공원으로 바뀌었으며 공원 곳곳에
서 국가의 통치가들과 예술가들의 기념상들이 설치되어 있다. 공원 한 가운데에는
1864년 프로이센-덴마크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전승기념탑이 세워졌
는데 맨 꼭대기에 골델제라고 불리는 금박을 입힌 인물상이 세워져 있고, 이곳에
오르면 베를린 시내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와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베를린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자연과 공원, 숲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해 왔다. 도심에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이다.
독일에서 공원은 시민생활의 일부분이며 도시경관 중에서 가장 존중되는 경관이기
도 하다.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오픈스페이스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색채와 분위기
를 제공하며 도시의 훌륭한 안식처이다. 미래 공원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 중의 하
나는 자연과의 연결점이며 그린웨이를 구성하는 중요한 결절점이라는 것이다.

1.4 미국 뉴욕(New York)
뉴욕은 동부해안에 위치해 있는 미국 최대의 도시이다. 뉴욕은 맨해튼, 브루크
린, 브롱크스,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다섯 개의 독립구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맨해튼이 뉴욕으로 알려져 있다. 맨해튼은 5번가, 월스트리트, 엠파이
어스테이트 빌딩, 센트럴 파크, 브로드웨이, 할렘 등 뉴욕을 상징하는 대부분이 집
중되어 있다.
맨해튼 섬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1524년 이탈리아의 항해사 조바니 다 베라자
노(Giovanni da Verrazano)이다. 그 후 100년 뒤 네덜란드가 허드슨 강으로 진출해
뉴네델란드로 정하고 맨해튼에 뉴 암스테르담을 세웠다. 1626년 최초의 주지사 피
터 미누이트가 이곳 인디언들에게서 24달러어치의 장신구를 주고 맨해튼 섬을 샀다
는 에피소드가 이 당시의 이야기이다.
1664년 영국이 이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고 22년에 걸친 세 차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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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통하여 맨해튼의 지배권이 영국으로 넘어갔다. 1825년에는 이리운하가 개통
되면서 무역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미국경제의 원동력이 되었다. 1886년 프랑
스에서 도착한 자유의 여신상은 수세대에 걸친 이주민들의 관문으로서 도시의 상징
이 되었으며 20세기 초 맨해튼에 세워진 마천루들은 뉴욕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경
제, 예술, 문화의 도시로 만들었다.
빅애플(big apple)은 뉴욕시의 대표적인 애칭이다. 빅애플의 유래는 1921년 존
피츠제랄드(John Fitzgerald)라는 작가가 뉴욕 모닝 텔리그라프(New York Morning
Telegraph) 신문에 경마관련 칼럼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 당시 애플은 공연이
라는 속어로 사용되었으며, 뉴욕과 같은 큰 도시에 가서 공연하는 것을 빅애플이라
고 하였다.
뉴욕은 센트럴파크와 같은 오픈스페이스, 아르데코의 걸작으로 뽑히는 크라이슬
러 빌딩과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1886년 프랑스가 미국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미
국에게 우정의 상징으로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 등 다양한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 도
시이다. 뉴욕의 움직이는 상징으로는 노란택시 옐로우캡이다. 옐로우캡은 뉴욕의 대
표적인 상징이며 런던의 블랙캡과 함께 가장 성공적인 도시이미지를 만들어 왔다.
뉴욕은 세계문화의 중심지이다.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하는 뮤지컬 공연은 뉴
욕의 또 하나의 문화코드이며 도시상징이다. 뉴욕은 어떤 도시보다도 빠르게 스포
츠문화 중심에서 공연문화중심으로 변화한 도시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뮤지컬이라
고 하면 런던과 뉴욕을 떠올리게 된다.

[그림 56] 뉴욕의 I love NY

[그림 57] 뉴욕의 빅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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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Central park)는 사각형의 길쭉한 시민 도시공원이다.
그 주위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솔로몬 구겐하임 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시
설과 더불어 그 내부에는 숲, 연못, 잔디, 정원, 동물원, 시립미술관 등이 있다.
1850년 시장선거부터 공원건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그 후 1860년대에 완성되
었다. 공원디자인은 주로 F.L.옴스테드와 C.복스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조경 공학적
설계로 조성된 센트럴 파크는 건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공원의 하나였다.
센트럴 파크의 가장 큰 역할은 바쁜 도시에 여유를 제공하는 일이다. 맨해튼은 세
계적으로 가장 복잡한 도시 중에 하나이며 높은 빌딩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
이다. 이러한 빌딩숲에 자연의 숲을 대비시킴으로써 맨해튼의 도시 완성도는 한층
높아졌다. 도시는 기본적으로 주거공간, 사무공간, 휴식공간, 유희공간을 골고루 갖
추어야 한다. 휴식공간이 결여된 도시는 좋은 도시가 아니며, 즐겁고 편안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가 필수적이다.
뉴욕의 택시는 모두 노랑색으로 옐로우 캡(Yellow cab)이라고 부른다. 전통적으
로 뉴욕은 건축물과 거리환경이 어두운 중성색으로 노란색 택시는 가장 명시도가
높은 배색이라고 할 수 있다. 택시의 차종을 고정하고 색채를 단색의 원색으로 고
정함으로써 관광객이나 내국인 모두가 쉽게 택시와 일반 자동차를 구분할 수 있다.
뉴욕에서의 택시는 색채적으로 하나의 코드이며 문화로 자리 잡았다. 많은 도시에
서 택시색채 디자인을 할 경우 항상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런던의 블랙캡과 함께
세계적인 명물이다.

1.5 일본 요코하마(Yokohama)
요코하마시는 개항 이래 국제항구로서 서구로부터 일찍이 근대도시계획이 도입
되어 도시계획 및 디자인시책에 있어서 선진적인 도시 만들기를 수행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가장 선구적인 도시디자인 행정을 도입해
요코하마시의 도시정체성과 특징을 최대한 살린 도시디자인 행정을 추진하여 왔다.
현재의 요코하마는 디자인도시로서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도시이다.
요코하마시의 도시디자인 활동은 1974년 시(市)기획조정국에 도시디자인 담당부
서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쿠수노키광장, 오오도오리(大通)공원 등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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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상징적인 도시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일본 도시디자인행정의 선구자적인
도시가 되었다.

[그림 58] 요코하마 시사이드 마리나

[그림 59] 요코하마 MM21

요코하마시의 도시디자인은 단순히 물리적 도시환경의 개선사업으로 국한하지
않고 체계적인 도시공간 전략의 일환으로 도시디자인이 논의되고 실천되었다는 점
에 의의가 있다. 즉 도시디자인이 외향적 물리적 요소의 화장술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공간을 형성하는 매커니즘을 계획과 제도를 통하여 총체적으로 공간과 도시에
반영했다는 점이 도시디자인 성공의 요인이었다.23)
미나토미라이 21은 화이트를 테마칼라로 깨끗한 항구도시의 이미지 구현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75년부터 요코하마시 전역에 대한 환경색채계획을 수립하
여 현재까지 지구단위별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993년에는 항만 정비를
위해 일본 색채연구소의 주도하에 체계적인 색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단계별 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MM21(Minato Minari 21, A New City and A New Port for a New Century)은 새
로운 세기의 신항구 도시라는 의미로, 무역항으로 발전하였던 요코하마가 항구도시
로서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면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게 되었고 도시 전체가 특색
있는 구조물과 건축물, 조형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더욱이 전체적으로 깨끗한 항
구도시의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색채의 원칙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MM21의 테
마칼라로 선정된 화이트는 베이브릿지를 시작으로 도시전역의 대표경관에 사용하게

23) 이정형, 일본의 디자인도시와 경관계획, 승재헌, 2011,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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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MM21지구의 역사들에 화이트기미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는 바다의 파
랑색과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산뜻한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
다.

1.6 한국 서울(Seoul)
서울의 도시역사는 백제 초기의 수도인 위례성이 서울의 남동쪽에 위치하였던
약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의 공간적 원형으로 확고히 정립되고 도시의
발전을 시작한 것은 14세기 말 조선의 수도로 정해진 이후부터의 일이다. 풍수지리
와 주례의 고공기에 영향을 받아 도성의 입지와 구조가 정해졌고 남쪽으로 한강을
통해 내륙과 바다로 연결되었다. 역사적으로 도시지역이었던 사대문 안의 성곽 안
그리고 성저십리(城底十里)라 불리던 성곽 밖 교외지역으로 이루어진 서울은 전란
을 제외하고는 약 20만 정도의 도시규모를 유지하였다.

1.6.1 이성계의 한양천도 정도전의 한성건설
태조 이성계는 1392년 고려왕조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즉위하였다. 즉위 후 태조
는 1394년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새 수도건설을 진행하였다. 조선 개국의 국시
를 높이면서 한양의 대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겼다. 태조는 신도궁궐조성도감
을 설치하고 권중하, 정도전, 청성백, 심덕부 등으로 하여금 한양건설계획을 세우게
하였다. 그들은 한양을 자세히 살핀 뒤에 한양의 자연환경에 맞게 종묘, 사직단, 궁
궐의 위치를 계획하고 설계 안을 태조에게 올렸다. 그 계획에 의하면 궁궐을 백악
산의 남쪽 기슭에 들이기로 하였다. 원래 백악의 남쪽 기슭은 고려 숙종 때 남경
(南京)의 이궁 터인데, 이 자리에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이 들어서게 되었다.
한양은 정도전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진행되었는데 주례의 고공기의 원리를 따랐
다. 또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도 고공기의 원리와 일치한다. 이른바 좌묘우사(左墓
右社)이다. 종묘는 왼편에 앉혀야 하고 사직은 오른편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복궁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종묘가 오른편에는 사직단을 위치하게 하였다.
종묘와 경복궁 공사를 맡아서 한 사람은 청성백과 심덕부였다. 특히 이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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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사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알맞게 운영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몰랐다고 기록되
어 있다. 종묘와 경복궁이 건설되자 태조는 사조(四祖, 목조, 익조, 도조, 환조)를 개
경의 종묘에서 한양의 종묘로 옮겼다.
한양천도가 지속되고 있는 1395년에 태조는 한양부(漢陽府)를 한성부(漢城府)라
고 개명하였다. 이로서 한양은 옛 이름이 되고 한성이라는 서울의 정식명칭이 지정
되었다. 한성은 순종 4년(1910)까지 515년 동안 서울을 일컫는 정식명칭이었다. 한
성이라는 이름에서 서울의 성곽도시로 발전가능성을 암시한다.
조선의 역대임금들은 4개의 산(인왕산, 북악산, 낙산, 남산)을 연결한 성곽에 정
성을 기울였다. 성곽의 길이는 17km이고 성벽의 높이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12m 정도이다. 돌로 쌓은 성곽 둘레에는 동서남북 사대문(四大門, 흥인지문, 돈의
문, 숭례문,

숙정문)이 마련되었고 사대문의 중간에는 사소문(四小門, 혜화문, 소의

문, 광희문, 창의문)이 만들어졌다.

[그림 60] 주례 고공기에 충실한 한양도

[그림 61] 주례 고공기 왕성도

축성하는 과정에 태조의 왕사(王師)인 무학대사는 인왕산에서 무학으로 연결시
키자는 주장을 하였으나 정도전의 계획대로 인왕에서 남산으로 성곽을 연결하였다.
그리고 한성의 정문은 남쪽의 대문인 숭례문이었다. 숭례문은 여덟 문들 중에서 가
장 뛰어났으며 초기 건축 당시로부터 따지자면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세종
30년(1448)에 다시 개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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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수도인 한성을 서울이라고 하게 된 것은 눈금(雪線)을 따라 도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눈의 울타리, 설울(雪城)이 변하여 서울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
다. 그러나 한성지략(漢城誌略)에서 수도를 일컫는 서울이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로
그 근원은 멀리 신라시대까지 올라간다. 신라시대의 6촌 중에 하나였던 서라벌(徐
羅伐)이 나라의 도읍을 뜻하게 된 후 서야벌(徐耶伐)로 되고 서울로 변화된 것이라
는 기록이 있다.

1.6.2 대한제국 도시개조사업
1897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포하면서 고종은 내적으로 낙후된 국가와 도시
를 근대국가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개조사업 시행하게 된다. 고종황제는
서울을 황제국에 맞는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모델로
삼아 서울의 도로를 근대도시의 모습으로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워싱턴 DC의
방사형 도시모형을 덕수궁의 동문이었던 대안문을 기점으로 삼아 도로가 사방으로
퍼지는 방사형 도로를 건설하였다. 서울의 대표적인 도로인 태평로, 소공로, 서소문
로 을지로 등이 이시기에 건설되었다.
고종의 대한제국 선포와 황도 서울 건설의 일환으로 진행된 도시개조사업이었던
이 치도사업의 주역은 이채연과 박정양이었다. 이전의 공중위생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 치도사업의 주역들이 일본을 경험한 김옥균과 박영효였다면, 1896년 도시개조사
업의 주역들은 미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내부대신 박정양과 한성부 판윤 이채연
이었다. 박정양은 1887년 주미전권공사로 미국에 부임했었으며 이때 주미참사관으
로 동행했던 이가 이채연이었다. 두 사람은 서구의 도시들 특히 미국의 수도 워싱
턴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었다. 또한 명의 주역은 당시 탁지부 고문으로 있던 영국
인 맥리비 브라운(Mcleavy Brown)이었다. 맥리비 브라운의 고향 영국은 산업혁명과
산업도시 그리고 근대도시계획을 낳은 나라이다.
도로정비사업과 함께 서울 최초의 도시공원이 등장했다. 1896년을 전후한 시기
에 원각사지 10층 석탑 주위에 빽빽히 들어서 있던 민가들을 철거하고 조성된 탑골
공원이다. 도시공원은 근대도시의 또 하나의 상징적인 표상이었다. 왕을 위한 궁궐
내의 정원과는 달리 도시의 시민을 위한, 공공을 위한 공간이 도시공원이기 때문이
다. 공원의 실질적 기능은 도시의 허파로서 시민을 위해 도시의 위생을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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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1896년 10월 ‘독립신문’의 논설은 공원의 도시위생상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서울 성곽 주위에 나무를 심어 공원을 조성하자는 흥미로운 제안을 하고 있
다.24) 1899년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전차를 개통시켰는데 이는 당시 가장 근대도
시로 평가받았던 일본의 동경보다 3년이 빨랐다.

[그림 62] 경성 남대문로의 모습

[그림 63] 서울 전차의 모습

24) 대한제국의 도시개조사업,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서울 근대공간, 한국콘텐츠진흥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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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환경도시
미래의 핵심적인 도시발전 요건 중의 하나는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과 생태의 도시는 자연생태, 경관환경, 인간정주의 공생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자원적약적인 토지이용, 교통, 도시개발 및 운영을 중
시하는 도시를 일컫는다.
노르웨이 오슬로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공기와 물, 녹지로 미래 환경도시의
모델로 꼽히는 삼림도시이다. 제3세계의 도시 가운데 브라질의 꾸리찌바는 국제사
회에서 유일하게‘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세계에서 가
장 현명한 도시로’찬사를 받고 있는 환경․생태 도시이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태양에너지, 쓰레기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활용의 메카일 뿐만 아니라 도심내 보행
자전용공간, 순환수로, 바람의 통로 등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도시설계로 인해
독일의 환경수도로 불린다.
생태환경도시로는 선진 해외도시를 중심으로 유럽과 미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유럽에서는 독일의 환경수도인 프라이부르크(Freiburg), 스페인의 태표적인 생태
도시인

바르셀로나(Barcelona),

그린웨이가

발달되어

있는

캐나다

벤쿠버

(Vancouver), 그린애플맵(green apple map), 하이라인 등의 다양한 생태도시 프로젝
트를 진행한 미국 뉴욕(New York),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태도시를 표방한 브라질
꾸리찌바(Curitiba), 그리고 농업도시로서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쿠바 아바나
(Habana) 등의 6개 도시를 선정하였다.

2.1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프라이부르크(Freiburg)는 라인강이 가까이 흐르는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
크주에 있는 도시로 1992년 이래 독일의 환경수도이다.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경연대회서 151개 지자체 가운데 1등을 차지하여 자연 환경보
호에 있어서 연방수도로 선정되었다. 이 경연대회는 독일환경원조재단이 BUND(독
일환경자연보호연맹), NABU(독일자연보호연맹) 등 독일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와 공
동으로 개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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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도의 주요한 기준은 환경관리조직, 지역보존 및 종(種)보호, 친환경 농업
경작지 비율, 지구차원의 자연보호, 음용수 및 정수, 교통, 폐기물 처리, 에너지 절
약, 환경영향평가, 환경단체와의 협력, 홍보활동 등의 12개 부문이다. 프라이부르크
는 12개 부문 가운데 7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에너지, 교통, 쓰레기 부문
에서 다른 도시와 발상이 달랐다.

[그림 64] 프라이부르크의 수로

[그림 65] 프라이부르크 솔라타워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에 의존해온 전력공급체계에서 지역 자
가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열병합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소비전력 80% 자급계획을
수립하였고,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 에너지개발 및 에너지절약 건축물 보급에 전
념하였다. 둘째는 교통정책이다.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이 시의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환경정기권인 레기오카르테(Regiokarte)가 정
착되고 있다. 주택가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160킬로미터가 넘는다. 셋째는 쓰레기 정책이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화, 각종
공공행사에서의 일회용품 사용금지 등이 철저하게 행해지고 있다. 푸라이부르크는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에 앞장서 독일 전역에 이를 퍼뜨렸으며, 재
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기계, 생물분해방식을 도입하여 소각처리에서의 공해문제
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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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페인 바르셀로나(Barcelona)
바르셀로나는 1992년 올림픽게임의 개최지이다. 올림픽게임은 바르셀로나의 워
터프론트 개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바르셀로나의 도심재개발의 목적은 지속가능
한 도시를 만들고 까탈로니아(Catalonia) 지역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
이다. 바르셀로나의 주요 도시개발 과제를 요약하면 첫째는 교통체계의 조정, 둘째
는 거점개발과 네트워크, 셋째는 환경친화적인 워터프론트(water front)의 개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공간을 확대하고 베소스 강주변의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며 해
안의 새로운 레저 마리나를 건설하는 것이다.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구
도심을 재생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친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은 거주환경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도시전체의 전통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재생은 이미 생성
된 도시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어야 한다. 최대한의
녹지와 공지를 보존하여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형태이다.

[그림 66] 바르셀로나의 쓰레기 수거시스템

바르셀로나는 시민의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위트 있는 광고를
위해 비 디자인(B design)을 실행하였다. 먼저 바르셀로나 잘 해봐요(Barcelona
Fem-ho Be) 캠페인을 실행하여 시의 웹 사이트는 물론 모든 홍보용 자료에 사용하
고 있다. 바르셀로나의 시민들이 모여 큰 B 바르셀로나를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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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바르셀로나(Barcelona Ciutat Neta)의 약어로 BCNeta!이다. BCN은 바르셀로
나의 약자이며 Neta는 까달란어로 깨끗하다는 의미이다. 바르셀로나 캠페인의 성격
을 잘 나타내며 시가 사용하는 파란색 계열과 자연과 재활용을 의미하는 초록색의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 아름답게 입어요(Barcelona
posa't guapa)이다. 바르셀로나 시정부가 중심이 되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는
의지가 담긴 캠페인이다. 바르셀로나 시가 도시의 오래된 건축물을 재정비하는 차
원에서 시작한 오랜된 정책이다. 15년간 바르셀로나 전체 20%의 건축물을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바르셀로나만이 지닌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바르셀로나가 1999년 RIBA상을 수상하고 세계유력여행전문지가 여행할만한 도
시로 선정한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자연자원이나 선조들의 업적만이 아니다. 바
르셀로나 시정부와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재미있
고 유익한 디자인 정신이 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캠페인을 위한 캠페
인이 아니라 친숙한 공공디자인은 그들의 미래와 생활을 중시한다. 바르셀로나가
펼치는 캠페인은 전달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트가 담긴 공공디자인의 힘을 잘 보여준다.25)

2.3 캐나다 밴쿠버(Vancouver)
그린웨이(green way)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녹음이 우거진 공원, 호수, 하천을 따
라 난 산책로를 의미한다. 이 그린웨이라는 말은 애초에 도시계획이나 조경학에서
도시환경에 적용시키기 전에는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와 활동영역이 단절되거나 파괴
되는 것을 막고,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한 인공구조물이나 식생을 통
해 만든 생태적 공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벌채하고 남은 숲은 도시의 공원이
되고 녹지와 녹지를 연결시키고 남겨진 숲과 숲을 연결시키는 그린웨이는 숲에서는
이용자가 동물이지만 도시에서는 시민이 된다.
현대에는 그린웨이가 더욱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곧 선형의 옥외공간, 시민들의
다양한 야외공간을 뒷받침하는 공간으로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생활양

25) 서울특별시 주택국,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자료집, 서울특별시, 20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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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변하면서 공원이나 녹지의 이용형태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시민들은 산책
하기도 하고 조깅을 하기도 하고 스낵을 먹기도 하고 잠시 명상에 잠기고 싶어 한
다.
밴쿠버는 그린웨이 시스템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도시이다. 자연과 함께하
는 도시생활이 밴쿠버에는 현실로 나타난다. 밴쿠버의 강점은 그린웨이 전략이 단
계적으로 잘 짜여져서 시민들의 개개인의 집 앞까지 그린웨이가 연결된다는 점이
다. 그린웨이를 따라 직장에 출근하고 학교를 다니며 쇼핑을 갈 수 있다.

[그림 67] 벤쿠버의 숲

[그림 68] 벤쿠버 시청과 시가지

밴쿠버 시는 그린존 전략계획(green zone strategy)을 가지고 있다. 도시가 무질
서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고, 도심의 여러 중심지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체성을 유지
시키며 도시팽창에 따른 사회비용을 줄이고 기존 녹지공간을 보호하는 것이다. 밴
쿠버는 공원 및 외부공간 레크레이션 시스템(PORS: Parks and Outdoor Recreation
System)을 가지고 있다. 밴쿠버는 온화한 기후로 주민들이 하이킹, 등산, 스키, 카
약, 윈드서핑 등의 다양한 외부활동을 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여가 활동에 좀 더 쾌
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과 각종 야외 활동지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
렇게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쉬워져 각 공원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루 동안에 각 공원을 연결하는 통로를 이용하여 여러 장소를 방문할 수 있
으므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현재 진행 중인 PORS의 통로계획은 사람과 야생동
물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자연적 연결통로를 선호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
면 생물이동통로로서의 역할로 생태적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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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국 뉴욕(New York)
생태환경도시로서의 뉴욕은 디자인을 통한 시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활동과 건강을 촉진시키는 도시와 건축물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액티브디
자인 가이드라인(active design guideline)과 생태환경을 환광자원화하는 그린애플맵
으로 대표할 수 있다.

2.4.1 액티브디자인 가이드라인
미국의 도시들은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교통 등 공공디자인 관련부서 간의 협
력과 비영리 전문기관의 참여로 다양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프로젝트를 운영
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계획에 반영되며, 민간건축물의 디
자인 지도에도 활용된다. 2010년 뉴욕의 도시계획부, 교통부, 디자인건설부, 건강정
신위생부, 미국건축가 협회는 디자인을 통한 시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활동과 건강을 촉진시키는 도시와 건축물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액티브디
자인 가이드라인(active design guideline)을 발표하였다.

[그림 70] 디자인과 건강

[그림 69] 뉴욕 액티브디자인가이드라인

미국의 사회문제로 이슈화 된 비만과 관련된 질병의 예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디자인을 통한 시민들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도시공간구축 전략을 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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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징이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으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와
현제의 환경디자인과 건강의 문제, 도시디자인에서 활동적인 도시의 건설, 일상의
생활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유니버설 디자
인의 시너지 효과 등이며 토지이용계획의 다양화와 도시가로의 연계성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한다. 시민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거주지역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점포와 공원 및 광장을 위치시키고 대중교통시스템의 수월하게 하여
보행환경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2.4.2 그린애플맵(green apple map)
그린맵(green map)은 비영리 단체인 그린맵 시스템이 제공하는 그린디자인 관련
표준화된 상징과 지도제작 자료를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테마의 지도를 지역적으로
제작한 맵을 말한다. 그린맵 지도제작은 원칙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 문화,
지속가능한 자원 즉 리사이클링 센터, 유적지, 공공정원, 독극물 처리지역, 사회적
기업 등의 장소를 맥락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림 71] 뉴욕시의 그린애플맵(green appl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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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맵의 목적은 자연환경과 인간이 건조한 환경에 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로서 제공되어 그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지역주민과 일반인들이 그린맵을 사용함으로서 좀더 환경과 문화운동에 동참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그린맵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 지역이주자, 관광객
을 위해 환경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소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자각
을 일깨우도록 도와준다. 그린맵 제작자들은 그린맵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아이콘을 적용함으로써 쉽게 환경친화성과 환경부적응 지역을 알 수 있다.26)
뉴욕의 경우에도 그린애플맵(Green Apple map)을 제작하여 친환경적 요소를 정
보화하고 자연공간을 광광자원화 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뉴욕의 환경문제도 적극적으로 조사 표기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기후
변화 예상지역, 교통문제 심각지역, 디젤연료 오염지역 등이 있다.

2.5 브라질 꾸리찌바(Curitiba)
브라질 남동부 파라나주의 주도인 꾸리찌바(Curitiba)는 16세기 중엽까지 유럽의
식민지였던 도시이다. 이 도시는 1960년대까지 다른 제3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급속
한 인구증가와 도시환경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1962년 자이메 레르네르
의 출현으로 도시의 상황은 바뀌었다. 그는 기존의 관행을 버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25년 동안 꾸리찌바의 성공을 일구었다.
레르네르 이후 취임한 6명의 시장 가운데 5명이 건축가이며 엔지니어였다. 그들
은 계획적인 도시를 설계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상식에 기
반을 둔 도시관리정책을 진행하였다. 환경의 가치를 존중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을 이끌어가는 도시이다.
에코시티 꾸리찌바의 도시목표는 효율적인 도시성장을 위한 버스교통체계를 갖추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를 극대화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간 중
심의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이었다.
꾸리찌바의 도시발달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1880년대 무분별한

26) Wikipedia.com: gree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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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과 중심상업도시에 역점을 두어 환형 및 방사형 도로 건설을 추진한 시기
이다. 자동차 성장에 대한 예측실패와 재원부족으로 방사형 가로 건설이 무산되었
다.
2단계(1964-1970)는 예비도시계획 단계이다. 도시성장패턴을 선형방식으로 전환
하고 도시계획 5개 원칙을 수립하였다. 도시를 방사형 성장에서 선형성장으로 전환
하였다. 중심지역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역사중심지를 보존하였다. 시 경계의 인구
를 수용하고, 도시개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 도시 전체적 인프라를 구축
하는 것이었다.
3단계는 도시종합계획으로 세레떼 계획이라고 한다. 간선교통축을 따라서 고밀
도개발을 허용하고 통합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역사적 건축물과 녹지지역은 보
존하고 그 건물과 토지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꾸리찌바의 정책의 기
본원리는 저비용 고효율, 단순함과 검소함, 정확함과 속도, 그리고 창조성이다. 특
히 창조성은 꾸리찌바를 개성있는 도시로 만들었으며 시민이 가진 창조성의 비밀은
바로 재미와 장난이다.

[그림 72] 생태도시 꾸리찌바시의 도시계획

생태도시로서의 꾸리찌바는 다양한 폐기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쓰레기를 수
거해오는 주민에게 쓰레기 구매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실업자 은퇴자를 고용하여 나
대지 등에 무단 방치된 쓰레기를 청소하였다.
꾸리찌바의 공원과 녹지는 그늘과 신선한 물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 자연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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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하천유역을 법률로 엄격히 보호하였다. 모든 건물에 대해 식재공간을 확
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나무의 벌목을 금하고 기존 나무는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녹색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공단면적의 40%를 녹지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공단은
공원이자 정원이 되었다. 꾸리찌바는 생생한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책상과 걸상을
재활용 공장에서 나온 것으로 구성하며 쓰레기박물관을 만들어 의식전환의 노력을
하였다.27)

[그림 73] 꾸리찌바시의 버스정류장

[그림 74] 도시학습 프로그램 책자

2.6 쿠바 아바나(Habana)
쿠바의 수도 아바나(Habana)는 멕시코 만에 면하는 최대 항구도시이며 아메리카
대륙에서 1514년에 시작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이다. 1607년에 수도가 되었
다. 현재는 쿠바 국민의 20퍼센트 가까운 220만이 거주하고 있으며 정치, 상공업,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에 여러 정부기관과 화력발전소, 석유정제소, 화학공장, 제지
공장, 담배공장 등의 공업지대가 들어서 있다. 아바나 시가는 좁은 해협 서쪽의 반
도부를 차지하는 구시가와 그 서쪽에 새로 건설된 신시가로 구분된다. 구시가는 무
역항, 어업기지로서 활기를 띠고 있을 뿐이며, 식민지시대 이래 좁은 거리에 늘어선
상점은 1968년 3월에 완전히 국영화되었고, 소비도시를 이루었던 화려한 옛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신시가는 넓은 가로(街路)에 의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나뉘
27) 박용남, 꿈의도시 꾸리찌바, 녹색평론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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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현대적인 고층건물과 최신설비를 갖춘 고급호텔이 해안가에 늘어서 있
고, 혁명 전(前)의 고급주택은 학교, 공동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바나는 농업이라는 새로운 경관이 추가되고 있다. 도시농업을 중심으로 도시
한복판에 7백 헥타르나 되는 녹지공원을 만들었으며 수도(首都)공원 프로젝트와 1
천7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도시 전체를 푸르게 만들려는 아바나의 녹화(綠化) 계
획도 추진하고 있다. 아바나는 석유가 부족하여 차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으며,
수입 의약품 대신 채소농장에서 허브가 자라고 있으며, 태양전지와 바이오가스와
같은 자연 에너지가 시민의 생활을 뒷받침한다. 특히 도시농업과 유기농업은 학교
교육에서도 다루어진다. 초등학교에는 어린이들이 자연과 농업을 배우는 학습시간
이 마련되어 있으며, 2001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초등학교 급식에 쓰일 유
기농 채소가 도시농가에서 공급되고 있다.
아바나의 지속가능한 친환경유기농업은 환경보전적 기술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동사회 활성화를 겨냥하였다. 10년 동안의
유기농업에 대한 실험은 쿠바를 유기농업의 메카로 만들었으며 농민의 자발적 참여
와 일반 국민들의 호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국 과학자와 연구기관의 합
작이다.28)

[그림 75] 아바나의 도시풍경

[그림 76] 아바나시 발전기

28) 요시다 타로, 안철환 역,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들녘, 20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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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문화 생태․환경적 맥락에 따른 도시디자인 체계 반성
3.1 역사․문화적 맥락
역사문화도시에서의 도시디자인 체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런던, 파리, 베를린, 뉴욕과 같은 산업혁명 이후 근대 현
대의 연속의 도시이다. 역사․문화적으로 연속성의 도시이다. 연속성의 도시의 장점
은 다양한 역사적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고대, 중세, 근세, 현대의 문화적 지
층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도시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보장이 되는 도시이다.
둘째, 서울과 같은 아시아의 도시들은 중세와 근대이후의 역사성 맥락이 단절되
거나 외부문화의 급속한 유입으로 과거문화가 사라진 도시이다. 이러한 도시는 역
사문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적 회복이 필요하다. 역사․문화적으로 회
복도시이다. 회복도시는 회복과정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들어가지만 회복이 성공적
으로 이루어지면 연속성의 도시만큼의 역사적 다양성과 매력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적 연속도시, 회복도시도 뉴욕, 요코하마, 서울과 같이 근대
이후의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계획에 의한 문화창조도시의 맥락이다.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런던도 밀레니엄 프로젝트 수행하였고, 도시디자인의 역사가 깊은 파
리도 그랑프로제를 통하여 도시를 재창조하였다.
도시유형

도시명

도시특징

런던(London)
파리(Paris)
역사문화
도시

베를린(Berlin)
뉴욕(New York)
요코하마
(Yokohama)
서울(Seoul)

∙
∙
∙
∙
∙
∙
∙
∙
∙
∙
∙
∙

세계최초의 메트로폴리스 건설
런던플랜, 밀레니엄 프로젝트
오스만의 대개조사업 등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실행
그랑프로제
동서독 통일을 통한 신수도 건설
버디베어, 암펠만, 바데쉐프
센트럴 파크
빅애플, 영화도시, 하이라인 프로젝트
일본 최초의 도시디자인실 설치
미나토미라이 21
디자인서울(design seoul)
서울상징, 서울서체, 서울색채, 해치, 디자인가이드라인

[표 7] 역사․문화적 맥락 도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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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생태․환경적 맥락
생태환경적 맥락에서 도시디자인을 분석해 보면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친환경 기
술 및 프로그램에 의한 생태기술도시가 있다. 물론 프라이부르크의 경우에는 생태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고민에서 환경보전, 생태환경기술 개발, 생태
문화를 다차원적으로 개발한 환경도시이다. 특히 자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중요
하게 생각한 도시이다.
둘째, 노루웨이 오슬로, 캐나다 벤쿠버와 같은 생태환경의 보전과 연속성의 도시
즉 생태환경보존도시이다. 기본적으로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이 뛰어났지만 그를 보
전하기 위한 시민들의 인식제고,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시계획차원에서 실행한 도
시들이다. 천혜의 자연자원으로 쾌적성과 도시건강성의 도시이다. 즉 자연중심의 도
시이다.
마지막으로 생태환경문화 프로그램의 생태문화도시이다. 바르셀로나, 뉴욕, 꾸리
찌바, 아바나 등의 도시는 도시민과 도시환경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생태문화적으
로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는 사례이다. 바르셀로나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시
민들의 행태를 바꾸었고, 뉴욕은 그린맵 개발을 통하여 생태를 문화화 시키는데 성
공하였으며 꾸리찌바는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된 생태도시 프로그램으로 성공하였
다. 생태문화도시는 창조도시의 성격을 갖는 미래지향적 생태도시이다.

도시유형

생태환경
도시

도시명

도시특징

프라이부르크
(Freiburg)
바르셀로나
(Barcelona)
밴쿠버
(Vancouver)
뉴욕(New York)
꾸리찌바
(Curitiba)
아바나(Habana)

∙
∙
∙
∙
∙
∙
∙
∙
∙
∙
∙
∙

독일의 환경수도
태양열 주택, 환경기술기업 유치 및 실험
가우디 건축프로젝트
디자인 도시를 위한 프로젝트
그린웨이(green way)
환경친화의 도시
액티브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린애플맵, 하이라인 프로젝트
환경생태도시
도심교통체계, 생태교육 프로그램, 이동식 도서관
도시농업
유실수를 통한 도시농업,

[표 8] 생태․환경적 맥락 도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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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역사․문화 생태적 맥락의 수용체계 및 적용방법 연구
1. 역사․문화 생태적 맥락에서 수용 및 적용방법
문화로부터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작업이다. 문화 자
체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가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프로젝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지식과 도시개발모형이 축적되어 있으면 이러한
지식과 모형을 활용하여 미래도시를 기획하는 것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여기에
서는 도시공학이나 도시디자인 측면에서의 방법론이 아니라 도시문화로부터 디자인
분야를 생성하고,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프로젝트 아이템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중
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최근에 공공디자인과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시의 아이덴티티가
자주 화두에 오른다. 원래 근대적인 아이덴티티란 기업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고대
로 올라가면 국가와 도시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다른 국가와 도시와의 구별이 중요
하며, 그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이루어내는 도시정체성은 그 집단의 흥망과 관련되
었다. 현대에는 이러한 정체성의 기조위에 다양한 요소들이 추가되었다. 그것이 문
화이다. 공간문화, 시각문화, 유목문화, 여가문화, 예술문화, 과학문화, 비평문화, 군
대문화, 체육문화 등 아주 다양하다. 이러한 문화적 속성으로부터 디자인분야를 이
끌어내고 프로젝트화 시키는 것이 도시문화디자인의 과정이다.
도시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공간에 대한 경험으로 시작되어야 한
다. 도시는 공간이다. 공간은 많은 확장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목록화하고 기존 디자인 분야를 자료화하고 공간의 새로운 디
자인 아이템개발을 통하여 우리는 도시문화에 대한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을
시작할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는 그룹핑을 할 수
있으며 그룹핑 된 아이디어는 다시 도시문화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도시문화와의 상호작용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간은 다양한 감각
기관을 통하여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경험방법은 물리적 감
각에 의한 체험, 감성적 심리적 체험, 인지적 체험이다. 인터랙션의 유형도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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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물리적 인터랙션, 감성적 인터랙션, 인지적 인터랙션으로 구분되는데 공간의 경
험을 인터랙션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체험중심의 도시문화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서적으로는 클레멘트 목의 ‘디지털 시대의 정보디자인’(안그라
픽스, 1999), 번트 슈미트의 ‘체험마케팅’(세종서적, 2002), 나단 쉐드로프의 ‘경
험디자인’안그라픽스, 2004) 등이 있다.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크리스티안 미쿤다의 ‘제3의 공간’(미래의
창, 2005), 루시 불리반트의 ‘제4의 공간 대화를 시작하다’(픽셀하우스, 2007), 홍
성용의 ‘스페이스 마케팅’(삼성경제연구소, 2007) 등이 있다. 이러한 참고도서들
이 새로운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와 컨셉을 개발하는 기초가 된다.

[그림 77] 도시문화디자인 일반프로세스

도시문화디자인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먼저 도시문화(urban culture)에 대한 이
해이며 유형화이다. 도시문화는 고정되어 있는 전통문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행과 같은 것만을 뜻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문화는
생명체와 같아서 태동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문화가 어떠
한 연령을 가지고 얼마나 성숙하였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는 공간과
장소를 필요로 한다. 먼저 문화에 대한 장소성(sense of place)을 분석하는 것이 필
요하다. 장소성은 다른 분야와의 상대적 위치이며, 인문학적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명당이라고 하는 장소는 분명 위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환
경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문화과 공간은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정의되어
야 한다. 많은 문화들이 출현하고 사라졌지만 잘 정의되지 않은 문화가 대부분이다.
도시문화디자인 작업에서 정의(definition)를 내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며
분석의 완료를 뜻하기도 한다. 그 다음단계는 창조의 단계이다. 도시문화와 공간에
대한 재정의(redefinition)이다. 미래에 대한 재정의인데 우리는 이것을 컨셉(concept)

132

이라고 부른다. 또한 디자인의 방향성이다. 지금까지의 많은 도시들은 차량의 증가
에 대하여 길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교통문화측면에서 보면 자동차에
대한 배려를 진행하여왔으며 점점 도로 폭이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 위주였다. 그러
나 자동차의 정체는 더욱 심해져 갔으며, 새로운 문제해결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인간중심의 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로 차선의 폭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강
화하고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였다. 사람들은 차를 적게 가지고 다니게 되
었으며 도시의 정체도 풀리고, 대기환경도 좋아졌다. 자동차의 증가에 대한 사고의
전환은 새로운 거리문화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화와 공간에 대한 재정의는
창조의 과정이며,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설이며 컨셉이다. 이러한 재정의
단계가 끝나면 공간을 분석하고 요소를 구분하여 디자인 영역을 확정하게 된다.

[그림 78] 도시문화디자인 프로세스
도시문화를 기반으로 장소성 분석, 정의, 요구사항, 문제점 분석을 통한 재정의 및 공간분석과정

① 통합할 문화에 대한 이해
도시문화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 문화는 문화 간 상호작용하며 합병되기도
하고, 파산하기도 하며, 변형되기도 한다. 인간의 심리적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
다. 특히 도시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리고 역사적 근원이 깊기도 하다. 그리
고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문화도 반복되며, 다른 문화를 포용하면서 문화색채가
변한다. 통합할 문화에 대한 이해란 문화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콘텐
츠에 대한 이해이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다루어야 할 주제에 대한 이해이다.
∙도시문화에 대한 연구, 도시문화 연구관점 개발
∙도시를 비교 연구하는 방법으로 문화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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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공간의 구조적 이해
문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리적 공간이
든 사이버공간이든 도시문화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장소성에 대한 이해는 도시
를 구조적 이해하는데서 출발한다. 도시의 역사, 지역문화, 인구, 지리적 위치 등
공간의 의미적, 기능적 해석을 통한 재정의를 통하여 문화의 장소성을 이해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공간은 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와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정사를 논
하던 궁궐은 이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원으로 변화하였고, 한강은 물놀이
터에서 식수원으로, 이제는 조망권을 중심으로 하는 경관으로 그 기능이 변화하였
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지하철 벽은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넘어
정보를 제공하는 장으로 변화하였다. 버스의 외벽은 이제 광고의 벽으로 변화한 것
이다. 이렇듯 우리가 지나쳤던 도시의 많은 공간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변해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컨셉을 잡는 과정이다.

③ 도시공간의 이해, 해석, 재정의
공간을 문화적(文化的)으로 이해하고, 구조적(構造的)으로 해석하면, 새로운 정의
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공공디자이너의 상상력이며 이를 우리는 컨셉이라
고 한다. 결국 공간의 새로운 해석은 이제 다른 문화적 역할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공디자인이 필요하게 되며, 새
로운 아이템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79] 도시교통문화에 대한 분석과정
도시문화로부터 출발하여 교통문화를 분석하고 지하철, 버스, 택시 그리고 관련 시설물과 환경을 분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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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의 재해석과정이 끝나게 되면 공간과 문화를 통한 가상적인 스토리와
시나리오 만들기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제품디자인 분야에서 문화기술지법이나 시
나리오기법 등이 도입되면서 생활을 시뮬레이션 하는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도
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구성원, 공간,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
어 제안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④ 선정된 공간원형 만들기
도시공간은 매우 다양하며 같은 라인의 지하철역도 역마다 그 형태가 다르다.
즉 공통점은 뽑아낼 수 있지만 하나의 원형을 만들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공간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공간의 원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하철 공간을 예
로 들어보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울, 부산, 뉴욕, 시카고의 자하철역 공간이
다르다. 그러면 그러한 공간의 원형과 유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공디자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연구하게 된다.
∙육교: 육교의 전통적인 형태의 원형의 유형(type) 만들기
∙구성물 분석하기: 육교의 구성은 계단, 랜딩, 다리, 기둥으로 구성
∙디자인 영역 선정하기: 육교의 기둥, 다리 등
∙새로운 개념을 반영한 다리를 디자인하기

⑤ 공간에서의 경험디자인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공공간의 재정의는 컨셉을 도출하는 과정이었다. 그 다음
과정은 도출된 컨셉을 조형화 프로그램화 하는 작업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디자인
개념과 현대적인 개념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조형뿐만 아니라 경험을 프로그램화
하는 문제이다. 공간의 새로운 해석을 통한 아이디어 도출하고 공간의 문화적, 시각
적, 조형적 테마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간의 문화적, 시각적, 조형적 테마는 무엇인가?
∙공간적 테마의 스타일 선정
∙공간이미지보드 제작하기
∙공간경험에 대한 시나리오 구성하기
∙공간경험 프로그램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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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련 디자인 및 예술분야 연결하기
공공디자인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공공디자인은 기본적으로 공공공간에 해당하
는 토목학, 조경학, 산림자원학, 원예학 등과 관련이 있다. 공공건축은 도시공학, 건
축학 등과 관련이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분
야와 연결하여 비평하는 작업은 공공디자인의 실효성을 한층 높여준다. 디자인은
사회적 협업이다. 다양한 분야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아이디어의 공유가 필
요하다.
디자인의 영역은 확장되고 있다. 인터랙션디자인, 경험디자인 등 여러 분야가 생
성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시각디자인, 공업디자인, 공간디자인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
다. 공공디자인은 이러한 다양한 디자인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분야이다.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들의 조화로운 협업에 의해서만 좋은 공공디자인의 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다.

2. 도시디자인 과정 및 전략체계
2.1 도시디자인 문제점 분석
정책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정책분석의 단계는 분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다. 합리적인 정책분석은 정책문제의 분석으로부터 실행된다. 정책문제의 분
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정책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탐색․개발하고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여 정책
대안들을 비교․평가함으로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① 정책문제의 분석과 정책목표의 설정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결정을 위해서 반드
시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문제에 대한 명확한 파악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정책문제의 분석에 이어 정책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정책목표는 정책
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이다. 정책목표는 정책문제의 핵

136

심의 파악과 해결방법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정책문제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방향도 달라진
다.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은 합리적․분석적 결정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
정에 하나이다.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단계에서는 중요한 대안들이 제외되지 않도
록 분명히 확인해두어야 한다.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방법은 기존에 알려진 정책
으로부터 도출하는 방법과 새로운 대안을 창조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기존정책이나 타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후자는 과학
적 지식이나 모형에 의한 대안개발, 주관적 판단, 즉 토론, 정책 델파이법, 브레인
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등의 방법에 의해서 새로운 대안을 탐색․개발하는 방법이다.

③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정책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대
안들이 개발된 후에 각 정책대안이 집행될 경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를 예측해야 한다.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단계는 정책분석 능력과 시간이 부족한 정
책결정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
기 위한 방법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우선 직관적․주관적
판단, 기존의 정책사례를 토대로 하는 방법이 있다.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예
측 모형의 작성과 활용, 정책실험 등이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통계기법을 많이
활용한다.

④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및 선택
정책대안을 예측하고 난 후에는 그러한 결과들이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대안들을 평가하게 된다. 각 대안들은 평가결과를 토
대로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 가운데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정책대안을 선정하게 되는
데 이것이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의 마지막이다.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은 크게 소망
성(desirability) 차원과 실현가능성(feasibility) 차원이다. 소망성이란 집행결과가 얼마
나 바람직 하냐이며 효과성, 능률성, 대응성, 주민만족도, 일관성 등이 있다. 실현가
능성은 집행의 가능성이며 기술적, 경제적, 사회윤리적, 행정적, 정치적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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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말한다.
정책문제를 분석하는 기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각 기법들은 목적, 절차, 초
점, 성과측정의 기준들을 포함한다. 올바른 문제정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들로
는 분류분석, 계층분석, 시넥티스, 가정분석, 브레인스토밍 등이 있다.

방법
분류분석
계층분석
시넥틱스
가정분석
브레인
스토밍

목적
개념의 명시

절차
개념들에 대한 논리적 분할과 분류

원인이 될 만한 요인
요인들에 대한 논리적 분할과 분석
에 대한 검증
문제들 사이의 유사 인적, 직접적, 상징적, 가상적 유추의
성 인식
구성
갈등 있는 여러 가정 이해관계집단의 인지, 가정색출, 가정들
들의 창조적 통합
사이의 경쟁과 합작, 가정통합
아이디어, 목표, 전략
아이디어의 개발과 평가
등 창안

성과측정기준
논리적 일관성
논리적 일관성
비교의 적절성
갈등
의견의
일치여부

[표 9] 문제기법의 분석

① 분류분석(classificational analysis)
분류분석은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각종 개념들을 명확히
하는 기법이다. 정책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을 나타내는 추상
적인 개념들을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이나 대상으로 나타내는 귀납적 추론과정을
통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다. 분류분석은 두 가지 중요한 절차를 거치는데 논리적
분할(logical division)과 논리적 분류(logical classification)이다. 논리적 분할이란 어떤
하나의 문제 상황을 선정하여 그것을 구성부분으로 하나하나 쪼개나가는 것을 의미
한다. 논리적 분류란 구성부분들인 목표들이나 구성원들을 좀 더 큰 집단이나 계층
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 계층분석(hierarchy analysis)
계층분석은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분석이다. 따라서 계층분석은 문제의
근원적 원인을 파악해 줌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계층분석에
서는 문제의 원인을 가능한 원인(possible cause), 개연적 원인(plausible cause), 통제
가능한 원인(actionable cause)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여기서 가능한 원인이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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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야기 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나 행위를 말하고, 개연적 원인이란 과학적
경험이나 직접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문제상황의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믿어지는 원인을 말한다. 그리고 통제가능한 원인이란 정책결정자가 통제할 수 있
는 원인을 말한다.

③ 시넥티스(synectics)
시넥틱스는 유사한 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이 기법은 흔히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과거에 등장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유
사한 과거의 문제를 분석해 보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가
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기법은 정책문제 분석에 네 가지 기법을 사용하는데 개
인적 유추(personal analogies), 직접적 유추(direct analogies), 상징적 유추(symbolic
analogies), 가상적 유추(fantastic analogies) 등이다.

④ 가정분석(assumption analysis)
가정분석은 문제 상황의 인식을 둘러싼 여러 대립적인 가정들을 창조적으로 종
합하기 위한 기법이다. 따라서 정책문제와 관련된 집단들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합
의를 돌출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이다. 가정분석은 다섯 가지 절
차로 이루어지는데 정책문제 관련 집단의 확인단계, 가정의 표출단계, 가정의 도전
단계, 가정의 집계단계, 가정의 종합단계로 구성된다.

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이란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기하고 토
론하는 활동으로, 창조적인 문제 진술과 해결방안을 구하는 방법이다. 즉 브레인스
토밍은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만이 아니라 상상
력이 풍부하고 독창적인 사람, 정책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토의를 하
는 방법이다.

⑥ 도시디자인 분석단계 전략체계
도시디자인을 전약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한 정확
한 추출이다. 선정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problem)과 한계, 단점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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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고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
로운 요구나 필요성을 정리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으로 강점(Strengths),
단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등을 분석하는 스왓(SWOT) 분
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치(Politics), 경제(Economy), 사회
(Society), 기술(Technology)인 트렌드를 분석하는 페스트 분석(PEST analysis)을 실시
한다. 그 외에도 추세분석(趨勢分析, trend analysis)29), 키워드 분석법을 실시할 수
있다.

2.2 도시디자인 목표의 설정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정책문제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정책문제의 정의와 매
우 유사하다. 특히 정책문제의 해결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치유적 정책목표의 경
우에는 거의 동일하다. 정책문제의 분석에서 검토하는 정책문제의 심각성, 피해집
단, 문제원인의 해결가능성, 문제의 원인 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정책목표
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것은 정책목표의 결정이 정책문제의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정책목표가 바람직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정책목표는 실질적 내용면에서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책목표의

적합성과

적절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책목표의

적합성

(appropriateness)이란 정책목표가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요소를 목
표로 선정했느냐의 의미이다. 정책목표의 적절성(adequacy)이란 정책목표의 달성수

29) 추세(trend)란 시계열자료가 장기적으로 변화해 가는 큰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료가 장기적으로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혹은 변화가 없는지를 나타내 주는 요소를 추세라고 한다. 이렇듯 시계열 자료가
장기적으로 변하는 모습일 때 그것이 선형모형(linear model)인지, 혹은 지수모형(exponential model)인지를
함수관계로 나타내 줄 수도 있는데, 이런 함수모형을 갖는 추세를 찾는 것을 추세분석 또는 경향분석이
라고 한다. 원 시계열에서 추세를 제거시킴으로써 추세가 없는(detrending) 시계열의 형태를 얻게 되는데,
그 형태를 정상적 시계열(stationary time-series)이라고 하며, 추세를 찾는 이유는 이런 정상적 시계열에
나타나는 다른 변동요소들을 찾기 위한 것이다. 추세를 찾기 위해서는 적당한 모형식에 적용시키는 것
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겠지만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얻기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를 차분(differencing)하
거나, 시계열 자료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을 구할 필요가 있다.
추세분석 [trend analysis] (교육평가용어사전, 2004.5.31,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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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둘째, 정책목
표는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종적인 차원에서 하위목표는 내용상 상위목표의
수단이 되는 목표․수단의 연쇄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횡적으로도 다른 목표들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정책목표는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실현가능성에
는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행정적 실현가능성이 포함된다. 넷째, 정책목표
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 정책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
게 되면 정책대안의 탐색이나 정책의 집행, 평가에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다섯째, 정책목표는 가능한 한 여러 관련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경우 많은 충돌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시디자인 목표설정단계에서 전략체계는 비전과 컨셉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비전(vision)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 속에 그리는) 상상력, 광경, 환상, 꿈, 상상
도, 미래도 등을 의미하며 비전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상상력이며 미래를 가시화
시키는 목표설정 작업이다. 컨셉(concept): 개념(槪念), 관념(觀念), 어떤 작품이나 제
품, 공연, 행사 따위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주된 생각 등을 의미하며 컨셉은 문제해
결을 위한 방향성이며 구체적인 전략적 구상이다. 비전과 컨셉에 맥락이 닫아있는
이미지로 주목성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동시에 비전과 컨셉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strategies)30)이 필수적이며 전략은 전
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법이나 책략이며 전술보다는 상위 개념이다. 디자
인 프로젝트(projects)31)는 어느 특정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 내
지는 과정계획을 말한다.

30)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뜻한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 생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얼른 떠올리기'나 '생각 그물 만들기'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전략이다. 기능(skills)이 기본적으로 부
분의 합은 전체라는 관점을 갖는다면, 전략은 전체란 부분의 단순 총합 이상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전략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2006.11.5, (주)신원문화사)
31) 어느 특정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 내지는 과정계획을 말한다. 여기에는 대소 각양
의 것이 포함되지만 보통 사회개발 프로젝트라 하는 것처럼 개발적·창조적이며 복잡·광범하고 장기간
을 요하는 기획을 말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의 불확정요인의 취급,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처 등
이 문제가 되며 많은 경우, 학제적 연구, 또는 부문 간의 협력·조정을 필요로 하며 프로젝트팀을 편성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로젝트 [project]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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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디자인 실행
정책학에서 나오는 용어의 경우처럼 정책집행이라는 개념 역시 다양하게 정의되
고 있다. 프레스만(Pressman)과 와일다브스키(Wildavsky)는 정책집행을 실행하는 것,
수행하는 것, 달성하는 것, 생산하는 것,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여 결국 정책에 포함
된 목표 혹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정책집행으로 보았다(Pressman &
Wildavsky, 1973). 그러나 정책집행의 단일 방향성과 활동의 측면을 중시한 반미터
(Van Mete)와 반혼(Van Horn)은 정책집행을 정책결정에서 미리 설정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정부부문 및 민간부문의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활동으로 보았다(Van
Meter & Van Horn 1975).
정책집행의 단일 방향성을 부정하는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집행을 권위있는 정
책지시를 실천에 옮기는 과정으로서 그 과정은 결코 용이하지도 않고 자동적이지도
않다고 정의하여 정책집행을 순환적 과정으로 보고 있다(Nakamura & Smallwood,
1980).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은 일련의 전체
정책과정(policy process) 가운데 정책결정과 정책평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
단계로서 정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현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활동 또는 과정(process)을 정책집행이라고 할 수 있
다.
정책집행은 정책과정에서 볼 때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단
계이고 또한 정책결정과 정책평가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단계이기도 하
다. 즉 정부가 중요하고 훌륭한 정책을 입안하였다 할지라도 정책집행이 이루어지
지 않거나 원래 의도한 방향으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이 본래 의도
한 효과는 반감되며 정부가 투입한 인적․물적 낭비로 인한 피해역시 막대하다.
정책집행단계는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정책은 결정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정정길, 1997:543-5).
첫째, 정책은 결정단계에서 목표와 수단에 대한 기본방침만을 결정하고 집행단계에
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 정책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
과 정보를 정책결정자들이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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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책결정단계에서 결정이 된 정책의 내용이 정책집행과정에서 수정․보완되
는 경우가 많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하기 때
문에 정책내용이 불합리한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의하여 정책내용을 수정․보완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정책결정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갈등․타협 때문에 정책이 애매모호하고
불합리하며, 상호모순되는 정책이 결정되기 쉽다. 이러한 경우 정책을 집행하기 위
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정책의 내용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정책집행단계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결정되는 단계이다. 정부에서 생산하여 국
민에게 제공하는 제품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상품보다는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서비스는 그것의 특성상 전달하는 사람,
장소, 시간 등이 품질을 절대적으로 좌우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정책의 내용을 전달
하는 집행단계야 말로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결정되는 단계이다. 이런 이유로 정책
집행단계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2.4 도시디자인 평가
정책평가는 정책대안이 결정된 후에 집행과정에서 의도한대로 능률적으로 달성
되었는지 점검하고, 정책이 집행된 후에 설정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 평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책평가에서 산출된 자료는 새로운 정책의 결정, 정책의 집
행, 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정책평가는 정책의 내용, 집행 및 그 영향
을 추정하거나 조정하는 것이다. 정책평가의 결과는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환류
되어 정책의 합리성과 예측성을 높여준다.
과학적 연구과정으로서 정책평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 첫째, 평가대상의 효과가 복잡하거나 관찰하기 어려울 때, 둘째,
다음 단계의 결정이 중요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셋째 결론의 타당성에 관
한 증거가 필요할 때 등이다.

① 정책개요 작성 및 정책목표 규명
정책평가에서는 정책이 설정한 목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평가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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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최초 단계는 정책목표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다. 즉 정책에 대한 개요를 작성
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목표를 측정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성 사정
정책평가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직전에 조망적 차원에서 평가를 기획하는 착수
직전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 은 여러 가지 가능한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수요 및 평가의 실
행가능성을 사정하고, 평가정보의 활용방안에 대해 합의하며,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
인 평가설계를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예비적인 평가기획 활동을 의미한다.

③ 평가기준의 설정
정책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떤 결과가 의미 있는 것이
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미성(statistical significance)과 정책적 유의미성
(policy significance)을 들 수 있다.

④ 인과모형의 작성
평가에는 모형이 많이 사용된다. 모형은 현실세계의 단순화된 표현인데, 이를 통
해 구조의 동일관계에 있는 평가대상을 쉽고 논리정현하게 다룰 수 있게 해준다.
인과모형은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찾아내 그 중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원인변수들을
독립변수로, 결과변수들을 종속변수로, 그 사이에 매개변수로 위치시켜 모형으로 설
정한다.

⑤ 평가연구설계
인과모형이 작성되고 그에 따라 가설들이 설정되면 다음 과제는 프로그램을 관
찰하고 자료를 수집, 측정, 분석하여 이를 해석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평가연구자
에게 길을 안내하는 논리적인 연구설계를 개발해야 한다. 연구설계는 정책과 목표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장 유효하게 평가해 주는 진실험설계가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준실험설계와 비실험설계도 이용하게 된다.

⑥ 자료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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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사용되는 자료들은 여러 방법들을 통해 획득하게 된다. 질적분석에서 비
교적 많이 사용되는 것은 질문지조사와 면접이다. 자료의 수집은 연구설계의 방향
에 따라 달라진다. 어떠한 분석방법을 설계할 것이냐 하는 것은 평가문제의 성격,
연구설계,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⑦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평가결과의 활용은 크게 수단적 활용, 개념적 활용, 상징적 활용으로 구분된다.
수단적 활용은 정책의 지속․확대․개선․종결 등의 결정에 정책평가 결과가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판단 지향적 평가 및 개선 지향적 평가와 관련이 있다. 개념적 활
용은 정책평가 결과가 정책결정자 사고에 영향을 미쳐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활용
되는 것으로 지식 지향적 평가와 관련이 있다. 상징적 활용이란 정책의 정당화와
책임성 확보, 특정집단에 대한 정치적 이익의 제공과 관련이 된다(노화준, 2004; 박
석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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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디자인 수용체계 유형별 특징비교
3.1 역사․문화적 맥락
고대도시로부터 도시디자인 역사문화적인 맥락에서 수용체계의 발전과정을 유형
별로 살펴보면 5개 분야를 통하여 발전하였다. 도시구조, 도시상징성, 도시관계성,
도시프로그램, 통합도시디자인 등이 있다.
역사문화적인 맥락에서 고대 아시아 도시의 전형이 되었던 주례 고공기, 산업혁
명 이후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전원도시, 20세기 자
동차 중심의 새로운 도시를 꿈꾸었던 르 코르뷔지에의 자동차 중심도시는 도시구조
의 측면에서 도시디자인 요소를 재배열 하였다.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에 관심을 두었던 캐빈 린치의 도시이미지, 공간으로서
의 건축을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건축으로 그리고 건축의 파사드의 기호성을 강조
한 로버트 벤추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이는 1960-70년
대를 거치면서 도시의 상징성에 주목한 도시의 분석 및 디자인이론이었다.
크리스토 알렉산더의 패턴랭귀지, 콜린 로우의 콜라주시티는 도시의 시간적, 역
사적, 문화적 사회관계성을 중심으로 도시를 바라보았다. 도시의 복잡성을 다양한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점을 제시한 분석방법이다.
버나드 츄미는 도시공간프로그램을 강조하였다. 건축에 있어서 하드웨어보다는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주목하였으며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사용방법이 바뀌는
것에 주목하였다. 인간의 행위와 사건이 공간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새로운 관점이
다. 특히 체험하는 도시라는 측면에서 경험디자인이 중시되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근대도시의 한계점을 반성하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시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콤팩트 시티이다. 미국에서는 뉴어바니즘
운동으로 영국에서는 어반 빌리지로 발전하였다. 콤팩트 시티는 통합도시디자인이
다. 인간이 중심이며 상호조화 속에 에너지효율의 도시이다. 근대도시에 대한 문제
점으로 시작되었지만 미래도시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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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맥락

이론가․이론서

이상도시

주례 고공기

전원도시

에벤에저 하워드

도시디자인요소
∙
∙
∙
∙
∙
∙

자동차도시

도시이미지

도시의 상징성

환경과 구조

콜라주시티

도시공간프로그램

르 코르뷔지에

케빈린치

로버트벤추리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콜린 로우

버나드 츄미

∙
∙
∙
∙
∙
∙
∙
∙
∙
∙
∙
∙
∙
∙
∙
∙
∙
∙
∙
∙
∙
∙
∙
∙
∙

뉴어바니즘

미국

(걷는 도시)

아와니 원칙

∙
∙
∙

좌묘우사, 전조후시
중국 베이징, 한국 서울(정도전의 한성계획)
대도시와 위성도시, 스프롤 현상(그린벨트)
한계: 도시계획에서 시간적 공간적 측면이
등안시 되는 경향
최초의 전원도시 레치워스, 웰린(1921)
유니테 다비타시옹(1922) 주거계획에서 시작
3백만명을 위한 도시계획
CIAM의 아테네 헌장-주거, 일, 휴식, 교통에
근거하여 도시를 계획
도시의 이미지: 정체성, 구조, 의미
이미지너빌리티(imaginability)
도로(path), 경계(edge), 지역(district)
접합점(node), 랜드마크(landmark)
보스턴, 뉴저지,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로부터의 교훈: 스페이스와 스케일
공간으로서 건축 → 커뮤니케이션 건축
파사드의 기호성, 복잡한 전체
라스베가스 포스트모더니즘
패턴랭귀지: 사건, 공간, 살아있는 패턴
환경과 구조-사용자가 스스로 구축해 가는 것
트리와 세미래티스(1967)
한계: 건축이 실재 실현되는가의 의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대한 고찰 미실시
콜라주시티(1978) 프레드 퀘터와 함께 출판
근대도시에 결여되어 있는 점: 역사적 연속성
시간의 비가역성과 기억이라는 가역성
도(圖)와 지(地)의 이론: 오브제와 보이드
시간의 콜라주: 도시건축의 각각의 이상의
단편이고 도시는 복수의 이상세계의 중합
루브르: 궁전→관공서→박물관
프로그램과 이벤트: 건축의 사용방법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사용방법이 바뀜
장소와 도시공간의 사용방법 (소프트웨어)
구조보다는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각적
운동적인 인프라 계획 (행위를 설계)
라빌레트 공원: 점선면 중첩, 폴리(격자패턴)
체험하는 도시: 도시를 사람의 활동 관점에서
공간을 인지 체험자 측면에서의 운동 중시
모든 커뮤니티는 복합적인 기능을 지닐 것
대부분의 시설은 도보권 내에 있을 것
대부분의 시설은 대중교통수단과 정류장과

147

어반빌리지

영국

(휴먼스케일)

어반빌리지 포럼

콤팩트 시티

마이클 쟁크스

∙
∙
∙
∙
∙
∙
∙
∙
∙
∙
∙
∙

도보로 접근할 수 있을 것
다양한 사회계층, 연령층의 주민이 공존
에너지 소비억제, 자연환경 보전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개발
고품위 디자인
복합개발
치밀하게 계획된 기반시설
믹스인컴, 취득가능한 주택
효과적인 유지관리
도시형태의 콤팩트 함
용도혼합과 적절한 가로계획
체계적인 교통네트워크
수준 높은 도시경영

[표 10] 역사․문화적 맥락에서의 도시디자인 요소

3.2 생태․환경적 맥락
생태환경적인 맥락에서 도시디자인 요소를 분석해 보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로부터 자연을 정복, 조화, 공존 등의 다양한 관점을 취하
면서 현대에는 생태환경적 요인에 대한 수용측면에서의 관점들을 다양하게 제시하
고 있다.
첫째, 자연․환경․문화 경관측면에서의 도시디자인 요소의 발굴이다. 인간의 눈을
통하여 측정되는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이
다. 자연경관, 생태적 디자인 원리, 도시경관 생태론이 모두 환경과 생태 측면에서
도시디자인 요소를 구성해 낸다.
둘째, 생태학적 건축전략이다. 인간과 자연이 협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상태를 전
재로 도시디자인의 구축적 환경인 건축의 전략을 세우는 일이다. 자연 에너지의 흐
름을 존중하고 디자인의 한계를 인정하며 자연과 인간의 상호 양보를 통한 조화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적으로 생태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기능성, 경제성, 아름다
움, 건강, 안전성,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고려이다. 개인과 기
업, 국가가 상호 역할을 부여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도시를 디자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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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적 측면에서 도시디자인의 요소를 살펴보면 경관적인 측면,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드웨어 구축, 통합적 도시디자인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태환경적 맥락

자연경관
문화경관

생태적 디자인
원리

도시경관 생태론

생태학적 건축
전략

이론가․이론서

경관법

생태학
독일 생물학자
헤켈(Heckel)

마이클 휴

윌리엄 맥도우

에코디자인

그린디자인

도로시 맥켄지
영국디자인카운슬

도시디자인요소
∙
∙
∙
∙

자연경관: 산림경관, 평야경관, 해양경관
문화경관(인공경관): 도시경관, 농촌경관
경관의 내용: 생태적, 미적, 철학적, 경제적
경관계획의 목표: 생태성, 입체성, 심미성,
다양성, 역사성, 질적계획
∙ 조화성지표와 대비성지표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적합성(fitness)
∙ 역동적 균형(dynamic balance)
∙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 다양성(diversity)
∙ 자기조절(self control)
∙ 조화(unity)
∙ 원래의 생산적 용도의 회복
∙ 생물적 사회적 다양성 극대화
∙ 환경오염 최소화
∙ 자연과의 접근성 최대화
∙ 인간과 자연이 협력적, 지속가능한 상태
∙ 상호의존적인 인식
∙ 정신과 물질사이에 관계를 존중
∙ 인간의 복리, 자연시스템의 양립
∙ 안전한 대상으로 구성
∙ 낭비의 요소 제거
∙ 자연적인 에너지의 흐름 신뢰
∙ 디자인의 한계 인정
∙ 기능성, 경제성, 아름다움, 건강, 안전성
∙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통합적으로 고려
∙ 자원의 소비량, 에너지의 사용, 사용 중에 발생
하는 인간과 환경의 영향력, 폐기하는 과정에서
의 친자연성과 재활용의 문제
∙ 기업과 디자이너의 환경이슈 대처
∙ 디자인 전반의 친환경적인 방향
∙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조

[표 11] 생태․환경적 맥락에서의 도시디자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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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디자인 적용방법 유형별 특징비교
도시디자인 적용방법의 측면에서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역사․문화적인 측면과
생태․환경적인 측면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상대적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맥락디자인 방법이다. 역사성과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는 맥락디자인은 대
표적인 역사․문화적 맥락의 도시디자인 방법이다. 그러나 도시는 자연환경과 인문환
경을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자연환경으로부터 인문환경이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역사․문화적 환경과 생태․환경적 요인이 공존하는 디자인 방법이다. 그러
나 도시디자인의 중심을 인간 활동,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자연환경중심으
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맥락디자인은 다르게 구현된다. 도시의 역사성을 구현하여
도시의 역사적 다양성을 구현하는 디자인전략이다.
둘째, 소통디자인이다. 소통에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도시 등의 내부적인 소통
이 있으며 글로벌 사회에서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외부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해지
고 있다. 특히 현대도시는 도시정체성과 도시브랜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각적 문화적 일관성을 선진도시의 필수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소통디자인은 문화
적인 맥락이 중요하며 그 도시의 역사의 길고 짧음에 따라 역사성이 중요하게 나타
나기도 한다.
셋째, 협력디자인, 참여디자인, 공유디자인이다. 도시구성원간의 원만한 소통디
자인은 결과적으로 협력, 참여, 공유, 이해를 발생시킨다. 공존 공유하고 있는 도시
의 삶에서 협력디자인은 무엇보다도 발전의 원동력이다. 협력의 역사적 문화적 틀
이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도시는 새로운 도시 상(象)을 창조할 수 있다.
넷째, 토털디자인의 개념이 강조된 통합디자인이다. 세계적인 많은 도시들이 도
시계획,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도시를 구성하는 복잡한 요소에
질서를 부여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도시의 문제점을 제거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시디자인을 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다섯째, 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디자인, 그린디자인, 애코디자인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자정작용이 살아있는 도시를 디자
인하기 위한 방법이다. 최근에 도시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맞는 도시모형이 개
발되고 있으며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는 방법이다. 또한 에코디자인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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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털디자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통합디자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여섯째, 유니버설디자인은 보편적인 인간을 중심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디자인이다. 또한 소통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디자인 방
법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배리어프리와 같이 장벽을 제거하는 협의에 측면을 강조
하였다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적극적인 평등디자인이다.
일곱째, 서비스디자인은 기존디자인에도 고려요소였지만 도시의 프로그램이 강
조되면서 더욱 중요한 디자인 방법이다. 이제는 디자인이 제품에서 도시까지 다양
한 측면에서 관여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미적경험이 중요하였다면 최근에는 편안하
고 안전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추구하는 디자인이다.
마지막으로 도시문화에서 여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세기의 도시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직되었다면 21세기의 도시는 재미있는 놀이의 공간이다.
도시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생성되고 있으며 놀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공간은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경험이며 특히 안전하고 편리하면
서도 재미있는 경험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도시디자인 방법

맥락디자인
(contextual design)

소통디자인
(communicative design)

협력디자인
(collaborate design)

개념 및 내용
∙
∙
∙
∙
∙
∙
∙
∙
∙
∙
∙
∙
∙
∙
∙
∙
∙
∙
∙

역사성,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는 맥락디자인
장소성(sense of place),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
런던의 밀레니엄프로젝트
파리의 그랑프로제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빌바오(Bilbao) 구겐하임 미술관
국가상징공간 서울광화문광장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이덴티티 도시정체성(city identity)
도시브랜드(city brand)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브리스톨의 읽기 쉬운 도시
런던의 지하철노선도
루에디바우어의 퀠른공항
베를린의 버디베어와 암펠만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빅애플, 아이러브뉴욕
하트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참여디자인(participative design)
협력디자인(collaborat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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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디자인
(integrated design)

지속가능한 디자인
(sustainable design)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서비스디자인
(service design)

펀디자인(fun desig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디자인(communal design)
베를린 포츠다머플라츠
볼프스부르크의 아우토슈타트
대구시 담장허물기 운동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서울시 내가 디자인하는 서울
통합디자인(integrated design)
토털디자인(total design)
런던의 런던플랜
뉴욕의 액티브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시 표준공공디자인
서울시 디자인서울거리
지속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design)
그린디자인(green design), 에코디자인(eco design)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Freiburg)
생태도시 꾸리찌바(Curitiba)
밴쿠버의 그린웨이(green way)
뉴욕의 그린애플맵(Green Apple map)
시카고 루프탑 가든(Rooftop garden)
베를린의 바데쉬프(Badeschiff)
파리의 벨리브(Velib)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버지니아 햄프턴시의 셉티드(CEPTED)
사이타마현 유니버설디자인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가이드라인
서울시 장애 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
서비스디자인(service design)
경험디자인, 체험마케팅
뉴욕의 모바일서비스
로스앤젤레스의 모바일서비스
서울시의 모바일서비스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
서울시 서울디자인지원센터
펀디자인(fun design)
도시문화 컨텐츠, 도시축제
런던 100%디자인
리우데자네이루 리우카니발
스페인 라 토마티나
스페인 산페르민 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
부산국제영화제

[표 12] 적용 측면에서 도시디자인 방법, 내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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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결어
2. 더 연구할 문제

Ⅶ. 결론
1. 결어
도시디자인(urban design)은 역사문화경관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자연생태경관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도
시는 자연환경과 인간정주 활동의 오랜 역사적 여정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디자인
은 역사․문화 생태․환경적 맥락 속에서 디자인 되어야 하며 그 도시만의 도시다움을
정립하기 위한 도시 정체성(city identity)과 도시 브랜드(city brand)를 정립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역사문화와 생태환경적인 맥락의 도시 정
체성과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에서 역사․문화적 맥락의 중요성과 생태
환경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 문화(文化)는 과거역사와 현시대의 문화적 행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문환경과 그 도시민들의 생각을 담고 있
다. 문화에서 역사성과 현대성의 조화와 균형이 그 도시의 문화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환경 패러다임은 산업사회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패러다임
이다. 특히 현대의 고도정보사회에서는 더 이상의 개발논리보다는 보존과 치유 지
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대의 선진화된 많은 도시들은 디자인관련 법률, 계획,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
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새로운 개념이나 필요성이 대두될 때 만들어진
제도여서 체계적이며 상호보완적이지 못하고 서로 상치(相馳)되거나 현실에서 동떨
어진 사문서와 된 경우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도시의 역사․문
화적 환경과 변화하는 생태환경 패러다임의 지속적인 연구, 역사․문화적 환경과 생
태환경을 수용하기 위한 법체계, 디자인체계, 도시디자인 적용사례와 가이드라인이
일관적이고 상호 유기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률제정과정의
시간차나 상하위법의 불일치가 하나의 큰 원인이기도 하다. 2007년 이후 도시디자
인과 공공디자인이 붐이 일면서 토털디자인(total design)의 개념이 강조되고는 있지
만 협의(狹義)의 의미에서 토털디자인이 시행되고 있다. 도시의 자연, 역사․문화 환
경에 맞는 도시디자인 체계와 모형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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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역사․문화적 요인과 생태․환
경적 요인을 구조화하고 이를 도시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계획을 중심으
로 하는 제도 환경과 도시디자인의 기준이 되는 디자인 환경의 수용과정과 체계를
문헌과 사례를 통하여 연구한다.(Ⅱ장) 또한 역사문화 생태적 맥락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디자인 요인을 수용측면에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체계를 제도 환경을 중심
으로 연구하고, 도시디자인의 제도 환경과 디자인 환경이 도시디자인에 어떠한 방
법과 전략으로 적용되는가를 개념과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Ⅲ, Ⅳ장)
역사문화 생태적 맥락에서 도시디자인 사례를 역사문화도시, 생태문화도시 측면
에서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사례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진도
시분석을 통하여 역사․문화적 맥락과 생태․환경적 맥락에서 문제점과 시사점을 비교․
연구하였다.(제Ⅴ장)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 요인의 역사․문화적 맥락에서의 수용과정과 적용방법, 생
태․환경적 맥락에서의 수용과정과 적용방법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는
도시디자인 수용과정, 도시디자인 적용방법 및 전략을 제시하고, 수용체계와 적용방
법의 유형을 비교분석하였다.(제Ⅵ장)
이를 통하여 역사․문화적 생태․환경적 맥락에서 도시디자인의 구성요인, 도시디
자인의 제도환경과 디자인환경 체계를 알아보고 제도환경과 디자인환경이 도시디자
인과 공공디자인에 어떠한 적용방법과 전략을 유형화하였다.

2. 더 연구할 문제
본 연구를 통하여 역사․문화적 생태․환경적 맥락에서 도시디자인의 구성요인, 도
시디자인의 제도환경과 디자인환경 체계를 알아보고 제도환경과 디자인환경이 도시
디자인과 공공디자인에 어떠한 적용방법과 전략을 유형화하였다.
향후 더 연구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용측면에서의 도시디자인 체계의 해외사례 비교연구
② 적용측면에서의 도시디자인 유형별 사례조사 및 통계
③ 미래 도시환경 구성요소 및 변인에 따른 도시디자인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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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tivities of urban design is to develop historical and cultural cityscape
creatively and continuously and to reserve natural landscape and beauty in nature.
Also we consider the context of historical and cultural factors and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urban design. City identity and brand is more and more
important in urban design.
There are the importance of the context of history and culture and new
paradigm of ecological environment in urban and public design. Urban culture
consists of past history, present human activities and citizens’thinking. The
harmony and balance of history and culture is the level of its city. Especially in
these days,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 more important than
development.
Advanced cities have design related act, plan, manual and guidelines. But these
urban design is not systematic and harmonious, moreover unavailable. Because
they made the law, manual and guidelines simultaneously and systematically. Many
experts concentrate on total design in urban design.
The goal of these studying is to restructure historical and cultural factors and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view of urban design, planning and law.
Especially these studying is on the adop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text of
history and culture, ecology and environment. (chapter2)
In the adoption of urban design factors, researched the feature and structure
of urban planning, the kind of urban plan, urban design fundamental, public
design guideline and urban design projects. (chapter3)
In view of application and strategical methods, studied context design and
sense of place, communicative design and identity, collaborative design and
participation in urban design, integration design and total design, sustainable design
and green design, universal design and barrier free, fun design and urban cultural
contents. (chapte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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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studying of urban design is two kinds of cities. One is historical
cultural cities. Another is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ities. Historical cultural
cities are London, Paris, Berlin, New York, Yokohama and Seoul.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ities are Freiburg, Barcelona, Vancouver, New York, Curitiba and
Habana. (chapter5)
The studying of adoption and application methods consists of strategical design
method, the urban design process and system, comparative research on type of
urban design. (chapter7)
This thesis core at clarifying historical and cultural factors and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suggest strategical urban design methods in order to plan
and design in the context of urban history, culture and environment.
Key words:

urban design, public design, urban design fundamental, public

design guideline, urban design project
Student number and name: 2006-30330 Choi Ink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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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린다. 애정이 넘치시고 곧은 성품을 소유하신 아버님, 인자하시고 꾸준히 뒤
에서 격려해주신 어머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사랑스럽고 나의 영원한 동반자인 조혜원에게 감사한다. 또한 나의 친절하고 사
랑스러운 현진이와 서진이에게 감사한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고생
하고 있는 혜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논문이지만 혜원, 현진, 서진, 어머니 그리고 나의 박사학위
취득을 하늘에서 기뻐해 주실 아버지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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